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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활동이 시민정원사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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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for nurturing citizen gardener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analyze educational satisfaction. The educational program consisted of understanding of gardens 
and plants, garden plant management, garden design drawings, etc. For field practice, a small-scale garden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electing an actual site. The garden creation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the garden artist 
was selected as a mentor for each group, and the entire process from design to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together. 
As a result of the satisfaction survey, the average level of satisfaction for all items was 4.3 points, indicating a level 
of satisfaction of 86%, indicating a relative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questionnaire about garden-related education 
that they would like to receive additional education, there was a demand for specialized education such as ecology, 
plants, healing, planting, management, technician, etc., in-depth education, and education such as weekend classes.

Key Words: Small Garden,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정원과 식물의 이해, 정원식물관리, 정원설계 드로잉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실습으
로는실제대상지를선정해서소규모한뼘정원을직접설계하고시공하였다. 정원조성은 3개조로나누어각조별로정원작
가를 멘토로 선정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다. 만족도 설문 결과, 전체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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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원가꾸기는일상생활을통해자연과이롭게관계를맺는

실용적인 생활문화의 하나이며, 의식, 사고, 감정, 주장에 대한

인간의 미학적 행위와 내적 미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Benóist-Méchin, 2005). 특히 개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문

화가확산되면서, 여가시간과 더불어자연에대한관심과웰빙

요구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원활동을 통해 식물과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산림청이나국립수목원등중앙정부차원의정원교육과더

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식물과 정

원에대한전문지식향상과생활속정원문화확산을위한정원

전문가 양성교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국가차원에서의정원에대한체계적지원을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

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원정책으로는

게릴라정원과국립수목원내 ‘꽃과나무상담소’ 운영, 정원지원

센터조성등을계획하고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5). 정

원만족도란 정원교육 프로그램에대한 주관적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학습자의 만족도를 통해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게

되며, 교육전반에대한피드백과고도화가가능하게된다. 만족

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이 희망하는 열망과

실제로향유하는성취간의차이가만족도로표현된다(Campbell,

1976). 만족도는 과거 경험, 타인과 비교, 개인의 가치관 등의

요인별 기대 수준과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Wilson et
al., 2006).
김오경 등(2011)은 국내 전문가드너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에서 가든닝 실태 분석과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 간의 상관성

분석을 바탕으로 가드너 양성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에서시행하는시민정원사에대한연구로는손지원과김

용훈(2015)은 경기도시민정원사교육수료자를대상으로교육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교육여건, 교육장비, 교수설계, 강사, 교

육내용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향후 교

육과정 설계 반영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방선영(2016)은 서울

숲 도시정원사 프로그램의 교육 참여자 측면에서의 성과를 측

정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써 운영․관리자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하여 목적과 취지에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었는지

분석하였다. 김선화와이정(2021)은순천시성인학습자를대상

으로 정원교육 만족도와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순천

시 정원교육정책 방향및 개선점을제시하였다. 박주영(2017)

은 시민가드너교육참가자의도시정원역할에대해연구를통

해 시민가드너 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양주 등(2017)은 시민정원사활동및일반인설문을통해

시민정원사 활동을 분석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신재균(2020)은 경기도 가든프로그램 교육

이수자, 시민정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시민정원사, 지자체관련공무원을중심으로전문가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효과 및 시민정원사 제도 개선을 제안

하였다.

이와같은배경에서본연구는지자체에서시행하는시민정

원사교육과정및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민정원사양성

교육에적용하고, 교육 만족도를분석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

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시민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프로그램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

이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시민정원

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은 2021. 1∼2월까지, 정원

활동 교육기간은 2021. 02. 23.∼2021. 07. 19.까지 진행하였고,

교육활동에 대한 분석 및 자료 정리는 12월까지 진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이론강의와설계등실내에서가능한실습은

중부권 N대학교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진행하였고, 시공 및 관

리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N대학교 캠퍼스 내 녹지,

천안시 관내 S식물원, 천안시 도솔광장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전과정을 종합한 한뼘정원 조성은 천안시 도솔광장

평균 4.3점으로서 86% 수준의만족도를나타내어비교적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추가로교육받고싶은 정원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에서는 생태계, 식물, 치유, 식재, 관리, 기능사 등의 특화된 교육과 심화교육, 주말반 등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주제어: 한뼘정원, 정원설계, 시공,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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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녹지공간에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였다.

