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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는 타율  아동·청소년 학습자와 자율 이고 자기주도 인 성인학습자라는 기

존의 이분화된 학습자 논의 구도에서 벗어나,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되는 학습 성향의 

성격과 그 생애사  향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의 평생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구체 인 연구질문은 1)입시경쟁체제에서 성공한 학습자가 형성한 학습성향은 무엇인

가? 2)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학습 성향은 학과 직업세계에서 어떻게 변화해가는

가? 이다. 이 연구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연구참여자는 1990년  후반 한국

의 학서열체계에서 최상 권 학으로 불리는 B 학의 A학과 졸업생 8명에 한 생

애사

 이들을 상으로 2-3차례 심층면담을 통해 유년시 부터 인터뷰 당시까지 생애 자료

를 수집하 고,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학습 성향의 유지, 강화, 갈등, 환과 같은 생

애사  변화 패턴을 심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이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한 학습 성향은 ‘시험형 자기주도

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분명하게 ‘주어진’ 목표와 ‘정해진’ 공부 내

용이라는 맥락에서 형성되며, 공부의 계량화, 타자와의 일치화, 순치된 주체화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매우 ‘자기주도 ’이면서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작동하고, 주어진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한 미시 이고 방법론 인 주도성의 성

격을 지닌다. 한, 주어진 목표와 정제된 지식과 시험이라는 공부의 계량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 속에서 발휘되는 조건  성격을 띤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입시가 끝난 이후 학과 직업세계에서 균열과 변주의 국면에 

부딪치면서도 유지되고 지속되는 양상을 보 다. 연구참여자들은 목표가 ‘풀어지고’, 공

부 내용 역시 ‘애매한’ 공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깨달

았다. 개별화된 ‘자기’ 목표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은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리하고, 무엇을 해야 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익숙한 공부의 세계인 고시

로 회귀하여 공부하는 재미와 안정감을 렸다. 한, B 학라는 이름에 기 어 진로탐

색을 유 하다가, ‘자기’가 없는 진로 선택인 ‘소거법’을 통해 진로를 확정하 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균열이 드러난 상황에서, ‘자기’ 없는 방법론이 지속된 이유는 시험형 자기

주도성에 한 진지한 통찰이나 변형 없이도 학 학  취득 가능하고, 고시라는 유리한 

길이 있고 학벌주의 사회에서 안정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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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세계로의 이행 이후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연구참여자들이 놓인 직업세계의 맥락

에 따라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경계 안주,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강화, 시험형 자기주도성

의 변모라는 3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와 학습내용이 ‘열려진’ 직업세계의 맥락

에 놓인 연구참여자들은 군가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정해주지 않고 시험이라는 자

극의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목표를 제 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기 없는 방법론의 

경계 안주하는 모습을 보 다. 반면, 분명한 목표가 주어지고 정제된 지식에 한 암기를 

심으로 하는 승진시험과 같은 맥락에 놓일 때, 연구참여자들은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발휘하고 시험공부에 몰입하면서 재미를 느 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입시 공부에서 

최고의 성취를 했던 경험과 B 학 출신으로서의 자존심은 높은 자기 성취기 과 자기 

성장의 욕구로 표출되었고, 자기 리 능력을 활용하여 극 으로 학습하는 시험형 자기

주도성의 변모의 패턴이 나타났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 기  자기논리’로 연결되면서, 학습 생애에 지속 인 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들은 입시에서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은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

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삶의 반에 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험 잘 

보는 사람’이라는 특수한 학습자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 다. 한 “B 학 출신”으로서 

자신은 사회 으로 안정된 경로인 ‘홈패인 공간’을 따라 가야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일탈’로 여기는 기  자기논리를 형성하기도 하 다. 

이 연구는 ‘자기’ 없는 방법론인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경계 안에 머무르거나 시험형 주

도성의 강화해나가면서, 자기주도성의 확장을 제 로 하지 못하는 시험친화형 성인학습

자의 모습을 보여 다.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를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학습 

성향에 따라 세분화된 성인학습자 범주화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기존의 성인학습자 연구

에서 제 로 부각되지 않았던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에서 의

미가 있다. 한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인 ‘시험형 자기주도성’ 논의를 통해, 자기주도

성이 단순하지 않으며 특정한 자기주도성이 형성되는 사회문화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제인 등교육 단계에서 형성한 ‘학습 성향’의 지

속과 균열을 심으로 한국의 평생학습자에 이론화 작업이 가능함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입시경쟁체제, 학습 성향, 자기주도성, 시험형 자기주도성, 시험친화형 성인학

습자, 아동학습자, 성인학습자, 평생학습자 연구, 학습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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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평생학습이론은 인간을 평생에 걸쳐 형식, 비형식, 무형식의 맥락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학습 생애를 구성해가는 ‘평생학습자’로 바라본다. 인간의 학습생애는 출생 이

후 축척된 다양한 학습 경험들로 구성된다. Manheim(1952)은 경험들이 시간  순서

에 따라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배열 형식을 따라 ‘경험의 성층화

(stratification of experience)’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역사·문화  ‘기층 

경험’이 이후 경험의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는 데 지 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인간의 학습 생애 구성에서 기층 경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는 의무취학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기를 많은 시간을 학

교에서 보내도록 리한다. 학교는 학습 목표,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규제하는 강력한 

사회  학습 리 장치임을 감안하면(김신일, 2005; 한숭희, 2009), 생애 기 학교교

육 경험은 인간의 학습에 한 의식 형성을 형성하는 데 한 향을 미치며 이후 

학습 경험의 배열, 나아가 학습 생애 구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가 될 수 있

다. 최선주 외(2012)의 연구는 · 등교육에서 형성된 학습에 한 ‘아비투스’가 

학 입시가 끝난 이후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이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일정한 삶의 패

턴이 존재함 보여 으로써 학교교육이 학습생애 구성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평생교육담론에서 학교교육과 인간의 학습생애에 한 탐구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  UNESCO를 심으로 발 한 평생교육담론은 고

도로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 있는 학교에 한 일련의 비 에서 출발하 다. 기 평

생교육담론은 기존의 통 인 학교교육의 모순과 한계에 해 강도 높게 비 하면

서, 개인의  생애를 통하여 확 된 형식 , 비형식  학습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체

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하 다(Dave, 1973, Lengrand, 1979; Gelpi 1979). 이후 평

생교육체제의 일부로 학교체제를 어떻게 재편에 할 것인가에 한 논의가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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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김신일, 1981; 양정호, 2007; 최상근 외, 2006; 한숭희 외, 2004; Dave, 1973). 이

러한 논의는 학교를 평생교육체제의 일부로 치시키는 데 일정한 담론 , 정책  성

과를 거두었지만, 학습자가 아닌 체제에 을 맞추면서 문제시한 학교교육이 학습

생애 반에 어떠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심층 인 연구로 나아가지 못

했다.

 생애 기 학교교육 경험의 생애사  향에 한 주목은 북미를 심으로 하는 

성인학습론에서도 제 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주제가 논의의 심으로 부각되지 

못한 것은 성인교육론의 학 인 발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성인교육론은 아동과 

비되는 ‘성인’의 특성에서 독자  학문의 기반을 놓으려고 하면서, 성인학습자를 아동

학습자와 차별 인 ‘자율 이고 자기주도  학습자’로 부각시키는데에 주력하 다

(Merriam, 1993; Tennat & Pogson, 1995).  성인과 아동에 한 인  이분법에 기

한 안드라고지 논의는 ‘성인학습이 정말로 아동학습과 다른가’(Hartree, 1984)와 같

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학습이론이 아동기와 성인기로 분리되

어 논의되는 경향을 형성하 기 때문에, 양자를 포 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생애를 총체 으로 포 하는 학습 이론의 재구성”에 실패하 다는 근본 인 한계

를 지닌다(김신일, 2001:14).

성인학습연구에서 평생학습연구로 나아간다면, ‘성인학습자는 구인가, 성인 학습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서, 성인학습자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존 성인학습연구는 아동·청소년학습자와 성인

학습자 특성간의 차별성만을 강조할 뿐, 인간이 어떻게 질 으로 다른 학습자로 존재

 환을 이루어지는지 그 환의 메커니즘에 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아동과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단순히 성숙이나 발달의 개념으로 설명

(Knowles, 1975)하는 것은 학습자 존재간의 이행이나 환을 설명하는데 뚜렷한 한

계를 지닌다. 강 (2012)은 아동기 학습의 특성이 발달 정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학교교육을 통해 체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생애 기 학교교육이 학습

자로서의 특성에 미치는 향과 아동·청소년 학습자에서 성인학습자로의 이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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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것은 평생학습자 연구로 나아가는 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학교교육이 인간의  생애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심을 가진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회이동 연구는 ‘가

정배경과 학교교육  어느 것이 직업 획득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가(Blau & 

Duncan, 1967)’,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을 얼마나 할 수 있었는

가?(장상수, 2009)’ 등의 문제에 심을 기울여왔고,  가정 배경이 어떻게 교육  직

업 성취에 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지 획득모형들을 발 시켜 왔다(Sewell, 

Haller & Ohledorf, 1970). 이러한 연구들이 학교교육이 사회  이동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에 을 맞추었다면, 일련의 재생산 논의들은 학교교육이 사회  이동을 

해하는 측면 즉, 불평등한 계 계를 재생산하는 에 주목하 다. Bourdieu & 

Passeron(2000)은 학교를 지배계 의 문화  자의성을 강제하는 ‘상징  폭력’ 행사

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한 질서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 다. 

반면, Foucault(2000)와 그의 논의에 향을 받은 일련의 연구들은 학교를 단순히 

지  이동 통로나 계  재생산의 기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화 장치 의 하나로 

악하면서 학교제도 속에서 신체에 각인되는 법, 규율, 문화규칙 등에 주목하 다. 

Foucault(2000)는 19세기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공립학교에서는 ‘훈육’ 자체와 

‘훈육된 자기·훈육된 몸·훈육된 감정·훈육된 지성· 훈육된 행동’이 출연하 다고 주장

하 다. 학교는 복종하고 길들여진 ‘양순한 몸’을 만들어내고(Ball et al., 2007), 각종 

시험의 기술을 통해 스스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자기감시의 주체(self-governing 

subjectivities)(Allen, 2003) 혹은 성취 이데올로기와 도구  이성만을 강조하는 ‘근

 인간’이라는 주체( 곤, 2009)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인간의  생애에 여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이동  지  획득이론은 학교교육을 단순히 학력이나 학업성취도로 치환하여 

지  이동을 설명하는 한 변수로만 소하게 악하고, 재생산이론은 학교교육의 

향을 계 에 따른 학업성취도 불평등에만 을 맞추어,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 학습

자가 학습자로서 어떠한 특성을 형성하는가에 해서는 제 로 주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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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애사  향을 재 직업지 나 계 으로 단순하게 악하여, 학교교육이 이후 

생애 구성 과정에 구체 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되는가를 제 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학교를 주체 형성의 장치로 보는 Foucault식의 논의는 근  학교가 

수행한 사회  역할에 한 요한 통찰을 담고 있지만, 학교를 지나치게 규율권력의 

측면에서 근하고, 인간을 주체화 장치에 의해 ‘길들여진’ 존재로만 단순화시키는 문

제가 있다. 이는 일종의 거 담론으로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자

로서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나가는가에 한 실증  탐색을 결여하고 있다.

성인학습 분야에서 학교교육이 학습생애에 미치는 향은 주로 학력과 성인기 학

습에의 참여율과의 상 계 측면에서 악되었다. 평생학습참여에 한 많은 연구

들에서 생애 기 교육수 이 높을수록 성인기 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돈민·이세정·김세화, 2008; 최운실, 2006; Gorard et al. 1998; Pallas, 2002). 

Pallas(2003)는 이를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고 명명하 다. 문제는 이러한 연

구들이 주로 규모 설문조사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왜 이런 상이 나타나는가에 

한 심층 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기존의 마태효과를 설명하는 논의

들은 주로 학교에서의 성공 여부를 심으로 학교에서의 ‘실패’한 경우는 곧 학교에 

한 반감, 학습에 한 부정  태도, 학습자로서의 부정 인 자기평가, 자신감 결여 

등으로 성인기 학습 참여에 소극 이 된다는 을 보여 다. 이러한 논의들은 반 로 

학교에서의 성공경험이 학습자로서의 정  정체성, 자신감, 학습에 한 극  태

도 등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기존의 성인학습자 연구는 ‘마태효과’에 한 설명이 일정 부분 타당함을 보여 다. 

그러나 성인학습자 연구는 학력, 도탈락자,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학습자, 고

등교육기 에 다니는 비 통  학습자 등으로 연구 상에 일정한 편향이 있었다(백

종주, 2002; 박경호, 2009; 박연하, 2006; 이지혜, 2011; 홍아정, 2010; Belzer, 2004; 

Crossan, 2003; Harnsten, 1994). 반면, 학교에서 매우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인 소

 ‘엘리트 성인학습자’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에서의 성공경험이 

실제로 학습생애에 어떤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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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의 편향은 학교교육이 학습생애구성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 방식에 제약을 

가한다. 

‘마태효과’를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는 ‘ 정 -부정 ’, ‘ 극 -소극 ’ 등과 같이 

이분화된 심리 · 정서  경향성을 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학습에 한 복잡

한 태도를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학습 태도, 학습자 정체성, 학습에 한 개념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하 지만, 학습 생애를 설명할 수 있는 학문 인 핵심 개념으로 

논의를 발 시키기 못했다. 이는 Bloomer & Hodkinson(2000)이 최근 학습에 한 

방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에 한 인

식과 근이 무엇이고 이것이 시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가는가에 

한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생략되어 있다고 지 과 맞닿아있다. Bloomer & 

Hodkinson(2000)이 의도하는 ‘학습에 한 인식과 근’을 학술 인 개념으로서 무

엇이라고 명명할 것인가조차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논의 공백은 

‘학습에 한 인식과 근’을 심으로 한 본격 인 논의의 부재와 맞닿아있다.

이 연구는 Bloomer & Hodkinson(2000)이 언 한 학습자의 ‘학습에 한 인식과 

근’을 ‘학습성향’으로 명명하고 학교교육에서 형성되는 학습 성향의 생애사  유지 

혹은 지속을 심으로 학습생애에 한 본격 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

해있다. 이 연구가 학교교육에서 형성되는 학습 성향과 그 학습 성향의 생애사  

향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입시경쟁

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우리사회의 입시경쟁체제의 특성은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

화역사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신선미(2007)는 랑스 사회에서 입시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입시경쟁체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쟁과 분단이라는 혼란을 겪으면서 학교교육이 사회  지 를 결

정짓는 거의 유일한 기 으로 작동하면서, 한국인들은 입시경쟁에 몰입하 다(장경

섭, 2009). 많은 연구들은 입시 주의 교수-학습 행을 보여주고 있는데(김동석, 

2006; 강무섭 외, 1992; 김성열 외, 1997; 오정란, 2004), 이는 한국의 입시경쟁체제가

학습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입시공부’를 통해 ‘견고성(robustness)’과 ‘정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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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cation)’(Carr & Claxton, 2002)을 갖춘 학습 성향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조건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한국의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되는 학습 성향과 그 생애사  

향에 한 탐구를 통해 한국의 평생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입시경쟁체제에서 성공한 학습자가 형성하는 

학습성향은 무엇인가? 이때 형성된 학습 성향은 학과 직업세계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를 해 이 연구는 한국의 학서열체계에서 최상 권에 있는 B 학의 졸

업생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생애사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이 연구는 학교

에서 형성된 학습성향이 학습 생애 구성에 어떤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함

으로써 기존의 ‘타율  아동학습자-자율 이고 자기주도  성인학습자’라는 인 인 

이분법을 넘어 평생학습자에 한 이론을 구성한다는 에서 학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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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1.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1 )  자기주도  성인학습자

성인학습자에 한 학문  심이 본격화된 것은 1920년 이다. 1926년 미국성인

교육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Education)가 창설되고, 뉴욕 카네기 

재단이 연구와 출  분야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성인교육 분야에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당시 연구물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  수 있는데,  

하나는 Thorndike를 심으로 엄격한 실험 연구를 통해 성인의 학습능력을 검증하

려는 과학  흐름이고(Thorndike et al, 1928), 다른 하나는 Lindman(1926)을 시

작으로 하여 성인의 학습과정에 한 직 이고 성찰 인 연구의 흐름이다

(Knowles, HoltonIII, Swanson, 2010:41-42).

1928년 Throndike와 동료들이『성인학습(Adult learning)』에서 던진 주요 질

문은 ‘성인도 학습할 수 있는가?’ 다. 인간의 학습능력이 인생 기에 정 에 달한 

후 쇠퇴하고, 학습이란 학습 능력을 갖춘 학령기 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으로만 이해해왔기 때문에, 성인들이 정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이가 들

면 지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에 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것이

었다. 연구결과 성인들의 지  능력의 강도와 속도, 기술에 있어 그 손실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모든 것은 50세까지 언제든 학습가능하다”고 결론내렸

다(Throndike et al., 1928:124). 성인학습자에 한 기 연구물들은 이러한 성인

의 지 인 능력, 지능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이는 “성인이 학습할 수 있다

는 단순한 믿음에 기 하고 있던 분야에 과학  근거를 제공해주었다는 에서 요

한 의미를 갖는다”(Knowles, HoltonIII, Swanson, 2010:41). 실증주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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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의 심리학을 심으로 하는 학문의 울타리 속에서도 ‘성인 학습자’의 존재

가가시화된 것이다. 

한편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성인들이 학습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학습할 수 있는가

에 을 맞추면서 성인학습자에 한 이론  논의를 발 시켜 갔다면, 다른 한편

에서는 ‘성인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한 직 이고, 기술 인 논의들이 발 해

왔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1926년 Lindeman의 『성인교육의 의미(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서에서 시작되었다. John Dewey의 교육철학에 향에 강

한 향을 받은 Lindeman(1926)은 성인학습자에 한 5가지 주요 가설을 제시하

다. 첫째 성인들은 학습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는 욕구와 흥미를 경험함으로써 학습

에 한 동기화가 활발해진다. 둘째, 성인들의 학습에 한 심은 과목(subject)이 

아니라 삶 심 이다. 셋째 “경험은 성인학습자들의 살아있는 교과서”(Lindeman, 

1926:10)이자, 성인학습의 가장 풍부한 자원이다. 넷째, 성인은 자기주도성에 한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다섯번째, 성인학습자들 사이의 개인 차이는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이러한 Lindeman의 주장은 1920년 에 제시된 것이지만 Knowles의 안

드라고지로 거의 그 로 수용되었고1), 재에 이르기까지 성인학습자 연구의 핵심

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성인학습자가 자발 인 학습의 욕구를 지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

는 존재로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제시된다는 이다. Lindeman(1926)과 

Knowles(1980)가 제시하는 성인학습자 이외의 다른 학습자 유형은 최소한 이론상

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하는 문제가 있다. Wlodkowski(1999)는 일반 으

로 성인학습론이 ‘학습자로서 성인’을 어떻게 매우 일반화된 특성을 가진 존재로 ‘규

정’하고 들어가는지 잘 보여 다.

1) 안드라고지는 성인학습자에 한 다음의 6가지 명제에 기 해있다. “성인들은 왜 그

들이 무엇을 배워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인들은 그들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삶

에 한 책임을 진다. 성인들은 아동들보다 더 많은 양의 경험과 더 다양한 경험을 

갖고서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성인들은 실제 생활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울 비가 되어 있다. 성인들의 학습지향성은 삶 심

이다. 성인들은 외  동기유발 요소보다는 내  동기유발 요소에 더 잘 반응한

다.”(Knowles, Holton III, Swanson, 2005: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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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새로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움에 한 
강한 동기유발이 형성되고, 자신과 세계에 한 반복적 이해를 위하여 스스로 자
신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배움을 터득하고 의미를 찾아가면서 정
체감이 형성되는 존재라고 한다. 또한 성인은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정체감을 향상시켜가고,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을 종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가능하다. 특히 타자와의 이해관계, 연루, 이해를 위한 탐색은 곧 
성인의 본질적인 동기부여로 전환되어 학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Wlodkowski, 1999, 한상길, 2009:86 재인용)

기존의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이미지가 하나로 획일화되어 나타난 것은 상당 부

분 북미의 성인교육론이 아동과 비되는 ‘성인의 정체성’에서 독자  학문의 기반

을 두었기 때문이다.

성인교육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갖는 정체성은 체적으로 성인의 정체성을 전
제로 한다. 성인교육 문헌의 다수, 특히 성인학습에 관한 문헌들은 성인의 특성
을 참고로 하고, 이런 특성을 기본으로 해서 실천 원리를 성립한다. (Tennant & 
Pogson, 1995:69)

페다고지와의 차별화에 역 을 둔 안드라고지는 아동학습자와 비되는 자율 이

고 자기주도 인 성인학습자의 모습을 포착하고 부각시키는 데 을 맞추었다. 즉, 

다양한 ‘성인’들의 여러 가지 학습행 를 그 로 탐색하기보다 ‘자기주도  학습자’

를 찾아 그 특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성인학습자’에 한 일반화된 논의로 발 시킨 

측면이 있다(Candy, 1991; Guglielmino, 1977; Houle, 1961; Oddi, 1986; Tough, 

1971).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자율성에 한 강조는 1970년  북미를 심으로 본

격화된 자기주도학습론의 부상과 직결되어 있다. 자기주도학습론은 학교 밖에서 이

루어지는 성인들의 자발 인 학습활동에 한 Tough(1971)의 연구에서 본격화되었

다. Tough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66명을 상으로 수행된 학습 로젝트

에 한 연구에서, 모든 학습 로젝트의 70%가 학습자들 자신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는 것을 발견하 다. Tough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 인 학습 형태와 달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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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도움 없이도 발휘될 수 있는 성인의 주도 인 학습활동에 주목하 고, 이를 자

기계획학습(self-planned learning)이라고 불 다. Tough(1967)는 학습자가 혼자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 거치게 되는 과정  차에 심을 기울 고, 이를 자기교수

(self-teaching)의 12단계로 제시하 다. 자기주도학습에 한 Tough의 연구는 이

후 1970년 와 1980년  에 걸쳐 수많은 학 논문과 학술논문의 기 가 되었고, 

이들 연구는 성인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주도 인 학습이 리 퍼져있다는 것을 확인

해주었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n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의 외연을 확 하면서 Tough(1967, 1971)의 논의를 발 시켰다. 

Knowles(1975:18)는 자기주도학습을 “타인의 조력 여부와 계없이, 학습자가 스

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 ·물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며, 자신이 성취한 학

습 결과를 평가할 때 주도권을 갖고 평가하는 과정”이라 정의하 다. 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교사 없이 학습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특정 유형의 학습, 즉 독학(獨學)으로 

한정하던 Tough(1967, 1971)의 논의를 넘어서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이고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행될 수 있는 학습자의 주체  행 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켰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배 주, 2003). 

