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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Education on Return to Mountain Village
- In the Case of the Participants in Senior Mountain Village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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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participants’ perception regarding improvements in education for their return to a 

mountain village, based on “satisfaction, motivation’s achievement, and effectiveness.” Survey was conducted with 80 
participants in 2017, of which 64 valid respons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SPSS 21.0 program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regarding the instructor and teaching materials” resulted in a higher level of motivation’s achievement of 
technology skills, social skills and effect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 The findings also revealed that if “the content of 
education” were satisfactory, there was effective self development. In addition, the higher the motivation’s achievement of social 
skill, the higher the perception in effectiveness of self development and interpersonal exchange. The study can contribute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improvement of education on return of people to their mountain villages, which are collaborating with  
civic groups,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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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14.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8)로 고령

사회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의 결정적 원인은 베이

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전환되는 것에 있다(Kwon et 

al., 2012).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법령 정비와 함께 평생교

육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Kee et al., 2010). 특히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적 노화를 겪

게 된다(Jin and Sim, 2017). 이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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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역할 상실에 따른 좌절감을 줄

이며, 노년기의 사회적 노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Hur, 2016).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현상으로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광의적 개념의 귀산촌인은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산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지역의 

산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산림자원을 생

활․생업을 위해 육성,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Kim et al., 2016). 산촌진흥지역으로 이주한 귀산촌 인

구는 2013년 57,857명, 2014년 62,824명, 2015년 

69,244명, 2016년 69,90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귀산촌 및 산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적절한 정책 및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다(Kim 
et al., 2016). 현재 귀산촌 교육은 주로 임업과 관련된 기

술교육을 중심으로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아

카데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의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임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교육은 귀산촌인

을 도시의 사회적 구조와 문화와는 다른 산촌에 안정적

으로 정착시키기에는 교육적 한계가 있으며 보다 보편적

인 산촌의 가치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시민단체,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 산촌학교’는 은퇴 준비

자를 대상으로 산촌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두 차례 실

시되어 2017년까지 총 16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교육 내용은 산림자원, 산촌, 산림문화, 산림생태계에 대

한 이해와 귀농귀촌 현장조사 및 관련 비즈니스 이해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운영 커리큘럼은 총 16강
의로 이뤄져있으며, ‘우리 숲의 이해․문화로서의 자연, 
산림생태계의 변화와 우리 삶, 백두대간에 기대어 살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속에 담긴 나무 이야기, 숲이 

있는 주거 문화와 생활 디자인, 마을숲 이해, 마을숲 현장 

탐방, 산림에서 보물찾기, 행복을 찾아가는 15인의 귀농

열정, 농사 대신 각자의 소질을 살리고 재능을 나누는 삶, 
내 농장 마스터 플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산촌유학,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막, 산림활용, 귀산촌의 이상

과 현실’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시니어 산촌학교 교육을 시작한지 2년이 조금 넘은 시

점에서 교육 만족도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생들의 인식특성을 면밀

히 분석하여 제시한 방안은 아직까지 시도되고 있지 않

은 상황이다. 귀농․귀촌 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 전반 

분야의 교육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한 Kim and Lim(2014)은 참여동기를 ‘목표지

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 참여만족도는 ‘교육내

용, 교육환경, 강사의질, 교육결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한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수리

더십과 학습동기, 학습성과를 분석하였으며, Park(2017)
은 학습만족도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자질, 교육서

비스’, 학습동기를 ‘활동지향, 목표지향, 학습지향’, 학습

성과는 ‘지적 영역, 가족 영역, 사회 영역, 기능 영역’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Kim(2017)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

로그램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를 보았는데, 참
여동기를 ‘목표지향형 동기, 활동지향형 동기, 학습 지향

형 동기’, 만족도를 ‘교육, 교육담당자, 교육방법, 이용방

법, 교육시설’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 참가동

기 성취도, 학습성과’를 중심으로 귀산촌 교육의 질적 개

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뤄오

지 않은 귀산촌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가진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인식 특성 분석으로 인구감

소 및 과소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촌의 지속적인 인

구유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육 만족도

Locke(1976)은 만족을 ‘정서적 반응으로 개인이 자

신의 일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
한 Choi(2000)는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얼마만큼 달성

했는가에 대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상태’로 만족을 보

았다. Astin(1993)은 교육 만족도를 ‘학생들의 교육 경

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였고, 
Oliver and John(1989)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결과