참여자는 총 15명으로서 80년대생(81∼90) 2명, 70년대생

(71∼80) 3명, 60년대생(61∼70) 6명, 50년대생(51∼60) 4명

등이며,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하지 못한 60년대생 1명을 제외

한 14명이 수료하였다. 남자 4명, 여자 11명(수료자 10명)으로

직종은 대부분 퇴직자와 주부, 프리랜서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참여자 15명중 수료자 1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에서 무응답 결측치 1명을

제외한 13명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설문지 구성은만족도 15

개 항목과 기타의견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만족도 항목은

김오경 등(2011)의 가드닝 교육만족도 항목(전반적인 교육만

족도, 실습여건의 만족도, 강사의 전문성 및 실력의 만족도)과

임현옥 등(2015)의 수목원 전문인력 교육과정 만족도 항목(전

반적인 교육만족도,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기간, 교육자의 전

문성, 교육시설)의 측정항목을기반으로구성하여설문결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족도항목은활동전반에대한만족도(3문항), 교육내용(6

문항), 교육강사(4문항), 교육환경(2문항) 및 기타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전반에대한만족도(7문항) 등 15개 항목으로구성하

였으며, 각 만족도 항목별 평가 점수는 매우 그렇다(5점)∼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등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기타 의견은시민정원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7개 질

문을 자유응답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 설계

교육프로그램은학술적이론과실무교육을통한이론과실

무가 균형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정원아카

데미 등 실제 정원실무교육 경험을 통해 시민정원사로서 과하

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한 실습을 포함하였다. 또한, 종합

실무 연습으로 소규모 정원(한뼘정원)을 조성하여 전 과정 학

습 내용을 실제 적용하였다.

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이론교육강사는전체강사의 30%

이상을석사이상또는관련자격증보유자로확보하여교육의

수준을향상하였으며, 실습교육 강사는현장및실습교육경력

위주로 선발하였다.

최고의 전문가 과정을 목표로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교육과

정을 구성하였다. 정원 조성,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이

론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치유와힐링, 탄소저감, 미세

먼지저감, 반려식물등심신안정을위한교육과정, NCS 학습

모듈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교육 등을 반영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개발

비전은 천안시의 시정목표에 따라 정원활동을 통해 행복한

천안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정원으로 새로운 천안,

정원으로 행복한 천안시민”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 1은이론과실무에정통한정원전문가양성이다. 녹색

으로 새로운 천안, 녹색으로 행복한 천안시민을 위해, 실내외

정원 만들고 가꾸기, 수목 및 화훼류 심고 관리하기 등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목표 2는 치유와힐링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코로나로상

처받은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위한 ‘힐링’ 정원교육을 실시한다.

목표 3은 정원문화 인식증진이다. 시민정원사 교육과 활동

을통해천안시민과충남도민, 나아가국민들에게정원의인식

을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 ‘정원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프로그램(표 1)은 이론교육(36H)과 현장실습 및 정원

조성실습(60H)으로정원과식물의이해, 정원식물관리, 정원설

계 드로잉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실습 및 정원조성실습으

로는 실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소규모 한뼘정원을 직접 설계하

고 시공하였다.