주목할 은 Knowles(1975)가 인간주의 심리학의 을 받아들여, 학습자의 자

기주도성을 선천 이고 당연한 제로 가정한다는 이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으

로서 개별 학습자는 선천 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율성, 독립성, 자아실 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학습활동에서 자기주도성을 발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주도성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악하는 것이다.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은 인간으로서 타고난 자율성과 독립성의 발 의 차원도 일부 존재하지만, 자기주도

성을 제약하는 계 , 인종, 연령, 성별, 거주 지역, 학력 배경 등의 사회구조  요인

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한 과거의 학교교육경험과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에 의해 

자기주도성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한 연구는 학습자

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 인간주의  신념에 기 해서가 아니라, 이를 제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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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사회경제  조건과 교육제도와의 련 속에서 ‘발 과 제약’의 역동 계 

속에서 악할 필요가 있다.

Knowles(1975)는 자기주도(self-directed)학습을 교사주도(teacher-directed)학습

과의 조속에서 개념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 다. 교사주도학습은 학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학습자가 아닌 교사가 결정하고, 학습자는 교사의 결정을 받아들여 따르기

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한 책무성과 

주도권을 지니며 교사 혹은 타자와 력  계를 유지하고 상하는 가운데 학습

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과 련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2)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  구분은 실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발 되는 복잡한 양상을 단순화시키

고, 자기주도성을 획일 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학습 과정 요소  일부는 교

사가 주도하지만, 다른 요소는 학습자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

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 인 양상이나 범 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지만 이에 한 정교한 논의로 발 하지 못했다.

1970년 와 1980년  자기주도성 논의가 주로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행사하

는 결정권과 통제권에 을 맞추었다면, 1970년 후반부터 1990년에 걸쳐 학습자

가 주도 으로 학습하는 데에 필요한 학습자의 인성 특성  내부  요인에 한 탐

색으로 논의의 이 이동하 다(Taylor, 2006). 새로운 연구의 흐름에서, 자기주

도성은 자기주도학습과 련된 학습자의 특성  능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기주

2) 교사주도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의 비교

 

요소 교사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학습분 기
형식 ·권 지향

경쟁 · 단

비형식 ·상호존

력 ·지지

계  획 주로 교사에 의해 참여  의사결정에 의해

학습욕구 진단 주로 교사에 의해 상호평가에 의해

목 표 설 정 주로 교사에 의해 상호 상에 의해

학습계획의 설계
교과내용 단 , 교수요목, 

논리  계열

학습 로젝트, 독립  연구, 

경험  기술

학 습 활 동 달기술, 할당된 것 읽기
탐구 로젝트, 학습계약, 

비도에 따른 계열

평  가 주로 교사에 의해 수집한 증거에 한 상호평가

                                                                  (출처: Kowles, 197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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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으로 지 되는 것들은 자율성, 독립성, 개방성, 책임감 등과 같은 인성  특성들

과 문제 해결 능력, 인지  탐색 능력 등이다. 표 인 로 Guglielmino(1977)은 

자기주도성을 기회에 한 개방성, 효율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한 

한 주도성과 독립심, 학습에 한 책임감, 학습에 한 열정, 미래 지향성, 창의성, 

기본 학습기능, 문제해결 능력 8가지 특성으로 악하 다. 이 게 도출된 개인의 

특성으로서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한 도구가 개발되었는데, 표 인 것이 

Guglielmino(1977)의 자기주도학습 비도(SDLRS)와 Oddi(1986)의 계속학습척도

(OCLI)이다. 자기주도성을 개인의 인성특성으로 악하는 이러한 논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학습자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문제가 있다. 학습

자의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역사문화  조건과 교육제도의 특성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학습자가 특정한 제도에서 응 혹은 성공을 해 자기주도

성의 범 를 선택 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양상으로 형성  변화된다는 에

서 역동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2)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제약 요인

Knowles(1975)의 안드라고지를 심으로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은 선천

인 것으로 제하는 논의와 Guglielmino(1977)와 Oddi(1986)의 학습자가 주도

으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학습자의 인성특성  능력으로 악하는 논의는 여러 가지 

비 에 직면하 다. 비 의 핵심은 이들 논의들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학습이 일

어나는 구체 인 상황과 자기주도성을 제약하는 사회문화  조건에 해 간과하

다는 것이다.

자기주도성을 학습자의 개인 속성으로 보는 논의에 해 자기주도성은 내재 인 

것이 아니라 상황 이라는 비 이 제기되기 되었다(Poulton, Derrick & Carr. 

2005; Candy, 1991). 이는 곧, 자기주도성이 맥락 독립 인 것이 아니라, 구체 인 

학습 상황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도성으로 지 되는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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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독립성 등의 특성이 높은 사람이 학습상황에서 늘 자기주도 인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Poulton, Derrick & Carr(2005)는 자기주도학습에서 자율성이 상황

인 성격을 지닌다는 을 드러내었고, 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2007:123)은 개별 성인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자율 인 행동을 보

이는가는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유동 인 것으로 악하 다. 이들은 핵심 

변수로 학습 과정과 련된 구체 인 기술, 주제에 한 친숙성, 학습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한 생각, 특정한 시 에서 학습에 한 각오 등 4가지를 제시하 다. 요약

하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여러 변수들의 조합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맥

락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Candy, 1991)

자기주도성을 상황 으로 악하는 논의는 학습이 일어나는 구체 인 상황과 맥

락에 을 맞춘다는 에서 단순히 개인의 인성  특징의 발 으로 악하는 논의

의 한계에 한 비 과 일정한 보완  시각으로 의미가 있지만, ‘상황마다’, ‘맥락마

다’ 자기주도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주도성에 한 이

론화 작업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자기주도성이 개인 학습자에

게 일종의 습 과 같이 되어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 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측

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주도성에 한 이해를 확장하기 해서는 상황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유동 이고 순간 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문화

인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측면에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논의에 한 두 번째 비 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제

약하는 사회구조  요인에 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에 기 해있다. 기존의 

성인학습자 연구가 ‘백인 산층’에 편 되어 있어, 백인 산층 개인학습자의 이미

지를 성인학습자의 표 인 이미지로 부각시켰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Lee, 2003; 

Sandlin 2005). Davis-Harrison(1996), Jarvis(1985), Sissel(1997) 등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은 개인의 심이나 욕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 , 인종, 연령, 성별, 거주 지역, 학력 배경 등의 사회구조  요인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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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는 을 강조하 다. 

Candy(1991:309-310)는 성인의 자기주도학습의 패턴을 결정하는 요소는 개인이 

학습과 학습자로서 자기 자신에 해 어떻게 생각하도록 사회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라고 보았는데, 그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사회경제  계 , 인종, 종교, 성별에 다라 

차별 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Tennant & Pogson(1995) 역시 사회 으로 구성

된 자아와 지식의 성격이 학습에 있어서 성인들의 자기주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구조  요인들의 자기주도성을 제약한다는 의 논의는 일반 이고 

담론 인 수 에서 이루어져, 구체 으로 이러한 사회구조 인 요인들이 구체 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제약을 가했는지, 이때 제약받은 자기주도성

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한 구체 이고 실증 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Hall & Donaldson(1997) 경우 일부 여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묘사하는데 

매우 부정 이며, 여성이라는 성별  요인이 자기 존 감, 자기표 감의 부족, 자기 

주장의 결여로 연결되어 학습에 한 소극 인 자세로 연결된다는 을 보여주고 있

지만, 이러한 구체 인 실증 연구는 많지 않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해 ‘발 ’ 

뿐만 아니라 ‘제약’의 측면에서 주목하는 보다 많은 실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제약할 수 있는 많은 요인 가운데 학교에서는 무엇을, 어

떻게, 왜 배울지에 한 타율  학습 리(김신일, 2005)가 이루어진다는 에서 자

기주도성을 제약과 보다 직 으로 련되는 요인이다. 한숭희(2009:48-49)는 학

교교육은 장기간의 학습을 체계 으로 리하고, 학습의 결과를 사회  인정장치인 

학 , 학력, 학  등으로 환하여 체계 으로  리하고, 국가표 교육과정과 

같이 보편 인 사회  가치동의체제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다양한 사회  학

습 리장치 에 가장 표 인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학교라는 학습 리 장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것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의 형성  실천에 구체 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해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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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Brookfield(1993)는 진도, 시험, 수와 같은 장치가 존재하는 제도화된 

교육에서 학습자의 진정한 자기주도성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을 제기하 다. 그는 자

기주도성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과정과 학습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Brookfield, 

1984:69)하는 것으로 보고, 학습 가능한 내용의 범 가 이미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학습의 속도나 학습 자원 등 일부에 해 학습자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은 진정한 의

미의 자기주도성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제된 자기주도성(controlled self-direction)은 그 용
어에 있어 모순이며 자신을 부정하는 개념이다. ... 표면적으로 우리는 학습의 속
도, 자원, 평가 기준에 해 결정할 때 우리의 학습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
른다. 그러나 학습 가능한 내용의 범위가 이미 정해져있다면 ... 우리는 (학습을) 
관리하고 있다기보다는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 제 로된 자기주도학습 프로젝
트란 헤게모니(hegemony)의 가능성에 한 민감함을 그 핵심에 두는 것이다. 완
전한 성인의 자기주도성이란 우리가 도 체 무엇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다고 정의 
내리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가 강압적 이해관계에 봉사하게 되는 것인가에 
한 면밀한 점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Brookfield, 1993:234)

비 이론의 을 견지하는 Brookfield는 진정한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이란 무

엇인가 물으며, 학습 내용과 방식에 한 제도 인 통제, 헤게모니 등에 한 성찰을 

구하 다. 통제된 자기주도성의 모순에 한 지 은 자기주도성의 복잡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실제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모순  성격이 결합

된 상태로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Brookfield(1993)는 통제된 자기주도성

이란 진정한 자기주도성이 아니며, 타율  학습 리는 받는 학교에서는 진정한 자기

주도성이 불가능하다는 형식논리 인 근을 하여 학습자에게 작동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의 모순  결합 양식에 한 실제 인 탐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라는 학습 리 장치의 성격에 한 담론 이고 개념 인 근은 학습의 내용, 

학습 방법  평가 방식이 학습자와 무 하게 이미 정해져있다는 을 강조하며, 학

교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일방 으로 제약하고, 학습자들은 타율  학습 리에 

속된 존재로 담론 수 에서 획일 으로 규정할 험이 존재한다. 타율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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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리인가에 한 이분법을 넘어, 한 ‘진정한 자기주도성’인가 아닌가에 한 

규범 인 단을 넘어,  실제로 학습자들이 학교라는 제도  장치 속에서 어떤 방식

으로 자기주도성의 제약을 받고, 그 제약 속에서도 발휘되는 자기주도성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한 실증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학교경험과 성인기 학습

1 )  학력과 성인기 학습 참여  

        

기존의 학습연구에서 ‘학교라는 형식  교육기 의 리 하에서 이루어진 학습경

험이 성인기 학습에 어떠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집 한 본격 인 

연구물들은 많지 않다. 그동안 학교경험과 성인기 학습의 계에 한 연구는 학습참

여율 조사를 통해 학력과 성인기 학습참여 사이의 정 인 상 계가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그 이유에 해 몇 가지 추론이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교경험과 련된 요인은 ‘학력’이라는 변수로 압축되었다. 

평생학습참여율과 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공통 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인기의 학습참여가 높다는 을 보고하고 있다. Pallas(2003)는 생애 기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성인기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더 높다는 상을 지칭하여 ‘마태효과

(Matthew effect)’라고 명명하 다. 즉, 마태효과는 교육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이후

에 계속해서 불리한 학습 경로를 구성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후 유리한 학

습경로를 구성해나가게 되는 ‘불평등의 효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효과에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이 요한 평생학습정책 과제로 제시되기도 하 다(Schuller 

& Watson; 2009:85). 

구체 인 마태효과는 여러 조사· 연구에서 반복 으로 확인되었다. Pallas(2002, 

2003)는 학 취득, 직무훈련, 소양증진 등 교육의 목 과 상 없이 모든 종류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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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참여율 형식교육참여율 비형식교육참여율 직업 련 
비형식교육참여율

2007 2010 2012 2007 2010 2012 2007 2010 2012 2007 2010 2012

학

력

졸
이하

16.8 19.3 22.0 2.0 0.5 1.0 16.6 19.1 21.7 6.2 8.4 6.7

고졸 24.5 25.2 33.6 6.1 3.5 3.8 20.6 23.1 31.2 5.7 11.3 12.1

졸
이상

39.4 38.4 40.9 7.1 5.0 3.8 35.6 35.6 37.9 13.7 20.6 21.0

교육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교육수 이 높을

수록 출산, 직, 실직, 은퇴와 같은 삶의 환 단계에서 고등교육기 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adburn, Moen & Dempster-McClain, 1995; Elman 

& O’Rand, 1998).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와 련된 연구 역시 학력이 높을수

록 형식, 비형식 학습의 비 이 모두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이 ·홍지 , 2009; 최

돈민·이세정·김세화, 2008; 최운실, 2006; 한숭희·신택수·양은아, 2007). 

         

           <표 II-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단 :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2012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조사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력

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의 구체 인 수치를 살펴보면 <표 II-1 

> 와 같다. 2012년 기 으로 하면 평생학습참여율은 졸 이하의 경우 22.0%, 고졸

의 경우 33.6%, 졸 이상의 경우 40.9% 다. 

이상의 연구·조사가 ‘평생학습참여율’에 주목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인기의 학습참

여 여부에 한 조사 다면, Gorard를 심으로 한 학습궤 (learning trajectory) 논

의는 성인기의 학습참여 여부를 넘어, 인간의 생애 반에 걸쳐 나타나는 학습 참여의 

양상에 해 주목하고자 하 다(Gorard et al.,1998, 2001; Gorard & Rees, 2002; 

Gorard & Selwyn, 2005). Gorard et al.(1998)은 South Wales 지역의 성인 1,104명

을 상으로 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교육과 훈련 받은 역사(education 

and training histories)를 조사하여 ‘학습 궤 ’이라는 개념을 발 시켰다. 연구 결과 

Gorard et al.(1998)은 11개의 생애에 걸친 학습궤 이 존재하는데, 그 에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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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유형이 있다고 주장하 다. 기교육 이후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에도 참여하

지 않는 비참여(non-participant) 유 (delayed), 과도기(transitional), 평생학습

(lifetime), 그리고 재까지 일제로 교육기 에 다니는 미숙한(immature) 궤  유

형이 그것이다. 

Gorard et al.(1998)은 학습궤 을 측하는 것에 을 두었다. Gorard et 

al.(1998, 2001)과 Gorard & Rees(2002)는 연령, 장소, 성별, 부모, 종교, 학력 등의 주

요 결정 변수를 통해 개인이 어떤 궤 을 그릴지 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Gorard 

et al.(1998)에 따르면, 학습궤 을 측하는 방정식을 개발하 는데 개인의 나이, 가

족 배경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용시키면 학습궤 의 75% 를 측할 수 있고, 기 

교육(학력) 변수를 넣으면 측률이 86% 로 높아진다(Gorard et al. 1998:404). 

Gorard & Selwyn(2005)는 국의 성인 1,001명을 상으로 한 구조화된 면담 자

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변수에 따른 학습궤 을 분석하 다. 이 에서 의무교육

(compulsory school)을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학습궤 을 비교할 때, 아

래 표 <II-2> 같이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의무교육 단계를 제 로 마치지 않은 사람

들  60%가 학교를 간에 떠난 뒤 살면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

았다고 보고하 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52세임을 감안하면, 생애 기 의무교육단

계에서 학교를 정상 으로 다니지 못한 경우 생애 반에 걸쳐 학습 ‘비참여’로 연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이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학습에 참여

하는 ‘평생학습자’로 되는 분류되는 비 은 8%에 그쳤다. 이 논의는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높다는 일반  경향보다,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를 정상 으로 이수하

는지 여부가 이후 학습궤 과 상당한 연 성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2> 의무교육 정상  이수 여부와 학습궤 의 계

 

학습궤
정상 으로 

학교를 다닌 사람
정상 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

학습 비참여자 35% 60%

과도기  학습자 18% 10%

지연된 학습자 25% 22%

평생 학습자 22% 8%

체 100% 100%

                                                 출처 : Gorard & Selwyn(200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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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궤  논의는 생애에 걸친 학습궤  패턴을 찾아내고자 했지만, 사실상 기교

육 이후 성인기의 교육·훈련에 참여 여부를 심으로 단순화된 몇 가지 패턴을 제시

하여 기존의 성인학습참여/비참여 연구와 큰 차별 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크게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성인기 학습참여율이 높다는 논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  학교경험이 성인기 학습 참여에 미치는 향

평생학습참여율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성인기의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참여

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왜 이런 상이 나타나는가에 한 충분한 이론 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의 원인에 해 본격 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지만, 성인기 학습참여/비참여를 다루는 부분의 연구들은 ‘학교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인기 학습 참여 여부에 여하는가에 해 일정한 설명을 시도하

다.

학교경험이 학습참여 여부에 여하는 방식에 한 기존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이 성인기 학습 참여에 향을 미치는 이유로 ‘학습 비

성’ 혹 학습능력을 지목하는 논의들이 있다(최돈민, 2007; Boudard & Rubenson, 

2003). 어릴 때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학습능력이 성인기의 학습능력에 향을 미

쳐, 학습에의 참여를 진하거나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성인학습자가 일

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형식·비형식 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습자의 뛰어

난 학습능력을 요구하는 도 인 학습과제인 경우 등 매우 제한 인 사례에서 일정

한 설명력을 갖는다.

둘째,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혹은 자기평가가 성인기 학습 참여 양상에 향을 미친

다는 논의가 있다(차갑부, 2012; Claxton, 1996; Gorard et al., 2001; Martin, 2012; 

Norman, 2003). 이는 학습능력 자체가 학습 참여 패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기보

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해 주  평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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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공통 으로 ‘학습자 정체성’ 혹은 학습자로

서의 ‘자신감’의 형성이 학교에서의 성취경험이나 혹은 실패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는 을 지 하 다. 학창시  주로 학업성취 정도를 통해 ‘자신이 우수한 학습

자가 아니다’라는 부정 인 자기평가를 하거나 학습자로서의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경

우, 이후 성인기의 학습참여에 소극 이거나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차갑부, 2012; 

Martin, 2012).

이러한 논의는 학교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학습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이 성인기 학

습참여 양상에 지속 인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요한 통찰을 제

공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정 인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 

학생들은 이후 극 인 학습자가 되고, 반 로 학업성취가 낮거나 시험에 ‘실패’한 

학생의 경우 학습자로서의 자신감이 결여되어 학습참여를 기피한다는 설명은 지나치

게 선형 이고 이분법 인 구도를 지니고 있다. 학창시  뛰어난 학업성취를 보인 학

생이라고 반드시 성인기 학습참여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학습자로서의 정체감이 형

성되는 데 학업성취도 이외의 다른 요한 계기가 있을 수 있다. ‘학습자 정체감’을 

매개로 학교경험과 성인기 학습참여를 연결시키는 논의는 더 많은 경험연구를 통해 

정교한 설명으로 발 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경험을 통해 형성된 학습 자체에 한 ‘태도’가 성인기 학습 참여에 향

을 미친다는 논의가 있다. Cross(1981)는 학교에서의 실패경험이 학교에 한 ‘반감’

을 갖게 하고, 교육 자체에 한 부정 인 태도를 형성하여 성인기 학습에 한 회피

나 거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 하 다. Gorard & Selwyn(2005)에 따르면, 학교에

서 ‘실패한’ 사람들은 학교 이후의 모든 종류의 학습에 해 자신과는 무 한 것으로 

보고, 계속 학습하는 것을 ‘투자’라기 보다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직

장에서도 학습은 불필요하고, 효과 인 업무 수행은 ‘상식’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다고 생각하며 학습에 한 부정 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에서의 실패’가 구체 으로 어떤 경험이고 개별 경험들이 학습 

태도 형성과 어떻게 연 이 되는가에 한 진지한 탐색 없이, 학교에서의 실패를 부

정  학습태도, 성인기의 비참여로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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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호/불호’, ‘ 정 /부정 ’과 같이 이분화된 심리 , 정서  경향성을 심으

로 설명하여 학습에 한 인간의 복잡한 태도를 규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한편, 최돈민(2007)은 OECD가 실시하는 PISA (만 15세 학생을 상으로 읽기, 수

학, 과학 소양에 한 국제비교평가 로그램)의 읽기와 수학의 흥미도와 성인의 계속

학습 참여율간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학교단계에서의 흥미도와 계속교육 참여 간에 정

인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실시된 PISA 조사 결과, 한국의 경

우 학업성취도에서는 매우 우수한 성 을 보여주지만 “지속 인 자기주도  학습을 

언할 수 있는 학습흥미도는 낮게”(최돈민, 2007:145)나타났다. 성인의 계속학습 참

여율의 경우 OECD 비교국가의 반 수 이었다. 최돈민(2007)은 학교단계에서 학습

에 한 흥미를 상실하는 것이 한국의 성인들이 학습참여가 조한 이유 의 하나

라고 주장하 다. 이는 입시경쟁 속에서 ‘흥미’를 상실한 채 다른 목 을 해서 학습

하는 한국 학생들 다수의 학습태도를 부각시키고, 학업성취도는 우수하지만 흥미를 

상실한 학생이 성인기의 극 인 학습참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학생들을 체를 하나의 학습태도를 

공유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교단계에서 학습에 한 ‘흥미’를 상실했지만, 성인기의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사례에 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는 에서 한계를 지

닌다. 

넷째, 학교경험이 ‘공부한다는 것’에 한 일정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성인기의 새

로운 학습의 장에서 갈등과 학습 단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Belzer(1998, 2004)는 성인학습자들이 학창시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

은 ‘교사가 존재하고, 숙제가 부과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을 

재의 학습상황에 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 참여하는 비형식 성인교육 로

그램이 이러한 익숙한 공부에 한 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일부 학습자는 자신

의 학습 의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다른 학습자를 혼란을 겪고 교육 로그램 참여를 

단하기도 한다. 