물과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호의 정도’라고 정

의하였다. 평생교육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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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0)은 교육 만족도를 크게 교육 전체 평가(전체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 내용 평가(교과목 적절

성, 교과목 난이도, 교수법 만족도), 교육 환경 및 장소 평

가(접근거리, 교육시설, 교육방식, 교육운영 만족도)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Jang(2012)은 성인 여성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를 ‘프로그램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문적 경험 만족도’로 구분하였으며, Park(2017)은 

Shin(2000)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항목에 근거하여 귀

농․귀촌교육 내용에 맞게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자

질, 교육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장애인 야학 참가자의 평

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다룬 Kim(2017)은 ‘교육내

용, 교육담당자, 교육방법, 이용방법, 교육시설’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강사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를 시니어 산촌학교의 교육 만족도로 설정

하였다.

2.2. 참여동기 성취도

Houle(1993)은 평생교육의 참여동기를 목표 지향적

(goal-oriented), 활동 지향적(activity-oriented), 학습 

지향적(learning-oriented) 등 세 집단으로 유형화하였

다. 학습자에 따라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학습활동에서 

가장 먼저 중요시되며, 나머지 두 가지 참여동기는 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Houle(1993)의 모형에 근거한 국내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가한 다양한 대상자들의 동기 연구

에 사용되고 있다(Lim, 2003; Jeon, 2009; Kim and 
Kim, 2013). 이러한 학습자의 동기가 얼마나 충족되었

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교육 참여의 지속성 및 교육효과

와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Kim and Han, 2015). 참여동

기 성취도 관련 연구로 Ha(2006)는 e-learning 성인학습

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성취동기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Lee and Lee(2017)는 성인평생학습자들

의 학습동기의 중요도-만족도를 분석하여 학습 후 지각

되는 학습동기의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

동기 성취도를 귀산촌 교육과 관련한 귀농귀촌 교육

(Park, 2017)과 평생교육(Kim, 2007) 선행연구를 기초

로 ‘시니어 산촌학교 교육 참가자가 학습 후 인지하는 참

여동기 충족 정도’를 참여동기 성취도의 개념으로 설정

하였다.

2.3. 학습성과

학습성과는 학습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에 나타나

는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를 의미한다(Park, 2017). 일반

적인 교육 분야에서 학습성과는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Tyler, 1950), 학습자들이 얻는 이득이나 

혜택(Boone et al., 2002)으로 정의해왔다. Hyun et 
al.(2016)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내 평생학습

의 성과와 관련한 1,632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결과적

으로 도출한 25개의 평생학습 성과 범주 중 가장 중심적

으로 다뤄지는 요소는 ‘만족도, 학업성취 및 직업능력 향

상, 학습전이, 조직유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

로 귀산촌 및 평생학습 관련 학습성과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Jung and Choi(2007)는 기존의 성적, 
취업률 등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적 평가방법으로 학습자가 인

식하는 학습결과에 대해 질적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
한 Yun and Kim(2011)은 학습성과를 ‘원격대학 성인

학습자가 학습경험의 결과로 얻게 되는 개인적인 성과

들’로 정의하고, 이를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진로 및 

취업영역, 가정생활 영역, 사회활동 영역’으로 구성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시니어 산

촌학교 참여 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학습성과

로 설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설정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자의 귀산촌 교육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7년에 진행된 시니어 산촌학교 3
기, 4기 참가자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시니어 산촌학교 3기는 2017년 4월 25일부터 6월 3
일까지 진행하였으며, 4기는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

지 각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2017년 6월 

3일과 9월 23일에 3기, 4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 80부
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64부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설문구성 및 분석내용

설문지는 시니어 산촌학교의 성격과 유사한 평생교육, 
노인교육, 귀농․귀촌학습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귀

산촌 교육 만족도(Jang, 2012; Kim, 2017; Par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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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Mean Factor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Commulative
(%)

Cronbach’s 
α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tent

I’m satisfied with overall contents of 
education 4.20 .847 .844

3.879 29.839 .907
I’m satisfied with overall methods of 
education 4.19 .792 .739

The program fulfilled one’s expectation 4.14 .780 .760

Contents correspond with a goal to learn 3.89 .776 .791

Satisfaction of 
instructor and 
teaching 
materials

The materials were properly used according 
to contents of lecture 3.95 .794 .726

3.456 26.582 .918

Education was conducted with the textbook 4.06 .769 .681

Lecturer conducted the education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4.19 .673 .850