2. 한뼘정원 조성

교육프로그램의마지막단계에서실제대상지에한뼘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정원조사,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

는 전 과정을 실습하였다. 각 조별로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는

정원작가들을 멘토로 선정하여 현장읽기부터 설계개념 정립,

그림 1.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비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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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프로그램 및 정원조성 과정

강의일자
강의형태

교육분야 내용� 강사 정원조성�과정
이론 실습

3/22(월)

1H 개강식 정원문화의�이해
교수� /�정원교육� /�정원학회,�산림청�

정원정책위원

2H 정원과�식물�이해 국가�정원정책 국립수목원� /�정원정책� /�센터장

1H 정원과�식물�이해 시민정원사�역할과�의무 시민정원사� /�안산시�시민정원사�강사

3/23(화)

2H 정원과�식물�이해 정원식물의�식재
교수� /�정원경관� /�도시경관,�

공간디자인학회

2H 정원과�식물�이해
초본류(지피류,�초화류),

목본류(관목류,�교목류)

박사� /� 정원식물� /� 000원예연구소장,�

정원식물관리

3/29(월)

2H 정원과�식물�이해 식물의�종류와�기능
교수� /�정원식물,�설계� /� 조경수목학,�

식재설계,�정원디자인

2H 정원과�식물�이해 정원의�역사
교수� /�정원이론� /�조경학회장,�

도시경관,�조경사

3/30(화) 4H 정원과�식물�이해
미세먼지�저감�

플랜트�가든�실습�

석사� /� 정원식물� /� 00회�중앙회장,�

정원조성실무

4/5(월)

2H 정원과�식물�이해 식물과�힐링,�반려식물
박사� /�정원식물� /� 00엔지니어링,�

서울시설공단�

2H 정원과�식물�이해
식물의�번식�및�

재배관리

박사� /�정원식물� /�무궁화연구실,�

식물재배

4/6(화)

2H 정원과�식물�이해
인기있는�정원수�종류와�

특징

박사� /�정원식물� /�무궁화연구실,�

식물재배

2H 정원과�식물�이해
공기정화와�미세먼지�

저감�식물

박사� /�정원식물� /� 00엔지니어링,�

서울시설공단

4/12(월) 2H 2H 정원식물�관리
잔디�초화류�관리

연간�계절별�식물관리
박사� /�식물원�원장� /� 정원식물,�관리

4/13(화)

2H 정원식물�관리 수목전지�전정,�관리
박사� /�정원식물재배관리� /�

00엔지니어링,�자연환경기술사
2H 정원식물�관리 수목�굴취�이식

4/19(월)

2H 정원설계�드로잉 테마별�정원

박사� /�정원설계

2H 정원설계�드로잉 커뮤니티�가든

4/20(화) 2H 2H 정원식물�관리
병충해�관리�

비료�시비법
교수� /�나무병원�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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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강의일자
강의형태

교육분야 내용� 강사 정원조성�과정
이론 실습

4/26(월)

2H 정원설계�드로잉 정원기본계획�설계 교수� /�정원계획설계� /�조경기술사

2H 정원설계�드로잉
주제정원�계획과�

기본구상

교수� /�정원교육� /�정원학회,�산림청�

정원정책위원

4/27(화)

2H 정원식물�관리 정원시설물�관리 부장� /�인천공항�식재시설물�관리

2H 정원식물�관리
토양환경의�이해

곤충의�생활사

박사� /�정원식물� /� 000원예연구소장,�

정원식물관리

5/3(월) 2H 2H 정원설계�드로잉 정원디자인�표현�설계 정원작가� /�정원설계,�시공

5/4(화)

2H 정원설계�드로잉 정원설계�실습

정원작가� /�정원설계,�시공

2H 정원설계�드로잉 공정표�및�견적

5/10(월) 4H 정원설계�드로잉
정원설계�실습

(설계,�공정표,�견적�등)
정원작가� /�정원설계,�시공

5/11(화) 8H

정원설계�드로잉

(설계,�공정표,�

견적)

정원설계�실습

(현장견학�대체�

시공실습)

정원작가외�튜터� /�정원설계,�시공

5/14(금)

(보강)
10H

정원조성(시공)

(10H�추가교육)

팀별�한뼘정원�만들기

자재수급�및�기반조성
정원작가외�튜터� /�정원설계,�시공

5/17(월)

