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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역주민교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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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안  지역발 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을 상으로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  특성

이 슬로시티에 한 태도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하고자 한다. 지역의 개발에 있어 지역

주민의 교육은 지역주민의 태도형성  주민참여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

인 태도는 매우 필수 이 됨에 따라 이에 한 이해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로시티 지역주민
의 인구사회학  특성들이 슬로시티에 한 태도형성과 지역주민교육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검증해 보았다.
슬로시티 지역 4곳의 445명의 지역주민을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진행한 결과, 슬로시티에 한 정  태도 형성에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학력수 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정  태도형성에

는 거주기간, 학력수 , 소득수 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 참여횟수가 지역
주민교육에 한 반 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의 양 인 부분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의 질 인 부분에 해 더욱 집 하여 진행하는 것이 지역주민교육에서는 효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체 인 연구결과들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한 슬로시티 지역주민 상 교육의 로그램 수

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concept of the Slow City originates from the philosophy that seeks nature and a human-centric lifesty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in the socioeconomic traits of Slow City. For 
this study, 445 residents were surveyed about the concept of the Slow City. Using the survey results, t-test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find areas of improvement by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and effect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rategy of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effect of socioeconomic
traits on the residents' attitude and education satisfaction. The findings showed that local residence is more influential
on the residents' attitude than age, income and education an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tions in the education did
not affect education satisfac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more reinforced and improved local resident education 
should be offered for the Slow City education of residents. This study provides a convenient set of indicators for
a strategic focu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ming and policy for Slow City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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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슬로시티(Slow City)는 지역의 통문화 보존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보호와 정체성에 기 한 생

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안

 지역 발 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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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1].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한 

형태로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슬로시티의 이념을 
그 구보다 해당지역의 지역주민이 인식해야만 슬로시

티는 제 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재 우리나라에는 
11곳의 슬로시티가 있다. 각 지역에서는 지자체, 한국슬
로시티본부, 지역공동체가 주 하는 다양한 슬로시티 지

역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교육의 주내용은 슬로시
티에 한 이해, 주민들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슬로시티에 한 이해를 돕고 있

다.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아이템 발굴,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에 한 교육도 요하지만 지역주민 교육의 핵

심은 지역주민들이 심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 모
두가 행복하고 웃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

여와 주인의식이 매우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의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교육은 지역주민의 태도형

성  주민참여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는 을 

많은 연구에서는 제언하고 있다[3][4]. 특히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 인 태도는 매우 필수 이며 이

에 한 이해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5][6][7]. 
지역주민에 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야 하며 비 문가가 부분인 지역주민들에 한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해야 한다. 한 지역사회는 

지역주민들이 삶의 장에서 상호 계를 맺고 작용하면

서 생존하기 한 각기 다른 양식들을 한 세 에게서 다

음 세 로 수하는 생존 방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
면에서 지역사회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을 활용하고 있으

며 수되는 생존 방식을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8]. 
지역주민 상 교육은 개개인의 차이를 사회  참여와 

직  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한 방

법을 심으로 근하고 있다. 이 듯 지역개발  지역

발 을 해서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교육이 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태도나 만족도에 한 연구

들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한 인식, 향요인, 태
도에 한 구체 인 실증분석과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

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한 태도들이 그들의 수입, 연령, 거주기간, 인종, 교육, 
성별, 지로부터의 거리, 에 한 경제  의존도 

등 다양한 변인들과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라고 주장해오고 있으며 이는 때와 장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고 한다[9][10][11][12]. 특히 지역
주민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지역주민의 인식  태도, 
참여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13] 지역
주민교육에도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바이

다.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지역주민교육의 보다 체계
이고 발 인 방향제시를 해서 지역주민교육에 

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실증 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지역개발의 안  모델이라

고 평가받는 슬로시티 지역을 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

구사회학  특성들이 슬로시티에 한 태도형성과 지역

주민교육에 한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재 진행되고 있는 
슬로시티 지역의 주민을 상으로 슬로시티에 한 태도 

 주민교육에 한 태도를 조사하여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한 슬로시티 지역주

민 상 교육 로그램 수립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2.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2.1 슬로시티의 개념

슬로시티(Slow City, cittaslow)는 바쁜 도시생활과 
반 되는 개념으로 공해 없는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의 