I’m satisfied with the lecture totally 4.22 .654 .805

Lecturer suggested the contents which are 
necessary practically

4.20 .604 .753

Lecturer prepared for lecture thoroughly 4.36 .603 .683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dition

Classroom have clean space 4.55 .910 .916

2.836 21.815 .888Educational facilities have amenities 4.45 .880 .853

Educational facilities influence the 
education positively 4.36 .781 .770

Table 1. Factor analysis for satisfaction of education

참가동기 성취도(Jang, 2012; Park, 2017), 귀산촌 교육 

효과성(Jang, 2012; Park, 2017),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귀산촌 교육 만족도 척도는 

20개 항목, 참가동기 성취도는 13개 항목, 교육 효과성

은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들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

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였으며, 배리맥스 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채택하

여 요인 적재치 0.6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참가자의 귀산촌 교육 만족도, 참가동기 성취도,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귀산촌 교육 만족도와 교육 참가동기 성취

도와의 영향관계, 귀산촌 교육 만족도와 귀산촌 교육 학

습성과의 영향관계, 교육 참가 성취도와 귀산촌 교육 학

습성과의 영향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시니어 산촌

학교 3기, 4기 교육생의 57.5%는 남성, 42.5%는 여성이

며, 연령은 50대가 전체의 58.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35%, 40대 2.5%, 70대 2.5%, 30대 1.2%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시니어 산촌학교가 주로 은퇴자, 은퇴준비자

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니어 

산촌학교 3기, 4기 교육생의 거주지는 서울 70%, 경기 

28.7%, 충남 1.2%로 주로 서울․경기의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교육장소가 서울 시내에 위치하여 수

도권 지역 편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2. 분석 결과

4.2.1. 귀산촌 교육 만족도

귀산촌 교육 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신
뢰도(cronbach’s alpha)는 0.816이었고,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1은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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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Mean Factor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Commulative
(%)

Cronbach’s 
α

Motivation’s 
achievement of 
technology 
skills

Acquire the skill for preparing upcoming 
life 3.62 .853 .732

3.567 35.675 .861

Be satisfied with life and achieve 
self-realization through the learning 4.00 .803 .696

Be helpful in acquiring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which are needed to upcoming 
tasks.

3.97 .740 .601

Be helpful in getting the license 2.84 .701 .638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involving in 
education which have gotten recognition in 
society. 

3.59 .687 .631

Motivation’s 
achievement of 
social skills

Building a good human relationship 3.90 .909 .834

3.352 33.517 .885

Participating in activity with many people 4.08 .858 .803

Developing one’s talent by improving 
hobby or specialty 3.52 .749 .625

Preparing a life of service(volunteer) 
variously

3.89 .656 .663

Help for conducting the tasks 
professionally 3.41 .620 .697

Table 2. Factor analysis for motivation’s achievement

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현재의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 
‘전체적으로 교육방법에 만족한다’, ‘프로그램은 나의 기

대를 충족시켰다’, ‘교육내용이 배우고자 하는 목표와 일

치한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2는 ‘강사 및 

교재 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강의내용에 따라 기자재

가 적절히 사용’,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강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실시’, ‘강사의 강의에 전체

적으로 만족’, ‘강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제시’, 
‘강사는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

었다. 요인3은 ‘교육 환경 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강
의실은 깨끗하고 공간이 잘 확보됨’, ‘교육시설은 편의시

설이 잘 갖춰짐’, ‘교육시설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시니어 산촌학교 교육 만족도는 교육이 실시된 강의

실(4.55점), 교육시설의 편의시설(4.45점) 등 교육환경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컸으며, 강의준비(4.36점), 교육

내용(4.20점)과 교육방법(4.19점) 등이 비교적 높은 평

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교육내용과 

배우고자 하는 목표의 일치성(3.89점)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실제 교육 내용이 참가자들

이 가지고 있는 교육 동기와 일부 불일치되는 요인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자의 교

육내용에 대한 면밀한 요구분석을 통한 커리큘럼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4.2.2. 참가동기 성취도

참가동기 성취도 측정도구의 신뢰분석 결과,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65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1은 ‘기술능력 향상’으
로 명명하였으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관련 기술 획

득’, ‘배움을 통한 삶의 만족 및 자아실현’, ‘향후 계획하

고 있는 일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에 도움’, ‘관련 자격

증 취득에 도움’, ‘사회에서 인정되는 교육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5개로 구성되었다. 요인2는 ‘사회성 향