4H 정원조성(시공)
팀별�한뼘정원�만들기

자재수급�및�기반조성
정원작가외�튜터� /�정원설계,�시공

5H 정원조성(시공)� 팀별�한뼘정원�만들기

5/18(화)

4H 정원조성(시공) 팀별�한뼘정원�만들기 정원작가외�튜터� /�정원설계,�시공

4H 정원조성(시공) 팀별�한뼘정원�만들기 정원작가외�튜터� /�정원설계,�시공

1H 수료식 힐링정원�말하기콘서트 정원평가:�관련�공무원,�교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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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조성, 관리의 전 과정에 직접 조원들이 참여하게 함

으로써시민정원사교육프로그램을실제실습하도록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정원작가와 교육생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들이생각하는정원의물리적형태와상징성, 식물과 시

설물 등을 직접 표현하도록 하였다.

교육인원을 3개 조로 나누어 각각 천지인 정원, 빛솔 정원,

흥이 있는 꽃 정원 등으로주제를 설정하였다. 대상지는 본 프

로그램이 천안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천안의 옛이름인 도솔의 땅을 상징하며, 천안의 관문인

천안 인터체인지에서 천안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부에 위치한

도솔광장(공원)에 조성하였다. 도솔광장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광장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조성은 공원처럼 조성되어 시민

들에게는 도솔공원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적 동적 휴게공간으

로서 이용도가 매우 높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원조성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1) 천지인 정원
시민정원사 1조 5인(강○○, 송○○, 김○○, 이○○, 박○

○)으로 구성된 천지인 정원팀은 천안의 유래에 근거를 두고

역사성에서착안하였다(그림 2). 천안은하늘아래편안한곳이

라는 의미로서,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전쟁의 한 복판에서

천안의왕자산에올라천안의지세가다섯마리용이여의주를

두고 다투는 오룡쟁주의 형국이라 하여 천안이라는 이름을 지

었다. 천지인 정원은 하늘과 사람과 땅이라는 삼재미 사상을

바탕으로 오룡쟁주의 천안을 상징하는 장소성을 강조하였다.

용의형상을띤곡선형구조물을설치하여천지인을상징하

였고, 오룡을상징하는오방색을식물과구조물에적용하여, 공

간을 구성하였으며, 여의주와 용의 몸통으로 이어지는 꼬리를

판석으로 포장하여 진입로를 조성하였다.

2) 빛솔 정원
시민정원사 2조 5인(유○○, 변○○, 박○○, 김○○, 유○○)

으로 구성된빛솔정원팀은 대상지의명칭이며, 천안의옛이름

에서유래한도솔의땅에빛을비춘다는의미에서서광이비치

는 도솔광장과 천안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였다(그림 3). 도솔

은 불교에서 미륵불이 출현하여 머무는 곳으로 자유롭고 행복

한땅을의미하며, 빛솔정원을조성함으로써시민들에게자유

로움과 행복을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을 상징한다.

도솔광장 진입부의 형상을 따라 판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도솔광장을 상징하는 축소된 공간을 조성하였고, 바람개비

와조형물과식물재료를통해도솔의땅에비치는빛과바람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천지인 정원 조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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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흥이 있는 꽃 정원
시민정원사 3조 5인(라○○, 김○○, 최○○, 이○○, 이○○)

으로구성된흥이있는꽃정원팀은천안삼거리흥타령을모티

브로설정하였다(그림 4). 춤과노래가있는정원, 그래서흥이

나는 천안시민을 한뼘 공간에 담고자 하였다. 곡선형 엣지를

연속하여 춤사위에서 흩어지는 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잔디떼장과지피초화류, 마사토와바크, 꽃양귀비등강한질감

과색채를지닌초화류를이용하여춤마당에서공연되는다양

한 춤을 형상화하였다.

3. 만족도 분석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시민정원사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다. 교육만족도

15개 항목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89로 나타났다.

1) 전체적인 만족도 분석
전체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점으로서 86%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5).