먹거리와 고유문화를 느끼며 인간다운 삶을 되찾자는 느

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운동이다[14]. 지속가능한 
(sustainable tourism)에 한 한 형태와 실천 안으로 슬

로시티는 주목받고 있다. 슬로시티는 통문화 보존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작한 국제네트워크로, 무분별하게 가속
화되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 통성에 기 한 여유

로운 생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안  도시  지역발 모델을 의미한다[15]. 지
역의 환경과 지역문화 보존  복원을 바탕으로 지역 자

체를 매력물로 만들기를 추구하는 슬로시티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생산품을 이용하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교류 인구의 증 로 지역주민들

이 자생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국제 슬로시티 네트워크 황으로는 2015
년 12월 기 으로  세계 30개국 208개 도시가 구성되
어 있으며, 한국의 슬로시티는 2007년 12월 라남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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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완도군 청산도, 신안군 증도, 담양군 창평면, 장흥군 
유치·장평) 지역이 아시아 최   한국 최 의 슬로시티

로 가입이후 진 으로 확 되어 2016년 재 11개 지
역(완도, 담양, 신안, 하동, 산, 남양주, 주, 상주, 청
송, 월, 제천)의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다[16]. 슬로시
티 인증 이후 해당지역의 방문객 수 증가 등의 실질 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슬로시티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로서 지역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마을 만들기를 

추구함으로써 목 지로서 핵심매력을 가질 뿐 아니

라 지역주민의 자생력 증진을 심으로 진행되는 지역개

발이라는 에서 특징이 있다. 한 지역내 지자체, 
객, 지역주민간 거버 스 구조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의 생산  의사결정의 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17].

Fig. 1. The Slow City International Network (2015.12)

2.2 지역주민교육의 개념

인간은 지역사회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향을 받으

면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듯 지역은 인간에게 학습

과 교육의 장소이며, 인간은 지역내에서 교육을 통하여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18]. 지역
사회에서 그 지역의 발 을 하여 학교 교육 이외의 조

직 이고 체계 인 교육활동을 지역주민교육이라고 하

며, 지역사회의 요구와 지역사회 안의 구성원들의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이고 교육 인 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구성원이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 다. 그 상은 취학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

하다[19]. 교육은 모든 이들로 하여  그들이 련된 환

경에 빨리 익숙하게 하고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게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0]. 즉, 지역주민교육은 사회의 실 인 문제를 해결

하려는 규범  내지는 실천 지향  성격을 내포하고 있

으며 지역주민의 사고와 행동을 향상 습득시킴으로써 효

과 이고 조직  교육활동으로 의미될 수 있다. 이 듯 

지역주민교육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일정한 지

역의 주민을 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

공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찾아내고 
그 문제를 지역의 통합  노력으로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농 지역을 상으로 한 활성화

를 한 지역주민교육 연구는 1990년 반부터 활발하
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농 지역이 장기 으로 활

성화되고 발 하기 해서는 공 자 심이 아닌 교육을 

받는 수요자인 지역주민을 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21].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운 주체, 운 의 문

성, 문강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슬로시
티 지역의 지역주민교육은 해당지자체  주민자치단체 

주최로 슬로시티에 한 이해에서부터 지역 활용 등에 

한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슬로시티본부 
내부자료(2016)에 따른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 황은 
아래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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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Wando - - - - 4

Damyang 1 - - - 1
Shinan - - 1 - 2
Hadong - - 2 - 2
Yesan 1 - - 2 3

Namyangju 3 1 1 1 1
Jeonju 1 - 1 4 4
Sangju 1 3 2 3 3

Cheongsong 1 - 1 4 2
Yeongwol - - 1 1 6
Jecheon - - 2 1 2

Table 1. The Status of education of residents

2.3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 관련 선행연구

슬로시티에 한 선행연구들을 기에는 슬로푸드, 
슬로무 먼트운동, 슬로시티에 한 개념  근 연구, 
슬로시티 해외사례연구, 안  지역발 방안으로서 가

능성에 한 연구, 인증지역을 상으로 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22][23][24][25]. 그 이후 
슬로시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 수가 증가하면서 방문객