상’으로 명명하였으며, ‘좋은 인간관계 형성’, ‘여럿이 모

여 함께 배우는 활동에 참여’, ‘취미나 특기를 살린 소질 

계발’, ‘다양하게 봉사하는 삶의 준비’, ‘내가 맡은 역할

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에 도움’ 등 5개로 구성되었다.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동기 성취도는 ‘여럿이 모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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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Mean Factor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Commulative
(%)

Cronbach’s 
α

Effectiveness of 
preparation for 
aging

Acquiring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preparation of advanced age 4.27 .824 .798

3.037 30.367 .889

Expand the interest and knowledge in 
mountain village and forest 4.33 .805 .714

Increase hope and happiness for advanced 
age

4.08 .749 .794

Help in setting a goal and direction on 
advanced age 4.10 .712 .751

Effectiveness of 
self 
development

Increase confidence and dignity 3.94 .780 .859

2.761 27.609 .887
Pave the way for new perception of goal 
and value of life 4.13 .736 .792

Cultivate the emotion and expand the 
interest and knowledge of life

4.08 .724 .751

Effectiveness of 
interpersonal 
exchange

Participat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and 
public beneficial activities 3.63 .699 .755

2.082 20.821 .802Building a network with various social 
group

3.76 .896 .846

Increase acquaintance with other 
participants 3.94 .865 .816

Table 3. Factor analysis for effectiveness of education

배우는 활동에 참여(4.08점)’, ‘배움을 통한 삶의 만족 및 

자아실현(4.00점)’ 등 배움에 대한 성취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에서 인정되는 경쟁력 강화(3.59
점)’, ‘소질계발(3.52점)’, ‘전문적인 역할 수행(3.41점)’ 
등 실질적인 역량개발에 대한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격이 실

용적인 기술 습득보다는 산림 및 산촌의 가치 확산 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

라 교육 전에 시니어 산촌학교의 목표와 커리큘럼을 명

확히 참가자에게 안내하여 교육목표와 맞는 대상자를 선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2.3. 교육효과성

교육 효과성 측정도구의 신뢰분석 결과,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21이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1은 ‘노후준비 효과성’
으로 명명하였으며, ‘노년준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

보 획득’, ‘산촌과 산림에 대한 관심과 지식 확대’, ‘노후

생활 희망과 행복감 상승’, ‘노후생활의 목표와 방향 설

정 도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2는 ‘자기계

발 효과성’으로 명명했으며, ‘자신감 및 자존감 상승’,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계기’, ‘정서

함양과 삶에 대한 관심 및 지식 확장’ 등 3개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요인3은 ‘인적교류 효과성’으로 명명하였으

며, ‘다양한 사회활동과 공익활동에 참여’, ‘다양한 사회

집단의 사람들과 네트워크 구축’, ‘교육생들과 친분관계 

상승’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시니어 산촌학교 교육 효과성은 ‘산촌과 산림에 대한 

관심과 지식 확대(4.33점)’, ‘노년준비에 대한 새로운 지

식과 정보 획득(4.27점)’,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계기(4.13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다양한 사회집단의 사람들과 네트워크 구축(3.76
점)’, ‘다양한 사회활동과 공익활동에 참여(3.63점)’에 

대한 성취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니

어 산촌학교를 통해 배움과 인식 변화 등의 개인적인 성

취도는 크지만, 다른 교육 참가자들과의 교류나 사회활

동 참여 등 교류적인 측면의 교육 이외의 활동이 활발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6년부터 시작된 시니어 

산촌학교의 인적 네트워크가 아직 미비한 점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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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 motivation’s achievement of 
technology skill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446 .522 .853 .397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tent .136 .154 .138 .881 .382

Satisfaction of instructor and teaching materials .568 .176 .541 3.234** .002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dition .051 .128 .046 .396 .694

R²=.465  adj R²=.437  F=16.781  p<.01

Dependent variable : Motivation’s achievement of 
social skill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1.220 .573 2.130 .037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tent .391 .171 .380 2.288* .026

Satisfaction of instructor and teaching materials .419 .199 .374 2.104* .040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dition -.184 .140 -.158 -1.319 .192

R²=.645  adj R²=.386  F=13.799  p<.01

*p<.05 **p<.01

Table 4.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and motivation’s achievement of education

있으며, 교육생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

육 외 활동의 기회제공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4.2.4. 귀산촌 교육 만족도와 교육 참가동기 성취도

와의 영향관계

귀산촌 교육 만족도가 교육 참가동기 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귀산촌 교육 만족도를 독립변

