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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의 마을살이와 공동체는 200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

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만 아니라 지방자치체에서도 도시 쇠퇴와 재생

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도시개발의 대안적 방안에서 주민과 공동체

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

고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도시 내 공동체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

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사례지로 평가받는 서울시 성북구 삼덕마

을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개선된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공

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 및 그 영향력의 강도를 계

획행동이론에 기반한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하여 

연구대상지의 주민 참여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가 근린환경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계획행동

이론을 활용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은 인간이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

를 하게 되는 경우에 주목하여 행위 의도와 실제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제약 요건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를 결정 요인에 포함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모형 확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인간 행동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이론적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에 앞

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1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라는 인간 행위인 만큼 정량적인 자료 분석 결과

만으로 해석하는 데 멈추지 않을 필요가 있으므로 참여관찰법을 이용하



여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 해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 표본에서도 분석이 가능한 부분최소제곱 구조방

정식 모형을 정량적인 방법론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연구 모형 설정을 

위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를 달리 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이 선행적으로 

활용되었다. 참여 의도에서는 요구되는 관여 수준과 관계없이 주관적 규

범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참여 의도에

는 단독주택 거주여부, 중간 수준의 참여 의도에는 지각된 행동 통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참여 의도에는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참여 행위에는 마을활동에 대한 태

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등 계획행동이론 개념 이외에도 근

린환경 만족도 및 주민의 개인 특성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 즉, 불만족스러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 거주 기간이 긴 여성 주민에서 참여가 더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이는 근린환경 만족도가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 연구의 맥락에 맞는 결과이자 개인 특성 변수와 참여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최고제곱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연구대상지의 마을 활동 참

여 행위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참여 의도이고, 

근린환경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참여 의도

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환경 만족도 관련 요인은 마을 활동

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주관적 규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근린환경 만족도가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

관적 규범을 통해 행위 의도를 거쳐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성

별과 거주 기간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행위에 대한 태도와 지

각된 행동 통제를 통해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이 연구대상

지의 근린환경 만족도가 마을 활동 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참여 결정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틀임이 확인되었으며, 근린 환경 중에서는 안전 및 교통환

경과 근린 시설이 마을 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 요

소임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지에서는 높은 결속력을 지닌 소규모의 주민공동체가 자리잡

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공공의 협력으로 

공모사업 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모적인 절

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의사소통 및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할 공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연구대상지 

뿐 아니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 개입 후 주

민공동체가 형성된 기타 지역에서도 다각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 주요어: 마을공동체, 계획행동이론, 근린환경, 주민 참여,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 

◆ 학번: 2016-2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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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전쟁 이후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도시로, 서

울로 이동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주택 공급은 자연스레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다양한 수준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적인 범위 역시 도시화 지역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 같은 문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방안들

은 미봉책에 불과하거나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유무형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쇠퇴한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고

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다. 

도시민의 임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택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리하여 짧은 시간 안에 도시 곳곳의 배경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열악했던 주거환경에 대한 처방으로 대폭 개선된 환경의 공동주

택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면 철거 정비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며(임병호 외, 2015), 여전히 남아 있는 노후 주택지역에

서도 기존 방식의 정비사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이루어진 정비 사업이 도시에 미친 영향은 물리적인 변

화에 그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주된 이유는 전면 철

거식 정비사업이 저층주거지에 정착한 거주민들이 수십 년의 도시화 과

정을 거치면서 일구어 놓은 도시 내 마을의 모습과 특정한 주거 지역에

서 기능하고 있던 공동체를 와해시킨 하나의 주된 요소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여관현, 양원모, 2015; 진희선, 2012) 즉, 높아진 생활 수준에 

걸맞는 주택을 짧은 시간 안에 다량 보급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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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축적된 자원이 지닌 가치 및 주민 커뮤니티 요소는 고려되지 못했

던 것이다. (하성규 외, 1999; 정현, 전희정, 2017에서 재인용) 

조명래(2011)의 지적과 같이 각 대상지가 가진 역사적, 지역적인 환

경과 주민들의 의식 수준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상이한 사회문화적 맥

락에서 탄생한 도시재생을 우리나라의 환경에 그대로 도입하여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을공동체를 점진적

으로 복원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서울시뿐 아니라 다양한 지방자치단

체들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강

조하는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특정 주거지역을 공유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며 필요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적인 구

조로 볼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종류의 공동체 중에서 마을공동체는 주거

생활 범위에서 형성되어 접근 장벽이 낮으나, 주택의 소유 여부나 주거 

기간(곽현근, 2005: 385) 및 노동 시간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유의미

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표가 주민 참여

를 통해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공

동체를 형성하는 것인 만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행위

에 어떤 결정요인이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지역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와 같은 인간 행위일 경우, 종종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 이 때 

의사결정과정과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기저 원인일 수 있

다. 인간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그 결과가 같

을지라도 영향 요인의 개수부터 영향력의 크기, 경로 등이 모두 크게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나 

정책 등을 기획하는 분야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가 어떠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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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결정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정확히 이해

하고자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참여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근린환경의 개선을 겪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념을 

포함한(유치선, 이수기, 2015; Diez-Roux et al, 2010) 근린환경 만족도 

요소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모형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살

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 모형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유의한 영향력의 경로는 무엇인지 분석

하여 대상지의 마을공동체 참여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한 마을활동 참여 연구모형 

  



- 4 - 

II. 선행연구 검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다(Ryu et al., 2018; 노정민, 구자훈, 2012; 

Wandersman & Florin, 2000). Wandersman & Florin(2000: 250-251)

은 “참여가 그렇게나 좋은 것이라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

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 바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질적 특성과 태도와 참여라는 행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체 형성을 증진하는 근린환경의 

성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는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사회과

학 분야에서는 다량의, 양질의 사례연구가 이론을 강화할 수 있다

(Flyvbjerg, 2006). 한국의 맥락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으나, 서로 다른 사례지를 대상

으로 장소애착심과 공동체 의식 및 참여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마을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공동

체 활성화 단체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근린환

경에 대한 인식(Chavis & Wandersman & Florin, 2000; Wandersman, 

1990; Lavrakas et al., 1980)과 참여를 연결하여 서울을 연구한 사례는 

박진아, 김병석(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 근린환경 만족도와 마을공동

체를 연결시켜 본 정현, 전희정(2017)의 연구는 근린환경 만족도가 사회

자본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으

나, 인식과 참여 사이에는 수많은 제약 조건이 작동하므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신현주, 강명구, 2017)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여 근린환경 만족도와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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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 참여 

전면철거 재개발, 재건축 정비 방식이 비판을 받았던 주된 이유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이 무시되며(여관현, 

양원모, 2015) 원주민의 의지에 비하여 재정착률이 저조하므로(윤정란, 

정대운, 2011; 이승주 외, 2010; 구시온, 2010) 비자발적 이주로 인한 

공동체 와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점진적인 

정비 방식이 도입되었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유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주민 참여는 시공간

적 배경이나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발현되며 저마다 다

른 수준의 주민 관여를 요구한다. 횟수나 참여 인원과 같은 피상적인 지

표를 넘어서서 주민 참여의 수준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는 

Arnstein(1969), Wallace(1991)의 연구를 거쳐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맥

락에서 구분을 시도한 신현주, 강명구(2017)의 연구로까지 이어졌다.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주목받음에 따라 촉진 방안(여관현, 양원모, 

2015; 이왕기, 지남석, 2015; 이주원, 김우성, 2013)에 대한 연구나 주

민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저술(이인숙, 2015; 이재완, 2014; 김병록, 

2011; 전용식, 이종호, 2008)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마을 활동에 참여

하는 주민의 특성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사업과 지역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주민 참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특성을 

밝혀낸 바 있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반면에 근린환경 만족도나 태도는 환경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인 함의를 지닌다. 마을 공동체 활동과 같이 자발적

인 주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으로는 근린환경 만

족도(박진아, 김병석, 2014), 장소애착심(2), 공동체의식(최문형, 정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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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상욱 외, 2015; 하병규, 권영주, 2015; 서재호, 2013), 마을활동 

프로그램(여관현, 2013), 정책인지도(이재완, 2014), 물리적 계획항목(홍

경구, 2013)등이 있다.  

지역 공동체와 해당 공동체가 마주하는 환경 요건은 서로 뗄 수 없으

며, 공동체 형성을 증진하는 근린환경의 성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

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Chavis & Wandersman, 1990: 76) 본 연구

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의 근린환경 만족도와 마을공동체 활동 참

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린환경 

도시계획 분야에서 페리(C. Perry)의 ‘근린주구론’이 크게 주목을 받

게 된 이래로 근린(neighborhood)에 대한 고찰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근린환경이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과 구분되는 점은 삶의 공간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한 동네라는 범주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개념들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근린환경은 거주자의 건강, 행복감,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

를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치선, 

이수기, 2015) 근린환경의 특성이 해당 지역 자체와 거주민들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이른바 ‘근린효과(neighborhood effect)’에 관련된 연구도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 (박선희, 박병헌, 2012; 박신

영, 김준형, 최막중, 2012; 전용완, 박윤환, 2008) 

주민 참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근린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기존에도 존재해 왔다. (조혜민, 이

수기, 2017; 유치선, 이수기, 2015; 박진아, 김병석, 2014) 로버트 퍼트

넘(Putnam)은 근린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 중 주거의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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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Putnam, 2000)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의 결과를 

발견해 낸 연구가 출판되었다. 예를 들어 Brueckner and Largey(2008)

의 실증 연구에서는 밀도가 사회적 자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근린환경은 거주자의 경제적인 배경 이외에도 토지이용특성이

나 해당 지역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행정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와 빈곤율 및 아파

트 가격 등 경제적인 변수를 통해 측정했을 경우(유치선, 이수기, 2015)

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근린환경 만

족도는 장소애착심에 영향을 미치고, 장소애착심을 다시 마을활동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박진아, 김병석, 2014) 따라

서 객관적인 근린환경 수준뿐만 아니라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

내는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도 및 참여 행위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

에서는 근린환경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근린환경의 질이 양호한 곳에서는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된다는 

결과가 있었다. (유치선, 이수기, 201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근린환

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마을 내 모임의 형성을 촉진한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Wandersman & Florin, 2000: 261). 이처럼 물리적 근린환경이 주민간 

교류와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지인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근린환경 개선에 따른 만족도가 마을 활동을 

포함한 마을 내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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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이후 개선된 삼덕마을의 근린환경

과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이

론적 틀은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으로, 인간

의 행동과 신념을 연결지어 봄으로써 행위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

하여 1990년대 초 고안된 개념이다. 삼덕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6개 잠재 변수(주

민들의 근린환경 만족도,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 통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도, 실제 참여)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

였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기법을 통해 마을활동 참여 및 참

여 의도에 유의하게 관계된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으며, 부분최소제

곱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근린환경 만족도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가 계획행동이론 관련 변수들과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양상은 참여관찰 및 인터뷰 등 질

적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1 - 1.  연구의 이론적 틀: 계획행동이론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한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며 이 때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는 교육학, 보건학, 소비자

학 등 인간의 행위를 주요 관심사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행동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심리

학에서는 행동 예측의 정확도와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속

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새로운 변수나 관계를 포

함시킨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사회심리학자인 Icek Ajzen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켜 온 학자 중 하나로, 특히 태도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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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태도(attitude)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평가

로 발현되는 심리학적인 경향으로, 이에 따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주목받아 왔다. Anderson(1971)의 정보통합이론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에서는 새롭게 주어진 정보가 기존의 

지식과 어떻게 결합되어 처리되는가를 연구하여 새로운 정보가 결과적

으로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준다. 각 정보에 대한 호의도와 

정보의 중요성은 각자가 지닌 경험과 지식, 기존의 태도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때 기존의 지식이나 신념은  새로운 정보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합된다고 제안한 것이 Anderson의 이론

이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호의도와 중요도 역시 태도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동일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정보

에 대한 호의도 및 중요도와 기존의 신념에 따라서 태도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Anderson의 정보통합이론은 후속 실증 연

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림 2. 합리적 행동 이론의 기본 모형 (Ajzen & Fishbei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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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태도는 꾸준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으

나, 행동이 태도와 반드시 일치하는가에 의문이 태도-행위 간 관계에 대

한 이론을 다각화하였다. 사회심리학자인 Fishbein과 Ajzen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그림 3 참조)에서 행위를 결정하

는 데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요소 또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이로 인하여 태도만으로는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서 출발하여 행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은 행위 의도

(behavioral intention)이라는 점을 보였다(Fishbein & Ajzen, 1975). 합

리적 행동이론에서 태도는 행위 의도를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 중 하나

로, 나머지 하나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다.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범적 믿음(또는 규범에 대한 인식)과 혼동될 수 있으

나 다른 개념을 일컫는 용어이다. 규범적 믿음이 사회적 규범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중

요시 여기는 타인(가족, 친구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특정 행

위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즉, 특정 행위 수행에 대하여 개개인이 받는 

심리적인 압력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나타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나의 가족/친구/선생

님은 내가 OO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의 가족/친구/선생님은 내

가 OO하기를 원한다”와 같은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어 왔다. 즉, 태도

와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으며, 행위 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행동에 대해 높은 예측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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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획행동이론의 기본 모형 

계획행동이론(또는 계획적 행동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은 Ajzen(1991)이 상술한 합리적 행동이론을 보완하고자 고안한 것이다. 