유사연구인손지원과김용훈(2015)의 연구에서전체교육만

족도가 4.35점이며, 인천시의시민정원사만족도가 86.4%로나

타난 바, 전체적인 만족도및 항목별 만족도는본 연구와만족

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교육강사에대한설문중체계적설명과이해도

에 대한 만족도(4.5)가 전체 15개 항목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사의 태도(4.3), 교보재 활용(4.3) 등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교육내용․강사에 대한

만족도가높아전체적으로정원교육만족도향상에중요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빛솔 정원 조성 과정

그림 4. 흥이 있는 꽃 정원 조성 과정

표 2. 시민정원사 교육 만족도(n=13)

번호 내용 평균 SD

1

활동

전반

전반적인�교육�만족도 4.4 0.6504

2 다른�교육�참여�의사 4.4 0.7679

3 주변�사람�참여�권유�의사 4.4 0.6504

4

교육

내용

교육�목적�목표�적합도 4.3 0.6304

5 계획적�운영 3.6 0.7679

6 교육시간�적절성 3.9 0.6405

7 교육�수준�및�난이도 3.7 0.8549

8 이론,�실습,�견학�등�균형 3.2 0.8987

9 수료조건� (출석,�평가,�과제) 3.9 0.4935

10

교육

강사

체계적�설명과�이해도 4.5 0.6602

11 강사의�태도,�복장,�등 4.3 0.9473

12 교보재�활용 4.3 0.7511

13 SNS�등�소통�노력 3.8 0.8321

14 교육

환경

시설�및�환경 3.5 0.8771

15 기자재�준비 3.6 0.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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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3개 항목 모두 4.4점으로

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

다.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교육강사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강의와 실습, 교육환경

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활동 전반적 만족도가 선행연구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1인당 GRDP가 3만 달러 시대에 힐링과 치유, 여가와 휴

식등사회서비스에대한요구도가높은실정에서본프로그램

이이러한시민들의요구에부합되었고, 프로그램또한전문가

에 의해 구성되고, 강사진도 각 내용별로 우수한 강사진에 의

해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각 항목별 만족도
본 연구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1)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활동전반에대한만족도는 3개항목으로서, 교육에대한전

반적만족도, 다른교육참여의사. 지인들에게교육참여권유

등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에 대한 전반적 수준의 만족도를 평가

하였다. 만족도 평균점수는 3개 항목 모두 4.4점/5점으로 응답

하여 활동 전반에 대한일반적만족도는 88%이며, 3개항목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329로 나타났다.

김선화와 이정(2021)의 연구에서 81.8%가 재교육 등 긍정

적 반응을 나타낸 결과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교육내용에대한만족도는 6개항목으로서, 교육목적및목표

와적합성, 계획적인운영, 교육시간적절도, 교육난이도, 이론과

실습의적절한배분, 수료조건합리성(출석, 평가, 과제) 등시민

정원사 양성교육 내용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평균점수는 교육목적 및 목표와의 적합성 4.3점/5점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적인 운영 3.6점, 교육시간 적절도

3.9점, 교육난이도 3.7점, 이론과 실습의 적절한 배분 3.2점, 수

료조건 합리성(출석, 평가, 과제) 3.9점 등으로 응답하여 교육

난이도와실습등에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는전공자

가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원교육 이론이 교육생들

에게는난이도가높에느껴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교육기간

동안 코로나와 기상변화 등으로 일부 프로그램이 조정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내용만족도 3개항목의신뢰도(Cronbach’s α)는 0.8507

로 나타났다.

(3) 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
교육강사에대한만족도는 4개항목으로서, 체계적설명이해

도, 태도와말투, 교보재활용, 질의응답및소통등교육생의학

습효과증진을위한강사의준비와소통등에대한만족도를평

가하였다. 만족도평균점수는체계적설명이해도항목이 4.4점/5

점으로전체 15개항목중가장만족도가높았으며, 태도와말투

4.3점, 교보재활용 4.3점, 질의응답및소통 3.8점등으로응답하

여강사에대한만족도가 80∼90%로서비교적만족도가높았으

며, 4개 항목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000으로 나타났다.