들을 상으로 한 실증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슬로투어리
즘  지표 리, 정책수립, 트 십에 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왔다. 지역주민의 역할과 인식이 요함에도 불구
하고 슬로시티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지역주

민의 환경인식에 한 태도, 애착도, 자아일치감과 만족
도간 계 연구, 슬로시티 개발에 한 태도변화, 지
역주민과 객간의 인식차이에 련한 연구들로 한정

되었다[26][27][28][29]. 슬로시티 지역주민 교육이 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교육에 한 연구나 정량  실

증연구가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슬로시티 지역주민을 상으로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

에 한 태도와 태도형성에 향을 주는 인구사회학  

특성들에 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지역주민 상의 
지역주민교육에 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내

용  측면에서는 지역내 수익창출과 련된 실용 인 교

육내용이 강조되었고, 교육방법에 련해서는 지역사회 
주민교육 참여 상의 연령층이 고령층이라는 을 감안

하여 방문을 통한 장교육  시청각교육이 요함을 

언 하기도 하 다. 지역주민교육의 운 주체로는 기존

의 앙정부 심을 지양하고 지역자체의 지역 고유성와 

특수성을 반 하는 것을 제안하 으며, 운 에 있어서는 

앙정부  지자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육 시

지효과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30][3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지역주민 인구사회학  특성

요인들을 조사항목으로 추출하여 슬로시티라는 특수한 

지역내 지역주민들을 상으로 슬로시티에 한 태도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3.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교육에 한 태도  

향 계를 악하기 해 설문구성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 다. 조사 상자는 우리나라 슬로시티

지역 4곳(담양, 완도, 신안, 하동)을 에 거주하는 지역주
민 445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본 연구 상인 슬로시

티 지역주민들의 연령 가 상 으로 높음에 따라 훈련

받은 조사원이 응답자들을 상으로 설문내용에 하여 

충분한 설명이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진행하 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 version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와 t-검증(t-test), 회귀
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조사표본
은 슬로시티 4개 지역의 지역주민을 상으로 2013년 5
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로시티 4개 지역을 심으로 
직  설문을 실시하 다.

3.2 분석결과

3.2.1 응답자 일반속성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보면 [Table 2]와 같이 성별
은 남자가 196명(43.8%), 여자가 250명(56.2%)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 연령 로는 20세미만이 27명(6.1%), 
20-29세가 46명(10.3%), 30-39세가 76명(17.1%), 40-49
세가 123명(27.6%)50-59세 116명(26.1%), 60세이상이 
57명(12.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66.5%)이 40세 이상이 다. 응답자들의 해당지역에서
의 거주기간에 한 질문에 5년미만이 57명(12.8%), 
5-10년미만이 69명(15.5%), 10-20년미만이 106명
(23.8%), 20년이상이 213명(47.9%)으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부분의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

역에서 오랜시간동안 거주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슬로
시티 지역의 응답자 직업에 한 질문에 농,축,수산업 종
사가 114명(25.6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기술직 6
명(1.3%),공무원/교사가 40명(9.0%), 회사원 3명(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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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95 43.8

Female 250 56.2

Age

＜20 27 6.1

20-29 46 10.3
30-39 76 17.1
40-49 123 27.6
50-59 116 26.1
≥60 57 12.8

residence

＜5 57 12.8
5-9 69 15.5

10-19 106 23.8
≥20 213 47.9

Occupation

agriculture 114 25.6
manufacture 6 1.3

public officer 40 9.0
employee 3 0.7

owner operator 89 20.0
service 35 7.9

professional 4 0.9
student 30 6.7

housewife 78 17.5
others 46 10.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98 22.0

High school 153 34.4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Sample

College 92 20.7
University 34 7.6
≥Graduate school 68 15.3

Monthly
income
(￦10,000)