그림 4의 기본 모형에 표현된 것과 같이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위의도이며, 합리적 행동이론이 행위의도가 태도와 주관적 규

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 것과 다르게 계획행동이론은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요인이 행위 의도와 행위 

자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등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계

획행동이론은 행위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조건

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사와 행동에 대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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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획행동이론 요인의 대표적 측정 문항 

잠재변수 대표적 측정 문항 

태도 

△△는 재미있는 / 지루한 일이다. 

△△는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는 선호한다 / 선호하지 않는다. 

주관적 규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친한 친구들은 내가 △△하기를 원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 

△△하는 것은 나에게 용이한 일이다. 

나는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 

 Chen & Tung (2014)의 측정 문항 재구성 

 

지각된 행동 통제(혹은 행위 통제에 대한 인식)는 개인이 특정한 행

위 수행을 얼마나 용이하게 또는 얼마나 쉽거나 어렵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특정 행위를 하는 데 요구되는 정도의 헌신

을 할 수 있는가, 이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 인지하는가의 여부가 지각된 행동 통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각

된 행동 통제가 행위 의도뿐 아니라 행동 자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

약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모형에 포함한 계획행동이론은 인

간의 여러 가지 행위 의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

는다. 따라서 계획행동이론은 행위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행동뿐 아니라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Armitage et al., 1999) 태도

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유력한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Armitage 

& Conner, 2001). 특히 소비자 행동,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 행동 

또는 통행수단선택(Bamberg & Schmidt, 2003)과 같은 특정한 인간 행

위를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이론적인 틀로 자리매김하였다(Greaves et 

al., 2013). 

Ajzen(1991)은 적합한 예측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계획행동

이론을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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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하여 친환경 절전 행동, 질병 검사, 스마트폰 

이용의도, 서비스 수용도, 소비자 행동 등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였

다(주지혁, 2017; 2013; Lo et al., 2015; 배성화 외, 2015; Chen & 

Tung, 2014; Smith et al., 2007). 각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은 확인

하고자 하는 행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변수를 추가해 설계된다. 이 

중 만족도라는 변수를 포함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활용한 연구

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화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나 재이용 의사 

등 소비자 행동을 다룬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Lai & Chen, 

2011; Kang & Lee, 2009; Liao et al., 2007), 이는 소비자학과 같이 인

간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계획행동이론이 가진 설명력과 유

용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을 활동 참여 의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데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인 

단계가 작용한다는 점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참여 행위는 

각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나, 일반적인 사회 규범과는 

다르게 강력한 당위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발생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행위 의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을공동체 활동

에 대한 태도와 참여행위 사이에는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작동한다. 먼저 

한 마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마을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나 참여에 대한 높

은 주관적 규범 수준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기 위한 자신의 조건을 용이

하지 않게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태도와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으

며, 계획행동이론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

행동이론이 주민들의 참여라는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도 적용될 가능성

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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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도시들의 도시계획 정책이 양적인 공급과 

물리적인 개선을 넘어서서 저층주거지를 개보수하여 활용함과 동시에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체 활성화가 화

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다수 주민의 마을 활

동 참여라는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정책

이나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더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실적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아직 확립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짧은 사업 

기간 동안 노후 주거지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마을공동

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립 후 무상 임

대를 공공분야의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리적 근린환경 개선과 공

동체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계획 과정에 주민을 적극적으

로 참여시키도록 한 만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의 근린환경 변화와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을 서술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대상인 마을 활동 참여 행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된 주거환경관리

사업 대상지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한 주민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연구는 정책적인 함의를 지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를 다룬 것인 만큼 연관된 모든 요인을 포괄하며 마을공

동체 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

했다. 그러나 계획행동이론과 같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모형의 경우, 연

구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영향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적절한 변수를 포

함시킨 연구 모형을 설계할 수 있어 기존의 여러 이론에 비하여 마을공

동체 참여 행동에 대하여 보다 설명력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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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마을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 및 주민 개개인

이 처한 상황의 복합적인 영향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행위인 만큼 연령, 

성별, 소득, 교육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마을공

동체 활동 참여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계획행동이론 모형은 적합한 이

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동과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높은 참여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간 및 정보 부족과 같은 현실

적인 제약 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예비 참여관찰 및 약식 인터뷰 

결과가 연구 방법론 결정과 변수 설정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나 주민 참여를 다룬 문헌 중 고진숙, 

서영수(2016; 2017)의 두 연구를 제외하면 계획행동이론 접근법을 사용

해 주민 참여를 연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 연구들은 농산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의 주민 참여를 각각 계획행동이론과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으로 

살폈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의 외생변수로 포함시켜 사회적 자본

이 주민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를 연구 질문으로 하였다(고진숙, 서영수, 2016). 그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자본은 인지적 

사회자본이며, 주민참여의도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내생변수는 

주관적 규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확장된 계획행동이

론 모형의 종속변수는 참여의도로, 실제 참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물리적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설계하였고, 이

를 통해 삼덕마을의 공동체 활동 참여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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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정성적 분석 

본 연구는 참여라는 인간의 행동과 근린환경에 대해 주민이 갖는 주

관적인 만족도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실험을 할 수 없으며 정

량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완전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

한 내재적인 제약을 보완하여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

해 연구자는 대상지에 직접 방문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수치가 아닌 행위로 이해하고

자 하였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된 2017년 10월 말 첫 방문을 시작

으로 마을의 물리적인 근린환경을 면밀히 탐색하고, 주민공동체 운영위

원회의 정기회의(연례, 월례, 주간 회의)에서 마을활동 참여 인물들의 교

류활동을 관찰하고 마을의 현안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비정기적 활동 

(예: 마을회관 화단 가꾸기, 장 담그기, 마을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마을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 진행, 지역 비영리단

체와의 봉사활동 등) 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보이는 참여 수준을 파악하

여 정량분석도구가 삼덕마을 주민참여의 실제를 보다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참고하였다.1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관찰자로서 주민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 하였으나,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규모가 작으며 마을 주민들 간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완전한 비참여관

찰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참여관찰에 대한 주민

들의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이고 의식적인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1 신현주, 강명구(2017)의 연구에서 구분한 도시재생사업 과정의 주민참여 수준을 참고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관여 수준이 낮은 것부터 교육 및 홍보/정보 요청/논의과정 

참가/파트너십 등 4단계로 나누었는데,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참

여와 마을공동체 내부 의사결정과정은 참여 주체부터 주제 등 다른 점이 많으나 관여 

수준의 맥락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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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정황에 대해 보다 적절히 이해하고자 준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관찰 수집 자료의 객관성을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깊은 관여(마을공동체 회원 가입, 정기회의시 의견 개진, 특정 

인물과의 친분 관계 수립 등)를 회피하였으며 방문시 수집한 자료를 연

구노트에 기록하였다. 상기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집한 초기 정보는 

설문지 및 연구모형 설계와 주민 인터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

으며, 추후 연구모형의 결과 확인 및 해석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질문지 설계에 앞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

들에게 영향을 미친 근린환경 관련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Križnik et al. 

(2018)이 같은 대상지에서 실시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탐색적으로 분석

하였다. 해당 결과를 연구자의 자체적인 관찰 결과와 종합하여 선행연구

에서 근린환경 만족도 및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변

수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정 변수를 설정했다.  

1 - 3.  정량적 분석 

설문조사 결과는 다중회귀분석기법과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을 이

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중회귀분석은 IBM SPSS 25.0을 이용하

여 시행되었으며, PLS-SEM 분석은 SmartPLS를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면 종속변수(참여)와 독립변수(근린환경 만족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행위의도,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의한 영향 관계에 있는 변수가 무엇인

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기법은 하나의 종속변수를 제외

한 다른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행동이론 모형으로 인과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잠재변수들이 가지는 

관련성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확인할 수 없다. 반면에 구조방정식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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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경우, 변수들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로 구분되어 서로가 맺고 있

는 인과관계와 영향력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수들이 

맺는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기도 

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개선된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의 강도를 확인하

고,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사용하여 주민 참여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맺고 있는 복잡다

단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

이 종속변수에 따라서 구분된 여러 개의 모형을 설계하여 각각을 따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근린환경 만족도 – 태도 

b)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 행위의도 

c) 행위의도, 지각된 행동통제 – 참여 행위 

이처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경우,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

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및 영향력의 유의성 및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세 개 이상의 변수들 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간접 효과는 분석할 수 

없다. 반면에 요구되는 관여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영향력을 구분

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저수준 관여와 고수준 관여에서 나타

나는 근린환경 만족도 및 지각된 행동 통제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의도와 참여 행위를 저-중-고수준 관여로 구

분하여 다중회귀분석기법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것이

다. 

하나의 모형 내에서 변수들 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조방정식모형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마을공동체 참여 행

위에 대하여 근린환경 만족도,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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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력의 경로 확인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

한다. 이 중에서도 PLS-SEM은 보통최소제곱 회귀분석, 정준상관 또는 

구조방정식모형에 대안적인 예측 기법으로, 예측 변수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거나 예측변수의 수가 케이스의 수를 초과할 때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PLS-SEM은 주성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의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가능한 많은 공분

산으로 설명되는 잠재 요인을 추출한다. 그런 다음 독립변수의 분해를 

사용해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본 연구는 

약 500명의 연구 사례지 거주민의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므로 케이스 수가 많지 않으며, 분석의 

대상인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와 참여행위,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

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Wong, 2013)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 차원으로 묶어 축소하거나 유의성이 낮은 변수를 제거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PLS-SEM은 자료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Vinzi et al., 2010),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분

야(Bass et al., 2003)의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PLS-SEM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설계 

총 인구가 약 500명인 삼덕마을에서 운영위원회 임원 및 일반회원으

로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약 10명 정도이며, 각종 

행사 등 활동2에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약 60명 정도인 것

                                        

2 2018년 4월 현재, 관할 구청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 

삼덕마을에서 연간 프로그램으로 계획한 네 가지의 마을 활동의 실행이 미루어졌다. 

따라서 2017년도 사업 종료 후 현재까지 정기적인 마을 내부 활동은 사실상 없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핵심 인원의 회의가 주된 마을 활동이다. 이 점을 통

해 자체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없는 마을의 경우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 20 - 

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참여 인원의 일부는 삼덕마을 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근린환경 만족도 관련 문항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4, 기존 참여 

인원의 다수가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근린환경 만족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마을활동 참여 등에 대한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52개의 응답을 확보

했으며, 직접 설문지와 필기구를 제공한 후 응답이 완료되면 수거하는 

방법, 주택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제공하고 이틀 후 수거하는 방법, 직접 

질문을 읽고 연구자가 응답을 기록하는 대면설문조사 방법, 그리고 웹에 

게시하여 응답을 받는 전자설문법을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근린환경을 구성하는 20개 요소에 대한 만족도, 마을활동 

참여 및 참여의도,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동 통제, 응답자 

기초 특성 등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기초 특성에 관한 부분

을 제외한 모든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기록되었다. 근린환경 만족도

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상의 내

용 및 실제 결과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Križnik et al. (2018)의 연

구에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주민 및 삼덕마을 관계자의 응답으로부터 

근린환경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추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근린환

경 만족도를 다룬 기타 연구(정현, 전희정, 2017; 유치선, 이수기, 2015; 

                                                                                                    

높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를 전적으로 자부담 해야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

상지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경제적 활성화 부분에서 개선되

어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연구자의 관찰 일지 (2018년 1월 ~ 4월) 
4 삼덕마을에서 일어나는 주민공동체 활동 참여자 중 일부는 마을 거주민이 아닌 것으

로 보인다. 거주지를 옮겼으나 여전히 마을 주민과 친분을 가진 경우나, 주민이 소속

된 다른 공동체를 통해 유입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드물게는 마을공

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찾는 중 삼덕마을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인구의 경우, 거주지의 물리적, 사회적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과 타

지역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간에 다른 방향의 영향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설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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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 Chiu, 2013; Diez-Roux et al., 2010; 장한두, 2008; 이희창, 박

희봉, 2004, 이춘호, 2001)를 참고하였다.  

표 2. 근린환경 만족도 구성 변수 

물

리

적 

근

린

환

경 

주택의 규모 공원 및 녹지 
사

회

적 

근

린

환

경 

이웃의 수준 

주택의 편리성 휴식시설 이웃과의 친밀도 

주택의 쾌적함 문화시설 주민간 교류 활동 

대중교통 이용가능성 체육시설 사생활 보호 

도로 여건 교육시설 치안 및 방범 

주차 질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소음 수준   

 

마을활동 참여는 신현주, 강명구(2017)의 구분을 참고하여 삼덕마을

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였다. 삼덕마을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마을공동체 활동의 내용에 기반하여 주민 참여가 세 가지 수준

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참여하는 개별 주민의 관여 정도에 따라

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삼덕마을 주민 참여의 수준 구분 

수준 마을활동 

1단계 

현황 인지 및 마을 소식지 구독 

- 주거환경관리사업 설명회 참여 

- 마을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행사 관련  

홍보자료 인지 

2단계 

마을 행사 참가 

- 골목 축제, 김장 등 행사 참가 

- 비정기, 비공식적 친목행사 참가 

3단계 

마을 활동 기획 

- 마을 행사 기획 

-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마을활동 참여에 대한 응답은 위와 같은 구분에 따라 각 수준으로 구

분하여 서로 다른 문항을 이용해 수집하였다. 해당 수준의 마을 활동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주민의 관여 수준을 고려하여 참여 경험과 참여 의

도를 물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개별적으로 코딩하였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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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민으로부터 요구되는 관여의 수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할 수 

있었다. 

