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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산업화와 도시화

가 일어났다. 도시 내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주거단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락하면서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열악한 생활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택 재개발로 대표되는 도시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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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물리적 

환경정비에 집중되어 진행되어왔다. 그로인해 사업성 높

은 사업들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공동

체의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인 면은 물리

적 재생만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최영민, 2015). 

2010년 이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역에 맞는 주민참여 유형을 개

발하기도 하였다(박성원, 2017). 2013년 제정된 ｢도시재

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정 이전에는 도시개발에 대한 방법이 주로 공청회,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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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형식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의 의견을 반영하는 듯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

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도

시재생대학이라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혜진⋅정남수, 2020).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도시재생

을 이해하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며,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대학에 관한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남숙, 2019; 김경배⋅정현

순, 2015; 원용호, 2020; 최영민, 2015; 전병혜⋅송혜승, 

2018). 조혜진⋅정남수(2020)는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전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교육만

족에 대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혜

진⋅정남수(2020)가 제시한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교육 

이후 만족도를 분석하여 2020년 진행된 예산군 도시재

생대학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재

생대학 교육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며, 

만족과 마을발전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도시재생 인지 

여부에 따른 교육생들의 교육만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대학 운영의 향상을 위해 

개선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을 파악하고, 교육프로그

램 구성에 대한 방향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적 범위로는 예

산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 중인 예산군 2020년도 

도시재생대학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

위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으로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지역

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신례원지역은 법정리로 신례

원3리와 창소3리로 구분된다. 지역의 경제 활동은 신례

원역이 위치한 신례원3리와 쪽파 주요 생산지인 창소3

리로 구분된다. 2002년 충남방적의 폐업 후 급격히 상

권이 쇠퇴하여 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지역이 2개소 

위치한 곳이다.

II. 이론적 검토

1.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

국토교통부(2013)는 도시재생대학 매뉴얼 제5차 개정

판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주민 스스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

아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대

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상향식(bottom-up) 도시계획 프로

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재생대학의 핵심목표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는 마을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김경배⋅정현순, 2015). 최영민

(2015)에 의하면,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

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아카데미 역할을 함으로써, 실천 

주체인 주민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적극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으로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재생대학 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시재생대학 운영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영민(2015)의 경우 도시재생대학의 프

로그램 구성, 참가 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김경배⋅정현순(2015)의 경우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거버

넌스 구축을 위한 운영개선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

다. 도시재생대학의 현실적 한계점을 제시(박성원, 2017)

하거나, 도시재생대학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김민혁, 2016)하였다. 도시재생대학의 

계획단계의 중요성(고지영⋅황규홍, 2017), 도시재생대학

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운영평가실태조사(전병혜⋅송

혜승, 2018),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주민 활성화의 강점

(김남숙, 2019) 등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실태를 통한 활성

화 방안과 운영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2. 교육 만족

교육 만족에 대한 정의는 Oliver(1980)가 제시한 기대-

결과 불일치 이론을 근간으로, 교육만족도는 학습에 대

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이며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통하

여 얻게 되는 보상, 성취 등에 대한 기대로 본다(박명숙, 

2015). 교육 만족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여 환

경,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배

미주⋅이경희, 2020). 강정민(2016)은 교육 만족 측정이 

곧 객관적인 교육의 질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

만, 교육서비스 제공 수준이 학습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임은 틀림없다고 하였다. 

교육 현장에서의 만족도에서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일

과 경험에 대해 평가한 결과가 긍정적이고 즐거울 때 나

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일이나 경험에 대한 의욕과 사

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이기환, 2003).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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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만족을 교육내용, 교육방법, 이용정도, 교육시설, 강

사, 교육방법, 교육서비스이용정도, 시설 등으로 구분하

기도 한다(고혜리⋅이희수⋅김정헌, 2016). 

도시재생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 

만족과 함께 학습자들의 몰입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 

몰입은 심리학 분야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 내적동기 

연구에, 사회학 분야에서는 아노미 현상과 소외현상의 

반대개념으로서의 플로우(flow), 인류학 분야에서는 인

간의 의식연구, 인류의 진화, 집단적 흥분상태와 종교현

상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이 몰입의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0; 오주일⋅정대율, 

2019). 교육에서의 몰입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학습

활동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로 학습자의 학습 흥미 유발

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창의성, 즐거움, 능력개발, 

최고 수준의 학습경험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을 경험하게 

해 줌으로써 학습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Csikszentmihalyi, 1990). 