Belzer(1998, 2004)의 논의는 학교경험이 ‘공부한다는 것’에 한 과 특정한 교

수환경에 한 선호/거부감을 형성하여 이후 학습기회에서 반응양식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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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보여 으로써, 학교경험이 성인기 학습 참여 방식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학교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공부한

다’는 이미지는 ‘학교’가 놓여있는 그 사회의 역사문화  맥락과 학습자의 치에 따

라 차별화되고 분화된 이미지로 나 어질 수 있다는 에서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 까지 학교경험이 성인기 학습 참여에 여하는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 기존

의 연구들은 몇 가지 이론  한계 을 가진다. 첫째, 학교에서의 실패 경험에서 형성

다고 추론된 부정  학습자 정체성 혹은 부정  학습태도가 학습의 참여 여부와 

정도에 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구체 으로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그 실제 ‘과

정’에 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의 경험을 ‘실패’ 와 ‘성공’ 경험으

로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설명하 는데, 구체 으로 학습자에게 요한 의미를 갖는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성인기까지 향을 미치는 안정된 학

습자정체성 혹은 학습태도로 구축되는가에 한 충분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의 경우, 성인기의 학습참여율이 더 높은가에 한 일종의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 연구들이 학습을 형식교육 혹은 비형식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심으로 근하여, 학교경험이 성인기의 자기주도 인 무형식학습

을 포함하여 성인기 학습생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를 

지목하 지만, 학교가 가지는 교육체제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지 않고, 학교에서 개인

의 정 /부정  경험, 성공/실패에만 주목한 한계가 있다. 를 들어, 한국의 입시

경쟁체제 하에서의 고등학교와 이와는 등교육의 성격이 상이한 북유럽에서의 학

교에서 ‘ 정  경험’과 ‘성공’의 의미는 다를 수 있으며, 이때 형성되는 학습에 한 

일정한 태도 역시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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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성향

이 에서는 학습 성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기존의 논의가 갖는 한계 을 살펴보

고, 학습 성향과 유사한 개념들에 해 검토한 후 학습성향에 한 조작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학습 성향은 체로 학습 양식(learning style)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송 정(2004)은 학습 성향을 “어떠한 지도 내용을 배우고 익힐 때 학습자들이 보이

는 특정한 경향”으로 규정하고, Carbo, Dunn & Dunn(1991)의 논의를 차용하여 학

습 성향을 청각  성향(auditory styles), 시각  성향(visual style), 각  성향

(tactual styles)으로 분류하 다. 이때 학습 성향은 선호하는 정보 수용  처리 양

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윤태복 외(2009) 연구에서 학습자의 학습 성향

에 한 규정과 유사하다. 윤태복 외(2009)는 학습자의 학습 성향을 정보 이해, 정보

습득, 정보인지, 정보 활용에 있어서 선호하는 양식과 련하여 구분하 다. 를 들

어 정보습득에서 시각  정보 혹은 청각  정보를 선호하는가, 정보인지에서는 구체

인 정보로 구성된 자료를 악하는 것을 잘하는가(sensing), 추상화된 개념 해석

을 잘하는가?(intuitive)와 같은 것이다. 송 정(2004)과 윤태복 외(2009)가 말하는 

학습 성향은 Kolb(1984)의 학습 양식(learning style) 논의와 유사하고 이들도 학습 

성향에 해 일반 으로 쓰이는 성향(disposition) 신 양식(sty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습 양식과 차별화되는 독자 인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한 이 연구들

은 학습자들의 인지양식에 따른 효과 인 교수-학습 략이라는 차원에서 근하고 

있다. 

반면, Carr & Claxton(2002)과 Katz(1988)는 학습 ‘성향(disposition)’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 다. Katz(1988)는 성향이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라 규정하 고, 제시한 성향의 는 호기심, 붙임성, 과시성 등으로 이는 학

습자 개인의 성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Carr & Claxton(2002)는 핵심 인 학습 성

향으로 탄력성(resilience), 장난기 혹은 놀이성(playfulness), 호혜성(reciprocity)

을 제시하 다. 탄력성은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과제가 있어서 인내하고 다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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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 하는 성향을 말하고, 장난기나 놀이성은 학습 상황에서 틀에 박힌 로 행동

하지 않고 창의 으로 응하고 상상력이 있고 실험을 좋아하는 성향을 말한다. 호

혜성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다. 이러한 

정 인 학습 성향이 가진 사람이 ‘효율 인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학습 성향을 개인의 특성으로 규정하고, 특히 개개인의 성격의 일부로 학습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에서 제시된 3가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향들 

목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 ‘ 정 ’ 학습 성향으로 규정하고, 이

것을 어떻게 측정평가할 것인가 하는 심으로 바로 넘어간다(Carr & Claxton, 

2002). 

송 정(2004), 윤태복 외(2009) 등의 논의는 학습 양식을 학습 성향이라는 개념으

로 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보 습득  인지와 련하여 ‘청각’, ‘시각’, ‘감각’, ‘직

’ 등을 기 으로 매우 미시 인 수 에서 근한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Katz(1988)와 Carr & Claxton(2002) 등의 학습 성향 논의는 학습 성향을 학습에 

유리한 혹은 도움이 되는 개인의 성격 혹은 특성으로 국한되어 본다는 에서 특정

한 사회문화  조건 속에서 개인 학습자의 반복 인 실천을 통해 형성한 학습에 

한 가치, 개념, 태도, 근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기존의 학습 성향이 

소하게 정의되고, 정확하게 학습 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의가 많지 않은 반

면 학습 성향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들을 다수 존재하여 이에 한 비  

검토를 하고자 한다.

1 )  학습 성향과 유사한 개념 검토

( 1)  학습 습

학습 습 (learning habit)은 “여러 학습활동 장면에서 학습자가 특정한 행동을 

선호하여 반복 으로 수행한 결과로 그에게 내면화되어 자연발생 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 된 행동 반응양식”(문정화·김선희, 2010:833)으로 규정된다. 박경숙·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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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1976)도 학습 습 을 학습할 때 취하는 일 된 행동양식으로 규정하 다. 학습 

습 은 주로 ‘공부할 때 주의집 력이 높다’, ‘알아서 습을 잘한다’ 등과 같이 개인

의 반복  실천을 통해 형성된 익숙한 행동 양식이면서 주의 집 력, ·복습에서의 

자율성과 같은 심리 인 요인과 하게 련되어 있다. 학습 습  논의는 학습 습

을 측정하는 진단 도구 개발과 학습습 -학업성취도의 상 계에 해 심을 

기울여왔다(박수희․노 순, 2011; 함명옥, 2002).

학습 습 이라는 개념은 학습자가 학습과 련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형성

하는 의식의 수 을 넘어 작동하는 ‘습 ’의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성향을 반복

 실천에 따른 의식, 무의식을 포 하는 일종의 ‘습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학습 습  개념은 일 된 행동양식을 개인의 특성의 차원

으로 한정하여, 특정한 습 의 형성과 교육기 이나 사회문화  맥락과의 계에 

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학습 습 의 성격 혹은 지향 에 한 분석이 제 로 이

루어지지 않고, 바람직한 혹은 좋은 학습 습 이라는 규범 인 근 방식을 취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작동하고 있는 실태로의 학습 습 을 제 로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업수행과 련된 미시 인 행 양식에만 

주목하여, 학습에 한 이해방식,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학습에 근하는 익숙한 방

식 등 학습에 한 포 인 ‘마음의 습 ’(Habits of the Heart)(Bellah, 1985)에 

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 Bellah(1985)는 ‘마음의 습 ’은 에 걸쳐 오랫동

안 아주 서서히 형성되는 지배  가치 으로서 유아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사회

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사고 양식(mode of thinking)이라고 불 다.  

학습 습 에 한 논의 역시 한국 사회가 여러 세 에 걸쳐 오랫동안 형성해온 학습

에 한 지배 인 사고양식, 부지불식간에 학습에 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치  즉 ‘한국인의 학습에 한 마음의 습 ’에 한 이론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한 사회  수 의 ‘마음의 습 ’을 일정 부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착

된 학습의 조건과 그 안에서의 학습자의 반복 인 실천 속에서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개별화된 마음의 습 ’에 층화된 근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는 학습에 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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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습 을 단순히 사회화의 에서만 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조건과 개

인의 행 자성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학습 성향’에 한 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 2)  학습 태도

태도(attitude)란 사람이나 사물, 사상에 하여 호의  는 비호의 으로 일 성 

있게 반응하려는 정서  경향성(정재원·오정근, 2003)이자, 상에 하여 가장 배

척하는 것부터 가장 호의 인 것까지의 심리 인 연속체이다(Thurstone, 1929). 

한, 태도는 경험에 의해 조직된 마음의 비상태이며, 개인에 계되는 모든 상황에 

한 개인의 반응에 향을 주는 심리 인 비상태를 말한다(권재 ·윤선 , 2009). 

태도에 한 일반 인 정의에 따라, 김은형·백석윤(2008:128)은 학습태도를 “학습과 

련된 상황에서 정  는 부정 으로 일 성 있게 반응하려는 개인의 심리 인 

경향성”으로 정의하 다. 

태도의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태도는 흔히 ‘ 정  학습태도’와 ‘부정  

학습태도’로 구분된다. Cross(1981)는 학습태도는 그 자체로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서의 자기 평가와 한 련이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능력

에 한 자신감이 결여된 학습자들은 학습에 참여하기를 주 하고, 학습에 해 부

정 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Cross(1981), Gorard & Selwyn(2005) 등은 학습

자의 부정 인 학습태도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학교에서의 실패경험을 지목하 다.

학습태도와 련된 기존의 논의는 기본 으로 호/불호, 정 /부정 , 극성/소

극성과 같은 이분화된 심리 , 정서  경향성을 심으로 설명한다는 에서 인간의 

학습에 한 보다 복잡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학교에서의 정 인 

경험을 쉽게 학업에서의 성공으로 동일시하고, 구체 으로 어떤 조건 속에서 정

인 학습 태도가 형성되는가에 한 구체 인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정 /부

정 이라는 것을 상식 인 수 에서 해석하고, 이때 ‘ 정’이라고 하는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한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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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지  학습양식  인식론  신념

학습자의 인지  양식이나 인식론  신념 등은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지니

며, 학습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학습 

성향은 인지  양식이나 지식  혹은 인식론  신념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습자가 “지식의 본질과 그 지식의 획득과정인 학습에 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

고 있는가”(조 철, 2007:12)와 련된 표 인 논의는 Schommer(1990;1994)가 

제시한 ‘인식론  신념(epistemological belief)’에 한 것이다. 그는 인식론  신념

은 지식의 본질(nature of knowledge)에 한 3개의 차원과 학습의 성격에 한 2

개의 차원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지식 은 지식의 구조, 지식의 확실

성, 지식의 원천에 한 신념으로 구성된다. 지식의 구조 차원은 지식을 단순하고 개

별 인 사실들의 조합이라고 보는지, 상호 련된 개념들의 복잡한 조직이라고 보는

지 에 한 것이다. 지식의 확실성 차원은 지식이란 이고 확실한 것이라

는 과 잠정 이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보는 에 한 것이다. 지식의 원천은 

지식이란 어떤 권 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과 개인의 이성 인 탐구 결과라고 

보는 을 말한다. 지식 에 더하여 이 지식의 획득과정에 해 어떻게 생각하느

냐에 한 학습 에 한 2차원이 있다. 하나는 학습의 속도에 한 것으로, 지식이

란 한 순간에 획득되는 것으로 보는지, 진 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보는지에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식획득에 한 학습자의 통제가능성과 련된 것이다. 학습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거나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지, 시간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향

상될 수 있다고 보는 지에 한 것이다. Schommer(1990)는 이러한 인식론  신념

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래 제안하 던 5개의 

인식론  신념 차원  지식의 구조와 확실성  학습의 속도와 통제가능성 등 4개

의 차원을 확인하면서, 각 요인에 해 ‘단순한 지식’과 ‘확실한 지식’, ‘빠른 학습’  

‘고정된 학습능력’ 등의 인식론  신념의 4요인구조를 확인하 다(조 철, 2007). 

이후 여러 논의들은 Schommer가 말한 ‘인식론  신념’이 다양한 ‘과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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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결과에 해 요한 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어졌다(Quian & Alvermann, 1995; Kardash & Scholes, 1996; Philips, 2001). 

를 들어, Schommer의 인식론  신념 검사지를 번안하여 국내 학생들을 상

으로 한 조 철(2003)의 연구는, 단순한 지식과 불변의 진리  타고나는 학습능력

에 한 신념이 공부 략(심층  략 혹 표면  략)의 사용과 공부에 투여하는 

노력과 유의한 련이 있다고 분석하 다.

성인학습자의 학습 성향을 Schommer의 인식론  신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지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하 다. 인지능력은 인지 능력(ability), 인지 통제(control), 

인지 양식(cognitive styles), 학습 양식(learning style)로 구분된다(Jonassen & 

Grabowski, 1993). 인지통제는 련해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장 의존성(field 

depdendency)와 장 독립 (field independency)인가 하는 것이다(Smith, 1982; 

Joughin, 1992). 이는 정보에 한 인지나 이해를 할 때, 주변의 상황, 맥락에 향

을 받는 정도를 말한다. 장 독립성/의존성 논의는 장 독립 인 학습자가 더 자기주

도 인 학습을 하는가와 같은 논쟁으로 이어졌다(Brookfield, 1986; Joughin, 

1992). 

인지통제는 인지 양식에 향을 미치는데, 인지 양식은 보다 안정 인 특성을 갖

고 학습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형 인 특성을 말한다(Messick, 1984). 

인지 양식은 학습자는 정보를 얻을 때 시각, 언어, 각 혹 정신운동성

(psychomotor) 등 선호하는 특정한 경향과 직   감각, 포  정보 처리  분

석  정보 처리 등과 같이 정보처리를 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습양식

은 단순히 인지  양식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지, 정서, 정신운동 , 생리  차

원을 포함하고, 선호하는 교수방법  교수 환경에 한 것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다(Knowles, HoltonⅢ, Swanson, 2005:213). 표 인 것이 Kolb(1984)의 

학습양식 논의이다. Kolb(1984)는 학습 양식을 과거의 경험, 재의 환경  요구로 

인해 사람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선택하고 선호하는 특정한 양식으로 규정하 다. 그

는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feeling, thinking)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doing, 

watching)을 두 축으로 학습양식을 4가지로 분류하 다. 분산자(diverger)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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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험을 통해 지각하고, 반성 으로 찰하는 정보를 처리하고, 융합자

(assimilator)는 추상 으로 개념화하여 지각하고, 반성 으로 찰하여 정보를 처

리한다. 한편, 수렴자(converger)는 추상 으로 개념화하여 지각하며, 활동 으로 

실험하면서 정보를 처리하고, 응자(accommodator)는 구체 인 경험을 통해 지각

하고 활동 인 실험을 통해 정보를 처리한다(Kolb, 1984). Jonassen & 

Grabowski(1993)는 인지양식과 학습양식을 개념 으로 구분하 지만, Kolb(1984)

의 학습양식은 인지양식과 별다른 차이 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확히 인

지 양식도 아니고 학습 양식도 아닌 ‘인지  학습양식’이라는 충된 모호한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인지  차원에서 학습자의 학습 성향을 설명하는 논의들은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양식이나 지식과 학습에 한 신념이 있고, 이것이 학습에 지속 인 향을 미

친다는 을 부각시킨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이러한 인지  성향이 어떠한 사회문화 , 개인  삶의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이러한 성향이 구체 으로 학습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어 탈맥락 이라는 문제가 있다. Fenwick(2003)은 

Kolb(1984)의 인지  학습양식 논의가 학습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경험과 성

찰이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 하 다. 

Schommer(1990)의 논의 역시 특정한 ‘인식론  신념’이 구체 으로 어떤 개인사

, 사회문화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인가에 한 심을 배제하고 있어, 각 개인이 

가지는 내  속성, 심리 인 차이 정도로 규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한 인식론  

신념이 단순한 ‘의견’인지, 혹은 학습자에게 그야말로 ‘신념화’된 것인지 신념의 강도

를 악하기 어렵고, 구체 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신념이 공부 략과 학습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한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 4)  학습 취향

Loesch & Foley(1988)은 인지  양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선호하는 특정한 학

습환경에 한 논의로 학습 양식 논의를 넓혔는데, 본인들은 학습 양식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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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I 척도 척도 내용

추상성(Abstract) 이론을 배우고,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 원리와 개념에 

구체성(Concrete) 가시 이고, 구체 이고 실제 인 과제를 선호. 기술에 

교사주도
(Teacher-structured)

정교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수업,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에서 배우는 

것 선호함. 기 , 과제, 목표가 명확함

학생주도
(Student-structured)

학생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조직하는 것을 선호.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 

공동학습
(Interpersonal)

다른 사람과 함께 학습하고 일하는 것을 선호. 학생들간 혹 학생과 

교사간 조화로운 계에 

나홀로학습
(Personal)

혼자 학습하고 일하는 것 선호. 자신에 한 신뢰와 독서와 같은 

홀로하는 과업에 

신 학습취향(learning pre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Rezler와 

Rezmovi(1981)은 학습양식이 어떤 특정한 학습환경에서 개인이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학습취향은 다른 환경과 비교하여 특정한 학습환경에 한 선

호와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두 개념간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Loesch & 

Foley(1988) 학습취향을 측정하는 6가지 하  척도를 제시하기도 하 다

 <표 Ⅱ-3> 학습 취향 측정 척도(LPI Scale)

                     출처: Loesch & Foley(1988) 227쪽 내용을 표로 구성함.

학습취향에 맞는 수업을 선택한다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가에 해서는 여러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학습 취향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때, 학생들은 정

인 태도를 갖게 되고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Heuter, 1976). 

학습취향 논의는 학습자 내부의 인지  경향성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학습성향을 

특정한 학습환경에 한 선호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습취향

은 으로 학습 환경에 한 선호로 보기 어렵다. 추상성/구체성이라는 척도는 선

호하는 인지양식과 련되어 있다. 한 학습 환경을 ‘추상성-구체성’, ‘교사-학생 

주도’, ‘공동학습-나홀로학습’ 등 제한된 형식학습의 구조를 심으로 소하게 악

하고, 한 이러한 특정 교수-학습 환경에 한 선호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한 

사회문화 , 생애사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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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업  자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가 학업  과제의 수행을 

해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해 내리는 단을 의

미한다(Bandura, 1997;김아 ․박인 , 2001). 김아 ·박인 (2001)은 학생이 자신

의 학업  수행 능력에 해 보이는 기 나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한 학업  자

기효능감 검사 도구를 개발하 다. 이 검사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  효능감, 자

신감의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 인 과제를 선

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조  효능감은 개인이 자기 찰, 자기 단, 자기반응과 

자기조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

신감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 능력에 해 보이는 확신 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 

신종호·신태섭(2006)의 연구는 학업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지

각된 교사 기 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보다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학업 

성취와 련하여, 송인섭(1990)은 학업에 련된 잠재가능성에 한 자신의 지각인 

능력 자아개념과 실제 학업성취의 결과에 한 성취 자아개념으로 구분하 다. 김계

 외(2009)는 학업과 련한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

고 있는지, 그러한 자아개념의 형성에 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해 악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과 련된 자신의 능력에 해 갖는 일정한 기

, 평가, 신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습 성향을 이루는 한 가지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학업  자기효능감에 한 논의는 자기효능감이 높은가, 낮은가로 주로 평가

되는데, 효능감의 정도에 한 평가를 넘어 학습자로서의 자신에 해 가지고 있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이미지는 무엇인가와 같은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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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습 략

Jones(1983)은 학습 략을 학습을 진시키기 하여 학습자가 사용하는 여러 가

지 정신  조작이라고 정의내리고, 이러한 학습 략은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목

지향 인 구체 인 행동이라고 하 다. 정보처리 활동으로서 인지  략, 학습자

의 감정 상태의 리를 한 정의  략, 동기화 수 을 유지하려는 동기화 략, 

학습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략(주의집 략, 시간 리 략 등) 역시 넓은 의미의 

학습 략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Mckeachi(1991)은 학습 략3)을 인지 학습

략, 상 인지 학습 략, 자원 리 략의 세가지 범주를 제시하 다. 인지  략에는 

시연, 정교화, 조직화 략이 있고, 상 인지 략에는 계획, 검, 조정 략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원 리 략은 시간 리, 공부환경 리, 노력  타인의 조력 추구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방법은 반 인 주의집  략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트작성과 수업요령  

시험 비  응시요령,  과목에 공통 인 교과서 학습 략과 각 과목별로 독특한 

학습 략, 요 정리 략, 시간 리  활용 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악될 수 있다

(김계  외, 2009:110-111). 

학습을 진시키기 해 사용하는 정신  조작으로서 학습 략은 독특한 학습성

향을 만들어내는 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기존 학습 략 논의는 효율 인 

략을 제시하거나, 학습 략의 하  범주별로 구체 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제

3) Mckeachi(1991)은 학습 략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인지 략은 ① 시연 략 : 암송, 따

라읽음, 복사, 자구  노트정리, 치기, ②정교화 략-매개단어법, 심상, 장소법, 의역, 요

약, 유추생성, 생생  노트정리, 질문- 답, ③조직화 략: 결집, 기억조성법, 핵심아이디어 

선택, 개요화, 망상화, 다이어그램화를 말한다. 상  인지 략이란 ①계획 략 : 목표설정, 

충 훑어 , 질문생성, ② 검 략-자기검사, 시험 략, ③ 조정 략-독서 속도조 , 재독

서, 복습 등이다. 자원 리 략 ①시간 리: 시간표 작성, 목표 설정, ② 공부환경 리-장

소정리, 조용한 장소, 조직 인 장소. ③노력 리- 노력에 한 귀인, 기분, 스스로에게 이

야기하기, 끈기 가짐, 자기 강화 ④ 타인의 조력 추구: 교사로부터의 조력추구, 동료로부터

의 조력추구, 동료/집단 학습, 개인지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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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수 을 넘어서 특정한 략들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사고의 습 , 학습에 

한 이해  근 등 학습에 한 일정한 성향에 한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7)  학구  아비투스( sch ol asti c h abi tus)

Bourdieu의 아비투스 논의는 계 에 따라 학습에 한 독특한 에토스(ethos)를 

가지고 있다는 을 부각시켰다. Bourdieu(1995)는 서구의 자본주의 문화가 알제리

에 이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 제도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가를 이론 으로 설명하면서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제시하 다. 

Bourdieu는 인간의 행동은 엄격한 합리성과 계산을 근거로 행해지기보다는 일정한 

기억과 습 , 사회  통의 향을 받는다는 에 주목하 다(홍성민, 2004). 그에 

따르면 아비투스란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행동과 인지, 단의 구조화된 성향

체계이자 과거로부터 지속된 체화된 정신구조로, 념 혹은 의식의 차원을 넘어 무

의식 인 습성이나 성향의 상태로 몸에 배어 있다(Bourdieu & Wacquant, 1992). 

이 아비투스는 단순히 개인이 만들어낸 성향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장(field)의 

특성과 사회  공간에서의 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Bourdieu(2001)는 아비투

스를 장(field)의 내재  구조를 체화한 육체이고, 이 세계에서의 지각과 행동을 구

조화한 육체라고 규정하 다. 