마을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Ajzen(199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를 응용하여 친환경 숙박업소 이용 의향에 대해 연구한 Chen & 

Tung(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을 삼덕마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

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7점 리

커트 척도의 양 극단에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선호와 부정적인 선호를 독립된 항목으로 

질문하고, 부정적인 선호를 담은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반전시켰다. 이러

한 태도 사이에는 우선순위나 중요도의 차이가 없으므로, 문항들이 모두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한 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된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응답자 기초 특성에 관한 문항 중 교육 수준과 주거에 관해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졌으나, 응답은 특정 선택지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해당 응답이 없는 선택지를 제외하여 

모형을 단순화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상과 중학교 이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비자가, 주택 유형은 단독/공동주택으로 이분하여 투입

해 독립변수의 숫자를 줄여 모형의 단순화를 꾀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서 말하는 주관적 규범이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데 

대해 개개인이 받는 심리적인 압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주는 개

념이다. 어떠한 집단에서 표준으로 통용되는 행동인 가치나 관습, 관례

로 대표되는 사회적 규범과 달리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

향력을 가지는 인물들(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선생님, 가까운 친구 등)이 

기대하는 바를 얼만큼의 압력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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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가, 달라진다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가 확

인하고자 하므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에 맞도록 문항을 구성하였

다. 마을은 주거의 공간적인 배경이므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인물은 함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가족과 함께 공

동체 활동을 하는 마을 주민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관적 규범에 대한 

문항을 설정하였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용

이하다고 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계획행동이론이 사용된 기존

의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친환경 제품 구매,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

한 지각된 행동 통제가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가용 

여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다.5 

표 4.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항목 

요인 문항 

태도 

마을 활동은 재미있는 일이다. 

마을 활동은 지루한 일이다. 

마을 활동에 참여할 때 나의 기분은 만족스럽다. 

마을 활동에 참여할 때 나는 불만족스럽다.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관적  

규범 

나의 가족과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내가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내게 달린 것이다. 

나는 마을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마을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5 설문지는 IV. 부록 –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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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

업지구(이하 삼덕마을)를 공간적인 범위로 한다. 근린환경 만족도는 주

관적인 지표로 주어진 조건이 동일할 때에도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동일한 물리적, 사회적, 문

화적 환경의 변화를 겪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단일 사업 지구를 대상으

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각 마을마다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기에 활동의 성격도 동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마을이 같은 빈도로 정기회의를 하더라도 두 마을의 회의에 참여하

는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관여 및 논의 대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에서 성공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사례로 평가받는 삼덕마을을 대상으로 계획행동이론

을 통해 근린환경 만족도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관계를 분석한다. 

 

1. 연구대상지 개요 

삼덕마을이 주택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 말, 많은 수의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하여 비교적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던 계층이 

유입되었다. 초기 입주민 중 상당수가 여전히 삼덕마을에 살아가고 있으

며 당시에 건축된 주택 중 상당수가그대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

다. 삼덕마을은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용

한 주거지역이다. 300m2을 초과하는 면적의 필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나, 초기 입주민이 건축한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4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다는 물리적 조건으로 인해 삼덕마

을 일대 지역은 2006년 3월 고시된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사업부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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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에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2013년 1월 31일부로 주택재건축, 

재정비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노후된 주택과 기반시설 등으

로 정비가 요구되는 바, 소규모 단위의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환경 개선

을 도모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점진적인 주거

지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정비방식과

는 다르게 지역자원의 발굴 및 활용, 마을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자발적인 주민참여 등을 중요시한다. (여관현, 양운모, 2015)  

표 5. 삼덕마을 일반 현황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Ⅹ동 XXX-X번지 일대 

면적 33,443.6m2중 주택용지 24,382.6m2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65% 

자연녹지지역 34.4% 

가구/인구 
총 191세대 / 약 500명 

중장년 및 노년층 인구 비율 55% 

 

공공부문의 크고작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총 40 개소에서 진

행되었는데, 이는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반사경, 보안등,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쌈지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다.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사업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뿐 아니라 주민공동운영시설 설립이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

관리사업 대상지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중 마을활동가를 파견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보조한다. 원칙

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공공의 지원 없이 완전히 자

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나, 주민으로만 이루어진 주민공동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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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단기간의 사업 참여 경험으로 전문성을 얻을 수 없어 행정업

무와 같은 부분에서 미숙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업 완료 이후에도 

6개월간 마을활동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덕마을도 마찬가지로 

사업 완료 후 마을활동가의 보조를 받았고, 2018년 3월부터는 관할 구

청에서 파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량강화 총괄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아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마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삼덕마을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계획 결정도 (성북구청) 

 

기존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수립한 계획과 시행사가 중심이 되었으나, 이러한 형태로는 지역의 종합

적인 재생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6 2014년부터 민관 협력 형태

                                        

6 계획수립 기술용역사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 도시계획기

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로 한정되어 있다. 즉,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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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며 공동체 형성이 사업의 중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이소영, 

2016: 88). 이에 따라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주민을 대상

으로 사업 시행 전 상세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 워크샵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 

용역을 맡은 기관은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함과 동시에 주민

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 도울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삼덕마을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역 재생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이 개입하여 2014년 2월부

터 6월에 걸쳐 총 9차례의 주민 워크숍이 진행된 바 있다. 

삼덕마을은 저층주거지역이며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어 공동주택에 

비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교류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많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다수의 

일상적인 관계망들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마을 전체

를 아우르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산재된 형태의 연결망으로, 

특정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성도 없었으며 마을활동이라기보다 개

인적인 친목 활동을 위한 교류에 가까웠다. 즉,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마을 행사나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

던 마을로, 2014년 이후 삼덕마을에서 일어난 마을공동체 활동은 모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체의 경우 마을활동 참여 증진, 주민참여계획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

은 경우가 많다. (맹다미 외, 2015) 이에 기술용역사는 여러 가지 방안을 택할 수 있는

데, 삼덕마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기술용역사의 경우 지역기반 비영리단체와 계약을 

맺고, 지역복지관 소속의 재생활동가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주민 활동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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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요 일정 

 일시 주요 내용 

사전기획 

2006. 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지역 지정 

2013. 07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해제를 요청 

2013. 1. 31. 해제된 정비예정지역 지정 

2013. 12. 27. 용역 착수 

2014. 2. ~ 

2014. 6. 
주민워크숍 (총 6회) 

2014. 5.  
주민 설문 진행, 토지등소유자 53.4%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동의 

2014. 7. 24. 주민설명회, 정비계획(안) 주민투표 

2014. 10. 1. 성북구의회 의견 청취 

공공부문 

사업추진 

2014. 12. 4.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부지매입 완료 

2015. 2. 10.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 구성 승인 (주민 12.9% 동의)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2015. 7. 2.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 

2016. 2. 25.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 착수 

2016. 9.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착공 

2017. 7. 31. 정비기반시설공사 완료 

2017. 10. 31. 마을회관 개관 

주민공동체 

자체 운영 
2017. 8. 이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마을회관 자체 운영 

(이소영, 2016: 86-87의 표 재구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들은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 현재 대표 외 16인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및 마을활동가와 함께 시작된 정기회의는 

주민 주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중간지원조직이 현장

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크게 외부 

기관과 협업하거나 마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나뉘는데, 자

체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견고한 수익창출모델이 없어 서울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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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지원사업 및 성북구 공모사업 예산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 활동에 핵

심적인 지원단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지의 마을공동체

가 마을기업을 운영하거나 공동체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보다 마을 

및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관계적인 필요나 욕구

에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덕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내 마

을공동체들을 연결해 주고 있기도 하다. 성북구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유관 기관이 시민 공동체 활성화에 호의적이며 적극적으로 공적인 지원

을 제공해 왔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마을들은 각자의 마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대화 및 협업할 수 있도

록 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삼덕마을 내 마을

공동체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마을의 물리적인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는 점에서도 주민 참여 활성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 5.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조직도 

 

2. 연구대상지 선정 이유 

삼덕마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마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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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활동이 없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마을활동 프로그램 역시 공공부문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공동체 활동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

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사업에서 개선하고자 하

는 물리적 환경과 민간부문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 문화적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어떠한 관

계에 있는지 살피기에 삼덕마을은 적절한 사례지라고 판단하였다. 

Križnik et al.(2018)은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자 어떠한 대응 방안을 취하고 있는가 확인하고자 서울과 싱가폴의 사

례를 비교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이며 상업시설이 거의 없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인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관여되어 있지 않아 참여자 간 관계

를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

정되었다. 연구자는 해당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삼덕마을 마을공동체의 주요 인물

들이 마을공동체 활동과 물리적 환경 개선, 특히 마을회관(주민공동이용

시설)의 설치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소영(2016)은 삼덕마을이 변화된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의 실체로서 가지는 의의를 확인하였다. 삼덕마을 사업 기간동안 관찰된 

주민-민간단체-서울시 간 협업체계는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한 서울시 주

거환경관리사업 실천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기에(맹다미, 

2015) 삼덕마을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는 향후 실시

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 참여에 대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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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덕마을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 참여 

2014년 진행된 총 9차례의 주민 워크숍은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거환

경관리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사 및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한 

민간 단체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공공부문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내용에 대해 직접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

며, 마을에서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

인하였다. 이 때 결성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7에서 2015년부터 2016

년까지 진행된 주민 주도의 마을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공

공부문 사업추진 단계(표 3의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단계 참조) 초

창기 주민 활동의 중심이 된 것은 골목 축제와 밥상 행사로, 주거환경관

리사업에 따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폭넓은 주민들의 참여를 목적으로 

했다. 이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는 집집마다 방

문하여 행사의 요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하는 주민 

간 교류활동을 경험8하게 되었다. 중간지원조직과 주민들은 해당 시기에 

마을의 행사가 마을 주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하여 

주민이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하였다

(서울특별시, 2017). 

                                        

7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주체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를 설

립하도록 하며, 주민워크숍이 진행될 당시에는 이의 전신인 주민협의체가 존재했다. 주

민워크숍이 마무리된 후 2015년 2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4월 현재까지 동일한 주민 기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

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는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8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내용 중 공공부문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되기 전 주민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참여한 기관이 집필한 보고서 서울특별시(201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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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2014년 시끌시끌 골목축제  

공공부문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착수하기 전의 주민 활동은 

마을 내 골목길 및 리모델링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시기는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개입한 

중간지원조직에서 파견한 마을 활동가가 있어 주민들과 밀접한 의견 교

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획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리모델링이 시작되며 마을 활동이 이

루어지던 물리적인 거점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주된 논의대상이 일반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계 및 시공으로 집중되면서 기

존에 활발히 참여하던 주민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역재생활동가의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서 삼덕마을 주민 공동체의 활

동 성격은 변화하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되기까지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주민 주도형 활동을 기획하기보다는 서울시, 성북구 및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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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마을 내 행사로, 일반 주

민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했던 성격의 활동들이 사실상 일년여 간 일시

정지되면서 광범위한 주민이 단순 방문 및 참여부터 기획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던 행사가 적은 수의 주민공동체 운영위원

회원의 깊은 관여로 집중되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 내에서 진행된 행사는 지역재생활동가

의 도움을 받아 지역 주민들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가

능성을 발견하고 개인 및 집단(마을) 수준에서 효능감을 경험하는 시기

였다. 즉, 삼덕마을이 단체로서가지는 역량에 대해 개개 주민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집합적 효능감을 경험한 단계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곽현근, 2005)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의 마을공동체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마을 외부에서 투입된 지역재생활동가와 

중간지원조직의 공동체 활성화에 당시 통장을 일임하던 인물들이 활발

하게 참여했다는 배경이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정주해 온 주거와 생활

의 공간이었던 마을은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장소였고,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정부 주도 사업의 제약과 한계에 

피로감이 축적된 상황이었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인물을 통해 

외부 기관 및 인원의 개입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과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사가 진행되던 2017년 초, 주민공동체 운영위

원회 대표 및 임원진이 교체되었으며 일반 회원에도 변화가 있었다. 마

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물리적인 거점 공간이 리모델링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삼덕마을 주민공동체의 활동이 변화의 국

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여하는 주체들 

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발현된 시기이기도 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은 도로, 하수도 및 안전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및 설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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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공공부문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데, 이 시설

은 서울시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필요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여 설치된 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후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운영하게 될 시설인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치와 설계 및 시설에 대하여 바라는 바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주민들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사결

정과정에서보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구청 및 현

장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논의 결과 일부 의견은 

반려되었으나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업 내용 또한 있었고, 해

당 과정에 참여해 직접 목소리를 낸 주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높

은 수준의 참여 행태를 보였다.  