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의 몰입경험에 관한 실증연구

들(Csikszentmihalyi, et al., 1990, Novak, et al., 2003)에 따

르면 몰입경험은 학습시간의 단축과 학습활동에의 적극

적인 참여를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향상 등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학습에서의 몰입이 교육만족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rkin, et al., 2003).

도시재생대학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교육목표 달성으로 교육만족에 대한 교육전이개념을 

함께 확인해보았다. 교육전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의 유효성은 교육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의 개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참가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긍정적인 반을을 이끌어 내는지, 그리

고 실무에 적용해 그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

는 개념이다(주성희⋅서민교, 2020). Noe(1986)는 교육의 

전이가 학습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일과 관련된 

기술, 행동, 인지적 전략들을 업무에 효과적 또는 지속적

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학습자들의 행동에 

있어 변화를 주어 학습자들의 업무에 효과적 또는 지속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프로그램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배

미주⋅이경희(2020)는 농업인의 교육프로그램 관련하여 

교육만족이 참여동기와 현업적용 간 그리고 직무만족과 

현업적용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

하고 있다. 강정민(2016)은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만족도의 가장 유의미한 요인은 직원

행정 서비스 만족으로 교육서비스품질에 따른 영향이라

고 제시하였다. 고혜리⋅이희수⋅김정헌(2016)에 의하면 

교육 만족은 자기결정성과 참여지속 행동의도 사이의 관

계에서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경희⋅

김충회(2000)는 수업방식에서 강의중심 수업보다 구성중

심 수업이 학습흥미, 학습 전이에 높은 성취를 나타낸 

것으로 전통적 수업을 보완하는 대안적 수업 방법을 제

시하였다. 김진호(2005)의 경우 Csikszentmihalyi의 몰입개

념을 성인학습상황에 적용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과 구성요인들은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상태를 유지시키

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3. 연구의 차별성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도

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의 역량강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

(김남숙, 2019)하거나, 도시재생대학의 운영방향(김경배⋅

정현순, 2015; 원용호, 2020), 주민의 의견을 반여한 도시

재생대학 운영 개선방안(최영민, 2015), 도시재생 프로그

램의 실태(전병혜⋅송혜승, 2018) 등에 대한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다.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의 만족을 일으

키는 교육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특히, 농촌지

역과 도시지역이 중복되어있는 중소도시에서의 도시재생

대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인구20만명 이하의 자

연 발생적인 지방 중소도시라고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 연구대상지인 예산군은 2020년 기준78,146명

이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나 농민이 많고 농촌조

직이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도농

지역 중소도시의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 요인을 확인하여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I.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생의 설

문을 바탕으로 도시재생대학의 만족도 요인과 그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제8기, 제9기 도

시재생대학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4회 진행된 제8기 도시재생대

학과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8회 진행된 제9기 도시

재생대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8기 교육생

은 60명, 제9기 교육생은 240명으로 총 300명이었다. 도

시재생대학과 교육만족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이 변수를 정의하였다. 

설문지는 연령대가 높은 교육생들이 많아, 읽는 시간

이 많이 들어 도시재새대학 교육이 끝나면 도시재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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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연구원들이 팀을 나누어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을 

쓰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이 농사를 주로 하다보니 9기 

도시재생대학은 농번기라는 특징으로인해 교육회차별 교

육생들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회차별 설문을 받

아 정리하였다. 설문지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여 

응답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총215부의 설문

지를 받았으며 무응답 및 분석에 사용하기 힘든 설문을 

제외하고 206부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 프로

그램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대학 교

육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독립변수로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설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만족과 만족에 따른 마을발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의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인지 여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만족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Table 2와 같다. 60세 이상이 75.7%로 나타났다. 남자는 

70.9%, 여자는 29.1%로 응답하였다. 도시재생에 대한 인

지는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접하기 전 도시재생

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76.7%가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Type Category References

Education

Configuration

Content

Practical Content Composition

Oh, J.I et al(2015),

Lee, K. H.(2003), 

Ko, H.R., et al(2016),

Kang, J.M.(2016)

Csikszentmihalyi., et al(1990)