＜100 133 29.9
100-200 166 37.3
200-300 112 25.2
300-400 22 4.9
400-500 9 2.0
＞500 3 0.7

number of
participation

1-3 204 45.8
4-6 165 37.1
7-9 56 12.6
10-12 15 3.4
≥13 5 1.1

total 445 100

로 가장 낮았으며, 자 업이 89명(20.0%), 서비스직이 
35명(7.9%), 문직이 4명(0.9%), 학생이 30명(6.7%), 
주부가 78명(17.5%), 기타종사자가 46명(10.3%)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으로는 졸이하가 98명(22.0%), 
고졸이하가 153명(34.4%)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문 재/졸업이 92명(20.7%), 학재/졸업이 34
명(7.6%), 학원재학이상이 68명(15.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으로는 100만원이하가 133명
(29.9%), 100-200만원미만 166명(37.3%), 200-300만원
미만이 112명(25.2%), 300-400만원미만이 22명(4.9%), 
400-500만원미만 9명(2.0%), 500만원이상이 3명(0.7%)
으로 나타났다.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과
반수 이상(62.5%)이 100-30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시티 지역주민 상 슬로시티에 한 교육참여횟수

에 한 응답으로는 1-3회미만이 204명(45.8%)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3-5회미만이 165명(37.1%)로 두 번
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5-8회미만이 56명(12.6%), 8-10
회미만이 15명(3.4%), 10회이상이 5명(1.1%)으로 나타
났다. 슬로시티 지역주민들 다수는 슬로시티에 한 
지역주민교육에 어도 1회 이상은 참여한 것으로 나타
났다.

3.2.2 지역주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슬로시

티 지역주민교육 태도 차이분석

슬로시티에 한 태도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에 한 성별집단별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증(T-test analysis)을 실시하 다. 슬로시티 지역주
민들의 성별에 따른 슬로시티에 한 태도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3>, <Table 4>과 같다. 성별에 따른 슬로시티에 
한 태도 평균값은 남자 5.57, 여자 5.50으로 남자가 여
자보다 슬로시티에 하여 더 정 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성별에 따른 슬
로시티에 한 태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남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N M SD t

Male 195 5.57 1.21
.651

Female 250 5.50 1.07

* p < 0.05

Table 3. Differences of Gender and Slow city attitude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 평균값으로는 남

자가 5.44, 여자가 5.49로 여자가 더 정 인 태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성별에 따
른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유의수  .05
수 에서 남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에 따른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
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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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 SD t

Male 195 5.44 1.08
-.47*

Female 250 5.49 1.02

 * p < 0.05

Table 4. Differences of Gender and local resident education
attitude

 
슬로시티 교육참여횟수에 한 성별 평균차이를 알아

본 결과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성별에 따라 평균값으로는 

남자가 1.86, 여자가 1.70으로 남자가 더 많이 참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성별에 따른 슬로
시티 지역 주민교육참여횟수에 한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유의수  .05수
에서 남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N M SD t

Male 195 1.86 .97
1.98*

Female 250 1.70 .79

* p < 0.05

Table 5. Differences of number participation and Slow 
city attitude

  
3.2.3 지역주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간 영향관계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슬로시

티 지역주민교육간의 향 계를 악하기 해 슬로시

티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슬로시티에 한 태도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Table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슬로시티 지역주민
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슬로시티 태도에 해 회귀계수 

유의도(p<0.05)에서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수 이 2.61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 이 2.45로 슬
로시티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지역주민의 연령수 과 거주기간은 슬로시

티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variable B β t p

age .076 .093 1.843  .066

residence .084 .080 1.525  .128

education .111 .130 2.445   .015*

income .144 .128 2.608    .009**

R2=.042  F=5.84***  P=.000

 ***p< 0.001  **p<0.01  *p<0.05

Table 6. The Impact of socioeconomic trait on Slow 
city attitude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이 슬로시

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

본 결과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이 슬

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회
귀계수 유의도(p<0.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  특성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거주기간이 2.93으로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
(2.29), 소득수 (2.05)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variable B β t p

age .057 .075 1.485   .138

residence .151 .154 2.934     .004**

education .096 .122 2.286    .023*

income .105 .101 2.047    .041*

R2=.041  F=5.77***  P=.000

 ***p< 0.001  **p<0.01  *p<0.05

Table 7. The Impact of socioeconomic trait on local 
resident education

3.2.4 슬로시티 교육참여횟수와 슬로시티 지역주

민교육 만족도와의 영향관계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의 교육참여횟수와 지역주민교