 

그림 7. 삼덕마을 주민의 참여수준 구조 



 

표 7. 2017년 삼덕마을 마을공동체 활동 목록 

순번 날짜 내용 순번 날짜 내용 

1 2017.1.23.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총회 24 2017.07.03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2 2017.01.25 
정비기반시설 및 리모델링 공사점검 

구청 담당 공무원 미팅 
25 2017.07.05 

도시재생 네트워크 회의 참여 및 

소리마을 방문 

3 2017.02.01 
삼덕마을 스토리북 발간  

(삼덕마을에 넘치는 仁情좀 보소) 
26 2017.07.11 사회적경제센터 인터뷰, 모여라 성북마을 

4 2017.02.13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27 2017.07.17 YTN 사이언스 '녹색의 꿈' 촬영 

5 2017.02.13~28 
삼덕마을 CI 공모전 홍보지 배포 

(마을 및 대학교) 
28 2017.07.19 물김치 담그기 (10명 참여) 

6 2017.03.10~25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다양한 세대통합을 

위한 장 담그기」 강사활동 

29 2017.07.22 제빵 만들기 

7 2017.03.16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30 2017.08.04 구청 방문, 운영방향 논의 

8 2017.03.18 공동이용시설 현장소장 미팅 31 2017.08.07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9 2017.03.18 
서울시 광화문광장 희망나눔장터 

참여마을 기획회의 (연남동) 
32 2017.08.08 삼덕공방 회계시스템 처리 

10 2017.04.03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33 2017.08.14 
라인댄스 강사 미팅, 정든마을 개관식 

참석 

11 
2017.04.04, 

14,15,16 

서울시 광화문광장 희망나눔장터 

자몽청, 도토리묵 제작, 포장 및 

참가 

34 2017.08.15 YTN 사이언스 '녹색의 꿈' 방송 

12 2017.04.19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35 2017.08.18 
이지네과일청 사업 관련 사회적경제센터 

담당자 미팅 

13 2017.04.20 성북구 마을만들기 특화사업 발표 36 2017.08.24 구의원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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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7.04.20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 

무상임대승인 현장자문 
37 2017.08.29 

서울청소년 드림스타트 담당자 미팅, 

서울시립대 연구원과 인터뷰 

15 2017.05.02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38 2017.09.04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쿠킹클래스 

16 2017.05.13, 21 개울장, 세종대로 장터 참가 39 2017.09.05 모여라 성북마을 

17 2017.05.25 
성북구청 담당공무원 동행 

공동이용시설 점검 진행 
40 

2017.09.07-

08 
진안 

18 2017.05.27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더.하.기.축제 –

마을이 놀이터다’ - 삼덕마을 

달콤한 와플&시원한 오미자청 판매 

41 2017.09.11 삼태기마을 개관식 참석 

19 2017.06.03 
성북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발효식품 만들기 - 된장가르기 
42 2017.09.15 이지네과일청 주민대상 

20 2017.06.13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43 2017.09.18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추가회의, 업사이클링(우유팩) 

21 
2017.06.19., 

구청 담당자와 미팅 44 2017.09.22 사회적경제센터 축제 
26,27 

22 2017.06.23 매실청 담그기 45 2017.09.23 이지네과일청(노인의집), 플랫폼 식사대접 

23 2017.06.24 개울장 참여 46 2017.10.31 마을회관 개관식 

 
    47 2017.11.06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상술한 바와 같이 2017년 삼덕마을에서는 장 담그기, 과일청 만들기

를 비롯하여 에너지자립마을 탐방을 진행하는 등의 마을 활동이 진행되

었다. 해당 활동들이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

선 해의 골목 축제와 같이 물리적인 장벽이 없는 곳에서 단순 방문과 

같이 낮은 수준의 관여를 광범위하게 촉진하는 행사는 부재하였다. 대신 

2017년 삼덕마을 주민공동체는 서울시, 성북구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기획한 행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확고히 자리잡은 마

을 자체 수익창출모델이 없는 삼덕마을에서9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하

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은 공공의 마을공동체 활

동 지원 예산을 받는 것이었다. 이는 주로 정부 기관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

업 제안서와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각종 증빙 문서를 지

원 기관이 검토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인구는 50대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

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능률이 낮았다. 그러나 지역재생활동가 및 중간

지원조직의 보조와 함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운영

위원회 소속 인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2018

년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때 투입된 행정적인 도움은 이전 해에 비

하여 훨씬 적었다고 평가되고 있다.10 주민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삼

                                        

9
 삼덕마을 주민공동체도 장 담그기와 과일청 만들기 활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즉석 간

식을 서울시 도시재생장터(도시재생지역의 자립과 지역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

시에서 주최한 장터)를 통해 판매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및 판매 루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매량이 적으며 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유

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미미한 수준으로 보조하고 있다. (연구자의 관찰 일지, 

2018년 3월) 
10

 연구자의 관찰일지(2018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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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개인적인 역량이 성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공동체 활동 참여가 개인 및 공동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Viswanathan et al., 2004)을 뒷받침한다. 

삼덕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식 개관(2017년 10월 31일)과 함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은 모두 종료되었다. 주민공동이용시

설은 서울시 소유이지만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마을공동체 활동의 물리적인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로써 마을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다시금 가능해졌으나, 

동시에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 및 유지비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삼덕마을은 성북구에서 진행된 주거환경관리사

업 대상지 중 가장 큰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

가스를 이용한 난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냉난방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가 공모사업을 위해 지원받

는 공공의 예산 이외에도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가장 큰 원인

으로, 서울시 내 공동체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려움이다. 때

문에 공동체공간 운영 유지율이 연차가 늘어날수록 하락하여 6년 이상 

유지되는 시설이 전체의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안현

찬, 조윤정, 2018). 삼덕마을 주민공동체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마을공동체 활동의 물리적인 거점 공간 기능을 고려했

을 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유지 여부와 주민공동체 활동의 지속가

능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운

영 재원의 확보는 2018년 현재 삼덕마을 주민공동체가 마주한 가장 시

급한 과제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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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8년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내역 

 날짜 내용 

1 2018. 1. 8.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연례회의 

2 2018. 1. 18. 주민공동이용시설 간판 설치 

3 2018. 1. 19. - 20. 방학체험교실 

4 2018. 1. 24. – 26.  전통음식 체험기 

5 2018. 2. 6.  메주 만들기 

6 2018. 2. 7. 2018년 2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7 2018. 3. 7.  2018년 3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8 2018. 3. 21.  
지역 어린이 돌봄교실 “삼덕마을 언덕놀이터” 시작 

(주 1회, 수요일 진행) 

9 2018. 3. 25. 성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봉사단 행사 

10 2018. 3. 31. 성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담그기 행사 

11 2018. 4. 4. 2018년 4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12 2018. 4. 11. – 13. 삼덕마을 장담그기 행사 

13 2018. 4. 11.  
디자인마을 ‘금손클럽’ 강좌 시작 

(주 1회, 수요일 진행) 

14 2018. 4. 20. XX대학교 마을만들기 워크숍 – 삼덕마을의 경험 공유 

15 2018. 4. 21. 제1회 삼덕데이 (매월 셋째 토요일) 

16 2018. 5. 2. 2018년 5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17 2018. 5. 18. △△중학교 마을 탐방 프로그램 진행 

18 2018. 5. 19. 제2회 삼덕데이 (매월 셋째 토요일) 

19 2018. 5. 26. 개울장 참여 

20 2018. 6. 8. 2018년 6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21 2018. 6. 23. 제3회 삼덕데이 - 둘러앉은 밥상 

 

2017년 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공식적으로 개관하면서 이 시설을 정

기적으로 이용하는 마을 활동이 시작되었다.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 놀

이터의 경우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 1회 진행되고 있으며, 취미 활

동을 찾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공예 강좌도 2018년 4월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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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여러 가지 마을 활동의 형태 중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마을 

활동은 참가자 간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며, 참여를 통해 직접적

인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관심사를 공유하는 

인구만이 잠재적인 참여자이며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으므

로 이벤트성 행사에 비해 주민에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이지 않다는 특

징 또한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물리적 거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이후, 마을 축

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삼덕데이’ 행사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주민 참여를 진작시키고

자 하는 의도로 계획되었다. 골목축제와 같이 큰 규모의 마을 활동을 위

한 준비 단계이자 단순 참가와 같이 낮은 수준의 참여가 가능한 행사이

다. 즉,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 전 중간지원조직과 지역재생활동가의 도

움으로 진행한 경험과 주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며 획득한 역량을 통해 

마을 전체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자체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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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응답자 기초통계 

표 9. 설문조사 응답자 기초통계 

성별 
남성 20 

가구 크기 

1인 2 

여성 32 2-3인 19 

연령 

20대 이하 8 4-5인 27 

30대 3 6인 이상 4 

40대 8 

교육수준 

초등 3 

50대 13 중등 12 

60대 10 고등 11 

70대 이상 10 대학 23 

가족 중 

아동 

있음 5 석박사 2 

없음 47 

점유 형태 

자가 43 

거주기간 

5년 미만 10 전세 7 

5년 이상 15년 미만 14 월세 1 

15년 이상 25년 미만 8 기타 1 

25년 이상 35년 미만 8 
주택유형 

단독주택 32 

35년 이상 11 공동주택 20 

 

설문조사 응답자의 기초 통계는 위의 표와 같다. 응답자의 성비는 

5:8으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30대 이하 청년층(21%)에 비해 50대 이상 

중장년층 응답자(79%)가 월등히 많아 마을의 인구 구성과 비슷하게 나

타났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5가구였고, 대부분이 중장

년 부부의 2인 가구 또는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중장년 부부 

가구의 형태를 보였다. 성북구 및 삼덕마을 연구보고서 및 홍보자료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응답자 중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인구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무척 높게 나타난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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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넘는 것은 비슷한 조건의 저층주거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삼덕마

을의 특징이다. 48명의 응답자 중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주거 안정성이 기타 저층주거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안정성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간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 근린환경 만족도 구성요소 요인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때 모형에 투입되는 변

수의 숫자가 너무 클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으로 독립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는 경우, 모형의 정확도가 하락하여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가지는 

변수들 중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본 연구가 활용한 설문지에서도 근린환경 만족도, 마을활

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 등 각 잠재변수를 다

수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므로 응답에서 얻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작은 크기의 모수집단에서 추출한 한정된 표본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서도 자료

를 가공할 필요가 있다. 

근린환경 만족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근린환경 구성요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IV. 부록 – 1. 

참조). 근린환경 만족도를 측정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개 물리적 근린환

경과 사회적 근린환경으로 구분하였으나, 물리적인 환경에 속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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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과 사회적 근린환경에 속하는 교통 안전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요인분석을 통해 차

원을 줄이는 방법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이상의 고유값을 

가지며 공통된 개념으로 묶을 수 있도록 요인분석을 하여 각 요인에 연

관성이 낮거나 잘못 적재된 요소를 제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

다. 

표 10. 근린환경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만족도 요인 근린환경 구성 요소 요인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설명력 Cronbach’s α 

안전, 교통 

치안, 방범 0.802 

3.172 24.396 0.864 
사생활 보호 0.764 

도로여건 0.763 
대중교통 이용가능성 0.737 

주차질서 0.578 

근린 시설 

휴식시설 0.804 

3.101 23.853 0.852 
공원 및 녹지 0.759 
주택의 쾌적함 0.662 

체육시설 0.644 
문화시설 0.491 

이웃 관계 
이웃과의 친밀도 0.820 

2.519 19.379 0.836 주민간 교류 활동 0.778 
이웃의 수준 0.745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근린환경 만족도 변수를 참고한 본 연구의 설

문 문항에 대한 삼덕마을 주민들의 근린환경 만족도는 안전 및 통행, 근

린 시설, 이웃 관계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치안, 방범과 사생

활보호 등 사회적인 근린환경 구성요소와 연관된 물리적 근린환경 구성

요소인 도로여건, 주차질서, 대중교통 이용가능성이 하나의 요소로 묶이



- 44 -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을 내 각종 근린 시설과 공원 및 녹지, 주

택의 쾌적함은 근린 시설이라는 요인으로 묶일 수 있으며, 이웃과의 친

밀도, 교류 활동 및 이웃의 수준에 대한 문항이 이웃 관계에 대한 하나

의 요소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덕마을의 근

린환경 만족도 구성요소들을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는 점을 보여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 모형에는 근린환경 만

족도를 안전 및 통행, 근린 시설, 이웃 관계로 구분하여 투입한다. 

표 11. 근린환경 만족도 요인별 기술통계 

만족도 요인 최저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 

안전 및 통행 5 25 16.63 4.46 

근린 시설 9 25 15.14 4.10 

이웃 관계 6.67 25 16.09 3.88 

 

이를 위해 각 요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변수를 생성

하였다. 결측치에 대해서는 같은 요인을 구성하는 근린환경 요소들에 대

한 만족도의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 요인에 대한 최고점이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매우 만족’인 반면, 최저값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

났다. 안전 및 통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표준편차 역시 가장 커 동일한 근린환경에 대해 비교적 불만족하

는 주민과 비교적 만족하는 주민이 공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린 시

설 전반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는 응답은 적었으나, 낮은 점수대에 응답

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어 안전 및 통행 환경과 이웃 관계에 대한 만족

도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삼

덕마을 내의 주민 간 이웃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

하였고, 매우 불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응답이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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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삼덕마을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를 파악하고자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하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개선된 물리적, 사회적 

근린환경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의11 마을공동체 활동과 유

의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린환경 만족도 요인을 추

가하여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설정하였다. 삼덕마을 주민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 모형은 다중 관계를 추

정하고자 설계된 모형으로,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변수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상호 연결되어 있다. 즉, 근린환경 만족도가 계획행동이론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은 다시 마을활동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어서 마을활동 참여 의도는 지각된 행동 통제와 함께 

삼덕마을 주민의 마을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경로를 거친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영

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형과 같이 하나

의 모형 내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기법이 요구되

므로 본 연구에서도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최소제

곱 구조방정식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단계에서 삼덕마을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가 다양

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를 참고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를 관여 수준에 따

                                        

11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 워크샵 등을 사업 내

용으로 포함하였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어 주택재건축지역 지정을 해제하였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삼덕마을에서 주민공동체 활동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종료 이후

의 마을 공동체 활동만을 일컫기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단계와 같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의 주민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삼덕마을

에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존재했으나, 공통된 정체성을 지닌 마을공동체가 등장한 

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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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수준의 참여행위 및 참여 의도가 분리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준별 마

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행위와 참여 의도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관계

를 분석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을 종속변수가 하나인 다중회귀분석 모형

으로 분리해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 때 요구되는 관여 수준별로 설명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마을활동 참여 의도(행위의

도)와 마을활동 참여는 각각 세 개의 모형으로 분석된다(그림 9 참조). 