Present specific data

Present Applicable Objectives

Methods

Variety of educational methods

Time-sharing appropriate

An appropriate method of education

Quality

a learning atmosphere

Professionalism of the moderator

Request Response

Flow

Active participation in education

New Learning in Every Lecture

Flow in education during training

Transition effect

Time-to-Time Value of Education

Want to complete additional training

Recommend education to others

Continuous Information Acquisition

Village development potential

Education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Bea, M. J., et al(2020),

Ju, S.H., et al (2020),

Kang, J.M.(2016)

beneficial to me

Opportunity to learn new knowledge and skills

Helping to understand urban regeneration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of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N %

sex
Man 146 70.9

Female 60 29.1

Age

-29 4 1.9

30-39 9 4.4

40-49 25 12.1

50-59 12 5.8

60- 156 75.7

Awareness
Know 158 76.7

Unknown 48 23.3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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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독립변수로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문항의 타당도와 신

뢰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속성파악을 위하

여 구성타당도에 해당되는 요인분석으로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타당도는 주성분 분석(Princopal Components)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

다. 사회과학 통계분석(최현철, 2019)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살핀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성 수치가 

0.4이하인 항목들과 요인적재치가 0.5이상으로 요인추출

기준을 적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고유

값 1 이상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의 수는 3개로 나타났

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KMO값은 0.900으로 기

준치인 0.5이상을 충족시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수

준으로 판단되고, Bartlett구형성검정값(2213.154, p<0.000)

의 p-value도 0.05이하로 분석되어 결정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변수의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신뢰성 계수 

Cronbach’s α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신뢰도는 제1요인 

0.895, 제2요인 0.869, 제3요인 0.731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값이 0.6이상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인 신뢰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누적분산율(Cumulative)

는 63.820%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구성 요인을 다음과 같이 명명

하였다. 제1요인의 구성 변인은 타인에게 교육 추천, 추

가 교육 이수 희망, 교육 중 교육 몰입, 시간 분배 적절, 

구체적 자료 제시, 알맞은 교육 방법, 교육의 시간 대비 

가치, 요구 응답 등 교육프로그램의 구성방법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 ‘교육설계’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의 구

성 변인은 적극적인 교육참여, 교육방법의 다양함, 학습 

분위기, 매 강의마다 새로운 배움, 지속적인 정보 습득, 

마을 발전 접목 가능성 등 교육의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육문화’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의 구성 변인

은 진행 인원의 전문성, 응용 가능 목표 제시, 실용적 내

용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내

용으로 ‘교육지원’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3.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만족도 분석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에 따라 도시재

생대학 교육의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Table 

4와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델의 유의성

을 검정하고 다중공선성을 VIF 계수를 사용하여 확인하

였다. 개발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은 

통계 소프트웨어 SPSS 24.0을 이용해 구하였으며 Table 

3에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VIF 값은 

Factor Variable Factor Load Eigen values % of Variance Cronbach’s α Average

Educational 

design

Recommend education to others 0.864

4.786 28.151 0.895 4.166

Want to complete additional training 0.712

Flow in education during training 0.683

Time-sharing appropriate 0.666

Present specific data 0.642

An appropriate method of education 0.586

Time-to-Time Value of Education 0.558

Request Response 0.527

Educational 

culture

Active participation in education 0.730

3.488 20.515 0.869 4.244

Variety of educational methods 0.690

a learning atmosphere 0.677

New Learning in Every Lecture 0.660

Continuous Information Acquisition 0.648

Village development potential 0.607

Training 

support

Professionalism of the moderator 0.777

2.576 15.155 0.731 4.202Present Applicable Objectives 0.645

Practical Content Composition 0.602

Total varience extracted=63.820%, KMO=0.90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213.154(df=231, p<0.000)

* 1= It’s not like that at all. 5= Very much so.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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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2.676의 값을 나타냈다. 일반적인 VIF 값의 범위

인 10이내를 만족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

이므로 다중공선성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교

육프로그램 요인들과 만족은 p<0.001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으며, 설명력 또한 0.810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문화

의 β값이 0.5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문화가 교육만

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만족에 따른 마을 발전가능성 분석

도시재생대학 교육만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마을 발전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분석

해 보았다. Table 5와 같이 p<0.000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R²값이 0.402로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유의확률이 0.000보다 작고, 표준화계수 β값도 0.634로 

교육만족에 따라 마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주민 인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도시재생인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만족분석

도시재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

육생과 기존에 모르고 있었던 교육생의 도시재생교육 프

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

석해 보았다. 