(4)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는 2개항목으로서, 교육시설및공간

쾌적성, 교육기자재등교육생의학습효과증진을위한교육시

설및기자재등에대한만족도를평가하였다. 교육시설및공간

쾌적성은 3.5점/5점, 교육 기자재 3.6점 등으로응답하여교육환

경에 대한 만족도는 70% 수준으로서 매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당시 COVID 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교육이

너무나 어려운상황에도 정부지침을준수하며진행하려니 교육

생들에겐불편함으로평가되었고, 또이론교육과현장실습을병

행하면서 교육장소가고정되지 않고실습현장이변경되는 과정

에서 충분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교육환경에서 가장 만족도를 낮게평가된 부분은 실제 정

원을 조성하는 시공 단계에서 계속비가 내리는 상황에 재료수

급 등 일정을 변경할 수 없어 강행함으로 교육직 후 조사한 설

문지에 불만스러움을 표현한 교육생이 있었던 것 같다. 교육환

경 2개 항목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89로 나타났다.

(5) 기타 의견
만족도 15개문항외에기타시민정원사교육을활성화하고,

1∼3:�활동�전반에�대한�만족도,� 4∼10:� 교육내용에�대한�만족도,�

11∼14:� 교육강사에�대한�만족도,� 15,� 16:� 교육환경에�대한�만족도

그림 5. 시민정원사 교육 만족도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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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질적향상을위한 7개 질문에대한교육생의응답은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시민정원사양성과정에대한정보는 8명이지자체(도, 시

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

다. 그 외언론 등 3명, 입소문및 지인 2명, SNS 2명 등

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홍보효과

가 높게 나타났다.

②시민정원사양성과정참여동기에대해서정원산업직업

구직 7명, 정원식물 관심 6명등이대부분이었고, 여가시

간 활용 3명, 자원봉사 3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

희망자가 7명인 것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교육비와관련하여교재를흑백이아닌컬러로제작하여

복습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있었다.

④유사한교육프로그램참여경험에대한설문에서숲해설

가, 마스터가드너,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것으로나타나, 유사한성격의교육을연계함으로

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교육에서 좋았던 점으로는 실제 팀을 구성하여 한뼘 정

원을 조성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았고, 꽃과 식물관련 정

보,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의 교육 등이 유익했다고 응답

하였다.

⑥ 교육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으로는 기상상태에 따라 일

정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3-2. 교육내

용 설문과도 연계되어 있고, 그 외 교육시간 확대, 영상

매체 활용, 현장실습, 실기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 앞으

로의 시민정원사 교육운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⑦추가로교육받고싶은정원관련교육에대한설문에서는

생태계, 식물, 치유, 식재, 관리, 기능사 등의특화된교육

과 심화교육, 주말반 등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유사연구인손지원과김용훈(2015)의 연구에서교육과정개

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심화․연계교육, 봉사시간 축소, 실습

시간 확대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심화연계 교

육및실습시간확대필요성을공통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정원과 식물의 이해, 정원식물관

리, 정원설계 드로잉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실습으로는 실

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소규모 한뼘정원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

하였다. 정원조성은 3개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정원작가를 멘

토로선정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전 과정을함께진행하였다.

만족도 설문 결과, 전체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점으로

서 86%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매우 만족도가 높았고, 항

목별로는 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교육환경과내용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COVID 19의 사화적 대면교육혼란시기, 교

육활동 시기(여름철 우기), 교육용 기자재(실습현장의 여건)

등 교육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추가로 교

육받고 싶은 정원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에서는 생태계, 식물,

치유, 식재, 관리, 기능사등의특화된교육과심화교육, 주말반

등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정원활동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절적 영향과 기상상태에 따라 이론, 실습, 견학 등

교육진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실제현장에서진행된정원교육활동을기반

으로수행되어정원활동참여인원 15인 중 14명이수료하였으

며, 설문응답이 불성실하여 결측 처리된 1인을 제외한 13인에

대한만족도를분석하였기에본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위해서

는유사한후속연구들을통해입체적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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