성별, 연령, 거주 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등 주민 참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에

서 부분적으로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여 수준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 및 참여 

행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모형에서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상관관계 여부

와 강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8.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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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근린환경 만족도 요인 –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삼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 18개 근린환경 

만족도 구성요소에 대해 개별적인 응답을 받았다. 조사에 사용된 각 요

소를 독립변수로 하여 마을활동 태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경

우,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며 정확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요인 

분석을 통해 근린환경 만족도 구성요소의 차원을 축소하였고, 그 결과로 

얻은 안전 및 통행 환경, 근린 시설, 이웃 관계 등 세 가지 요인과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2. 근린환경 만족도 요인 - 태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근린환경  

만족도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R2 

b 
표준 

오차 
β 

(상수) 12.449 2.465 
 

5.051 0.000 

0.487 근린 시설 0.314 0.160 0.286 1.962 0.055* 

안전 및 통행 환경 0.278 0.147 0.274 1.885 0.065*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근린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근린 시설과 안전 및 통행 환

경에 대한 만족도였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나 방문 

봉사단 활동과 같이 주거지역의 물리적인 경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

부 활동을 제외하면 마을 내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마을 내부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데, 해당 시설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같은 시설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마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을 내외부를 잇는 도로 및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



- 48 - 

므로 도로연결성이나 안전성, 대중교통 접근성과 같이 안전과 통행에 직

결된 근린환경에 대한 요소가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덕마을은 주택단지로 개발된지 50년이 경과한 곳으로 마을 내부 

및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가 오늘날의 자동차 통행량에 비해 상당히 비

좁다. 언덕과 좁은 골목이 많은 마을에서 차량끼리 혹은 차량과 보행자

가 만날 경우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주거환

경관리사업에서도 통행 환경에 주목하였으며(그림 5.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계획 참조), 총 10곳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고 마을 내 주요 도로

가 새롭게 포장되었다. 주민들은 특히 보행안전과 마을 미관 측면에서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사업 내용이라는 점

에서 변화된 마을 내 통행 환경 마을공동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의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 안전 및 통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치안과 방범 측면의 만족도와도 연결되어 있다. 

주민들은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골목에 설치된 방범

용 폐쇄회로카메라와 가로등 등의 방범시설 정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다(Križnik, Cho & Lee, 2018). 

이웃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 특정 방향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시행 

중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약식 인터뷰와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회의 

참관 결과, 현재 이웃 관계에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마을 활동은 불필요

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불충분한 또는 만족스럽지 않은 이

웃 관계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

이는 경우가 모두 존재했다. 따라서 정량적인 분석에서 이웃 관계 만족

도가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특정 방향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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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에 대한 영향 

행위 의도는 행위를 예측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정한 행위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행위를 다루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는데, 이를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

로 하는 심리학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이 계획행동이론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행위 의도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행위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참여 의도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참여 

의도가 높음에도 마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의도가 없음에도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배경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각된 행동 통제(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얼

마나 쉽거나 어렵다고, 혹은 용이하거나 용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가)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와 참여 행위에 영향력을 가지는 모형을 설

계하여 영향력의 존재 여부와 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13. 마을활동 참여의도에 대한 영향 분석(1) 투입 변수 

독립변수 

근린환경 만족도 변수: 안전 및 교통환경 만족도,  

근린시설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계획행동이론 변수: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개인특성 변수: 성별(남성=1), 연령, 삼덕마을 거주 기간,  

자가주택 거주여부, 단독주택 거주 여부,  

가구소득(평균 이상),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종속변수 낮은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 

 

다양한 수준의 관여가 요구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각 수준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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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인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먼저 낮은 수준의 

관여가 요구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 즉 주민 설명회에 참여하

거나 배포되는 소식지를 읽어보는 활동은 기타 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해당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즉 행

위 의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낮은 수준의 참여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β 

(상수) -0.334 0.544 
 

-0.621 0.538 

0.497 주관적 규범 0.462 0.069 0.709 6.705 0.000** 

단독주택 거주 여부 0.475 0.279 0.180 1.703 0.095*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개인 특성(성별, 연령, 거주 기간, 월 소득 등)과 모든 계획행동이론 

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0.1의 유의수준에서 주관적 

규범과 단독주택 거주 여부가 낮은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 의도에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형의 R2값은 0.497으로 

낮은 수준의 참여의도에 대해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낮은 관여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에는 주민설명회 참여 및 소식지 구

독과 마을에 게시된 행사 안내 자료 인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공동체 활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며 참여에 대해 보다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낮

은 수준의 참여는 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대에 반한다. 따라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인 연구자료를 활용한 보충이 필요하다. 

삼덕마을은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개발 당시 입주한 세대가 여전히 



- 51 - 

상당수 남아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특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거주기간이 마을 내 공동주택 거주민에 비해서 더 긴데, 이들은 골목이

나 마당 정원과 같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준사유지의 성격을 가지

는 공간에서 일상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이웃 관계를 맺고 유지시켜 왔

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친분 

관계를 형성한 이웃을 대상으로 마을 내 행사 등을 홍보해 왔다. 또한 

주민공동체를 양적으로도 성장시키기 위해12  회원들은 프로그램 개발이

나 행사 기획뿐 아니라 새로운 참여자 유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끊임없

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가까운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전달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초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이 되는 주민들

은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인

식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전달형 과 같이 요구되는 관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담그기를 비롯하여 낮은 빈도로 이루어지는 마을 행사에 참가하거

나 공식적, 비공식적 친목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인지하고 소식지를 읽는 등의 행위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관여를 요구한다.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수집한 이후, 고정된 

시간대에 정해진 장소로 직접 이동해서 참석해야 하며 참여하는 과정에

                                        

12 주지할 것은 일견 그와 같이 비추어질 수 있으나, 주민공동체의 양적인 성장이 마을 

활동의 중심은 아니라는 점이다. 삼덕마을 주민공동체는 기존의 핵심 멤버가 아닌 새

로운 인원의 참여에 의해 상당히 고무되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마을 활동 경험

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및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시키기 위해 인원이 변동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빠지더라도 작동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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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인과의 교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모형과 

동일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중간 수준의 참여 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마을활동 참여의도에 대한 영향 분석(2) 투입 변수 

독립변수 

근린환경 만족도 변수: 안전 및 교통환경 만족도,  

근린시설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계획행동이론 변수: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개인특성 변수: 성별(남성=1), 연령, 삼덕마을 거주 기간,  

자가주택 거주여부, 단독주택 거주 여부,  

가구소득(평균 이상),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종속변수 중간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 

 

표 16. 중간 수준의 참여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β 

(상수) 0.590 0.777 
 

0.759 0.452 

0.208 주관적 규범 0.227 0.108 0.300 2.091 0.042** 

지각된 행동 통제 0.175 0.102 0.247 1.718 0.093*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0.1의 유의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참여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난 변수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로, 모두 계획행동

이론에서 행위의도와 의도를 거쳐 행위까지 설명하는 변수로 언급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활동 참여 의도에 비해서 설명력이 낮

게 나타났는데,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위 의도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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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두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각된 행동 통제보다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높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삼덕마을에서 주민 간 친목 활동을 포함한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결정짓는 데에는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뿐 아니라 개인 특성과도 구분되는 동기가 

작용하며, 80%에 달하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장 담그기, 김장, 벼룩시장과 마을 밥상 참가 등이 

있다. 이들이 높은 수준의 관여가 필요한 활동과 구분되는 점은13 참여

의 목적이 마을공동체 활동 자체가 아니며,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존

재하는 다양한 필요가 충족된다는 점이다. 즉,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 위

해서 상기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마을 활동에 참여하며 이 때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는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긍정적인 경험은 참여한 삼덕마을 주민들의 

목적 달성뿐 아니라 수단 자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가

능성이 있다.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

며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마을 행사는 

삼덕마을에서 비정기적으로나마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마을 활동이자 참

                                        

13 이러한 행사들은 친목 활동과는 다르게 서비스 제공의 성격을 지녀 이용자와 제공자

가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획을 하고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참가하

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시간과 노력 등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참여 주민이 결정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반면, 대가의 지불 여부와 관계 

없이 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행위의 주된 성격이다. 따라서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에서도 여러 수준의 참여 행위가 존재하며, 수준에 따라 행위 의

도는 각기 다른 요인과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관

여가 요구되는 활동의 경우, 행사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기획 및 회의 참여로 구분하

여 참여 의도와 참여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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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의 숫자가 가장 많은 행사이기도 하다. 기획 및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이 행사

를 개최했을 때 가장 높은 호응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삼덕마

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가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낮은 수준의 마을 활동 참여 의도에 대한 분석에

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간 수준 행위의도에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난 설명변수이다. 삼덕마을에서 두 수준의 마을 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해진 시점에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지의 여부이므로 주민

들은 참여에 앞서 참여 행위가 얼마나 용이한지 평가하게 된다. 참여 여

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며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는 등 마을 활동 참여를 쉽게 인식할수록 마을 행사에 방문 또

는 참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와는 크게 관계 없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나 참가로 인해 별도의 직접적인 이

익이 발생한다는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삼덕마을 일반 주민들이 중간 

수준의 관여가 필요한 마을 활동에 참여하며, 낮은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에 비해 참여를 얼마나 용이하게 인식하는지가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수준의 참여 행위가 지속적인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

이지만 중간 수준의 마을 활동에 대한 참여 의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를 밝히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해당 수준의 마을 활동이 지니는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정

기적인 공식 활동 중 가장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간 회의이

다. 지난 몇 해 간의 경험과 교류로 인해 현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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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정관 이외에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기준 또는 규범에 맞추어 활

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높은 수준의 관여가 요구되는 공동체 활동은 대부분 삼덕마을 주민공

동체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정기 및 비정기 회의를 

통해 마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단순 방문 및 참가와는 다르

게 마을공동체 자금을 운영하고 유무형의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활동으

로, 참여자가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표 17. 마을활동 참여의도에 대한 영향 분석(3) 투입 변수 

독립변수 

근린환경 만족도 변수: 안전 및 교통환경 만족도,  

근린시설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계획행동이론 변수: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개인특성 변수: 성별(남성=1), 연령, 삼덕마을 거주 기간,  

자가주택 거주여부, 단독주택 거주 여부,  

가구소득(평균 이상),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종속변수 높은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 

 

표 18. 높은 수준의 참여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β 

(상수) -1.058 0.746 
 

-1.418 0.163 

0.459 주관적 규범 0.327 0.088 0.484 3.730 0.001***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0.085 0.040 0.278 2.138 0.038**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 p<0.01에서 유의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앞선 분석과 

동일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세 수준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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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 중 유일하게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앞선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있었

던 개인 특성인 주거 유형(단독주택 거주 여부)과 계획행동이론 변수인 

지각된 행동 통제는 높은 수준의 관여가 필요한 마을 활동 참여 의도에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의 R2 값은 0.459로, 유의한 두 

변수가 마을 활동 참여 의도의 약 45.9%를 설명한다. 인간의 의사결정

에는 개입되는 변수들과 과정이 가시적이지 않으며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관적 규범과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가 주도

적인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활동 참여 의도의 약 46%를 설명하는 것

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관적 규범의 표

준화 계수가 0.484로 영향력의 강도가 강하며,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의 영향은 이보다 다소 낮은 0.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는높은 수준의 관여가 요구되는 활동 참여 의

도에 한하여 유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삼덕

마을에서 일어나는 중간 수준의 마을 활동 참여에는 쌍방향적인 교류로

써의 참여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

며 참가하는 성격의 활동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참

여에 앞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일상 생활의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므로 마을 활동 자체에 대한 태도와는 뚜

렷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마을 활동에 대해 집단적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는 높은 수준

의 마을 활동 참여 의도는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 활동에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는 주민

들의 활동 참여 목적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건축지구지정해

제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작되던 때, 주민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였던 

주민들은 삼덕마을의 노후한 기반시설 정비와 사유 주택 재건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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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삼덕마을과 주변 지역에 적

용되는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중요했는데, 소폭의 완화는 이루어졌

지만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았다.14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관리사

업 설명회와 주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대한 이

해도가 점차 높아졌으며,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남게 되었다. 즉, 마을 활동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진 주민들이 남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를 형성하게  

주관적 규범은 삼덕마을에서 모든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

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설명변수로, 합리적 행위 이론 및 계획행동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 즉 가

족, 친지 및 이웃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를 강하게 원한

다고 인식할수록 참여 의도가 높게 나타나 사회적인 압력에 대한 주관

적 인식 수준이 참여 의도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삼덕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의 권

유로 인해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에 가입하고 주요 활동 인물이 된 경

우들이 있으며,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왕래에서 

만나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행사에 참여할 것을 활발하게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마을공동체는 기존에 존재하던 소규모의 이웃관계망

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관계망들의 연결 및 확장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므로 강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발견되는 것은 타당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관적 규범이 참여 의도와 유의미한 상관 관

                                        

14 따라서 다른 지향점을 가진 주민들의 경우 완화된 규제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채 워크숍을 떠나게 되어 더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주민공동체 운영

위원회 구성원들 역시 이 점을 ‘도시재생의 뒷면’으로 칭하며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음

을 아쉽게 생각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덕마을이 가진 자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웃 간의 교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2018년 

4월 연구자의 참여관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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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진다는 것은 마을 내부의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마

을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표 19. 관여 수준별 참여 의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약 

종속변수 

(참여 의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설명변수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 

단독주택 거주 여부* 지각된 행동 통제*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p<0.001에서 유의 

 

3 - 3.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에 대한 영향 

행위 의도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으나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즉,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행위 의도가 반드시 실제 행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행위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인간의 행태를 설명하

기 위해 고안된 것이 계획행동이론이며, 이 이론에서 행위 의도와 행위 

사이에서 제약으로 작용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지각된 행동 통제이

다. 행위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은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보

다는 행위 의도에 영향을 주고, 행위 의도는 다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계획행동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여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참 

행위를 분석할 경우, 행위 의도 및 지각된 행동 통제만이 참여 행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그림 10 참조).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

명변수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만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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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계획행동이론의 마지막 경로의 영향력을 살펴 

외생변수인 근린환경 만족도가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참여 의도를 거

쳐 참여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아본다.  