계 에 따른 학습 성향은 지배계  혹 상류층의 학구  아비투스(scholastic 

habitus)와 피지배계  혹 노동계 의 실용  아비투스(practical habitus)와 같이 

구분된다. Bourdieu(2001)는 지배계  혹 엘리트계 은 순수사유를 즐기는 학구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출생과 결부된 이점들 가운데 가장 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초연하고 거
리를 두는 성향이다. 이 성향은 무엇보다도 어빙 고프먼이 ‘역할에 대한 거리’라 
일컬어 유명해진 것으로 긴요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해방된 첫 번째 경험에서 획
득된다. 이런 성향이 그것에 관련된 타고 난 문화적자본과 더불어 본질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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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여하는  것은 학교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케 하고, 특히 가장 명확한 학구
적 훈련–이 학구적 훈련은 질 포코니에가 말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정신적 공간들’
에 동시에 혹은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에서 성공을 용이
케 한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학구적 세계들 속으로의 궁극적인 진입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Bourdieu, 2001:35).

즉, 학구  아비투스는 경제  구속과 사회  필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들이, 그 해방된 시간에 여가(스콜 , schole)를 즐기며 지 인 사유, 이론  추론이

나 정신  실험을 놀이처럼 즐기고, 지 인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가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Bourdieu, 2001). 

이와 매우 비되는 노동/민 계 의 실용  아비투스가 있다. 실용  아비투스는 

지배계 의 자유취향과 비되는 ‘필요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하고 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말한다(Bourdieu, 1995). ‘매 ’와 ‘격식’을 거부하

고, 기능에 가치를 두는 것인데, 이는 일상과 거리를 둘 수 없는 삶, 생활의 긴 한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여가가 없는 삶의 조건에서 일차 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실

용  아비투스는 생활 양식 반에 걸친 성향이자 행동의 지휘체제이지만, 학습  

교육에 한 태도로 국한시켜서 보면, 사유 자체를 즐기고 지 인 즐거움을 추구하

는 학구  아비투스와 달리 ‘공부해서 뭐하게요?’라는 질문을 심으로 움직인다.

김천기·김 숙·김혜 (2008)과 김 숙(2009)은 노동계층이 부분인 문계 고등

학생들이 실용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 실용  아비투스가 학교생

활 방식을 어떻게 구성해나가는가 살펴보았다. “△△ 자에 들어갈 거에요. 지  성

이면 충분해요. 공부해서 뭐하게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계를 잘하는 것이 요하 요”(김천기·김 숙·김혜 , 

2008:20)에서 잘 나타나듯, 공부는 그 자체의 유희  즐거움이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딱 알맞다’고 생각하는 진로 선택과 련해서 의미를 갖는다. 즉, 노동계층 

출신의 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직 인 경제 인 필요와 자신에게 합하다고 

생각하는△△ 자 취업과 같은 진로를 선택해나간다(김 숙,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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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s(2004)의 연구는 국의 노동계  아이들이 ‘정신 인 활동’에 해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공부나 정신 인 활동을 남자(사나이)가 할 

일이 아닌, “나약한 것”, “펜 나 굴리는 일”, “쩨쩨한 짓” 등으로 인식하면서 극

으로 그런 일을 거부하는 뚜렷한 하 문화를 형성하고, 다시 노동자가 되는 생애경

로를 구성해감을 보여주고 있다.

Bourdieu의 아비투스 논의에서 추가 으로 주목해야할 은 아비투스의 지속성

이 그 사회의 맥락과 긴 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보는 이다. 즉, 생애경로를 추 할 

때, 학습에 한 아비투스 자체가 갖는 성뿐만 아니라, 특정 아비투스가 지속 으

로 확 재생산 될 수 있는 사회  조건들에 한 탐색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아비투스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한결 같은지는 그것이 형성되고 단련되는 사회적 
조건에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행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망성은 역시 
아비투스를 생산하는 사회적 조건들과 이 아비투스들을 훈련시키는 유기적이거나 
비판적인 사회적 조건들에 달려있다.(Bourdieu, 1997/2001)"(김천기, 2007:4 재
인용)

  Bourdieu의 학구  아비투스 논의는 학습에 한 독특한 성향이 계 에 따라 

차별 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학습에 한 고유한 성향을 지나치게 계

환원 , 계 결정론 으로 설명한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일단, Bourdieu식의 계

에 기반을 둔 학구   실용  아비투스의 구도를 한국의 학습자에게 용하기

에, 한국의 경우 계 별로 차별화된 문화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종철, 2006; 홍성민, 2012). 우리사회의 경우, 계 의 분화 정도에 비해 ‘계  

문화’의 분화정도가 낮고, “ 랑스 사회의 계 문화가 마치 투명한 포도주와도 같

이 인식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한국사회의 그것은 재로서는 막걸리와도 같이 불

투명한 상태이고, 따라서 Bourdieu식의 분석이 특수한 사례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 하 다.(최종철, 20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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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Bourdieu가 상정했던 것과 유사한 고 문화, 귀족문화가 존재하지 않

아(홍성민, 2012), Bourdieu식으로 ‘상류층-문화귀족’에서 태어난 ‘출생의 이 ’, ‘

기 경험’으로 인한 학습에 한 차별  에토스의 형성 이후 학습자가 학교에서, 혹은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학습의 기회에 해 보이는 학습자 자세를 설명하는 것

에는 한계가 있다. 같은 계  안에서 아비투스의 차이에 한 설명력이 역시 취약하

다. 한 우리나라 입시체제에서의 성공이 상류층의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설명의 한계를 지닌다.4)

( 8)  학습에 한 지향성( ori en tati on )

Biesta et al.(2011:69-77)는 세 마다 ‘학습이 무엇이고’, ‘그들의 삶에서 학습이

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한 공유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학습

에 한 이해와 학습이 자신의 삶에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세  간의 방식, 즉 학습

에 한 지향성(learning orientation towards learning)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일정한 연령별로 겪게 되는 교육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것이다. 학교교육이 보

편화되면서 학교를 떠나는 평균 나이가 오르거나 쟁 등으로 학업이 단된 경험, 

성인 기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직업훈련의 필요성 등을 겪으면서 세 간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ikainen et al.(1996)의 연구는 핀란드 사회가 여러 역사  요인으로 인해 

4) 최선주 외(2012)의 연구는 입시경쟁체제에서 오랫동안 최상 권을 차지했던 학생들

이 학습에 해서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를 ‘시험형 인간’이라는 아비투스로 규정하

며 기존의 ‘계 의 아비투스’ 논의와는 다른 근을 하 다.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학습 성향이 개인의 심리 인 특성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문화  조건 속에서 형성

되는 구조화된 성향체계임을 드러내고, 이것이 개인에게 착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후의 삶에도 지속 인 향을 미친다는 을 드러내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

이다. 그러나 여 히 아비투스가 계 에 따른 차별 인 체화된 성향체계를 지칭하

는 것으로 흔히 받아들여지고, 아비투스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옷입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 등 모든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엇이라면 ‘시험형 인간’

이라는 아비투스를 이와 같은 차원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에 한 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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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변화를 겪었고, 특히 연령집단별로 교육  격차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세

별로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학습 가능성에 해 상이한 지향(orientation)을 가지고 

있음을 지 하 다. Antikaninen et al.(1996)의 세 구분 기 이 불명확하 다면, 

Aro et al.(2005)의 연구는 교육의 기회가 희박했던 시기, 교육의 기회가 증가했던 

시기,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된 시기, 시장화로 인해 학습자가 수요자가 되어 선택

을 강요당하는 시기로 나 고, 이 시기 부분에 따라 네 세 로 나 고, 세 마다 학

습에 한 태도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연령이 형식교육에 

해 높은 가치를 두었지만, 나이든 세 는 교육을 사회  지  상승의 확실한 통로

로 보았고, 은 세 는 형식교육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취업이나 경력을 한 조

건일 뿐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Olkinuora et al.(2008:44-53)은 생애를 3가지 세 로 나 었다. ‘성인 기

(25-35세) : 기교육 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결과 교육기회 

선택에 있어 개인의 압력이 받는 세 ’, ‘ 년 근로자/시민 (35-50세) : 복지와 폭넓

은 교육  선택을 경험하고, 안정된 일자리가 넘치던 때에를 경험한 사람’, ‘성인후기

와 연 생활자 (50세 이상) : 교육의 가치에 한 매우 강한 믿음을 공유하는 세

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학습  정보화 세 의 주변부에 있는 세 ’이다. 

‘학습세 ’ 논의는 유년시  학교교육의 기회와 기회의 성격이 세 별로 학습에 

한 상이한 지향성(orienation)을 형성하게 한다는 을 설명하고, 학령기에 학교교육

의 기회가 희박했던 나이든 세 는 ‘교육에 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사회  지

 상승의 통로로 여기며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와 같은 구체 인 ‘학습에 한 지향성’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 간 차이 못지않게 세 내 학습지향성의 차이가 크고, 학교경험을 

단순히 학교교육기회의 희소성  그로 인한 사회  의미에만 을 두고, 실제로 

학교에서의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했고, 그 학습을 통해 형성하는 개인의 구체 인 

학습에 한 지향성을 제 로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다. 즉, 학습세 론은 세  간의 

학습에 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한 개인이 구체 으로 학교경험을 통

해 형성한 학습지향성이 이후 학습생애 구성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한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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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 9)  학습에 한 암묵  이론

Claxton(1996)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과 학습자 자신에 한 암묵  가정

을 ‘학습에 한 암묵  이론’(implicit theory of learning)이라고 불 다. ‘암묵

(implicit)’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이 학습이라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

하고, 학습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의식 으로 성찰해보지 않는 이상 잘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자에게 있어, 이론이 어떤 신념과 가설을 만들어내고 

구체 인 연구수행을 이끄는 것처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론은 학습의 기회가 

있을 때, 이에 한 특정한 해석과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Claxton, 1996: 46-47). 이러한 ‘암묵  학습이론’은 계속되는 사건과 경험을 

통해 변형되거나 강화되기도 한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  학습이론을 4가지에 한 이론의 결합체(cluster)

이다(Claxton, 1996). 첫째는 학습자로서 자신에 한 암묵  이론, 둘째는 지식

으로 지식의 본질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한 것이다. 셋째는 학습

(learning)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학습을 자신이 

잘 악하고 리할 수 있는 일정한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업으로 본다면, 이러

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편해하고 당황하게 된다.  어

떤 학습활동에 참여했는데 빨리 무엇인가 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학습과 련하

여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능력과 련된 이론이다. 

Claxton은 이러한 암묵  학습이론들이 학습자들이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만났을 

때, 학습 기회 참여 여부와 참여 양상을 결정(decision-making process)하는 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Claxton의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 조건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크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에 한 이미지(what learning is)와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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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자기 인식(self-representation as leaner)이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

의 이미지와 학습자로서의 자기 인식은 자신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이고, 각 선

택지에 한 투자 비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여 학습 기회에서 특정한 선택을 통해 

생애경로를 구성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이미지

와 학습자로서의 자기인식을 단순히 개인의 내 인 심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제도  조건과 그 조건 안에서 실천(practice)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와 자기인

식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다시 어떻게 학습 기회에 한 해석과 실천에 다

시 연결되느냐 복합 이고 순환  계에 한 실제 인 탐색이 결여되어있다는 문

제가 있다. 한 ‘암묵  학습이론’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한 유형화 논의로 나아

가지 못했다. 

2)  학습 성향에 한 정의

학습습 , 학습태도, 학습취향, 학업  자기효능감, 학습 략 등의 개념들은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한 일정한 성향을 개인의 심리  요인으로 근하여, 이러

한 성향이 어떻게 왜 형성되었는가에 해서 제 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 인지  학

습양식  인식론  신념 개념은 학습을 정보와 지식의 획득이라는 좁은 의미로 규

정하고, 정보와 지식 처리 과정에서의 인지  선호나 신념에 주목할 뿐 학습에 해 

부여하는 의미, 가치, 동기, 학습자로서의 자기 인식 등을 포 하는 ‘학습 성향’ 개념

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 이러한 논의들은 등단계에서의 학업성취도에 주

로 심이 있을 뿐, 이때 형성된 성향이 등교육을 마친 이후 학습자의 삶에서 지

속되는지,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심을 결여하고 있다.   

반면, 아비투스 개념은 사회계 이라는 치(position)와 그에 따른 성향

(disposition)의 연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비투스 개념은 개인 학습자가 놓여있는 사

회문화  치(position)에 응하는 형태로 학습 성향을 다루는 사회학  근들은 

특정한 학습 성향이 단순히 개인의 기질 인 문제나 심리 인 특성으로 규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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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왜 생겨났는가에 한 이유를 설명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 

개념은 학습에 한 아비투스를 지나치게 사회계 과 칭하여 설명하고, 학구 /실

용  아비투스의 이분법  구도 속에서 학습자의 학습 성향을 설명하려고 하는 한계

가 있다. 학습세 론의 경우 차별 인 학습에 한 지향성 형성을 세 라는 학습자

의 치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학습 성향의 논의를 사회문화 으로 확 하여 제시한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습에 한 지향성’ 개념을 엄 하게 정의내리 

않고 학습에 한 태도와 혼용하여 사용한다는 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 

치-성향의 연계 설명은 동시에 지나치게 구조  설명에 치 하면서 학습자가 일정

한 실천을 통해 형성하는 개별화된 학습 성향에 해 제 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학습 성향과 유사한 개념에 한 검토에서 도출된 몇 가지 쟁

을 심으로 ‘학습 성향’에 한 조작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학습 성향과 련된 

첫 번째 쟁 은 학습 성향의 지속성과 변동성에 한 것이다. Gorard and 

Selwyn(2005)은 기 학교교육 경험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학습에 한 지향

성(long-term orientation toward learning)을 형성하고, Biesta et al.(2011) 학습

에 한 지속성을 갖는 지향성(persistent orientation towards learning)에 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학습 성향이 짧은 시간 안에 변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

된다는 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Bloomer & Hodkinson(2000)은 성인의 학

습성향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  조건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된다고 주장하

고, Crossan et al.(2003)는 성인의 학습자 정체성은 쉽게 변동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 Bourdieu의 계 에 따른 학구 /실용  아비투스는 평생에 걸친 강한 지속성

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학습성향을 계 에 따른 항구 인 성향을 의미하는 

아비투스 논의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지만, 학습 성향이 강화 혹은 약화되

는 조건과의 결합을 통해 일정한 변동성을 지니지만,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상당한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성을 학습성향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습 성향이 주목하는 것이 학습자가 특정한 사회문화  조건 속에

서 장기간에 걸친 반복 인 실천을 통해 형성한 학습에 한 동기, 가치, 태도  학

습자 자신에 한 신념에 주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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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연구는 학습 성향은 정 /부정  학습태도와 같은 이분화된 심리 , 정

서  경향성을 심으로 학습성향을 악하는 심리  근과 학습자의 사회구조  

요소들이 학습성향을 결정한다는 구조결정론  과 차별화된 근을 한다. 학습

자가 거시 인 사회문화  조건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개별화된 학습 조건 속에서 

반복 인 실천을 통해 만들어내는 학습과 학습자로서 자신을 다루는 일종의 마음과 

행  습 으로 규정한다. 

셋째, 이 연구는 인간의 장기간에 걸친 학습 성향이 형성되는데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이 갖는 실질  향력에 주목한다. Bourdieu(2001)는 인간의 생애에 걸친 학

습에 한 지향성을 유년시  가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고, 학교는 계  재생산의 

으로만 근하여 계 의 아비투스가 강화되는 곳으로만 보았다. 학습 성향은 문

화화 혹은 사회화되는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형식  교육기 의 

놓여있는 조건에 한 교수-학습의 성격에 주목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성향에 을 맞춘다.

넷째, 학습 성향은 학습에 한 동기, 태도, 학습 략 혹은 학습자로의 정체성 등

이 개별 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특성을 지니고 

결합체(cluster) 혹은 세트(set)로 볼 수 있다. 이는 Evans & Waite(2010:164)가 

학습에 한 지향성(orientation to learning)을 사용하며, 이를 성인들이 학습 자체

와 자신의 능력에 한 동기, 신념, 태도 등의 복합체(complex sets)로 규정한 것과 

일치한다.

다섯째, 학습 성향은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고 학습과 련된 의사 결정

(decision-making)과정에 향을 미치면서 생애 경로를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간

다는 에 주목한다. 즉, 학습 성향을 학습 생애구성과의 계 속에서 악하는 것이

다. 인간의 생애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회구조  행 자’ 논쟁은 사회과학에서 매

우 오래된 논쟁이고, 양자를 통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Macmillan, 2007). 기존의 많은 성인학습 연구가 학습자 행 자성(agency)을 부

각시키는 데 을 둔 것에 해 비  문제를 제기하고, 학습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구조나 행 자성에 한 이분법을 넘어 두 가지를 연계하는 ‘학습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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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학습 성향은 학습자의 자율성 혹은 자기주도성을 

진하거나 혹은 해, 제약하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구조와 행 자

성 둘 에 하나만 강조하는 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한

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학습 성향을 일정한 사회문화  학습 조건 속에서 학습자의 

반복 인 실천을 통해 형성되고 이후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 학습에 한 가치, 태도, 

개념  학습자 자신에 한 신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시험과 학습 성향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되는 학습 성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입

시경쟁체제의 핵심은 시험이다. 시험에 한 많은 연구들은 시험이 단순히 학업성취

도를 평가하는 수 이 아니라, 사회  평등 혹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기제 혹은 규

율화된 주체를 만들어내는 도구와 같은 요한 사회  기능을 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Foucault는 “시험은 규범화의 감독이자, 질 인 평가를 내리고 분류하고 처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감시이다. 개인에 한 가시성을 확립함으로써 개인들은 

차별화되고, 단된다. 그 속에는 권력의 의식과 실험의 형식, 힘의 배치와 진리의 

확립이 있다”고 주장하 다(Foucault, 2000:276). 반면, Bourdieu & 

Passeron(2003)은 시험은 사람의 개별  특성을 재는 것이 아니라 “사회 ” 능력을 

재는 것이며, 이것에 명백히 지배계 의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하 다. 

즉, 시험이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선발을 통해 사회 평등화의 기제라는 

논의에 맞서, 시험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을 강조하

는 것이다.

김신일(2009:323-331)은 시험의 기능을 교육  기능과 사회  기능으로 구분하

다. 일반 으로 시험의 주요 기능은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고 확인하여 그 가치를 

단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지만, 시험 즉 평가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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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 활동을 결정하는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이 평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교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순기능은 ①질  수 을 유지한

다, ②학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③각 단계별로 이수해야 할 최 학습수 을 

지시한다, ④교수의 개별  평가가 범할 수 있는 편견에서 탈피( 국  는 지역  

표 화시험인 경우)할 수 있다 등이다. 반 로 역기능은 ①암기력을 주로 테스트한

다, ②교육과정의 일부분만을 다룬다, ③선택  학습과 선택  교수를 부추긴다, ④

시험기간에 공부를 집 시켜 정상  공부습 을 약화시킨다, ⑤시험의 결과가 사회

으로나 경제 으로 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험에 련된 

사람에게 비정상  행 를 유발시킨다, ⑥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에 한 교육개 을 

가로막는다의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APEID, 1978:1-4). 김신일(2009)은 시험의 

사회  기능에 해서는 사회  선발, 지식의 공식화와 계화, 사회통제, 사회질서

의 정당화와 재생산, 문화의 형성과 변화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 다.

김신일(2009:316-323)은 다른 나라와 다른 한국의 선발제도의 독특한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 다. 첫째는 입학단계에서의 선발이다. 진 이나 졸업단계의 선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입학단계 그것도 학입학 단계에 선발이 집 되는 것이 한

국 교육선발의 특징이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에 한 압력을 비정상 으로 높 고, 

고등학교를 자체의 고유한 교육  목 을 수행하는 교육기 이 아닌 학입시 비

기 으로 그 역할을 왜곡시킨다. 두 번째 특징은 상 학교에 의한 선발이다. 국, 

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학입학자격을 고등학교가 결정한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학입학자격을 부여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이 학입학

자격시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상 학교가 입시의 주체가 될 때, 상 학교 

입학시험은 하 학교를 교육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게 된다. 셋째 특징은 상

 경쟁선발이다. 입학시험의 상 성은 자격평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  석

차에 의한 정원경쟁을 의미한다. 일정한 기 에 도달하기 한 자신과의 싸움이 아

니라, 남보다 앞서고 ‘정원’ 안에 들기 한 경쟁이 조성된다. 이는 학생들을 항상 불

안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넷째 특징은 객 식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

진다는 이다. 객 식 평가는 답안작성에서 수험생의 주 이 개입될 여지를 철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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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여 객 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신일은 5지 택1의 시험 방식은 단순히 시험

결과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주체 이고 폐쇄  사고를 

하는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 다.

자유로운 사고를 통하여 여러 관점을 동원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오답
을 고를 가능성만 높아진다. 되도록 빨리 출제자의 관점을 간취하는 것만이 정답을 
고르는 최선의 길이다. 이러한 시험의 연속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과 입장
을 자유롭게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자유로운 주체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은 시험 준비에 가장 해로운 길이기 조차 하다. 항상 주어진 문제의 전제조건 내
에서만 폐쇄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야 한다(김신일, 2009:335).

이런 5지 택1형의 시험에 비한 반복 인 문제풀이는 출제자의 을 빨리 

악하고 정답을 찾는 훈련으로, 자신의 주체 이고 창의 인 생각을 키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단순히 등교육의 입시 주의 교육이 갖는 문제 에 

한 비 에만 그칠 것이라 아니라, 이러한 훈련을 잘 받은 학생들이 이후 학습자로서

의 성장과정에 한 생애사 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객 식 시험 주의 선발이 갖는  다른 문제로는 이러한 시험에 다루어지는 지

식의 성격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어있는 지식’이요 단편 인 ‘퀴즈식 지식’

이라는 것이다(김동훈, 2010; 김신일, 2009; 조혜정, 1991).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하지만 아무 것도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자기가 배운 많은 것들

을 삶 속에서 반성하고 검증할 수도 없으며”(김상 , 2005:239), 단편 인 지식만 배

울 뿐 학문하는 즐거움을 리지 못한다는 에 한 비 이 있다(김동훈, 2010).

부분의 고급지식들은 객관식 시험의 틀 속에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무리하게 그 
틀에 넣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식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 이런 시험을 위해 취득하
는 지식도 학문적으로는 의미 있는 지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더 기본적으로 
학문하는 사고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하나의 답을 고르는 사고와는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것이다. (...) 객관식 시험을 염두에 둔 지식의 습득은 매우 단편적이고 피
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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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게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는 체험은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 한국사회의 
교실은 학문하는 즐거움을 가르치지 못하고 시험에 종속된 퀴즈식 지식의 습득에 
급급하다. (김동훈, 2010:123-124)

김동석(2006)은 입시경쟁체제 하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행정가 등 입시 련 

주체들이 어떻게 행 하는가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의 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구

성원들의 인식과 행 를 규제하는 ‘규제  규칙’과 구성원 개인이 임의 으로 구성하

고 변경할 수 있는 행  ‘구성  규칙’의 결합 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 다. 규제  규칙은 입시제도, 병목화된 진학구조, 평 화제도, 서열화된 학구

조, 고용제도, 승진제도, 학력 지향 사회구조, 고학력 우  경제 행과 같은 우리사회 

입시 련 제도, 법규, 사회  행  문화  풍토와 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규칙은 입시 련 주체의 실 인식과 행 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김동석, 

2009:20-21).