수로 설정하고, 교육 참가동기 성취도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능력 향상 동기와의 분석결과에서는 R2=.465로 

총 분산의 46%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6.782로 

p<.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능력 향상 동기

의 경우 ‘강사 및 교재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교육내용 만족도와 교육환경 만족도는 영향을 끼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향상 동기의 분석결과

에서는 R2=.645로 총 분산의 64%를 설명하고 있으며, F
값은 13.799로 p<.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성 향상 동기의 경우 ‘강사 및 교재 만족도’와 ‘교육내용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환경 만족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가동기 성취도인 기술능력 향상 동기와 사회

성 향상 동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강사 

및 교재 만족도’로 나타났다. 시니어 산촌학교 운영에 있

어 전체 프로그램 기획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이 

접하는 강사와 강의에 적합한 기자재 및 교재 활용에 대

한 부분이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성 향

상 동기의 경우 교육의 진행 방법이 이론 위주 교육 또는 

실습 위주 교육에 따라 교육생들과의 교류 정도가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시니어 산촌학교의 교육과정을 기술능력 향상과 사

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시킬 필

요가 있다.

4.2.5. 귀산촌 교육 만족도와 귀산촌 교육 학습성과

의 영향관계

귀산촌 교육 만족도가 귀산촌 교육 학습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귀산촌 교육 만족도를 독립변

수로 설정하고, 귀산촌 교육 학습성과를 종속변수로 설

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후준비 효과성의 분석결과에서는 R2=.022로 총 분

산의 2%를 설명하고, F값은 .4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 효과성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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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 effectiveness of preparation 
for aging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3.716 .497 7.476 .000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tent .045 .146 .066 .310 .758

Satisfaction of instructor and teaching materials .021 .170 .027 .121 .904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dition .062 .119 .082 .524 .602

R²=.022  adj R²=-.030  F=.421  p=.738

Dependent variable : effectiveness of self 
development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243 .514 .473 .638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tent .603 .148 .565 4.065** .000

Satisfaction of instructor and teaching materials .199 .170 .174 1.172 .246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dition .085 .123 .072 .694 .490

R²=.556  adj R²=.534  F=24.255  p<.01

Dependent variable : effectiveness of interpersonal 
exchang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2.086 .661 3.156 .003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tent .240 .191 .226 1.256 .214

Satisfaction of instructor and teaching materials .441 .219 .389 2.019* .048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dition -.241 .158 -.205 -1.522 .133

R²=.255 adj R²=.216  F=6.606  p<.01

*p<.05 **p<.01

Table 5.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

에서는 R2=.556으로 총 분산의 55%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4.255로 p<.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기계발 효과성의 경우 ‘교육내용 만족도’가 영향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강사 및 교재 만족도와 교육환경 만족도

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교류 효과

성의 분석결과에서는 R2=.255로 총 분산의 25%를 설명

하는 수준에서 F값은 6.606으로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인적교류 효과성의 경우 ‘강사 및 교재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 효과성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식 확

장, 자신감 및 자존감 상승을 포함하는 교육의 효과로 시

니어 산촌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내용 만족도가 자기계발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계발 효과

성에는 교육을 통해 얻는 산촌, 산림, 귀산촌 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교육 내용 만족도에 큰 영향관계를 갖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적교류 효과성의 경우 실제로 

강사가 운영하는 강의의 형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교육생들이 실제 교육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강의의 경우 인적교류 효과성이 높

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4.2.6. 교육 참가 성취도와 귀산촌 교육 학습성과의 

영향관계

교육 참가 성취도가 귀산촌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 참가 성취도를 독립변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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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 effectiveness 
of preparation for aging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4.358 .346 12.587 .000

Motivation’s achievement of 
technology skills -.214 .142 -.305 -1.506 .138

Motivation’s achievement of social 
skills .179 .132 .273 1.349 .183

R²=.040  adj R²=.006  F=1.179  p=.315

Dependent variable : effectiveness 
of self development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1.070 .372 2.875 .006

Motivation’s achievement of 
technology skills .118 .153 .108 .774 .442

Motivation’s achievement of social 
skills

.660 .142 .649 4.632** .000

R²=.541  adj R²=.525  F=33.605  p<.01

Dependent variable : effectiveness 
of interpersonal exchang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1.645 .441 3.727 .000

Motivation’s achievement of 
technology skills

.042 .181 .039 .230 .819

Motivation’s achievement of social 
skills .553 .169 .552 3.278** .002

R²=.338 adj R²=.315  F=14.580  p<.01

**p<.01

Table 6. Relationship with motivations’ achievement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