 

그림 9. 행위의도, PBC → 마을활동 참여행위 다중회귀분석모형 

동시에 공동체 활동 참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특성과 본 연

구에서 설정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모형의 잠재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관여 수준별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떠한 변수로부터 얼만큼의 영향을 받

는가 살피고,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구득한 1차 자료를 활용해 그 

결과를 해석하고 확인한다. 이를 통해 마을 활동 참여와 관계된 변수가 

마을 활동이 요구하는 관여 수준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관여 

수준에 관계 없이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영향력

의 강도는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관여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한 행위 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의 

참여에 대한 영향은 <표 20>과 같다. 모형의 결정계수는 중간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에 대해 0.536으로 가장 높았으며, 높은 수준의 참여에 

대해서는 0.382로 비교적 다소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달리 말해 

행위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가 중간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의 약 53.6%

를, 높은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의 24.8% 가량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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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려진 바와 같이 행위에 대해 결정적인 예측 요인은 행위 의도였고, 

회귀계수는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0.45~0.56 사이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지각된 행동 통제가 참여 행위에 미

치는 영향력의 강도는 0.24에서 0.30 사이로 행위 의도만큼 강력하지는 

않으나,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얼마나 쉬운지,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역시 참여 행위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행위 

의도를 통한 행위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행위와 행위 

의도 사이에는 제약이 작용하며, 행위 수행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을 나

타내는 개념인 지각된 행동 통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계획행

동이론이 삼덕마을의 마을 활동 참여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삼덕마을 주민들의 마을활동 참여 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참여관찰 연구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준다. 중간 수준의 관

여가 요구되는 마을 활동에 참가하는 행위는 서비스 이용의 성격이 강

하다. 따라서 삼덕마을 주민들의 생활에서 발현되는 일상적인 필요를 충

족시키거나, 참여로 인해 공동체 활성화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채로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 주민들이 일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15 실질적인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마을 행

사에 참가하는 것을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지각된 행동 

통제, 즉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용이하게 생각하는지와 상

                                        

15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에서는 마을 단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골목에서 열

리는 축제를 비롯한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대체로 높지 않다. 따

라서 거리가 먼 곳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이런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이 삼덕마을에

서는 일종의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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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리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참여자 

개개인이 가진 자원을 더욱 유연하게 운용하여 참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 관여수준별 행위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 → 참여 영향 

관여수준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β 

낮음 

(상수) 0.178 0.484 
 

0.367 0.715 

0.441 행위의도 0.541 0.122 0.525 4.422 0.000*** 

PBC 0.167 0.082 0.243 2.052 0.046** 

중간 

(상수) -.142 0.447  -.317 0.753 

0.536 행위의도 0.544 0.102 0.568 5.317 0.000*** 

PBC 0.206 0.074 0.298 2.786 0.008*** 

높음 

(상수) 0.328 0.461  0.712 0.480 

0.382 행위의도 0.446 0.114 0.479 3.898 0.000*** 

PBC 0.156 0.077 0.248 2.018 0.049**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 p<0.01에서 유의 

표 22. 참여 행위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독립변수 

안전 및 교통환경 만족도, 근린시설 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성별(남성=1), 연령, 삼덕마을 거주 기간, 자가주택 거주여부,  

단독주택 거주 여부, 가구소득(평균 이상),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종속변수 수준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분석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라

는 잠재변수 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얼만큼의 강도로 

발현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동일한 잠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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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측정 변수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모형의 정확도

가 하락하며, 관여 수준에 따라 구분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분류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보충하여 

연구 모형에서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 사이의, 그리고 내생 변수 간 영

향력의 경로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외생 종속변수인 참여 행위만을 

반응변수로 남겨둔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여 수준에 따라 계획

행동이론 변수, 근린환경 만족도와 개인 특성의 참여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모형의 결정계수는 낮은 수준의 관여로부터 높은 수준까지 각각 

0.438, 0.676, 0.621로, 마을 활동 참여 행위를 중간 정도로 설명한다. 

행위에 대한 가장 강한 예측 요인인 만큼 행위 의도, 즉 마을공동체 활

동 참여 의도는 모든 수준에서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설명변수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모든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변수는 없었으며,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에서 안전/교통환경만족도가 -0.2 ~ -0.3의 영향

력을 가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23. 낮은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 행위에 대한 영향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β 

(상수) 2.002 0.603 
 

3.319 0.002 

0.438 마을활동 참여 의도 0.697 0.118 0.677 5.912 0.000*** 

안전/교통환경 만족도 -.084 0.034 -.282 -2.460 0.018**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 p<0.01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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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간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 행위에 대한 영향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β 

(상수) -.551 0.435 
 

-1.268 0.212 

0.676 

마을활동 참여 의도 0.488 0.095 0.500 5.149 0.000*** 

지각된 행동 통제 0.223 0.071 0.322 3.167 0.003*** 

단독주택 거주 여부 0.647 0.251 0.231 2.571 0.014** 

성별(남성) -.846 0.273 -.298 -3.102 0.003*** 

거주 기간 0.020 0.008 0.227 2.348 0.024**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 p<0.01에서 유의 

행위 의도를 이외에 유의한 설명 변수가 안전/교통환경 만족도 하나

로 나타난 낮은 관여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달리 중간 수준의 

활동부터는 5개 이상의 변수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행동이론 관련 변수 중에서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참여 행위에 직접 영

향을 미치며, 나머지 세 개의 설명변수는 주택 유형(단독주택 거주 여

부), 성별, 거주 기간 등 개인 특성이었다. 저층주거지인 삼덕마을의 주

택 유형은 대부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는 3:2의 

비율로 각각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거주민이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따

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마을 축제를 비롯한 행사에 더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마을 행사의 특징에 귀인하

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골목 축제가 열린 곳은 삼덕마을 주민공동이용

시설이 현재 자리한 길로, 골목 끝에 있는 건물 한 동을 제외하면 길에 

접한 주택들은 모두 단독 주택이다. 해당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

우 마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별도의 자

원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마을 행사의 주요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가까이에 거주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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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인식

하여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을수록 마을 행사 참여 행위가 더 많이 나

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과 거주 기간 역시 중간 수준의 마을 활동 참여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마을 행사에 

많이 참여했으며, 삼덕마을 거주 기간이 짧은 주민들보다 오랜 시간 거

주한 주민일수록 높은 참여를 보였다. 친분 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권유

로 인해 마을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웃 관계가 확

립된 장기 거주민일수록 마을 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참

여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높은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 행위에 대한 영향력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R2 

b 
표준 

오차 
β 

(상수) 3.577 0.781 
 

4.579 0.000 

0.621 

마을활동 참여 의도 0.792 0.106 0.848 7.445 0.000*** 

이웃관계 만족도 -.125 0.058 -.221 -2.159 0.037** 

마을활동 태도 -.085 0.033 -.295 -2.537 0.015** 

가구 크기 0.185 0.078 0.224 2.364 0.023** 

안전/교통환경만족도 -.067 0.030 -.239 -2.250 0.030** 

 
*p<0.1에서 유의, ** p<0.05에서 유의, *** p<0.01에서 유의 

 

중간 수준의 관여가 요구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는 성별, 거주 

기간 등 여러 가지의 개인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은 수

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는 가구 크기 이외에 영향력 있는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없었으며 오히려 근린환경 만족도와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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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 개의 근린환경 만족도 요인 중 이웃관계 만족도와 안전 및 교통

환경 만족도가 참여와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들의 영향력은 모두 부(-)

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삼덕마을 주민공동체 활동에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참여 행위와 이웃관계와 안전 및 교통환경에 대한 불만족 사

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Wandersman & 

Florin(2000)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불만족에서 출발하

여 이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자 참여하는 행태가 삼덕마을에서도 관찰되

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상관관계이므로 근린환경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마을 활동에 

높은 수준으로 참여한다는 인과적 해석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삼덕마을의 근린환경에 대하여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정기회

의에 참여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는 주민들

은 양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의 참관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것은 주요 활동 인물들이 마을의 환경에 대해 자부심과 애

착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기대하는 마을공동체의 모습과 실제 삼덕마을

의 환경 및 현황 사이의 부조화에서 기인하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마을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있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본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특

기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거나 만족

스러운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

하는 것이다. 삼덕마을에서의 결과는 마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 반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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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조사 자료만을 이용해 해석할 수 없다. 이 구분에 해당하는 활

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관여 수준이 높은 만큼 활동 자체의 난이도

나 참여자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많은 활동에서 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활동 진행을 위해 불가결한 노력이 

소수의 주민에게 집중되어 참여가 일종의 심리적인 부담으로도 작용한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활동 참여를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전적으로 중단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이점에 비

하여 활동 지속에 따르는 보상이 더 이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에16  마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관여가 요구되는 마을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서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는 요구되는 관여 수준

에 따라 근린환경 만족도와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변수가 영향을 미치

기도 하고 개인 특성이 더 강한 상관관계에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을 활동에서 여러 수준의 참여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균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환경 요인

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가 참여 행위 자체와도 직

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계획행동이론 변수 중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수준의 관여가 요구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한다. 따라서 행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기보

                                        

16 각 참여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담와 보상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구체화할 수는 없으나, 참여자들이 주어진 선택지를 비교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적 갈등은 공통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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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 의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종속변수를 참여 행위로 두고 단순하게 분석했을 때 영향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난 변수의 간접적 영향력을 파악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

하는 주민들의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68 - 

4.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론은 주어진 자료로 연구자가 이론

에 바탕하여 설정한 모형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공분산행렬을 분

석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모형은 크게 측정모형(외부

모형)과 구조모형(내부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선 다중회귀분석과 

달리 다중 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측정지표를 설정하

여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잠재변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Wong, 

2013: 1) 계획행동이론을 구성하는 개념인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가 포함된 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계획행동이론을 이론적 틀로 다루는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Girardelli & Patel, 2016; Nchise, 2012; Han, Hsu & Sheu, 2010). 구

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부분 모형 중 외부모형이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하는 관측변수의 관계를 나타낸다. 

회귀분석은 모수로부터 추출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분석하여 그 결과

를 모수에 대해 확장하고자 하는 일반화 기법으로, 분석 결과가 정당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가정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또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할 경우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을 사용할 

수 없는 반면,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

록 해 준다. 회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은 상관계수로, 이를 

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반면에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는 포함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

고, 존재할 경우 어떤 경로를 따라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점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은 경로분석과 공통점이 있으나, 모형에

서 잠재변수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여러 가지 기법과 분석 도구가 있어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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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기법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

식 모형은 자료의 분포에 대한 특정한 가정을 충족하지 않고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작거나 변수의 갯수가 표본 크기를 초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ng, 2013: 

3). 따라서 약 500명의 삼덕마을 총 인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표본

으로부터 수집한 응답을 사용하여 다양한 개인 특성 및 행동 변수를 활

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특성

에 부합하는 방법론이다. 

4 - 1.  변수 및 경로 설정 

주민참여의도를 대상으로 한 고진숙, 서영수(2016)의 연구뿐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2010년대에 들어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이 특히 자주 사용되어 왔다(이돈희, 2017; 

Chang, Shen & Liu, 2016; Rezaei & Ismail, 2014; Han, Hsu & Sheu, 

2010). 특히 연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경우, 잠재변수 중 행위 의도는 반드시 내생 변수가 되므로 종합적인 인

과관계를 확인하고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Girardelli & Patel, 2016; 

Chen & Tung, 2014; Nchise, 2012).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

정하는 조형지표 구조방정식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측정변수가 잠재변

수의 영향을 받는 반영지표 모형이다. 조형지표의 경우에 한 측정변수의 

변화가 다른 측정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반영지표 모

형에서는 서로 다른 측정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기보다 잠재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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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변수들로 볼 수 있으므로 근린환경 만족도와 계

획행동이론 변수들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관계가 단순회귀분석으로 

추정되는 반영지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잠재변

수에서 측정변수로 화살표가 향하여 변수간 영향력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영지표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10. 근린환경 만족도가 포함된 계획행동이론 모형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나 참여 의도와 다양한 개인특성변수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계획행동이론 변수뿐 아니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에는 성별, 연령, 가구원 수, 거주 기간, 

미취학 아동 수, 교육 수준,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소득 수준이 포함되

며, 이 특성들은 다양한 수준의 마을 활동 참여 의도 및 참여 행위에 유

의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앞선 다중회귀분석에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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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린환경만족도와 개인특성변수를 포함하는 확장된 계획행동이

론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만족도와 개인 특성 변수는 계획행동이론의 기본적인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석 대상인 행위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이며,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사업의 시행과 함께 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전신인 주

민 단체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을 활동 참여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을 활용

해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근린

환경 만족도와 개인 특성 변수를 잠재 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유의한 영

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계획행동이론 변수에 연결시켜 부분최소

제곱 구조방정식모형을 계산하였다(그림 12). 