교사와 학생 등 입시 련 주체들은 이러한 입시 련 규제  규칙을 수용하는 사회

 맥락에 비추어 해석하며, 이러한 ‘ 실인식’을 통해 구체 인 행동 략을 설정하게 

된다. <표 II-4>는 입시 련 주체들이 자신의 행 를 구성해나가는 규칙과 그 규칙

에 따른 행동  사회 으로 “문제시”되는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입시경쟁체제 하에서 학생들은 입시경쟁을 일종의 ‘생존경쟁’으로 규

정하고, 시험 비 이외의 삶과 진로 탐색을 유 시킨다(김성 ·오옥선·김선미, 2011; 

윤 란, 2007). 한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선택 으로 반복하고, 일류 학 

합격을 해 자신의 시간을 리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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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입시 비와 련된 련주체의 행  구성  규칙

 련주체 행 구성  규칙 문제시되는 행  패턴

교사

행 의 원칙규범
시험성  향상, 결과주의

효율주의 : “가능성 있는 소수를 한 교육”

수업 략

입시 비로서 교수-학습활동

획일 인 설명학습

문제풀이식, 암죽식, 식 수업

생활지도방식 차별 인 학생지도, 입시 비지도성

평가원칙
객 식 단답형 출제, 암기된 지식 평가

시험경향에 맞추기, 온정주의

진학지도의 방향
실  지향 : 진학률 높이기. “일류  많이 넣

기”

학생

입시경쟁의 성격규정 생존경쟁 : “양보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

생활양식의 선택 시험 비로서의 삶 : 학교생활의 유

지식습득의 규범설정 비인격  지식의 추구

학습 략 기계 인 암기학습, 선택  학습 : “ 기”

득 략 총  극 화 략, 과외수업 략

생활의 표 설정
학습목표 : “일류 학에 합격하는 것”

생활계획: “4당 5락(四當五落)”

진로선택의 원칙
일류 지향성, 치작 · 배짱지원

수에 맞추기 : “일단 붙고 보자”

학부모

지원 략
물질  지원 : 과외지원 계획

심리  지원 : 수험생 주의 가정생활

진학지도의 원칙 일류 지향성

생활지도의 방향 성 ·등수에 한 심

학교행정가

지도성의 행사 리  지도성 : 명문고 만들기

교육과정운
입시 주의 행  교육과정 운  : 

“시험 심 교육과정”

                                                               (출처: 김동석, 2006:46)

조용환 외(2009)의 연구는 다 같이 입시경쟁이라는 사회문화  조건 속에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삶과 문화는 학업성 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  성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최 한 많이 확보하려 하고, 하

 성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한 의욕이 낮으며 입시공부에 몰입하지 

않는다.

이 호(2002)는 입시경쟁교육체제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학습방식으로 처하는

가에 해 구체 인 유형화를 시도하 다. ‘학력·학벌 취득이라는 학습목표’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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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수단으로서 학교교육’을 수용하고 거부하는 유형에 따라 학습참여방식을 5가지

로 제시하 는데, 이는 학교의존 입시집착형, 사교육의존 입시집착형, 무기력 학습기

피형, 도피반항  학습거부형, 새로운 학습체제구축형이다. 즉, 입시경쟁체제에서 입

시에 몰입하지 않는 3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입시집착형 학생들 

주로 살펴보면, 이들  학교의존형 학생들은 입시 비에 치 하는 학교교육을 비

하지 않으며 이에 순응하고 동조한다. 나아가 이들은 입시 련 학습에는 선택 으로 

몰두하고, 입시와 련이 없는 학교교육 활동은 의식 으로 기피한다. 반면, 사교육

의존 입시집착형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효율의 표본으로 인식하고, 수업시간에 학

원공부나 학원 숙제에 몰두한다(이 호, 2002:140-144). 입시집착형 학생들은 학교수

업에 더 의존하는가, 학원이나 과외에 더 의존하는가하는 차이는 있지만 입시에 도움

이 되느냐를 기 으로 철 하게 자신의 시간과 에 지를 배분하고 리한다는 특성

이 있다. 

신종호·신태섭·권희경(2004)은 학수학능력 시험 상  1%이내의 성 을 얻은 

서울소재 S 학교 학생 120명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에서 달라 자신

이 원하는 상 권 학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가능한 구체 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귀인 요인들을 도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귀인요인은 크게 

가족요인, 학교교인, 정의  요인, 인지행동  요인 4가지로 나 어졌다. 4가지 귀인

요인들의 하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족요인에서는 부모요인, 정의  특성요인에서

는 경쟁의식, 목표, 자아효능감, 내재  동기, 행동요인에서는 노력요인이 두드러졌

다. 체 으로 학생들이 학업수월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한 것은 부

모의 기 와 타인과의 경쟁 계 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교와 다른 학교와의 

경쟁 계, 그리고 학교 내에서 비슷한 성취수 을 보이는 동료와의 경쟁이 높은 학

업성취를 얻는 데 요한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다. 이는 계속해서 학업  수월

성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비슷한 능력과 성취수 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이 요한 학습동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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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S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 귀인요인

귀인
유형

하 요인 학생자기보고서 시문

정의
요인

목표 항상 제 자신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도를 잡고 그것
을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재  동기 단순히 공부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을 해서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호기심 한 가지 호기심이 생기면 그 호기심을 풀기 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자아효능감 특히 학업에서의 자아효능감이 높았는데  특정 수 이하의 수
는 못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결정성 자발 으로 한 공부 기 때문에 더욱 의욕 으로 공부했던 것 같다

경쟁의식 남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못하겠냐는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내가 못한 것은 더 분발할 수 있었다.

과제지속력 어떤 일들에 몰두하면 끝을 볼 때까지 하는 집 력이 더 많았다.

인지
행동

요인

지 능력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IQ 덕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 략 시험의 성격에 따른 학습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노력 매사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울만큼 결과 이끌어내고자 했다.

계획 혼자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실천 계획이 흐트러질때마다 내가 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
각하고 처음에 의도했던 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

  출처: 신종호, 신태섭, 권희경(2004:269）표 일부 수정

오헌석 외(2007)는 입시경쟁 문화 속에서 ‘강요된 학습’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

습에서 자기주도성을 잃고 수동 으로 변하며 학습동기를 상실하여, 부모나 교사가 

원했던 성취를 낸 이후에는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입시공부에 몰입하는 행 는 입시경쟁체제하에서 학교의 행과도 

하게 련되어 있다. 학교는 학생들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학업우수학생들을 지원하

기 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 에 하나가 학생들의 체 석차를 교실이나 

복도에 공개하고,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김성열 외, 1997). 학교 내

에서 어느 반이 1등을 하고, 어느 반에서 교 1등이 나왔는지를 언 한다. 성 이 

뛰어난 학생은 자신의 반이나 학교를 빛낸 우수한 학생이 되고, 반 로 성 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반 평균성 을 낮춘 사람으로 낙인 히며 교사가 화를 낼 때 큰 죄책

감을 느끼기도 한다(김성열 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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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특징은 입시에 최 화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서

하는 시간을 약하기 하여 교과내용을 압축한 린트물을 이용하고, 이런 압축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암기하도록 하고 문제지 풀이 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정범모 

외, 1994). 인문계 교사들의 교직문화와 교직활동을 연구한 이인효(1991)는 교사들

이 학생의 성 을 올리는 것에 을 맞춘 “학력신장식 수업”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들은 단답형 답이 가능한 질문을 주로 하고, 학생들이 생각한 후 답할 

수 있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입시에 한 부담이 없는 1, 2학년때

의 수업에서 가능하고 3학년에서는 거의 교사 혼자서 말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

된다. 이 때 교사는 학생이 알아야 할 내용의 범 를 명확히 정하고, 학생들이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외우도록 하는 하는데, 

이는 ‘암죽 먹이기식 교과지도’이다. 암죽식 수업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유익한 양

식을 선정하여 소화하기 쉽도록 조리한 다음 떠먹여 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학생

이 단순히 ‘단편  지식’을 암기하고 문제를 반복 으로 푼다는 수 을 넘어, 이마  

쉽게 할 수 있는 교수행 의 지원을 받아 자기주도 으로 자신의 학습을 해나갈 소

지가 거의 없이 의존 인 상태에서 입시공부를 해나감을 의미한다.

의 논의들은 입시경쟁체제에서 특정한 교수-학습 활동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학습 성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입시 주의 교

수-학습 실천을 ‘ 행’이나 ‘문제시 되는 행 ’, ‘일탈  행 ’ 등으로 규범 인 단

에 기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에 해 단편 인 단서를 제공하고 실제로 시험

이 특정한 학습 성향을 형성하는데 어떤 계에 있는가에 한 본격 인 설명을 결

여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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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생애사

이 연구에서는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한 학습자의 학습성향이 무엇이고, 이때 형

성한 학습성향이 학과 이후 직업세계로의 이행 이후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살펴보

기 해서 생애사 방법을 활용하 다. 생애사는 구술자의 생활담을 면담 기록자가 

역사  맥락, 문화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생애사는 과거의 경험이 재의 

경험과 만나는 과정이자 결과로서, 한 개인의 지 까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의식과 

행 를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제도의 련성, 역동성까지도 밝 내

는 데 유용하다. 생애사는 삶의 여러 형식 가운데 어디에 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달리 구성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 사람의 학습과 련에 생애에 을 두는 학습

생애사 연구이다. 학습생애사 연구는 학습자가 처해있는 구체 인 사회역사  환경

과 학습자 간에 벌이는 역동 인 상호작용과 변증의 과정을 규정하는 일이다(강

, 2009; 이경희․박성희, 2006).

질 연구방법  하나로서 생애사는 개인의 삶에 한 역사 기록이라는 에서 

기  근의 한가지이지만, “연구자 개인에 의해 얻어진 제보자의 자기반성 인 이

야기를 기 로 제보자와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최 신, 1993:3)된다는 에서 일기, 

편지, 자서 과 같은 다른 기  자료와 차별성을 갖는다. 즉, 생애사 자료는 제보

자가 연구자의 고유한 목 을 가진 인터뷰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강 , 

2009), 연구자가 어떤 연구 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생애사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강 (2009:213-214)은 학습 생애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 인 분석단

로 학습 조건, 학습 사건, 학습자 자세, 조건화된 학습자를 제시하 다. 학습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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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역사  조건이고 학습사건은 다양한 경험  학습자에

게 요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의미를 갖는 계기를 의미하며, 학습자 자세는 사회문

화역사  맥락 속의 학습자가 학습조건과 학습사건에 해 취하는 행동양식을 말한

다. 조건화된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맥락에 의해 규정당하는 측면을 말

한다. 강 (2009)은 이 네 가지 분석 단   어느 하나를 심에 놓고 학습생애

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특정한 사회문화  조건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반복  실천을 통해 형성한 학습에 한 특정한 동기, 가치, 태도  

학습자 자신에 한 인식을 ‘학습 성향’으로 규정하고, 이 학습성향이 어떻게 생애 

속에서 형성, 강화, 유지  변화 되어가는가를 심으로 학습생애사를 구성하는 

근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생애사는 제보자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의식과 행 에 한 사 인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련이 있는 문화 , 역사  맥락을 포함한 공 인 기록으로서

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애사 연구는 제보자 개인의 경험과 삶에 한 것이지

만, 공 인 수 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이유는 제보자가 개인  존재임과 동시에 

사회・문화  제도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작은 사회’이다. 따라서 생애사에 나

타난 주  은 제보자가 속한 사회와 문화와 연결될 수 있으며,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을 사회 ・문화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유철인, 

1998). 

이 연구는 생애사 방법을 통해 입시경쟁체제라는 학습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학습 

성향의 생애사  변화에 주목하여,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학습의 규칙성과 유형의 

일부를 드러내고 학습자의 학습생애와 입시경쟁이라는 사회문화  조건과의 계에 

해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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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차

( 1 )  연구참여자 선정

의도  표집은 연구자가 심을 둔 상에 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에 

한 통찰과 이해를  수 있는 표본을 의도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다(Merriam, 

1998).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을 해 다음과 같은 거를 설정하 다. 첫 번째

는 입시경쟁체제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성공한 학습자이다. 이를 해서는 한

국사회에서 수능성  상  1% 이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B 학 졸업생을 상

으로 한정하 다. 이는 입시경쟁체제에서 성공한 학생의 경우, 입시경쟁체제라는 조

건 자체에 착된 자기 공부 리법을 만들어내면서 입시공부에 몰입했을 것으로 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 학 졸업생들에 한 비 면담 결과, 학업성취도가 높

고 입시경쟁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입시공부에 몰입하고 입시경쟁체제라는 

조건에 해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 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 이 잘 나오는 일종의 ‘천재형’과 입시경쟁체제에 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입시

공부 이외 나름 로 자기공부를 병행해나가는 ‘ 항형’ 유형이 있었다. 이 연구는 ‘몰

입형’ 유형으로 연구 상을 좁혔다. 그 이유는 ‘몰입형’의 경우가 입시경쟁체제가 가

지는 조건  특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학습 성향의 성격과 강도를 잘 보여주고, 학습 

성향의 생애사  향을 이해하는데 ‘몰입형’에 한 이해가 일차 으로 진행될 필

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5) 

5) 1990년  후반 같은 해에 B 학 A학과에 입학한 15명에 한 면담의 결과, 연구자

는 이  8명을 ‘몰입형’으로, 4명을 ‘ 항·갈등형’으로 3명을 ‘천재형’으로 분류하

고, 이 연구의 상은 ‘몰입형’으로 한정하 다. 이는 입시경쟁에서 성공한 학생들이 

모두 입시경쟁체제에서 순응하고 입시공부에 몰입했다고 보는 상식 인 생각과 달

리, 지 않은 학생들이 입시경쟁체제에서 ‘몰입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시경쟁체

제라는 조건에 응하여 자기공부를 리함을 의미한다. 이는 잠정 인 분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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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는 학에서 공 공부와 진로 탐색과정에서 학습자의 의도를 잘 악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자 했다. 학습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자세히 악하기 해 

졸업 후 특정 진로로 직결되지 않는 학과 졸업생을 상으로 하기로 하 다. 의과

학이나 법과 학처럼 다수의 학생들이 주어진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다양한 진로가 열려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직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학교-직장 

이행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으로 범 를 좁혔다. 몇 개

의 학과를 상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을 한 비 탐색을 하 고, 보다 많은 연구

참여자 확보를 해 최종 으로 A학과를 선정하 다.

셋째 거는 연령이다. 학 입학 기 을 1990년  후반으로 잡은 것은 이때 학

에 입학했던 사람들이 재 30  반으로 재 과장 승진 후 진로의 안정화 

는 경력 환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성인 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학 

졸업 시 진로 선택 이후 진로 안정화 는 경력 환이 이루어지는 국면에 있다고 보

았고, ․고등학교와 학시  경험에 해 비교  자세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한 결과이다. 한 아동학습자가 어떻게 성인학습자로 이행하는가에 한 이론

 심을 바탕으로 이행과정에 주목하기 해 ‘성인 기’로 상을 한정하 다.

( 2 )  자료의 수집

이 연구의 주요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제보자의 행동, 

감정, 자신의 상황에 한 해석과 같이 찰할 수 없는 것에 해 이해하고자 할 때 

필수 이다. 한 반복 불가능한 과거의 사건과 이 사건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미친 

향을 조사할 때도 유용하다(Patton, 1990).

본격 인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가 속한 학의 생명윤리심의 원회(IRB)로부

터 연구심의를 차를 받아 연구 진행 승인(IRB No. 1101/001-001)을 받았다.6) 연

후 연구를 통해 자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 히 ‘몰입형’이 다수임도 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식에 따라 ‘몰입형’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로 한정했음을 밝힌다.

6) 연구심의 차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이 연구에 참여하거나 단하는 과정에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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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리와 실제 연구 참여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 <표 Ⅲ-1>과 같이 8명을 최종 연

구참여자로 선정하 고, 연구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 다.

<표 Ⅲ-1> 연구참여자 정보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고교
평 화유무

업 최 종
학 력

아버지
학력

아버지
직업

1 변기훈 남 평 화 기업 졸 졸 회사원

2 김경언 남 비평 화 학행정직 석사졸업 졸 자 업

3 손 남 평 화 기업 졸 졸 운 기사

4 김건우 남 평 화 기업 졸 졸 교사

5 최 인 여 평 화 기업 졸 학 퇴 공무원

6 이정 여 비평 화 정부부처 졸 졸 자 업

7 양지희 여 평 화 기업 졸 졸 회사원

8 김은경 여 비평 화 교사 석사수료 고졸 자 업

연구참여자의 간단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김은경은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학

교까지 그곳에서 성장하 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퇴했고, 소규모 자 업을 하

다. 김은경은 고입시험을 보고 비평 화지역인 P시의 한 여고에 입학하 다. 학에

서 어교육 복수 공을 하 고, 학 졸업 후 사립 학교 어교사로 근무하고 있

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어교육 석사과정을 수료하 다. 재 두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이다. 최 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 다. 아버지는 

학 퇴이고, 공무원이었다. 강북에 있는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 다. 학 졸업 후 

한 기업 연수원에 입사하 고,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 상담 분야로 경력을 환

하기 해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 학에 등록하여 상담학 공부를 병행하 다. 앞으

로 학원에 진학하여 상담공부를 본격 으로 할 생각이다.

한 압력이나 불이익 인권침해 등을 받을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면담 시 학

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 도장이 힌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의 주요 내

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에

는 연구와 면담의 목 , 연구 참여했을 때 이득이나 불이익, 개인 정보 비  보장과 

연구 참여 단이 가능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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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은 지방 도시에서 성장하 고, 그곳에서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 다. 아

버지는 등학교를 졸업하 고, 기업체 운 기사로 일했다. 학 졸업 후 한 기업

에 입사하 고, 2년 에 과장으로 이미 승진하 다. 재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양

지희는 지방의 도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 지역의 국립 학을 졸업

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업주부 다. 학 재학시 , 행정고시 공부

를 시도했었다. 졸업 후 기업에 입사하 고,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 재 두 아

이가 있다.

변기훈은 수도권의 한 소도시에서 성장하 다. 아버지는 학을 졸업하고 제약

회사를 다니고, 어머니는 고졸 학력이고 업주부이다. 학시  행정고시 공부를 

했었다. 학 졸업 후 기업에 입사하여, 재 리로 근무하고 있다. 이정 은 수

도권의 소도시에서 성장하 다. 이 지역은 고교 비평 화지역이라 이정 은 고교 

입시를 치르고 B여고에 입학하 다. 학 재학시  행정고시에 합격하 다. 학 졸

업 후 앙공무원교육원 연수를 거쳐 앙부처에서 사무 으로 일을 하고 있다. 두 

아이가 있다. 재 직을 고민 이다.

김건우는 지방 도시의 교외지역에서 성장하 다. 아버지는 졸 학력에 등학

교 교사 다. 학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 고, 법학을 부 공하 다. 학 졸업 후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공기업에 입사하 다. 재 승진 시험에 비한 공부를 열

심히 하고 있다. 김경언은 지방 소도시에서 성장하 다. 이 지역은 고교 비평 화지

역이라, 김경언은 학교 때부터 입시 스트 스를 많이 받았고 고교입시를 거쳐 K

고등학교에 입학하 다. 학 졸업 후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B 학 A학과 학

원에 진학하 다. 재는 해외 박사과정 진학을 비하며, 한 학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구체 인 면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면담 에 주요 질문 내용을 어 미리 

이메일로 발송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이 연구와 면담의 목 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하고 면담에 한 심리 인 부담을 일 수 있도록 하 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어, ․고등학교 때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자

료를 연구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보조 자료는 주로 학회지에 실린 에서 발췌하

는데, 를 들면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한 학교, 고등학교 시간표나 수업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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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묘사 등이다. 실제 면담에서는 제시한 질문을 바탕으로 하되,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거나 기존 질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1차  면담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해 집 하되, 어릴 부터 

재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사  근을 하 다. 1차 면담을 녹취하여 녹취록을 반복

해서 읽어보면서, 각 연구자의 생애와 주요 사건, ․고등학교 때 학습자 자세 등에 

해 략 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1차 면담은 2012년 4월에서 6월에 걸쳐 이루어

졌다.

1차 면담에 한 잠정 인 분석을 마치고, 2∼3차 면담을 계획하 다. 1차 면담이 

생애에 한 반 인 흐름을 이해하고 ․고등학교 때 학습자 자세를 악하는데 

집 되었다면, 2차 면담은 본격 인 입시경쟁체제에 진입하기 이라고 할 수 있는 

유년기에서 등학교 때까지의 생애와 학습 이력에 해, 3차 면담에서는 학과 

학 졸업 이후 재까지의 삶과 학습의 양상에 해 주로 악하여 이들의 학습과 

련된 생애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일과 

가사 등으로 바쁜 계로 6명의 경우 2차, 3차에 나 어 다루고자 했던 면담 내용을 

2차 인터뷰에서 한 번에 다루었다. 2∼3차 면담 에 1차 면담 녹취록과 해당 면담

의 주요 질문지를 미리 발송하 다. 2차, 3차 면담에서는 새로운 내용에 한 면담과 

함께, 1차와 2차 면담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 녹취록을 

읽으면서 의문이 든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2∼3차 면담은 2012년 

8월 한 달 동안 집 으로 이루어졌다. 각 면담은 한 회당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사이로 이루어졌다.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면담 내용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화와 이메일을 통해 추가 질문을 하여,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 3 )  자료의 분석  해석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단계에서부터 병행하 다. 연구참여자 한 명과 면담을 마칠 

때마다, 면담하면서 떠올랐던 생각들과 메모해놓은 내용들을 정리하 다. 녹음한 

일을 바로 사(轉寫)하면서, 연구자의 의견, 의문 등을 일에 같이 기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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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본격 인 분석에 앞선 비 분석으로, 다음 면담 시 추가하거나 더 구체

화할 질문을 만드는 데 바로 용되었다.  이 비분석은 자료를 범주화, 구조화할 

수 있는 기 인 토 가 되었다. 