육에 한 만족도간 향 계를 악하기 해 교육참여

횟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지역주민 교육에 한 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어 이들간의 향 계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Table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슬로시티 
교육에 참여한 횟수가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반 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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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β t p
number

participation .080 .066 1.402 .162

R2=.002  F=1.97  P=.162
 ***p< 0.001  **p<0.01  *p<0.05

Table 8. The Impact of number participation on education 
satisfaction 

4. 결론

지역공동체의 조화는 슬로시티의 으뜸 철학이다. 슬
로시티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람 살리기 운동이자 지

역주민이 주인으로 회복하기 한 행복운동이다. 바람직
한 지역발 을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지

역주민들의 정  태도형성과 주민참여가 매우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  지역발 모

델로 평가받고 있는 슬로시티의 지역주민들을 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슬로시티에 

한 태도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에 하여 실증분

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의 연령
로는 40 이상이 체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
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20년이상 거주했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았다. 거주기간이 10년이상인 지역주민
이 체응답의 71.7%로 매우 높았다. 이는 슬로시티 지
역주민 다수가 해당지역에 아주 오랜기간 거주한 지역

토박이들이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직업
으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25.6%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시티 인증 지역들은 우리
나라 농어 지역이 다수여서 1차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학력으로는 고졸이하가 
34.4%로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으로는 100-200만
원이 37.3%로 가장 높았다.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의 슬
로시티 련 지역주민교육에 참여한 횟수로는 1-3회미
만이 체 4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응답자가 슬로시티 련 주민교육에 1회이상은 참
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시티 지역주민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슬로시티에 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시
티에 해서는 남자가 더 정 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

었으며,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해서는 여자가 더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주
민교육에 있어 지역주민의 성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교육성과에 있어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슬로시티에 
한 태도형성에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수 과 학력수

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
과 학력수 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와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슬로시티 자체에 한 이해도가 높아 슬로시티 

자체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슬로시티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 인 태도

형성  호감도를 높이기 해서는 슬로시티에 한 다

양한 채 을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시된다고 할 수 있겠

다. 슬로시티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형성에 있어서는 
연령을 제외한 거주기간, 학력수 , 소득수  모두가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기간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

교육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에 한 애

착심과 자이일치감 정도가 높아져 지역주민교육에 해

서도 정 인 태도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주민
들의 소득수   학력수 이 높을수록 주민교육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교

육에 있어 거주기간별 학력  소득수 을 구분한 주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수록 교육의 성과와 주민들의 교육

에 한 정 인 태도에는 더욱 효과 일 것으로 사료

된다. 지역주민의 연령 는 지역주민교육의 정  태도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민교

육시 연령 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단된

다. 슬로시티 지역주민들의 교육참여횟수가 지역주민교
육에 한 반 인 만족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교육 참여횟수가 많

다고 해서 주민교육내용에 해 더 숙지하고 더 만족하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일반 으로 교육참여횟수가 많을수록 교육에 한 만

족도 한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남

에 따라 교욱참여횟수와 교육만족도간의 다른 에

서의 해석이 필요시 됨을 시사하고 있다. 슬로시티 주민
교육의 경우 지역주민을 상으로 자발 으로 교육참여

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 의회 임원  슬로시

티 의체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의무 으

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도 포함됨에 따라 교육에 한 참

여횟수는 높으나 교육에 한 만족도는 실질 으로 낮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측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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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교육의 경우 교육에 한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

는 교육참여에 있어 주민 개개인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포함되느냐 한 요함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함에 따라 지역주민교육은 다양

한 방법과 내용으로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주민교육

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지

역주민교육에 있어 보다 정 인 성과를 가져오기 해

서는 거주기간이 오래된 지역주민들을 먼  상으로 하

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교
육참여횟수가 지역주민교육에 한 만족에는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횟수라는 주민교육

의 양 인 부분보다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과 같은 교

육의 질 인 부분에 해 더욱 집 하여 진행하는 것이 

지역주민교육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 일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슬로시티 지역주민을 상으로 지역주민
의 인구사회학  특성이 지역주민교육에 한 태도형성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여 구체 인 요인들을 도출하고 검증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슬로시티 인증지역이 11곳인데 
반해 4곳만을 연구 상으로 했다는 에서 결과의 일반

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기간을 비교  장기간동안 표

본들을 상으로 하려고 노력한 에서 본 연구의 한계

을 최소화해보고자 하 다. 향후 보다 다양한 변인  
연구방법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주민교육에 한 실천

인 방안 련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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