구조방정식모형 외부모형의 화살표들은 각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반영

지표)와 가지는 상관관계의 크기를 나타낸다. 부분최소제곱 모형에서는 

이 적재량이 0.7 이상일 때 측정변수와 반영지표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Hair et al., 20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적재

량이 0.7에 미치지 못하는 측정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계

획행동이론 개념을 반영하는 지표들 중에서는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의 

측정 변수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린환경 만족도에서는 안전 및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근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거주 기

간만이 포함되도록 모형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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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삼덕마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계획행동이론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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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외부모형 측정변수별 적재량 

 
참여 

참여 

의도 
PBC 태도 

주관적 

규범 

근린환경 

만족도 

개인 

특성 

part_1 0.847 
      part_2 0.897 
      part_3 0.935 
      int_1 

 
0.855 

     int_2 

 
0.883 

     int_3 

 
0.920 

     pbc_2 

  
0.865 

    
pbc_3 

  
0.889 

    att_1 

   
0.873 

   att_2_re 

   
0.639 

   att_3 

   
0.860 

   att_4_re 

   

0.606 

   att_5 

   

0.853 
   att_6_re 

   

0.783 
   sn_1 

    
0.896 

  sn_2 

    
0.804 

  sat_1 

     
0.851 

 sat_2 

     
0.786 

 sat_3 

     

0.638 

 sex(male) 

      

0.703 

age 

      

-0.043 

child 

      

-0.011 

education 

      

0.151 

house_det 

      

0.331 

income 

      

0.609 

own_occ 

      

0.387 

residence 

      

0.698 

family_size 

      

0.339 

 

 



- 74 - 

표 27.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 경로계수 (1)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로계수 

사회경제적 특성 만족도 0.089 

근린환경 만족도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0.531 

사회경제적 특성 -0.233 

근린환경 만족도 
주관적 규범 

0.271 

사회경제적 특성 -0.069 

근린환경 만족도 
지각된 행동 통제 

0.005 

사회경제적 특성 0.297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참여의도 

0.216 

주관적 규범 0.437 

지각된 행동 통제 0.200 

근린환경 만족도 0.019 

사회경제적 특성 0.001 

참여의도 

참여 

0.692 

지각된 행동 통제 0.220 

근린환경 만족도 -0.249 

사회경제적 특성 0.021 

R2 0.635 

 

내재모형 각 경로의 경로계수는 표 27과 같이 나타났다. 계획행동이

론 모형 확장을 위해 투입한 근린환경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가 각각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고 영향

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사회

경제적 특성은 마을활동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동 통제를 제외한 모

든 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린환경 만족도는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및 참여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뢰도가 낮은 측정지표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여 수정

한 모형은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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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최종 PLS-SEM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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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최종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최종 모형에 투입된 측정지표는 총 18개로(표 29 참조), 각 반영지표

의 적재량이 모두 기준 이상인 0.77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표 신뢰도(적

재량의 제곱값) 역시 모든 측정변수에서 0.7 이상으로 앞선 단계에서 유

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반영지

표의 내적 일관성과 수렴타당도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모형의 신

뢰도와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인 모형의 결정계수는 0.634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 분산의 약 63%에 대한 설명력을 가진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각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는 

각 개념이 실증적으로 상이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Fornell & 

Lacker 기준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Heterotrait-

Monotrait(HTMT) 상관비가 더욱 우수한 지표로 밝혀짐에 따라

(Henseler et al., 2015)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HTMT 값이 1에 가까

울수록 판별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0.85에서 0.90의 값이 기준

점으로 활용되고 있다(Hamid et al., 2017). 본 연구의 부분최소제곱 구

조방정식모형의 HTMT 상관비는 모두 0.90 이하로 7개 잠재변수가 서

로 타당하게 구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8. 연구모형 개념 간 Heterotrait-Monotrait(HTMT) 상관비 

잠재변수 참여 태도 
참여 

의도 
PBC 만족도 

개인 

특성 

주관적 

규범 

참여 
       

태도 0.179 
      

참여의도 0.825 0.578 
     

PBC 0.668 0.251 0.557 
    

만족도 0.201 0.657 0.306 0.101 
   

개인특성 0.280 0.369 0.160 0.488 0.215 
  

주관적 규범 0.610 0.711 0.862 0.676 0.45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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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PLS-SEM 외부모형 요약 

잠재변수 측정지표 적재량 지표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 0.7) 

AVE 

 (≧ 0.5) 

참여 

part_1 0.849 0.72 

0.922 0.798 part_2 0.897 0.80 

part_3 0.933 0.87 

마을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 

att_1 0.902 0.81 

0.916 0.733 
att_3 0.862 0.74 

att_5 0.883 0.78 

att_6_re 0.771 0.59 

참여의도 

int_1 0.856 0.73 

0.916 0.785 int_2 0.882 0.78 

int_3 0.920 0.85 

지각된  

행동 통제 

pbc_2 0.868 0.75 
0.870 0.770 

pbc_3 0.887 0.79 

근린환경  

만족도 

sat_1 0.902 0.81 
0.860 0.755 

sat_2 0.835 0.70 

주관적 규범 
sn_1 0.883 0.78 

0.841 0.726 
sn_2 0.820 0.67 

사회경제적 

특성 

sex(male) 0.777 0.60 
0.788 0.650 

residence 0.834 0.70 

 

부분최고제곱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설명변수 간 공선성이 존재할 경

우, 종속변수와의 유의한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

은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관계의 강도가 왜곡되는 등 

회귀계수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

과를 심도있게 해석하기 전 외부모형과 내재모형에서 변수 간 다중공선

성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도구는 분산팽창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으로, 다중공선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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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식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5보다 클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며(Ringle et al., 2015), 본 연구

에서 최종적으로 설정한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다중공선

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0. PLS-SEM 측정변수 다중공선성 검사 결과 

측정변수 분산팽창요인(VIF) 측정변수 분산팽창요인(VIF) 

att_1 2.6431 part_3 3.3179 

att_3 2.8502 pbc_2 1.4117 

att_5 3.0006 pbc_3 1.4117 

att_6_re 1.7688 residence 1.1002 

int_1 1.7339 sat_1 1.3612 

int_2 3.0106 sat_2 1.3612 

int_3 3.4302 sex(male) 1.1002 

part_1 2.0334 sn_1 1.2622 

part_2 2.5843 sn_2 1.2622 

표 31. PLS-SEM 내재모형 분산팽창요인(VIF) 검사 결과 

 
참여 태도 참여 의도 PBC 주관적 규범 

참여 
     

태도 
  

1.418 
  

참여 의도 1.327 
    

PBC 1.248 
 

1.240 
  

만족도 1.073 1.006 
  

1.000 

개인 특성 
 

1.006 
 

1.000 
 

주관적 규범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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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PLS-SEM 내부모형 요약 

경로 경로계수 t P 

근린환경 만족도 

→ 참여에 대한 태도 0.5348* 1.671 0.095 

→ 주관적 규범 0.2592*** 5.925 0.000 

→ 마을활동 참여 -0.2445** 2.250 0.025 

사회경제적 특성 
→ 참여에 대한 태도 -0.2645** 2.054 0.040 

→ 지각된 행동 통제 0.2853** 2.537 0.011 

참여에 대한 태도 → 마을활동 참여의도 0.2452*** 4.944 0.000 

주관적 규범 → 마을활동 참여의도 0.4253 1.641 0.101 

지각된 행동 통제 
→ 마을활동 참여의도 0.2032* 1.749 0.080 

→ 마을활동 참여 0.2282* 1.690 0.091 

마을활동 참여의도 → 마을활동 참여 0.6862*** 2.942 0.003 

* p < 0.1 에서 유의, ** p < 0.05 에서 유의, *** p < 0.01 에서 유의 

 

마을활동 참여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념은 선행 연구에

서 알려진 바와 같이 마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경로계수가 

0.686으로 나타났다. 계획행동이론의 핵심 개념인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위 의도와 참여 행위 자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의 크기

는 각각 0.203과 0.228로 종속변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

나, 행위 의도와 행위 사이에서 양 잠재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혼란

변수로서 마을 활동 참여 의도가 참여 행위와 일치하지 않도록 하는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의 행위의도 결

정요인 중 주관적 규범은 모형의 경로 중 유일하게 p < 0.1 수준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미한 유의도 차이로 기각되었다는 것

을 고려했을 때 연구자료의 보충을 통해 모형을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

을 판단된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근린환경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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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관여 수준에 따라 구분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참여 의도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모형에서는 단독주택 거주 여부, 거주 기간, 가

구 크기(가구원 수), 성별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생 종속변수를 마을공동체 활

동 참여로 설정한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델에서는 이 

중 성별과 거주 기간만이 유의하게 나타나 두 측정 변수를 반영하는 잠

재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는 마을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동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종속변수에 대

한 경로계수는 -0.26과 0.29로 영향력의 강도는 비슷하나 참여에 대한 

태도에는 부의 영향을, 지각된 행동 통제에는 정의 영향을 미쳐 그 방향

이 상반됨을 확인하였다. 개인 특성은 인위적인 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나 다른 변수와의 영향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 동일한 

자원을 투입하여 더 큰 효과를 얻도록 하는 데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같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대상

이 복잡다단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인 사람의 행위일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다른 매개 변수를 거쳐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

거나 부족할 경우 의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행동이론은 시사점을 가진

다. 

근린환경 만족도 변수는 안전 및 교통환경과 근린 시설에 대한 만족

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설정되었고, 이는 다른 구성개념에 비해 참여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로계수

는 약 0.53으로, 참여에 대한 태도가 근린환경 만족도에 의해 상당한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린환경 만족도는 주관적 

규범과도 유의하게 연결되어 있어 참여 의도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들을 

통해 실제 참여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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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의 내재 모델에서 잠재변수들은 매개변수나 혼란변수를 거치

는 경로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

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모형에서 경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잠

재변수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와 참여 의도가 있다. 다른 변수를 

거치지 않는 직접 영향 관계가 아닌, 간접 영향 관계에 있는 변수들이 

가지는 간접 효과의 크기는 표 33과 같다. 

표 33. PLS-SEM 잠재변수별 총 간접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마을 활동 참여 의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 

마을 활동에 대한 태도 0.1682 - 

마을 활동 참여 의도 - - 

지각된 행동 통제 0.1394 - 

근린환경 만족도 0.1656 0.2414 

사회경제적 특성 0.0604 -0.0069 

주관적 규범 0.2918 -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계획행동이론이 마을공동체 활

동 참여 행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삼덕마을의 마을 활동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계획행동이론의 기본 

모형에 근린환경 만족도와 개인 특성 변수를 포함시켰고, 그 결과 그림 

13에 표현된 경로를 통해 근린환경 만족도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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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결과 해석 

삼덕마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관적 규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주민들이 주변의 이웃

이나 친구, 가족, 부모님 등 개인에게 중요한 인물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 

강할 수록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덕

마을의 주민공동체는 마을 내에 산재해 있던 소규모의 이웃 간 연결망

이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여하는 주민이 속한 연결망 내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활동 참

를 가장 활발하게 권유받으며, 낯선 단체에 가입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부담감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권유가 실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

에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며 마을 활동에 

관여하는 다수의 인물들이 같은 골목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특성과도 연결되는데, 기존에 확립된 이

웃 간 관계망 소속 여부는 주거 유형과 거주 기간, 그리고 성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고층의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은 주택 앞 

골목길이나 마당 및 정원과 같이 이웃 간 사회적 교류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준사유지적 성격의 공간에 대해 비교적 훨씬 높은 접근성을 확보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낮 시간에 일상적인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지 주민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의 여성이며, 한 지역에 오랜 기

간 거주한 주민일수록 이웃과의 교류 경험이 많고 따라서 신뢰가 형성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 의도를 통해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관적 규범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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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다는 것은 동시에 특히 높은 관여 수준의 참여를 하는 주민들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는 압력이나 의무감의 강도가 높다는 것으

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연구 대상지의 가장 큰 과제이자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목표는 마을 내 활동 참여를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

로도 성장시키는 동시에 활동 부담이 소수의 인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체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감을 다른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관여가 요구되는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지각된 행동 통제가 낮게 나타나더라도 상술

한 압력과 의무감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성별에 따라 참여 여부 자체가 영향을 받기도 하나, 주민공동체 내부

에서도 성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된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연구 대상지의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성비는 약 2:1로 여성의 비중이 더 크

나, 운영위원회 내에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최종적 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은 남성 구성원이다. 이는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가 남성 중심으로 운

영되거나 가부장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여성 구성원들이 최종 결정을 남성 구성원에게 미루기 때문

에 발생하는 특징이다. 결정권한을 가진 구성원은 대부분의 경우 결정 

사항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며 명목적인 회의 참석에 의미

를 두고 주로 참여하는 주민들을 고무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공동체 내부의 특성이 실무자들의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을 방해

하여 활동 진행이 느리다는 특징을 가진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마을 내 물리적인 근린환경이 개선되었으