구체 인 자료 코딩과 분석은 일정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했다(Glaser & Strauss, 1967; Merriam, 1998). 일정비교분석은 연구자가 면

담, 장일자나 기타 문서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특정한 을 가지고 꾸 히 비교

하여, 일시 인 특정한 범주를 형성하고, 범주들이 속해있는 역을 구성하고, 어떤 

이론이 형성되기 까지는 범주와 역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분석 방법을 말한다

(Merriam, 1998). 개방 코딩의 결과 연구문제와 련된 커다란 코드 덩어리는 입시

경쟁체제에 한 해석, 입시공부 방법, 자기 리 방법, 학습자로서 자신에 한 이미

지, 진로에 한 생각, 공공부에서 겪는 어려움 혹은 흥미, 고시공부에 한 선호, 

졸업 후 진로 결정 과정, 직장 입문기 일에 한 응과 학습 리 양상, 경력사원

기 학습 리 양상, 이직 계획  인생의 장기  계획 등 11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각 범주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고려하여 복되는 내용을 합치고, 범주들 간의 계

를 고려하여 상 범주 안에 공통으로 묶거나 하나의 범주를 다시 하 범주로 재배치

하는 과정을 반복하 다. 직업세계의 경우 학습성향의 변주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났

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

다. 일차 으로 그룹핑된 결과를 놓고 다시 각 그룹안의 있는 사례들 간의 응집도와 

다른 그룹간의 차별성에 해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입시경쟁체제, 학, 직업세계에서 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학습성향의 형성, 유지  변화과정에 해 분석하 다. 이후, 각 시기별로 

개별화된 이야기들이 각 사람의 구체 인 삶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드러

내기 해 각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재구성을 하 다.

질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의 하나는 삼각검증

법(triangulation)이다. 삼각검증법은 다수의 연구조사자, 다수의 자료원이나 혹은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한 다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유기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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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6).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면담을 주요 자료 수집원으로 하 고, 연구의 

타당성을 놓이기 해 연구참여자들의 학 다닐 때 학내의 주요 이슈과 련된 학

교 신문, 도서 의 주요 출 도서, 연구참여자들의 입학 당시 신입생 설문조사, 졸

업 당시 졸업생 의견 조사, B 학 학생들에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공 교육과정 

등의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해석에 활용하 다. 

질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

을 활용하 다. 연구참여자 확인법은 연구 결과에 해서 혹은 연구를 수행하고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

하는 방법을 말한다(유기웅 외, 2012). 이 연구는 각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포함

한 본문 체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본인의 면담 당시의 취지

를 왜곡하지 않고 제 로 해석했는지, 연구자의 표 이나 기술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연구결과의 주제가 참여자들의 견해를 제 로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해 의견을 묻

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의견을 보내온 것은 아니었지만, 의견을 보

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그 동안은 큰 틀에서 충 이런 내용이겠거니라고 생각만

했는데, 좀더 구체화되고 정제된 표 을 보니 이해가 ”되고, “이런 런 그냥 그

게 흘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의미있는 논문으로 변환”한 작업이라는 정 인 반

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주요 주제에 한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 )  윤리  문제

이 연구는 본격 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에 모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등에 해 연구자가 속한 학의 IRB 심사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IRB의 승인 도장이 힌 ‘연구참여동의서’에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한다는 자필 서명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모집과 자료 수집 고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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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해 

학과 학과 이름을 가명을 사용하 다. 이 연구는 최 한 연구참여자들의 학과를 직

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넣지 않고자 노력하 다. 그러나 익명성 보호를 해 

학과와 련된 직 인 정보의 배제와 연구참여자들의 학에서의 구체 인 학습

의 맥락을 기술 간에 긴장이 발생하 다. 학과명의 공개 여부에 따라, 구체 인 학과

의 교육과정이나 진로 황, 학생들의 학회, 세미나 등 비공식 인 학습활동 등에 

한 정보의 기술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처음부터 연구참여자들에

게 학과에 한 가명 처리를 약속하고 한 것이라, 구체 인 맥락에 한 자세한 서

술보다 연구참여자들의 익명성 보호에 일차 인 목 을 두었다. 한 이 연구는 B

학 A학과에 한 문화기술지나 상세한 맥락을 강조하는 사례연구와 달리, 입시경쟁

체제에서 형성된 학습성향의 유지 혹 변화에 한 생애사 인 연구임을 감안할 때 

이것이 이 연구의 결정 인 제약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에 한 정보를 보호하기 해 본인의 생애사와 련된 부분

과 본문 체 원고를 발송하고, 사실과 다른 이 있는지, 삭제나 수정  정정을 요

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묻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 에는 의견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몇 가지 사항과 련된 수정 요청을 하

기도 하 다. 를 들어 자신의 소속 부서와 련된 이름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신이 

면담시 사용한 용어이지만 극단 인 표 으로 보인다고 삭제 혹은 정정을 요청하

다. 이  다수는 연구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하 고, 일부의 경우 연구참여자에

게 이 표 을 따와서 사용한 취지를 설명하고, 수정된 원고를 보내어 재검토를 요청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자신과 련된 정보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나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하 다. 

어떤 연구도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 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질  연구에

서는 연구자가 연구도인 경우가 일반 이므로, 연구자가 주 성을 배제하고 연구

상으로부터 떨어져 객 으로 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게 할 수도 없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가정이나 선호, 편견이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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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밖에 없고, 연구자의 이러한 편견 역시 연구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해서 변해간다(Glesne, 2010). 연구자의 편견(researcher's bias) 공개법은 연

구자의 성별, 인종, 나이, 과거경험, 경력, 성장 배경, 정치  지향 등과 련된 연구

자의 편견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연구자의 편견 요인

이 연구에 근하고 수행하고  해석하는데 어떤 향을 주었는지 독자가 알 수 있도

록 하여, 질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한가지 방법이다. 

연구자는 고교 비평 화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학교때 고등학교 입시를 

비하 고, 고등학교때 입시공부에 몰입하 고, B 학을 졸업하 다. 연구자는 자

신의 경험에 기 하고,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학습 성향이 무엇인가에 해 잘 

알고 있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상식 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친숙한 

것을 학문  연구의 상으로 삼을 때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한 작업이 필

요하 다. 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여 연구참여자들과 라포 

형성이 유리하고 면담 내용에 한 공감도가 높았지만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과 일치

하는 내용에 해 더 심을 기울이고 반면 불일치하는 내용에 해서는 흘려보내거

나 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었다. 실제로 면담 기 연구자가 일정한 편견이 있

고, 이것이 면담의 특정 내용에 한 선택 인 반응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연구자의 입시공부 경험, 입시경쟁체제에 한 해석과 감정, 자신의 능력에 

한 평가, 학원 공부에 한 생각, 학습에 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등이 무엇인

가 로 써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주 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연구와 어떤 련을 맺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하면서 요하다고 메모한 부분과 실제 사 자료를 보면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 들이 실제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한 특정 부분에 해

서는 지나치게 강조하고, 특정 부분에서 해서는 간과하거나 의도 으로 배제하려

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하며 연구참여자들의 내  논리와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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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들의 학교교육 배경

1 )  학교교육 기회  입시 제도

학교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등교육이 완 히 보편화된 시 에서 학

교를 다녔다. 연구참여자들이 학교에 진학한 시 에 학교 진학률은 거의 100%

에 근 하 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시 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은 99%로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구나 고등학교를 다녔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6). 

  

          [그림 Ⅲ-1] 학교, 고등학교, 학교 진학률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따라서 이들에게 학교, 고등학교 진학은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가 아

니라 무나 당연한 교육기회 다. 1969년 학교 무시험 입학제도, 1974년 고교 평

화 정책에 따라 일부 비평 화지역을 제외하고 등학교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고등교육기회의 측면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학에 진학할 당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를 합한 학진학률은 66.6% 고,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 학진학률은 

84.5% 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6).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10명  

8명 이상이 학에 진학하는 상황으로, 학 교육 역시 이미 보편화된 시기에 학

을 다녔다. 학교육의 기회가 매우 희소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학 진학 자체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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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어떤 학을 다니는가가 더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

다. 

학 진학에 있어 남녀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한정할 경우 1985년 이후 남녀 간의 학진학률에 큰 차이는 없었다. 80년까지 남학

생의 학 진학률이 더 높은 반면 1985년부터는 남녀 간의 진학률이 비슷해졌다. 

2000년의 경우 남학생의 진학률이 83.4%, 여학생의 진학률이 84.6%로 여학생의 

학진학률이 오히려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1970년 에는 여학생이라는 이

유로 고등교육기회의 제약을 받았던 것(이혜정, 2012)과 달리,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학진학에 있어 남녀 간의 특별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 에 일부는 고등학교 입시를 경험하 다. 고교평 화 정책에 한 

비 과 반발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 화 실

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 다. 이에 1990년 반 평 화를 해제하는 도시들이 

격히 증가하 다.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한 해는 평 화 던 지역이 비

평 화 지역으로 선회가 이루어진 때 다. 연구참여자 8명 에 3명이 비평 화지역

에서 고교입시를 치르고 고등학교에 진학하 다. 

그 당시 고교 비평 화지역에서의 입시 이외에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 고등학교 진학을 한 입시도 있었다. 이들이 학교 3학년 당시 과학

고등학교는 국에 15개가 있었고, 모두 공립이었고 서울에 2개, 역시를 포함한 

각 시도에 1개씩 있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국에 13개 있었는데 이 에 11개

가 사립이었고, 6개가 서울에 있어 지역  편 이 심했다.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3

학년이던 해, 교육부가 특수목 고등학교 학생들에 한 비교내신제의 일 인 

용을 이들이 학에 입학하는 해부터 폐지하고 그 용여부를 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하면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열기가 다소 주춤하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들 

에서 특수목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입학한 해에 B 학학교는 고교장 추천, 특차, 정시 등으로 입학

형을 다양화하 다. 구체 인 선발방식은 아래 표 <Ⅲ-2>과 같다. 수능시험을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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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이루어지는 고교장 추천 형을 제외하면, 입시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하는 것은 수능성 이었다. 특차의 경우, 수능성 이 비 이 80%로 매우 높았다. 

<표 Ⅲ-2> 연구참여자들 입학 당시 B 학 신입생 모집요강 

형 유형 선발 방식

고교장 추천
1단계- 서류심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학생부

2단계- 면 고사, 지필고사(모집단  학), 실기고사 등

특차 학생부 약 20%, 수능성  약 80%, 면 (합·불합격만 정)

정시 학생부 40%, 수능성  약 55%, 논술고사 약 4%, 면  1% 
 

연구참여자 8명 에서 고교장 추천 형으로 합격한 사람이 2명, 특차로 합격

한 사람이 2명, 정시로 합격한 사람이 4명이다.

2 )  B 학 학생들의 특징  학 문화

연구참여자들이 입학하던 당시 신입생들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7) 신입생 정원 4920명이고,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단과 학 정원은 435명

이었다. 체 신입생 에 43.2%가 서울 출신이며 역시를 포함한다면 도시 

지역 출신 학생이 71.3% 다. 성비의 경우, 체 신입생  남학생은 68.4%, 여

학생은 31.6%로 나타났다. 즉, 10명  7명이 도시 출신이고, 10명  7명이 남학

생으로 소도시 이하 학생들과 여학생 비 이 상 으로 낮았다. A학과 입학생 

 서울 출신 25%, 도시 지역 출신 학생이 65%로 신입생 체 평균보다 낮아, 

상 으로 서울과 도시 이외 지역 출신 학생들 비 이 높았고, 성비는 남학생

이 65%, 여학생이 35%로 신입생의 체 성비 비율과 유사하다.

7) 이하의 자료는 B 학 학생생활연구소의 신입생들의 특성 조사 결과에 기 한 것으

로, 신입생 특성조사는 신입생의 ‘일반특성’, ‘인간 계’, ‘ 공 비도’, ‘낙 성’, ‘정신

건강’의 다섯 측면을 다루었고, 신입생의 ‘일반특성’은 ‘인구통계학  특성’과 ‘생활 

환경’, ‘ 학에 한 태도’, ‘기타 심리특성’과 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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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학 신입생들의 아버지의 직업 비율은 리직(27.4%), 문직(22.1%), 사무

직(16.6%), 매직(10.4%)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아

버지의 직업이 리직이나 문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아버지의 

직업은 교사, 자 업, 일반 회사원, 공무원, 운 기사 등으로 문직이나 리직은 

없었다. 아버지의 직업을 기 으로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사회경제  출신 배경이 

B 학 신입생들보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3> B 학 신입생의 아버지의 주된 직업 분포       (단 :  %)

문직 리직 사무직 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업

체 22.1 27.4 16.6 10.4 5.4 9.2 4.1

남 20.3 26.5 16.6 10.9 5.9 9.9 4.4

녀 25.5 29.8 15.7 9.4 4.5 7.6 3.4

소속단 19.7 18.1 17.3 10.2 7.3 14.3 5.7

다음으로,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학 신입생들이 B 학과 공 선택과정과 

련하여 이들의 의식을 추론해볼 수 있다. 신입생들은 B 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B 의 사회  지명도 때문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공(27.9%)보다 사회 으로 더 

알려져서라는 응답(40.5%)이 더 높았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가 사회 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Ⅲ-4> B 를 선택한 이유               (단 :  %)

사회 으로

더 알려져서

내가 원한 

공이 있으므로

장학  등의 

혜택이 많아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원하므로
기타

체 40.5 27.9 5.1 5.0 21.5

남 45.3 25.1 4.5 4.4 20.6

녀 30.1 33.9 6.0 6.2 21.6

신입생들은 학 공을 선택할 때, 공과 련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이 12.9%로 나타났고, 인문 와 사회 의 경우 학과에 한 정보를 얻지 못

했다는 응답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학과에 해 가지고 있는 지

식의 정도에 한 질문에 한 응답은 ‘그  그 다’가 56.6%로 가장 높았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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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32.1%로 나타나 지망학과에 한 정보의 양이 부족함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 않은 학생들이 학과에 한 자세한 정보 없이 B

학의 지명도를 심으로 학  공 선택 과정을 추론해볼 수 있게 해 다. 연

구참여자들이 속한 단과 학 학생들 역시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해 ‘꽤 알고 있

다’ 혹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미만으로, 학과에 한 지식

과 정보가 부족한 채로 공 선택이 이루어짐을 추론해볼 수 있다.

         <표Ⅲ-5> B 학 신입생들의 학과에 한 지식의 정도     (단 :  %)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
그  그 다 꽤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

체 2.8 32.1 56.6 7.8 0.7

소속단 3.4 28.3 58.8 9.2 0.3

공을 계속할지 여부와 련하여 신입생들은 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선

택한 학생이 체 35% 고, 단과 학별로는 농생 , 인문 , 생활 의 순으로 

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다. 

B 학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한 만족도와 련하여, 신입생의 2/3 이

상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이 만족스러웠거나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정 으로 

평가하 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 해 더 만족스럽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학업성취가 뛰어났던 B 학

의 많은 신입생들이 입시경쟁체제에 해서 응과 만족이라는 자세를 보 을 것

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Ⅲ-6> B 학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한 만족도    (단 :  %)

매우 불만 불만
그  

그 다
만족 매우 만족

검정고시 

출신

체 2.0 6.2 20.1 50.3 17.5 3.9

남 2.3 7.1 21.6 48.5 16.0 4.5

녀 1.5 4.2 16.1 54.6 21.2 2.4

반면, B 학생들을 상으로 1990년  후반에 이루어진 몇 차례 설문조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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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B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능한 진로가 무엇인가에 해 인식하고 그 

에 하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독특한 집단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표 Ⅲ-7> B 학 단과 학별 재학생들의 희망진로

                                                                         단 : % (명)

희망

진로

단과 학

체경 공 법 사범 사회 생활 인문 자연 농생

진학 39.4 66.0 3.1 43.2 36.8 39.5 43.3 84.6 54.1 53. 1

고시 42.4 11.2 84.4 40.9 43.2 28.9 20.9 5.8 8.1 25. 1

취직 6.1 12.8 3.1 11.4 12.0 23.7 20.9 2.9 29.7 12. 6

창업 3.0 6.9 9.4 2.3 3.2 7.9 4.5 2.9 8.1 5. 1

기타 9.1 3.2 .0 2.3 4.8 .0 10.4 3.8 .0 4. 0

계

(N)

100.0

(33)

100.0

(188)

100.0

(32)

100.0

(44)

100.0

(125)

100.0

(38)

100.0

(67)

100.0

(104)

100.0

(37)

100.0

(668)

   

 

연구참여자들이 학에 입학했던 해에, 신입생을 포함하여 B 학 재학생 668명

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재학했던 당시의 B 학생의 일

반 인 진로에 한 생각과 진로 비과정에 해 짐작해볼 수 있다. <표 Ⅲ-7>

은 단과 학 별로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한 결과이다.8)

<표 Ⅲ-7>에서 보듯이 B 학생들의 희망 진로는 학원 진학, 국가고시 응시, 

기업 취업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법  

이외에도 경 , 사회 , 사범 에서 고시 응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학원, 고시, 기업이라는 안정 인 진로를 구상하

고 있고, ‘기타’를 희망하는 사람은 4%에 불과하다. 성별에 따라 각 선택지에 

한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학-고시-취업 순

으로 진로를 희망하 고, 3가지 진로 선택지가 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8) 희망진로에 한 설문은 진학( 학원 진학, 편입학, 유학 포함), 각종 국가고시 응

시, 기업체 취직, 자 업 창업, 기타 5가지 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 희망 진로에 해 직  기입을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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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재학하던 당시 캠퍼스의 요한 뉴스 에 하나는 “최  비운동권 총학생

회장 당선”, 년과 달라진 축제 풍경 등이다. 연구참여자들이 1학년 때, 축제의 변

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비운동권 학생회장이 당선되었다. 이는 운동권 학생회가 

약 20년간 지속되오던 상황에서 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 과 달라진 학생들의 가

치 이나 분 기를 상징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당선된 비운동권 학

생회는 다음 해 년과 달라진 학 축제를 선보 다. 이 과 달리 ‘펌 ’, ‘스타크래

트’ 등 인기 게임을 도입해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일부 학생들은 이런 

축제에 한 비 을 하기도 하 지만, 이는 이 의 학의 공동체  문화와는 다른 

흥미를 주의 개인  놀이로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10) 연구참여자들이 4학년때 비운동권 선본이 다시 큰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의 학생운동  캠퍼스 문화가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 에 학

을 다녔다.

9) “학생 운동 20년만에 우리학교에서 처음으로 비운동권 후보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

다. 학생들은 기 와 우려가 뒤섞인 빛으로 새로운 총학생회를 바라보고 있

다.”(출처 : B 학 신문. OO년 12월 6일자. 사진으로 보는 캠퍼스 10  뉴스  일

부) 연구참여자들이 1학년이던 해 캠퍼스의 10  뉴스  두 번째 뉴스로 뉴스의 

기사 일부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소속에 한 정보를 해 정확한 출 를 기재하지 

않음을 밝 둔다.

10) “ 년과 달라진 축제 풍경 : 축제 변모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총학생회가 꾸

린 축제, 년과 달리 ‘펌 ’, ‘스타크래 트’ 등 인기 게임을 동제에 도입해 

길을 끌었다. 하지만 동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 도 있었다.” (출처 : B

학 신문. OO년 12월 4일자. 사진으로 보는 캠퍼스 10  뉴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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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입시경쟁체제 :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형성

1.  시험형 자기주도성 형성의 맥락

1 )  ‘ 주어진’  목표

연구 참여자들은 등학생 때부터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여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는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큰 기 를 했고, 부모의 기

는 이들에게 공부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김건우의 사례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작

동하는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기 가 어떻게 자녀에게 분명한 공부 목표로 설정되는

가를 잘 보여 다. 등학교 교사 던 김건우의 아버지는 김건우가 등학교 시  

공부를 잘 하자 자신의 “로망”인 검사가 되어주길 기 하 다. 

그런 게 저희 아버진데, 성공을 한 거는 고시를 성공을 했다고 보시는 거에요. 저
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어딜 가도 꿀리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렇다고 해도 선생님이 접은 못 받아요.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하 를 받는 직
업은 아니지만... 어떤 권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를 되
게 좋아하세요. 어디 가서 접 받는 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지는 말씀이 그거
였어요. 그 당시에도 어린 검사들이라도 어딜 가면 ‘아유 영감님 오셨습니까.’ 하
면서 접을 해주세요. 영감이라는 게 높은 분에 한 호칭이잖아요. ‘영감님 오
셨습니까’ 하면서 접을 해주는 게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셨던 거예
요. 저희 아버지의 로망이셨던 것 같아요. (김건우) 

어릴  공부의 목표가 주로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이나 기 에 따라 제시되고 부

모의 기 에 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고등학교 입시나 학 입시에 가까이 

갈수록 공부의 목표는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 학이라는 특정 학교로 단순화되고 분

명해졌다. 고교입시는 과학 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  고등학교 입학시험과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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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역에의 명문고 입학시험 두 가지로 나 어졌다. 비평 화 정책이 오랫동안 유

지된 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서열화가 매우 뚜렷하고, 특정 명문 고등학교에 한 학

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강했다. 고교 비평 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김경언 

역시 명문 고등학교로 불리는 K고등학교 이외 다른 학교로는 진학할 생각이 없었

다. 공부의 목표는 K고등학교 진학으로 분명하고 단순하 다. 해당 고등학교 진학은 

최종 인 목표이고, 이를 해서 구체 으로 ‘ 교 몇 등’과 같은 구체 인 하  목

표가 설정되었다.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땐가 부터는 학교 복도에 이렇게 창문이 있고 밑에, 위쪽
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교 1등에서 50등까지 이름을 써서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자극을 그런 식으로 해줘야 애들이, 비평준화 고등학교니
까, 애들이 좀 더 잘 해서가려고 한다고.. 그걸 보면서 짜증나죠. 그런 건 짜증이 
나지만 ‘저 안에 들어야겠다’ 그런 좀 위기의식이 자꾸 생겨서 (김경언)

학 입시에 가까이 갈수록, 연구 참여자들의 목표는 B 학으로 분명하게 수렴되

었다. 한국의 서열화 된 학 구조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목표는 복

잡하지 않았다.