Table 6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아는 교육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요인별 분석한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을 아는 교육생의 교육프로그램 요인별 만족도는 R²값이 

0.827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설계의 경우 

p값이 0.052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문화와 교육지원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문화는 표준화계수 β값이 0.670으로 교육문화에 따

른 교육만족에 다른 요인들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7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던 교육생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p-value VIF Tolerance

 Standard error β

Education 

satisfaction 

Constant -.085 .148 - -.573 .567

Educational design .173 .052 .166 3.304 .001 2.677 .374

Educational culture .588 .047 .584 12.646 .000 2.268 .441

Training support .247 .044 .247 5.574 .000 2.080 .481

R²=0.810, F=286.739(p<0.001), Durbin-Watson=1.773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Satisfaction by Educational Program Fact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p-value

 Standard error β

Village development 

potential 

Constant .600 .303 - 1.978 .049

Education satisfaction .845 .072 .634 11.711 .000

R²=0.402, F=137.137(p<0.000), Durbin-Watson=2.447

Table 5. A Regression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Village Development by Education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p-value VIF Tolerance

 Standard error β

Education 

satisfaction 

Constant -.028 .161 - -.175 .567

Educational design .122 .062 .117 1.958 .052 3.207 .312

Educational culture .660 .053 .670 12.423 .000 2.588 .386

Training support .207 .047 .207 4.408 .000 1.961 .510

R²=0.827, F=245.557(p<0.000), Durbin-Watson=1.689

Table 6. A Regression Analysis of Residents’ Satisfaction by Factors of Educational Program in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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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요인별로 분석한 것이다. 도

시재생사업을 모르는 교육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요인별 

만족도는 R²값이 0.840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설계의 경

우 p값이 0.090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문화와 교육지원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지원은 표준화계수 β값이 0.633으로 교육지원에 따

른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이 도시재생사

업을 이해하고 사업에 의견을 내며 참여 및 운영하기 위

한 마을리더 양성과정으로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되고 있

다. 마을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 요인에 따른 교육만

족을 살펴본 결과, 교육문화, 교육지원, 교육설계가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며, 교육문화가 다른 요인들보다 영향

을 더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인 교육참여, 교

육방법의 다양함, 지속적인 정보 습득 등으로 구성된 교

육문화가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만족하는데 더 많은 영향

을 미치므로, 교육생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

는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교육만족에 따른 마을발전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설명력은 낮으나 교육만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이 마을발전에 가능성이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교육생들이 교육만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마을

발전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재생사

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위해서

는 도시재생대학 교육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

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기 전 도시재생사

업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프로그램 요인을 살펴보았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알고 교육을 접한 교육생들은 교육문화가 교육만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모르고 교

육을 접한 교육생들은 교육지원이 교육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때 교육대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교육 계획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인지여부에 따라 만족

요인이 달라지므로 교육을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

누어 운영할지, 도시재생 인지여부에 따라 분반 운영할

지 등 교육방법까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대학 교육 만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육프

로그램과 주민들의 특징이 도시재생대학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대학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생의 특징에 맞게 교육프로그

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통해 도시재생

대학 교육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대학 교육 운영의 개선하거

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을 파악하고, 교육프로그램 구성

에 대한 방향설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농촌과 도시가 

중복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재생대학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농촌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의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의 차별화

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만족도에 따른 영향으로 농촌

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 방향과 농촌과 도시에 대한 융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는 도시재생대학 한 지역의 도시재생대학 과정만 적용하

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로 인하여 연구내용의 일반

화에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에서

는 좀 더 포괄적인 지역과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이 연구

될 필요가 있겠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p-value VIF Tolerance
 Standard error β

Education satisfaction 

Constant -.105 .315 - -.335 .739

Educational design .160 .092 .149 1.734 .090 2.020 .495

Educational culture .233 .101 .213 2.298 .026 2.366 .423

Training support .643 .114 .633 5.620 .000 3.479 .287

R²=0.840, F=76.822(p<0.000), Durbin-Watson=2.083

Table 7. A Study on the Regression Analysis of Residents’ Satisfaction by Factors of Educational Program in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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