며 주민공동체의 공간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선점에 대

해서 주민들은 양가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눈에 띄

는 개선은 아니더라도 도로 보수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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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행위 의도와 부의 관

계에 있다는 점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불만족 요소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개선을 목표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량적인 모형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량분석을 위해 수집한 설문조사 응답

은 총 52부로, 연구 대상지 총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이나 심

도 있는 분석을 위한 다른 모형에 활용하기에는 작은 크기의 표본이었

다. 더불어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근린환경 만족도와 개인 특

성 이외에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상당한 동기를 부여하는 지역 애착

심이나 사회적 자본 등의 변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 기반한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

교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설정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잠재변수를 투입하여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라는 행위는 행위자의 심리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참여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과 유의

한 설명변수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 행위를 더욱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할 경

우 소수의 사례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분석 결과를 질적인 연구 자

료를 이용해 해석하는 방법론을 취했으나 추후 연구에서 대상지에서 일

어나는 주민참여 행위를 질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풍부한 통찰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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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 삼덕마을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근린환경 만족도,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계획행동이론 변수가 마을 활동 참여와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오랜 저층주거지인 삼덕마을의 정비기반시

설과 건축물들은 노후화로 인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으나 경관지구 지

정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좌절감이 컸던 지역이었다.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로 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와 주

민공동이용시설 설립 및 무상 임대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 이곳에는 주민 공동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

며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없었다. 전면철거형 재개발이나 주택 

재건축과 같은 도시개발에 대한 대안적 방안이 부상함과 동시에 고층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를 수반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주목을 받

으면서 정비기반시설의 물리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보존

하고 도시 내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

업은 삼덕마을 주민들이 주민 공동체로서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이 정비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를 위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삼덕마을 주민공동체는 이처럼 사실상 관의 주도로 형성되었으나 정

부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운영위원들이 적은 숫자이나마 오늘날까지 활

동을 이어가며 마을공동체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

적으로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삼덕마

을 주민공동체는 근린환경 개선으로 인해 태동하여 규모와 활동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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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개선된 근린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계획행동이론을 사용하였다. 계획행동이

론은 합리적 행위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

동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행위 의도와 실제 행위 사이에서 작용하

는 제약 요인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 즉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하다고 인식하는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 

기존의 이론들보다 우수한 설명력을 가지며, 적합한 변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모형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연구 대상이 되는 

행위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에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고객 만족도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다. 

만족도 변수는 계획행동이론 변수 중 행위에 대한 태도, 즉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념을 거쳐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행위 

의도의 결정요인에 앞선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삼덕마을 주민에

게 직접 설문지와 필기구를 전달하고 답변이 완료되면 수거하는 방법, 

주택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제공하고 이틀 후 수거하는 방법, 직접 질문

을 읽고 연구자가 응답을 기록하는 대면설문조사 방법, 그리고 웹에 게

시하여 응답을 받는 전자설문법을 활용해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근린환경 만족도,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동 통제, 마을 활동 참여 의도, 참여 행위 6개 부분으로 구성하였

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인 특성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설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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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모든 질문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검증된 것을 삼덕마을과 마

을공동체 활동 참여라는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생활의 공간적 배경인 주거지역이며, 분

석 대상은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이다. 연구자는 먼저 참

여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과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비롯해 진행

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하며, 정량적인 분석의 결과를 

삼덕마을의 맥락에서 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

한 자료 수집과 더불어 참여관찰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

였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주간

및 월례 정기 회의를 참관하였으며 삼덕마을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관찰

하였다. 대면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설문조사에 앞서 또는 응답이 수집

된 이후 삼덕마을의 주민공동체 활동 및 개선된 근린환경에 대한 인터

뷰를 진행하여 설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연구 결과의 해석에 활용하였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접근법을 이용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분석이

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량적인 분석 방법론으로 부분

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을 선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외생변수들

간 영향력이 매개변수 혹은 혼란변수를 거쳐 이어지는 관계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잠재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게 시

각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

료는 총 인구가 500명인 마을에서 추출한 약 10% 표본을 대상으로 하

여 표본 크기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현저

히 작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유형 중에서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은 

작은 표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므로 본 연구 모형 분석

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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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설

명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으며, 최종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 데 그 결

과를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시 요구되는 관여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

었다. 관여 수준에 관계 없이 참여 의도에는 주관적 규범이 가장 큰 결

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참여 의도에는 단독주택 거

주 여부가, 중간 수준에는 지각된 행동 통제, 그리고 높은 수준에는 마

을 활동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참

여 행위에는 보다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

여 의도에는 주로 계획행동이론 개념들이 유의한 설명변수였던 것과 대

조되는 결과이다. 모든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는 참여 의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인해 준다. 안전 및 

교통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근

린환경 구성 요인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소식지를 구독하거나 주민 대상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얻었다. 중간 수준의 마

을활동 참여에는 지각된 행동 통제와 함께 거주 기간, 성별, 단독주택 

거주 여부 등 세 가지 개인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삼덕마을의 중간 수준 마을 활동이 기존의 이웃 관계망들의 상호 연

결을 통한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분석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마을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높은 관여 수

준이 요구되는 활동 참여에는 개인 특성보다 근린환경 만족도 및 태도 

관련 개념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마을 활

동에 대한 태도가 해당 수준의 참여에 부(-)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다. 이는 첫째로 불만족스러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참여하므로 근

린환경 만족도가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발견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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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결과이며, 둘째로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효용을 넘

어서는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회원인 주민

들과의 인터뷰에서 참여 주민들로부터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마을 활동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제 근린환경에 대해

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형을 조정

하였으며, 그 결과 삼덕마을 주민의 마을 활동 참여 행위에 대해 약 

63.4% 설명력을 보이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계획행동이론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삼덕마을에서도 참여 의도가 참여 행위

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관여 수준의 마을활동 참여 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관적 

규범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르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마을 활동 참여 의도 간의 관계가 90%의 신

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은 0.4대로 

상당한 수준이기에 연구 자료를 보충할 경우 참여 행위에 더 높은 설명

력을 가지는 모형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 관련 변수가 행위에 대한 태도를 통에 행위 의도 및 행위로 

연결되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대치되는 것은 아니나, 근린환경 만족도가 

태도뿐 아니라 주관적 규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린환경 만족도가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통해 행

위 의도와 행위에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

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성별과 거주 기간이 유의한 것

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는 행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를 통해 

행위 의도와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이 삼덕마을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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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여 참여 결정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형은 대상지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의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깊고 정확히 이해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 자

체로는 실재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영향력 평가나 효과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

한 정량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된 주민 인터뷰와 참여관

찰 자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장

소애착심과 자기효능감 등의 추가적인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정요인을 포함하여 정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

인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연구대상지 주민들의 근린환경에 대한 개선된 만족도가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말미암은 참여와 이를 따라 생성된 의식에 

의해 개선된 것인지, 또는 사업 과정을 통해 개선된 만족도에 의해 참여

가 향상된 것인지 그 영향력의 전후관계를 살피기 어렵다는 한계점 역

시 존재한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

식모형을 활용하여 근린환경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참여 행위를 분석

함으로써 본 연구는 영향력의 방향을 특정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지며, 후속 연구를 통해 근린환경 만족도와 주민 참여 행위의 관

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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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참여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확장

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삼덕마을에서 수집한 1차 자료를 통

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은 인간의 행위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주민 

참여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사용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이 분야

에서 계획행동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참여 

의도와 참여 사이에 작용하는 제약을 확인하는 것이 모형의 특징 중 하

나이므로 연구 대상을 참여 의도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참여 행위를 외

생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마을공동체 활동

을 참여 주민에게 요구되는 관여 수준으로 유형화하여 각 수준별로 나

타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지 주민공동체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소규모의 결속력 

높은 주민공동체가 자리잡았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마을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마을 탐방 등 지속적

인 행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약 4년간의 활동

과 경험을 통해 현 삼덕마을 주민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생성된 점은 

주민 활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간 교류의 빈도와 밀도는 현저

히 높아졌으며,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한 장에 상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을의 현안을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에 지역 주민공동체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마을에 위치한 노인의 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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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정지원센터 주민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례지 마을이 지역 사회를 위

해 기여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위해 멘토링 활동을 하는 

등 마을 외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상기한 점에서 연구대상지 주민공동체가 발전한 모습이 관찰되나, 앞

으로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당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공동

체 활동 확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참여를 하는 주민의 숫자가 부족하

다. 상술하였듯이 정기적인 회의 및 마을 행사 기획은 소수의 운영위원

에 의해 진행되며, 그 강도와 양을 고려했을 때 주민공동체 활동 기획은 

개개 참여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므로 이를 분담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또 다른 문제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뒤이은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을 통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동체가 구체화되었고 종전에 불가

능했던 주민공동체 활동들이 가능해진 것이 사실이나, 자체적인 기금의 

부재로 인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고정 비용과 운영비에 비

하여 자체적인 기금 등 고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빈약하므로 공모사

업 등 공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활동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계 및 사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소수 주민을 위주

로 운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들이 주민공동체 핵심 인원과 겹

치기 때문에 연구대상지는 마을 활동의 수평적인 확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이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는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 자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주민공동체

가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형성된 수단이라면 공공 개입을 계기로 형성된 

주민공동체는 수단이 먼저 마련된 후 공동체로서 필요성과 목적성을 모

색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공모사업이 

주도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지향점을 확립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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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공동체 내

부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주민 개개인의 목적과 공동체로서의 지향점에 대

한 동의와 상호간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연하게 활성화하는 

과정이 요구되나, 공모사업 및 마을 외부 행사 참여에 관한 안건이 중심

이 되는 활동에서는 높은 관여 수준의 참여 활동을 하는 주민이 아니라

면 소통의 주체보다는 관찰자의 위치에 머무르기 쉽다. 따라서 주민공동

체 내부에서 이를 자각하고 반복적으로 상기하는 활동이 공동체 지속가

능성을 위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연구대상지에서 주민

공동체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관여 

수준이 낮은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존재에 대해서

만 인지하고 있을 뿐 시설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연구대상지 주민공동체가 마주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인원 확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주관적 규범, 즉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행위

에 대한 압력을 개개인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 높은 관여 

수준이 요구되는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실제로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대상지의 주민공

동체에서 주요 활동 인원이 참여를 멈추거나 새로운 주민이 유입될 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주관적 규범이며, 이는 주변인이 의도

한 압력의 수준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첫

째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당위적이며 이에 참여하는 것이 규범적이라는 

인식, 둘째로는 참여 활동으로 인해 개인이 인지하는 부담의 정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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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다. 주관적 규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대상

지의 주민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존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인지한다면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적인 동력을 발

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가

장 먼저 공공 예산 활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행정 및 회계 업무뿐 

아니라 관청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상당한 피로가 축적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공동

체 활성화가 본래 지향하는 목적이 악영향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생활 언어로 전환하고 간

소화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과 갈등 

및 분쟁 조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훈련

받지 않은 인력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 분야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주

민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및 갈등조정 교육과 마을 내에서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마을 조정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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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communal life and communities have become a central topic since the 

2000s. In the face of urban decline and regeneration,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s now realize the importance of local 

residents and communities and seek to vitalize the communities with various 

policy measures.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 (REMP) of Seoul 

aims to preserve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restore communities in the urban 

environment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physical infrastructure. This research 

aims for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resi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with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particularly the influence of residents’ 

satisfaction level with the improved residential environment to their participation 

in Samdeok Town in Seongbuk-gu, Seoul, an allegedly successful case of REMP. 

Assuming that resi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e correlated, the researcher employed TPB as the theoretical frame 

to study this relation. TPB focuses on the human behavior which is not completely 

in accordance with their behavioral intentions and thus include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a determinant factor that affects both the inten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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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behavior. Not only that, this theory allows for modifications and many 

additional factors have been added to build extended models in diverse research 

areas that deal with human behavior. In this study,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as added as an external variable that affect behavior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hich then have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and the actual behavior.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on 

site to construct a first-hand database for further analysis. Provided that the study is 

related to human behavior, it is necessary that the quantitative results be 

complemented with qualitative analysis. Hence, the researcher also collected 

qualitative data from participant observation on site to better interpret the results. 

This research employs PLS-SEM, which is known to offer valid results with a 

smaller sample size. Regardless of the level of involvement required, subjective 

norm was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factor to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As 

to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hat require lower level of involvement, the 

influence of housing type (detached house) was significant; as to medium and 

higher level of involvemen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attitude, 

respectivel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To the actual 

behavior, however,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lso had significant influence. That is, the residents 

participated in community activities to improve unsatisfying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t is more likely for women with longer residence in the town to 

get involved in the community activities. This result validates the findings of 

existing literature that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relationship known to exist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participation. 

PLS-SEM showed that the strongest factor that influences resident involvement 

is behavioral intention and that the intention is formed by diverse variables 

including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factors.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not only affects behaviora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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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lso subjective norm. In other words,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affects the actual behavior through behavior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int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sex and years of residence were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and they have 

indirect influence on behavior through behavior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us, this research’s extended TPB model serves as a valid theoretical 

frame to help better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resi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by analyzing the path from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o resident involvement. Among the factors of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afety/transportation and neighborhood facilities 

significantly affected resi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In Samdeok Town, a small and highly cohesive resident community has been 

established and it is necessary that the residents and the public authorities 

cooperated for changes in policy to cut down on exhaustive procedures and to 

reduce dependency on application-based public budget for a sustainable 

community. In addition, public assistance for capacity building programs in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would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and 

opportunities for sustainability in areas similar to Samdeok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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