뭐라고 할까 성취감, 성취동기라고 해야 하나? 음 내가 이만한 걸 이뤄냈다!.. 모
든 학생의 꿈이잖아요. B 학 가는 게 사실. 내가 그걸 달성하고 싶은 그런 욕
심.. (최예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재밌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공부는 뭐 약간 전투적이
었죠.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던 거니까. 막연하지만 B 학. B 학 무슨 과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절 로 재밌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공부가. (손준영)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 다. 이들은 B 학에 진학

하고 싶어 했고 그 이유는 B 학에 갔을 때와 다른 학에 갔을 때 주어지는 사회  

보상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은경은 십  말에 치르는 학입시 결과

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어버린다고 생각하 다. 김은경은 자신이 B 학을 가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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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바 리라” 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 입시체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수능을 얼마나 잘 보느냐,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버리니까.... 내
가 그냥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다른 학을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개인데, 내가 B 학을 가면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100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
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외교관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땐 외교
관 생각 안했던 거 같고. 일단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일단 성적이 높아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내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열
심히 했죠. (김은경)

B 학을 가기 한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국에 있는 학생들과의 석차

경쟁에서 B 학 입학정원 이내에 드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명문  입시가 가

지는 구조  경쟁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이

들은 자신의 국 석차로 B 학에 합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 다. 비록 자신이 다니

는 학교에서 교 1등을 못할지라도 국 으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자신의 상  서열을 확인하는 일에 익숙하 다.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내가 전국 몇%인지 확인해서 이 성적이면 B 학 갈 수 있
나 없나 확인하고. 그렇게 몇% 찍히면 점수 별로 학교 해놓는 거 있잖아요. 너 
이번 성적이면 어디 갈 수 있어. 이런 정도. 그런 걸 다 하니까. ... 물론 그 고등
학교에서조차 전교 1등도 항상 못했었지만, 항상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김건우)

입시공부는 본질 으로 국에 있는 아이들 속에서 자신의 상  서열을 높이기 

한 것이었다. 시험이라는 기제는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B 학 합격을 해 재 

달성해야할 구체 인 국 석차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 다. 어느 정도 석차에 들

어야하는가 하는 것 역시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있는 합격

가능성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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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어릴  주로 부모라는 요한 타자의 기 를 충족시

키는 것을 자신의 공부 목표로 받아들이고, 학서열체계가 명확한 우리사회에서 공

부 잘 하는 학생에게 가장 확실한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B 학 합격을 자신의 목표

로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공부의 목표 설정은 자신이 발견하거나 세운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어진’ 목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  ‘ 정해진’  공부 내용

입시공부는 기본 으로 공부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다. 교과서의 존재는 무

엇을,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그 내용과 범 를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공부의 내용이 정해져있다는 것은 결국 공부의 핵심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암기’가 공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고, 

정확하게 암기하는 데 많은 공을 들 다. 이들은 자신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암

기를 잘하는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암기할 때 일반 인 노하우를 모르

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 으로 공들여 외우고 계속 입에 익도록 반복하는 것이 

요하 다.  

그게 천재적이라서 딱 봐도 딱 외워진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외울 때 기본
적으로 두음을 따서 외운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순서 로 한다든지 그런 노하우
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저도 한창 외우거나 할 땐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거 
따라서 했는데, 그게 막 엄청 빨리 누구처럼 착착 외워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
어요. 계속 입에 익고, 계속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그랬던 거지. (김경언)

최 인은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단어를 반복 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외웠다. 얼마

나 동그라미를 쳤는지, 그 부분이 떨어져 나오기까지 하 다. 어느 정도 교과서 핵심 

내용이 외워졌다 싶으면, 백지를 가져다 놓고 외운 내용을 하나씩 고 교과서와 

조하여 빠진 부분은 다시 정리하고 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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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때 빽빽이 많이 했잖아요. 암기 되게 많이.. 잘 했던 거 같아요. 저희 때 이
거 유행했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모든 거에 동그라미치고 그래서 나중에 책 
보면 그냥 다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걸 하도 쳐가지고 동그라
미 모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책이. 어 이게 뭐지? 읽다가, 읽다가 안 되면 
써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덮고 백지를 딱 놓고 쓰고, 맞춰보고 막 내가 빼
놓은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최예인)

이 공부의 성격은 반복이고, 교과서 주요 내용을 외워서 백지에 그 로 옮겨 을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 다. 손 은 머릿속에는 교과서의 내용이 챕터별로 정리

가 되어 있었다. 시험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어느 챕터에서 나왔는지 악해서, 해

당 챕터의 내용을 머리에서 인출해내는 방법을 사용하 다.

중학교 땐 이런 식이죠. 제가 기억 하는 방식이 교과서 챕터 단위로 기억을 하는
데 예를 들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여기서 아 이거는 뭘 묻는 문제구나 이 챕터
를 떠올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걸러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데. (손준영) 

교과서를 거의 그 로 암기하는 것을 반복하다보면, 일종의 암기의 요령이 생겨났

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같이 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문제 내기 좋은 거”

에 한 감이 생기고, 암기하는 노하우도 늘어가기도 하 다.

입시공부는 기본 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그 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 문

제를 풀면서 해당 내용을 출력해내는 ‘암기’와 ‘ 지’의 과정이었다. 한 동시에 공

부는 암기를 통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습득’의 과정이었다. 공부할 내용이 명확

하게 정해진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주도 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교과서의 지식

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었다.

입시공부는 암기와 함께 시험문제 풀이로 구성되었다. 시험공부는 기본 으로 ‘문

제’를 풀어 얼마나 많이 문제를 맞혔느냐에 따라 “ 수로 등수로 말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험은 결국 ‘해당 시험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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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부분의 공부 시간을 이 ‘문제풀이’에 쏟았다. 하나라도 더 많이 맞으려면, 문

제를 많이 풀어 야 했다. 이정 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교 모의고사와 다른 

수능 스타일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 일시 으로 성 이 하되었다. 수능은 단순히 

‘암기’한다고 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능 문제를 많이 풀면서, 문제에 한 

‘감’을 익 나갔다.

그래서 초반에 수능성적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2학년 때 좀 
성적이 떨어졌다고 말씀 드렸던 게, 그때 수능형태의 시험을 보면서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구요. ...처음 해보는 시험 형태니까. 그러고는 다시 점점 
올랐었구요. ...수능문제집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세로로 넘기는 문제집 있잖아
요. (이정현)

손 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물리과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성 이 매우 

조하 는데, 시험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

은 물리 문제집을 가지고 집 으로 문제를 풀었다. 

근데 물리 땜에 공부를 되게 말아먹었는데, 그때 매달 오는 학습지 같은 거 그걸
로 그때 좀 물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물리가 뭘 묻는지 
알겠더라고요 문제집 많이 풀다보니까. 그때부터 나아졌던 것 같아요. ...뭐랄까 
개안(開眼)이 됐어요. 뭐지 좀 될 거 같은데? 라고 했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 
수능 점수가 확 뛰었어요. 그 뒤로는 안 떨어졌어요. (손준영) 

공부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있고, 그 내용을 기 로 문제를 풀어야하는 조건에

서 연구 참여자들은 반복 인 문제풀이를 통해 시험에 한 ‘감’을 키우는 것으로 공

부를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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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3가지 요소

1 )  공부의 계량화

( 1)  계획 세우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한다고 할 때, 그 주도하는 측면의 성격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주어진’ 목표와 ‘정해진’ 공부 내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극 으로 자신의 공부를 주도해나간 측면은 바로 구체 인 공부 계획 세우기 다. 

이들은 계획을 세우는 일의 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느 시간에 어떤 과목을 얼

마만큼 할당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공을 들 다. 공부계획은 구체 으로 기본 으로 

공부할 내용을 구체 으로 수치화하여, 시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었다. 공부계획은 

한 달, 한 주 등 비교 인 장기 인 단 부터 하루, 한 시간 등 단기 인 단 까지 

촘촘하게 세워졌다.

시험 발표가 나면. 한 달 전에 시험 친다 이렇게 발표하시잖아요 그럼 그 날부터 
계획을 잡아서, 한 달 전부터 ... 시험 칠 땐 확실히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신,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계획 잡아가지고 그 계획 로 실천은 못하더라도 그 
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잡았었어요. (김은경)

결과로서의 목표가 좋은 학교로 가야 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 과정에서
의 목표 있잖아요. 내가 풀어야 할 문제집이 되게 많고. 사탐은 이 문제를 한 번 
정리한 다음에 이 문제집을 풀어야 하고 언어영역은 이거 이걸 해야 하고 영어는 
이거 이걸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당장 이 목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통 이렇
게 하잖아요? 며칠 날은 몇 쪽까지 쭉 계획을 짜잖아요. 문제집 사놓고. 그럼 그
날 내가 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 거에요. 내가 B 학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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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결과로서의 목표 말고, 그냥 그때그때의 목표. 내가 목표했던 그것들. 그걸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되게..아! 오늘 이것도 했어야 했는
데 못했네? 그런 게 더 컸던 거 같아요. (최예인)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 세우기에 무 집 한 나머지 계획을 세우는 데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할 정도 다. 최 인은 B 학이라는 분명하지만 

거시 인 목표이외에, 오늘 자신이 달성해야할 공부 분량을 정하고 이를 다 달성하

지 못하면, 밤늦게까지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고자 애썼다. 그래도 마치지 못한 경우 

자신의 다음 날 공부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리해나갔다. 

손 의 사례는 이들의 구체 인 계획 세우기가, 어 단어 몇 개, 수학 몇 페이

지와 같이 확인 가능한 매우 양화된 형태로 이루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루에 

공부할 내용을 정확히 계량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손 은 자기 계획에 충실하

게 움직 다.

저는 하루에 공부할 양을 딱 정해놓고. 맨날 그냥 그렇게 해야 해요. 무조건. 그
게 기본적으로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수학 정석을 예를 들면 하루
에 수학 5페이지였나? 5페이지를 봐야 하고. 영어 단어를 20개인가 30개인가 외
워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답노트 정리해놓은 거 몇 장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 뭐 문제집 같은 거 있던데 문제집인데 뭐 매달마다 오는 그런 거 몇 페이
지 봐야 하고. 딱 정리돼있었어요. 딱 정해져 있고, 일단 그거 문제집 다 하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그담에.. (손준영)

이들에게 공부란 계획을 달성해가는 과정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항상 계획을 과도

하게 잡아, 이 공부 계획을 달성하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었다. 김은경이 다

닌 고등학교는 “ 입시 주”의 학교로 심시간에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 다. 김은경은 소화가 되지 않아도, 심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교사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을 달성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여 그 시간에도 앉아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세운 

“계획의 굴 ”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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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갑갑한데, 근데 이제 공부할 분량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다보니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 점심시간도 부족한 거에요. 쉬는 시간도 
부족하고. 뭐 단어를 얼만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시간을 쪼개도 
이걸 다 마스터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앉아있지 말
라고 해도 앉아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외워야하거나 해야 하는 분량
이 이만큼인데, 내 계획이 이건데 다 계획 로 안되고 이 시간조차 부족하니까. 
알아서.. 선생님의 굴레도 그렇지만 내 계획의 굴레 속에서 내가 그걸 따라가며 
허덕이고 있었죠. (김은경)

김경언 역시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공부를 하 다. 공부해야할 것이 많았고, 이를 

다 해내기 해서는 쉬는 시간마 도 아깝게 느껴졌다.  학교에서는 100% 공부만 

하고자하 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잘 안가고 “기계처럼” 공부하 는데, 친구들이 

게까지 해야 하나 이야기할 정도 다. 

시간 낭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평소에도 계속 쉬는 시간에 전 한 번도 자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 오면 100% 공부만 하다가 간다. 신 집 가면 거기서는 
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었나. 적절히 잘 
쉬어줘야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하나라도 더 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무식하게. 무식하게 한 거죠 
이건. ... 기계처럼, 거의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거의 항상 앉아있었어요. 화장실 
거의 안가고 가끔 갔다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김경언)

연구 참여자들은 B 학이라는 결과로서의 최종 목표이외, 과정으로서의 “그날 내

가 해야 하는 목표”를 만들어내고, 구체 인 공부 분량, 순서, 시간 할당을 정하고 

자기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면에서 매우 자기주도 인 모습을 보 다.

( 2)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

 

공부의 계량화는 단순히 공부 계획의 구체  설정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입시

공부에 계속 몰입하기 해서는 공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만족감이 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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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어떠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연

구 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공부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혹은 공부하는 내용에 빠지

고 흥미를 느끼면서 오는 지 인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 이들은 공부가 ‘재 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부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공부에 한 만족을 느끼며, 지 인 흥미 없이도 입시공부에 계속 몰입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공부의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이었다. 

표 인 것이 공부를 ‘석차’로 환원하여, 등수가 오르는 “쾌감”에서 만족을 얻는 

방법이었다. 입시공부는 수능시험 이외에 많은 일상 인 시험을 동반한다. 수업시간

에 이루어지는 각종 시험은 별도로 하더라도, 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정기 인 시

험이 있고, 수능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가 자주 시행된다. 이러한 시험은 석차가 매

겨진다는 요한 특징이 있다. 자신이 공부한 결과는 자신이 속한 반이나 학교에서 

몇 등인지, 혹은 국에서 상  몇 %안에 드는지와 같이 정확한 숫자로 환원되어, 자

신의 상  치를 정확히 알려 다는 특징이 있다.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 을 때 

계속 오르는 석차는 자신의 공부 성과를 매우 가시 으로 확인해주어 공부할 맛을 

느끼게 하 다. 변기훈은 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자 교 등수

를 높이기 해 공부를 열심히 하 는데, 노는 시간을 여 공부를 할 때 석차가 빠

르게 오르는 경험을 한 후로는 공부하는 게 싫지가 않았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딱 석차로 얘기하면, 반에서 2∼3등 했어요. ... 중학교 
1학년 마지막에 봤던 거랑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 다행히 일단 그때는 
막 (노는 시간을) 줄이는 로 성적이 올랐으니까, ‘아! 줄이면 무조건 성적이 오
르는구나, 요만큼 공부하면 이만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뭐 운이었는지 
어쨌는지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때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공부 하는 게. 요거 하면 분명히 결과가 올꺼야 그런 생각, 
그런 게 있었으니까. (변기훈)

‘공부가 재미있지는 않지만, 싫지 않다는 것’ 이것은 이들이 입시공부에 계속 몰입

할 수 있는 요한 심리  조건이었다. 김경언 역시 등수가 오르는 ‘재미’를 느 다. 

김경언은 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서 교 1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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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석차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고입시험에 불안을 느끼고 교 석차

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시험공부에 집 하기 시작하 다. 석차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교 1등인 친구와 등수의 간격이 좁 지는 것이 에 보이니 재미가 있었

다.  

그때 2학년 때 저희 학급에 전교1등 아이가 있었거든요 딱 들어왔을 때. 걔랑 저
랑 전교 등수로 따지면 몇십등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전교 1등 짜
리 학생이 제 앞에 저희 같은 반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더니 2학년 말쯤에 줄어들더니 역전돼가지
고 순위가 바뀐 거에요. 1년 동안인가. 뒤집혀졌어요. ... 저도 뭔가 모르게 성취
욕 같은 게 좀 생기고. 성취감 같은 게 생기고. 뭔가 남을 앞지르는 거 비슷하지
만 했을 때 뭔가 되니까. 뭔가 좁혀지니까. 그게 약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좀 압박감이 짜증났지만 조금씩 ‘되네 되네’ 싶은 게 확 보이니까. 
(김경언) 

공부의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은 매일 공부할 분량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목

표량을 다 채웠을 때 뿌듯함의 형태로도 이루어졌다. 김건우 역시 공부 자체에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공부하는 게 싫지가 않았다. 공부 계획을 하나씩 달성해

나갈 때, 오는 보람과 뿌듯함이 있었다. 이는 공부하는 내용에서 느끼는 지 인 즐거

움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었다.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할 때 느껴지

는 ‘뿌듯함’은 입시공부가 주는 독특한 재미 다. 

공부는 마치 “일처럼” 다가왔다. 일을 잘하면 가시 인 성과가 보이듯이, 김경언

은 공부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공부를 해낼 때, 자신이 공부한 “양”이 가시

으로 보이고 그 양이 늘어가는 것이 신났다. 이들에게 공부는 성과가 늘어나는 게 

에 보이는 일종의 ‘일’이었다. 

연구자 :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이 재밌다거나 이 부분을 더 찾
아보고 싶다거나?

김경언 :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뭐 공부라기보다는 일처럼.. 일을 잘 하면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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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니까, 거기에, 그 양에 신났던 거죠. 내용 자체가 흥미로웠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시험공부에서의 성과는 단어 몇 개 암기, 수학 몇 문제, 문제집 몇 페이지와 같이 

정확히 양화된 정도 다. 자신이 일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우고 문제를 풀

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과’ 다. 공부 목표를 세우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

고, 다 푼 문제집을 바라보는 일은 매우 뿌듯한 일이었다. 최 인은 공부 계획에 따

라 문제집을 다 풀면 혼자 “책거리”를 하는 일에 재미를 느 다.

약간 과도하게 세우긴 했는데. 하루에 할 수 없는 거를 하루에 하겠다고 세우긴 
했는데. 여자애들이 부분 그렇잖아요, 계획 세우는 데 하루 보내고. 계획 세우
고 그거 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집 한 권 한 권 약간.. 이게 되게 뿌듯하잖아
요? 책  떼는, 책거리 혼자 막 하고. 그런 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몇 문제를 풀었는지, 몇 권의 문제집을 마쳤는지, 어 단어 몇 개를 외웠는

지와 같이 자신이 공부한 것을 계량화하여 여기서 보람과 만족을 찾는 일은 공부 자

체에서 오는 흥미나 재미가 없어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효과 인 

방법이다. 

문제를 풀고 몇 문제를 맞혔는지 채 하는 것 역시 시험공부가 주는 독특한 즐거

움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 다. 고등학교 2∼3학년 때에는 

수업시간에도 문제풀이 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자습시간에도 문제를 풀면서 공

부의 부분의 시간을 시험 문제를 풀면서 지냈지만, 이들은 크게 지겹다는 생각이

나 이러한 공부에 해 회의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 풀고 채 하는 것은 재

미있었다. 많이 ‘맞추면’ 즐거운 공부가 바로 입시 공부 다.  

저도 크게 회의를 느껴보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서 
제가 틀리는 거 있으면, 아 내가 여기 틀렸네 왜 틀렸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이
거 다음에는 틀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했던 거 같아요. 맞추면 재밌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잘 맞추고. 틀리면 어 막 왜 틀렸지? 보고. (최예인)



- 80 -

요약하면,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첫 번째 특징은 공부의 계량화이다. 연구 참여자

들은 공부할 내용을 양화된 매우 구체 인 단 로 나 어, 장기 ·단기 으로 자기 

계획을 주도 으로 세워나갔다. 한 공부 자체에 오는 재미가 없어도 공부한 분량, 

수, 석차 등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자기만족의 기제를 형성하여, 공부의 계획 세우

기와 수행에 다시 집 하는 방식을 취하 다.  

2 )  타자와의 일치화

( 1)  교사,  출제자와의 일치화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타자와 자신을 일치

시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시간에 최 한 집 하여 교사가 말하는 내용을 

최 한 꼼꼼히 받아 고, 교사의 사고와 자신을 맞추고자 하 다. 표 인 방법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하는 말을 꼼꼼히 필기하는 것이었다.  최 인과 김경언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잔 이 없었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하는 말을 다 필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가 좀 잘 했던 게 저는 공부시간에 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수업시간에. 피
곤해 죽을 것 같아도 절  안 잤어요 진짜 막. 눈 빨개져도 절  수업시간에는 
안 잔다 약간 그거 하나가 약간 신조 같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 내신 같은 경
우에는 일단 수업시간엔 안자니까. 교사가 하는 말을 다 필기해놓고 이렇게 하니
까, 잘 나왔던 것 같아요.(최예인)

내신 같은 거 준비할 때는 필기 잘 돼 있는 게 있어야지 내신 준비 잘 하니까, 
저는 수업 시간엔 기술이든 농업이든 이런 과목도, 농업이었나 기술이었나? 그런 
것도 다 돼있어야 볼 수 있는 건데 애들은 다 자니까, 제 책 막 돌려보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그 시간에 그것만 무식하게.(김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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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언은 과목을 불문하고 교사가 하는 말을 꼼꼼하게 필기하 는데, 다른 학생들

이 시험 때 김경언의 책을 다 돌려볼 정도 다. 김은경의 사례는 단순히 교사가 하

는 농담까지 빠뜨리지 않고 필기하는 수 을 넘어, 스스로 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

고 교사처럼 생각하고자 하는 극 인 일치화의 노력을 잘 보여 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
님이 하는 농담까지도 적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 상황, 농담 같은 거 적어놓으
면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 상황이. 그리고 시험 칠 때 그 과목 선생님의 목소리
로 그 시험(문제를) 읽는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그 선생님의 말투로 읽고 그랬었
어요. 선생님이 되어서 막 성 모사 하듯이. 그리고 1,2,3,4 너무 헷갈릴 때는 그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거나 그런 방식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렇게. (김은경)

자기 생각을 비우고 타자와의 일치화를 추구하는  다른 방법은 출제자의 의도를 

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험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 는데, 시

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악”하는 것이고, “시험

에서 원하는 답”을 잘 찾아내는 것이었다. 반복되는 문제 풀이는 결국 이 의도를 빨

리, 그리고 시험에서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센스’를 키우는 것이었다.

약간 책, 언어영역이 아니더라도 일단 의도를 파악하고 약간 이거를 맞춰보고 이
런 그런 머리? 내가 이걸 처음 보는 문제일지라도 입해서 넣어보면 말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고 그런 센스 같은 거는 있었던 거 같고. (최예인)

연구자 : 그럼 이 공부는 진득하게 하다보면 성공할 수 있는 공부인가요?
양지희 : 진득한 게 필요한데. 아주 일부 선배들이 공부 안하고 내내 놀다가 시험 

때 벼락공부해서 잘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런 천재들도 있는데. ... 근데 
저는 그 뭐지 수혜자라면 수혜자였던 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제가 보기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
적이 20등 30등이었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는 ‘아! 내가 약간
의 수혜를 받고는 있구나.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나보다 더 열심히 하
는데 나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애 분명히 있고 내가 여기서 수혜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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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구나’ 하는.
연구자 : 시험을 보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잘 보고 못보고 차이는 뭔가요?
양지희 : 시험에서 원하는 답을.. 눈치라고 해야 하나? 그 감.

시험공부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악

하는 것, 시험에서 원하는 답이 무엇인가를 간 하여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능력이 요하 다. 얼마만큼 출제자의 의도와 사고 로 생각하느냐가 건이었다. 

양지희와 최 인은 시험에서 원하는 답을 잘 찾아내는 “ 치” 혹은 “센스”가 뛰어난 

자신이 선다형 시험 심의 입시체제의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 다. 

( 2)  지식과 자신의 분리

지식의 성격은 지식과 학습자와의 계 맺는 양식과 련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

들은 정제되고 확실한 지식을 선호하 고, 지식과 자신을 분리해나갔다. 암기가 공

부의 기본 인 방법이 된다는 것은 시험이 다루는 지식이 매우 단편 이고 확실한 

일부 얕은 지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 부분의 고  지식

들은 선다형 시험의 틀 속에 수용될 수 없고, 무리하게 그 틀 속에 넣으면 지식의 왜

곡을 래”(김동훈, 2010:123)하고, 채 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선다형 시험은 정답

이 확실한 “퀴즈식 지식”(김동훈, 2010:124)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공부하는 지식의 성격에 해서 깊이 생각해본 

이 없었다. 오히려 “딱딱 정리”가 되는 지식은 공부하기 편한 뿐만 아니라, “딱딱 정

리”해서 머리에 넣으면 뭔가 공부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다. 