하고, 귀산촌 교육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후준비 효과성의 분석결과에서는 R2=.040로 총 분

산의 4%를 설명하고, F값은 1.1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 효과성의 분석결과

에서는 R2=.541로 총 분산의 54%를 설명하고, F값은 

33.605로 p<.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 

효과성의 경우 ‘사회성 향상 동기’가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기술능력 향상 동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적교류 효과성의 분석결과에서는 R2 

=.338로 총 분산의 34%를 설명하고, F값은 14.580으로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교

류 효과성의 경우 ‘사회성 향상 동기’가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기술능력 향상 동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육 참가 성취도 중 ‘사회성 

향상 동기’는 자기계발 효과성과 인적교류 효과성에 모

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산촌학교의 

참가자 중 사회성 향상 동기를 가지고 교육을 수강한 대

상자는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 효과와 인적교류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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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

육 만족도, 참가동기 성취도, 교육 효과성을 분석하고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만족도

와 참가동기 성취도,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성, 참가동

기 성취도와 교육 효과성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시니어 산촌학교 교육 만족도 중 ‘강사 및 교

재 만족도’가 높으면 기술능력 향상 및 사회성 향상 동기 

성취도와 인적교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

용 만족도’가 높으면 사회성 향상 동기 성취도와 자기계

발 효과성이 높아졌다. 또한 참가동기 성취도 중 ‘사회성 

향상 동기’ 성취도가 높을수록 자기계발 효과성과 인적

교류 효과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

탕으로 한 시니어 산촌학교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시니어 산촌학교의 강사와 교재에 대한 만

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강사와 교재는 

참가동기 성취도와 교육 효과성 모두 영향을 끼치는 요

인으로 시니어 산촌학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게 관리해

야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강사 및 교재 만족도’는 기

자재 사용, 교재 활용,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전반적

인 강의 만족, 강의 내용 필요성, 강의준비에 관련한 만족

도로 다루었다. 강사와 교재는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자

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사

회성 향상 동기의 성취도 향상을 통한 자기계발 효과성 

및 인적교류 효과성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

션 관련 전문 강사 및 교재 등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두 번째로 시니어 산촌학교의 교육 목표를 보다 효과

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 동

기가 사회성 향상의 목적이 큰 참가자의 경우 인적교류

와 자기계발의 효과가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자들은 교육 만족도로 ‘교육내용이 

배우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3.89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참가동기 성취도로 ‘지식이나 기술 습득

(3.97점)’, ‘관련 자격증 취득 도움(2.84점)’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를 위한 지식과 정보

(4.27점)’를 얻고,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4.10점)’ 등에 

대한 효과도 높게 인지하였지만, 기술능력 향상에 대한 

성취도는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니어 산촌

학교의 교육특성이 노후준비를 위한 기술교육의 목적이 

아닌 산림 및 산촌의 가치 확산이라는 고유 목표를 가지

고 있음을 반영한다. 기술교육 위주의 노후준비를 목적

으로 하는 참가자들에게는 교육 신청 전에 명확한 교육 

목표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참가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산촌학교의 고

유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여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 교

육의 효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니어 산촌학

교를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접근하여 산촌과 산림의 가치

를 전달하는 것에도 유용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시니어 산촌학교의 지속적인 인적․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 효과

성에 있어 ‘산촌 및 산림에 대한 이해(4.33점)’, ‘노후준

비에 필요한 지식(4.27점)’과 ‘새로운 인식(4.13점)’은 

높은 반면에 다른 교육 참가자를 비롯한 ‘사회집단과의 

네트워크 구축(3.76점)’과 ‘사회활동 및 공익활동 참여

(3.63점)’에 대한 성취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시니어 산촌학교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

회적 관계망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육 

과정을 통한 네트워크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교육 외적

인 부분에서의 귀산촌인 및 마을주민과의 관계형성, 시
니어 산촌학교 교육생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니어 산촌학교 3기, 4기 참가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교육 인식 분석을 통해 교육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매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

해 임업기술 교육이 아닌 산촌의 가치와 문화의 이해를 

통해 안정된 귀산촌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도출하

고 있는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 참가동

기 성취도, 학습성과의 영향관계 분석은 시민단체,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귀산촌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니어 산촌학교 참가자만

을 대상으로 인식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보다 다양한 귀산

촌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귀산촌 교육 체계가 단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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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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