간결하게 딱딱 정리 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수학이. 간결하게 정리되는 거. 수학
은 사실 딱딱 한 네 줄 거치면 자동으로 답이 따라 나오게 되어있죠. 그 특성이 
맘에 들었던.. 어떻게든 계속 하게 되면 쭉쭉 오르진 않지만 답은 딱 나오니까. 
그때 느낌이 좋아서.(김경언) 

매우 확실하고 정제된 지식은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기도 쉽고, 시험에 출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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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답을 찾기도 쉬웠다. 이들은 이러한 지식을 정리하고, 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정답을 골라내는 일이 “되게 좋게” 느껴졌다. 

문제풀이는 ‘맞았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는 정이 계속 내려진다는 특징을 가

진다. 문제풀이에서 다루는 지식은 오답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 ‘정답’이 확실한 객

 지식이다. 이미 확실한 지식과 정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정

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옳다’는 정을 받아야하는 존재로 상화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외부에 확실한 인 지식이 있다는 ‘지식 ’을 가지고 있었다. 손 은 

어릴 부터 퀴즈 푸는 것을 좋아하 는데, 그가 즐긴 것은 문제를 풀고 나서 “그게 

옳다”라는 정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희열이었다. 손 은 수업 시간은 지루해하

지만, 문제를 풀고 이러한 정을 계속 받는 문제풀이를 즐기는 자신을 “입시형 교

육에는 최 화된 인간”이라고 불 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한국에서 어떤 입시형 교육에는 최적화된 인간이 아닌가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퀴즈 푸는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문제 푸는 게 재밌었
어요. 재밌었어요. 풀고 이렇게 그게 옳다라고 판정을 받는 거 자체에 해서 좋
아했어요. ...특히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의도한 로 풀어
서 맞출 때 느껴지는 일종의 희열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
했어요. ...문제 푸는 거가 별로 저한테는 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 같아요. 
전 문제 푸는 게 재밌었어요. 수업 듣는 게 지루해서 그렇지. (손준영)

이들은 많은 지식을 효율 으로 잘 외웠지만, 자신들이 다루는 지식의 세계에 몰

입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다. 자신이 해당 내용에 해 생각을 무 많이 

하면, 문제를 풀 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본능 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돼죠. ...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것도 내가 너무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고. 그걸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알
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이것
까지 볼 필요 없어 이런 거. (양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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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을 익숙하게 잘 다루었지만, 해당 교과의 세계에 

한 심은 거의 없었다. 단편 인 많은 지식을 다루지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끈질기게 고들거나, 지식의 세계에 지 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양지희는 자신

이 “수학의 세계에 입문할 것”도 아닌데, “딱 수능에 나오는 수학까지만 풀면” 된다

고 생각하 다. 수학의 세계에 흥미를 느끼고 빠져드는 일과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

을 받는 일은 별개의 문제 다.  

저는 수능까지만, 그때 그 당시 저의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거였지. 이 지식의 
세계에 한 번 빠져들어서 이 수학의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
고, ...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에 가서 물어봤더니, 수능에 나올 것도 아닌데, 귀찮
은데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면 안 물어보죠. 제
가 뭐 지적 호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래도 난 이걸 풀어봐야겠어, 이게 궁금해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저도 그 때에는 수능이 급하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 난 여기까지만 풀면 되니까. 내가 수학을 전공
해서 수학의 세계에 입문할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수능에 나오는 수학까지만 풀
면 되니까, 선생님이 다 그 정도까지는 해주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커버가 
되니까. (양지희)

입시에서 성공이라는 목표에 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로 자신은 “그냥 수

능만 잘 야 되는 사람”으로 자기 규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

는 시험공부가 내가 없어야 더 잘 되는 공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 해 이

들은 지식과 자신을 의도 으로 분리하고, 교사와 출제자와의 일치화하고자 노력하

다. 교사나 출제자와의 일치화는 자기주도성이 아니라 타자에 한 속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치화가 입시에서의 성공을 해 이들의 주도 인 노력에 의

해 이루어진다는 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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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순치된 주체화

연구 참여자들은 입시에서의 성공을 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도록 스

스로 길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입시공부에 합한 형태로 자신의 감정과 정신  

에 지를 극 으로 리해나갔다. Foucault(2002)식으로 표 하면, 이들은  자신

을 입시에 최 화된 상태로 만들어내는 자기 형성과 통제의 테크놀로지, 개인이 자

신에게 행사하는 지배의 테크놀로지인 자기의 테크놀로지(Technologies of the Self)

에서 자기주도성을 발휘하 다. 

순치된 주체로 자신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양상은 억압  학교 환경에 해서, 

항하거나 문제를 삼기보다 그 안에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이들이 다닌 부

분의 고등학교는 김건우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을 “빡세게” 돌렸다. 밤늦게

까지 강제 으로 ‘자율학습’을 시키고, 주말까지 학생들을 등교시켜 공부를 시켰다.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성 이 높이기 해 리하는 기본 인 방법은 학생들이 물리

으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최 한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해 큰 불만

이나 문제의식이 없었다. 심지어, 김건우는 이런 상황 하에서 지냈던 때가 제일 재미

있었다고 하 다.

야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11시, 고3때는 12시였고. 고3때는 일
요일도 나갔고. 고2때까지는 토요일만 나갔는데. 하여튼 빡세게 돌렸어요 고등학
교가. ...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 환경 하에서도 
짬짬이. 그게 더 재밌었던 거 같아요. ... 가끔 밤에, 너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미
니시리즈가 너무 재밌는 게 한다, 근데 11시까지 야자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가끔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가가지고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죽치고 앉아 가지고 
보다가 몰래 보다가 들어간다던가. 그런 거에서 그냥 되게 즐거움을 찾는 그런 
거가 되게 재밌었어요. (김건우)

변기훈도 “무식하게 애들을 가둬놓는” 고등학교에 해 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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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때보다 더 좋다고 느 다. 변기훈은 학교 때 어머니의 강권으로 학교에서 

운 하는 ‘ 재반’에 들어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 다. 이미 학교 때부터 녁시

간에 남아 ‘시키는 공부’를 하면서, 변기훈은 “억지로 갇 ” 있는 상황에 익숙해졌기

에, 고등학교 생활도 힘들지가 않았다. 래 친구들은 “가둬놓는” 학교나 교육제도

에 해 “불평불만”하 지만, 변기훈은 이 제도에 “많이 익숙해져”버리는 방법을 선

택하 고, 많은 친구들이 남아있게 되면서 농구하는 재미가 더 좋아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 다. 

어린 나이에 되게 좀 빡시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억
지로 이렇게 갇혀 있으면, 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내가 아무리 놀려고 해
봤자 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공부 하는 거고... 근데 나는 중학교 때 했던 
게 있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해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
때는 몇 명만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다 남아 있잖아. ...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농구 하는 게 낙이었는데 그런 낙이 더 좋아졌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
는 다른 애들은 갇혀있어서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나는 좋다, 이렇게. 아 이게 
차라리 더 좋아졌다 중학교 때보다 훨씬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차이가 있
었던 것 같아요. 갇혀 있는 데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갇히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갇히는 게 나중에는 뭐.. 익숙해져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별로 특별하게 불만 없이 그냥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도 되게 심했거든요 고등
학교가. 무식하게 애들 가둬놓는 그런 학교. 학원 과외 그런 거 절  없고. (변기
훈)

학교의 억압 인 리에 한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과 

함께, 순치된 주체로 자신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양상은 입시 공부를 하기 싫게 만

드는 요소들을 ‘딴 생각’으로 규정하고 이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입시공부

에 계속 몰입할 수 있는 정신  에 지를 리하는 것이다. 양지희는 매우 단편 인 

정보를 묻는 문제를 풀 때,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하는가 고민이 되기도 하 지만, 

더 진지한 고민으로 발 하는 것을 차단하 다.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 입시공

부를 하기 싫어지기 때문이었다. 공부에의 몰입 상태를 방해하는 질문이나 고민들을 

효율 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들에게 요한 과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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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전 괴로웠던 거는, 책 제목만 나오고 사람 없이 책 제목만 나오고 순서 로 
나열하시오. 누가 어떤 책을 제일 먼저 썼는지.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잖아
요. 그런 문제 왜 풀어야하지? 지금 생각하면. 있긴 있었는데, 문제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전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거 풀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에 나오니까. 이 체제에서 풀어야하니까. ... 내가 그 고민을 할 시간에 공부
를 해야 하는 거죠. 그땐 그런 고민을 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확실히. 그런 고
민을 한다는 거 자체는. 아 왜 해? 싫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나 공부 
잘해야 하고’. 그게 더 앞서있었던 것 같아요. (양지희)

입시공부에 한 회의를 차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 다. 자신이 입시공부

의 문제 에 해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

명했기 때문이다. 양지희는 “이 체제에서”는 어 든 문제를 풀고, 공부를 잘하는 것

이 요하다고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사고의 차단은 효과 이었다. 왜냐하면 

“딴 생각”을 안하고, 입시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와서 보면 시야가 정말 좁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오히려 그게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은 많이 됐죠. 요만큼만 보니까. 넓게 못보고. 그 시험공부 
하는데. 딴 생각 안하니까. (이정현)

이들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 역시 “딴 생각”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양지희

는 자신이 진로에 해 고민을 하지 않아서 입시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지, 당시 다

양한 진로를 탐색하여 세상을 다양한 방식 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게 공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는 일이 입시공부에는 

일종의 ‘ ’이 되는 셈이다.

연구자 : 선생님 따로 진로와 관련해서 찾아보거나 내가 앞으로 뭘할까, 뭘 좋아
하나 이런 생각은?

양지희 : 전~혀. 전혀. 일단은 학 가는 게 내 일생 최 의 목표 일단은. 그런 
거는 나중에! 사실 선생님도 그런 건 나중에! 학교 간 다음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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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 그땐 그걸 몰랐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지, 그때 만약에 세
상에 다양한 길이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살고 있
다는 걸 알았으면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김경언은 나아가 어떤 직업이 있고, 자신에게 어떤 진로가 가능한가를 탐색하는 

일을 “낭비”로 보았다. 자신과 진로에 한 탐색이 청소년기 자신에게 요한 학습

이나  다른 공부로 해석되지 못하고 “낭비”로 규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지한 탐

색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시험성 에 따라 학과 공이 계화 되어 있는 입시경

쟁체제에서 요한 것은, 시험공부에 집 하여 최 한 수를 높여 자신의 선택 범

를 넓히는 것이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것보다, “어디든 골라서 갈 

수” 있는 치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 으로 요하 다.

그런 걸 안했어요. 그냥 시험 성적 높이려고 공부만 했던 것 같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떤 직업이 있는 지 이런 건 잘 안 찾아봤어요. 요즘 애들은 막 찾아
보고.. 저는.. 그걸 좀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건 나중에 점수에 또 맞춰 넣고 점
수가 맞으면 그 다음에 뭐, 제일 높다면 어디든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김경언)

“딴 생각”에 한 효과 인 차단을 통해 이들은 ‘시험공부’에 념하 고, ‘공부는 

곧 시험공부’라는 생각이 견고하 다. 다른 종류의 공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게 다른 공부는 시험공부에 한 몰입을 방해하는 잠재 인 이나 경쟁 계로 인

식될 뿐이었다. 

순치된 주체로 자신을 만들어내는 세 번째 양상은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면서” 

입시공부에 몰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비평 화 고등학교를 다닌 김은경과 김경

언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고등학교 생활에서 압박감과 스트 스를 훨씬 심하

게 느 다. 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비평 화 고등학교에서 다시 서열이 

매겨지고, 특별반이 운 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 다. 동료들의 경쟁 인 모습 역

시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뭐 문제를 풀 때도 주변에 해서 약간 경계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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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친구가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런, 불안한 느낌. 자습을 하는데도. 그래서 저 
친구도 보면 수업 시간 때, 자리에 보면 거의 성(城)을 쌓아 가지고 책 놓을 데도 
없고 하니까, 쌓아서 딱 이렇게 숙이고 하면 거의 딱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 친구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면서 좀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때 마음이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김경언)

김은경은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일기를 썼다. 일기

를 통해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그러나 더 열심히 하자” 의지를 다졌다. 일

기쓰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출하고 스스로 로한 후 다시 입시공부에 몰입하도

록 자신을 독려하는 요한 자기 리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으니까, 스스로 일기를 쓰고 계획을 잡고 일기 쓰
고. 다짐이에요. 마음을 다잡는 거. 그냥 현재의 심리상태에 해서 적는 거죠. 힘
들다 하고 결론은 항상 ‘그러나’.. 그러나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거지.. (나는 누구
이고 이 공부 왜 해야 하고) 그걸 스스로 억압시켰던 거 같아요. 그걸 분출시키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자자~ 자제해야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해야지’ 덮고 
덮고 그랬던 거 같아요. ... 그러면서 일기 쓰고. 쓰고 나면 좀 풀리고. (김은경)

입시경쟁은 장기 의 성격을 띤다. 체로 고등학교 6년, 짧게 잡아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장기간의 몰입을 필요로 한다. 그 사이 간, 기말고사와 같은 학교 내신시

험과 국 모의고사를 본다. 성 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조할 때도 있다. 일시

으로 성 이 조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공부에 몰입하도록 하는 “마인드 컨트

롤” 역시 일기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입시경쟁의 성공은 단순한 지 인 훈련을 넘

어서, 자신의 감정을 지속 으로 통제하고 리하는 기술을 필수 으로 동반하는 것

이다.

제가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하는 방법이, 계속 긍정
적인 면을 보는 거죠. ... 마인트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럼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은 이건 실전이 아니다. 수능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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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고 난 아직 시험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마지막엔 여러 가지 수능으
로 가기 전까지 단계 중 하나니까 뭐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전에서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위로를 했었죠. (김은경)

일기는 자신을 “ 로”하고, 부정 인 감정을 “억압”하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도

록 자신을 “다그치고” 하는 방법이었다. 즉, ‘공부하는 나’를 지속 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었다. 반면, 최 인은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 “정신 차리자” 하며 자신을 

직  때리기도 하 다.

딱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한 
단원을 하는 데 1시간 20분이 걸렸다 그러면 내 계획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약
간 밖에서 노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였는데, 자를 갖다 놓고 집중이 안 될때마다 저를 때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
무 웃긴데, 그때는 제 마음 흐트러지니까.. 그게 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계획을, 그때그때 짰던 거 같고 그게 안 될 때는 약간 스스로에 
한 체벌이랄까? 아님 아 그냥 정신 차리자 약간. 스스로 그런 관리를 하려고 했
던 거 같아요 .(최예인)

이들은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 안일한 마음을 직 으로 리하기 해 애썼다. 

공부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행하고, 제 로 수행하지 못할 때 처벌하는 주체는 모

두 자신이었다. 자기체벌은 스스로를 ‘입시생’으로 주체화하고, 입시에 합한 ‘정신’

과 집  상태를 유지하기 한 자기 리 략이었다. 

요약하면,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세 번째 요소는 순치된 주체화이다. 이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 인 에 지를 입시에 가장 합한 형태로 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

치된 주체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자신을 순응하도록 길들이면서, ‘공부하는 

나’, ‘수험생으로서의 나’로 스스로를 주체화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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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형 자기주도성 :  ‘ 자기’  없는 방법론

1 )   ‘ 자기’ 의 부재

( 1)  단한 나 :  “ 아! 나 천재인가 ”

연구 참여자들은 석차와 수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유능감을 확인하 다. ‘

수’와 ‘등수’로 자신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교 1등과 같은 최고의 석차는 자신을 매

우 유능하고 단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최 인의 경우, 단순히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등과 격한 수 차이를 보이면서 1등을 했을 때, “아! 나 천잰가 ”

하며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 다.

1등을 했을 때도 나중에 제가 1등을 했는데 2등하고 꽤 점수 차이가 많이 났
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이제, 그냥 1등만 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
게 막 2등이랑 현격한 점수 차이로, ‘아! 나 천잰가 봐’ 이런 스스로에 한 

견함? 이런 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최예인)

한 ‘만 ’에 가까운 수는 자신이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양지희는 수능 어 모의고사를 보면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어를 잘 하고 하다고 생각하 다. 문제풀이, 그 결과 제시되는 수와 석

차는 이들이 자신이 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에 해 ‘ 단한 존재’

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제 다.

어 뭐 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수능 보면 한 개 틀리고 이랬으니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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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줄 알았잖아. 이 넓고 넓은 영어의 세계에서 참.. 근데 그 때는 수능 
영어가 전부였으니까 저한테는.(양지희)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보여주는 인내심을 보면서 스스로 단

하다고 생각하 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을 입시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데

에는 암기하고 문제 풀고 하는 일 자체가 그리 힘들지 않다는 에 있다.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하는 일이 그리 지겹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진득하니” 앉아

서 공부를 하 다. 뛰어난 인내심의 소유자가 바로 자신이었다.

제가 참 인내심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지겹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못 참을 만큼 지겹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득하니 앉아서 했던 
것 같아요. (양지희)

고등학교 때 최 인은 밤 12시에 학교에 자율학습을 끝내고, 졸려도 “막 기어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독서실에 가서 밤 2시까지 공부를 하곤 하 다. 독서실에 가

서 졸더라도 갔는데, 그런 독한 자신을 보며 “스스로 약간 견하기도”하 다. 

저는 되게 스스로 독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초등학
교 때 그래도 그때 나이 치고는 약간 의지를 갖고 시험 전날에 하고 이러니
까, 엄마가 아 쟤 독하다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좋게 표현하면 의지가 강한? 
나는 약간 독한 게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 해서. 
… 저희 엄마가, 저 보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년이라고. 저희 
엄마는 되게 신기해했어요 저를. (최예인)

 이들은 높은 학업성취도와 독하고 끈질기게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

스로를 단한 존재로 인식하 다. 그러나 역설 이게도 스스로가 이 게 단한 존

재이고,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정말 구이고, 무

엇을 하고 싶은가에 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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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 심성의 취약 :  “ 꿈 없었어요”

사춘기는 흔히 자신을 둘러싼 기존 질서에 의문을 던지고, 나는 구인가, 내가 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에 해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거치면서 인간은 확실

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인기의 삶을 비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기억에 남는 사춘기를 겪지 않았다. 빡빡한 정해진 학교생활을 따라 살

며, 사춘기도 그냥 지나쳐갔다.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정

체성의 혼란기라고 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오는 이

야기”일 뿐, 자신들과는 상 이 없었다. 

사춘기가 없었죠. 착한 학생으로 살았죠. ... (정체성의 혼란) 그건 교과서에 나오
는 이야기고. 나는 혼란은 없었고. ... B 학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공부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도 했고,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
은 편이에요. 특별히 슬럼프가 깊게 오고 이런 타입은 아니어서 그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편이고, 회의나 그런 게 있지 않았던 편인 것 같아요. (양지희)

이들은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 고, 인내심을 가지고 독하게 공부하는 성실한 

학습자 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 그나마 어릴 에는 막연하게 여

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막상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하고 싶은 것이 사

라졌다.

연구자 :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꿈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정현 : 꿈.. 저는 없었어요.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을까? ...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는 생각을 못 했죠. 그 때는.

근데 오히려 정작 고등학교 때 가서는 특별히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에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막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과를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내가 뭐 해야겠다는 딱히 생각을 못하고.. 그
래서.. (양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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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훈은 “ 가 시키면”, “주어진 범  내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하지?” 하는 

고민만을 하 고, 자신의 존재 의미나 앞으로 인생 계획 등에 한 고민은 하지 않

았다. 이는 가 시키는 공부, 범 가 주어진 공부를 매우 효율 으로 자기 스스로 

해내는 주도성을 보이지만, 이것이 자기 심성의 부재 에 나타나는 방법론  자기

주도성임을 보여 다.

그런 누가 시키면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런 고민을 
했지, 나의 정체성에 한 고민은 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하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까? 그런 고민은 안했던 것 같아요. ... 저의 고민의 초점
은 다 조금 공부하고 시험은 잘보고 이런 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변기
훈)

이들이 공부에 있어 자기주도성의 한계는 공부의 의미와 목표를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타자의 논리를 최 한 수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다. 양지희는 공부를 잘 해야 사회에서 사람 을 받고 성공한다는 기성세 의 ‘공

부를 잘 해야 할 이유’에 한 담론을 고스란히 내재화했다. 기성세 의 논리가 이미 

양지희 내부에서 자신의 것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주

의 독려가 없어도 양지희는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갈 수 있었다.

운동을 잘 해야 하고 음악 미술을 잘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때 저는 나는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 너가 공부를 어
느 정도 해야 사람 접을 받고 괜찮은 데 취직하고 그런 주변의 기 . 그걸 제가 
내재화를 시킨 거죠. 단순히 부모님이 기 를 하니까 잘 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
라, 내가 스스로 그걸, 스스로 받아들여서 ‘그래 난 공부를 잘 해야 돼.’ 제 부모
님이 말하는 게, 기성세 가 말하는 게 제 꺼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잘 해야 하
고. (양지희)

  자신의 기 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의 기 와 타인의 시선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경우, 학습자의 주도성은 자신의 내부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

어진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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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저를 바라보는 거를 중요하게 하기보다 
어떤 외부의 기 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부모의 기

도 그렇고, 칭찬받고자 하는 거, 그리고 뭐 특목고 그런 것도 다, 외부의 그런 
거에 좀 더 맞춰가려고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 ‘남들한테 나 어디 다녀요’ 라
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김건우)

이들은 입시공부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 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 으로 이끌

어가는 능력의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 다. 수와 석차는 이들에게 유능감과 확실

한 존재감을 주었지만, 실제로 ‘1등인 나’, 지 와 성취로 환원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한 고민이나 성찰이 부재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험공부 이외에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 손 은 공부하기 싫

다는 생각을 한 이 별로 없는데, 이는 공부 이외 딱히 하고 싶은 별로 없었기 때문

이다. 시험공부 이외에 한 유일한 활동이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다는 손 의 이야

기는 이들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이상 인 학생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시험공부 이

외 스스로 자신의 공부를 리해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의 학습자로서의 한계를 잘 드

러내 다.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 여자 
친구에 한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어디 놀러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도 여행가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때 유일하게 공부 외
에 했던 활동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거? 그거는 이제, 목욕탕 근처
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목욕탕 한번 가면 오락실에 한 2시간 그런 정도? 별로 
없어요. 그냥 했어요. ...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
습? 그랬었어요. (손준영)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궁 해서 더 찾아보거나, 자기 주도 으로 공부하는 것이 

없었다. 교과서로만 공부해도 시험에서 좋은 성 을 받는 데 별 문제가 없었고, 다른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 

책에 한 기억이 학교에서 교과서 외에 다른 책을 봤던 기억 이런 거는 별로 없
던 거 같아요. ... 그때는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제 머릿속엔 없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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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교과서로만 공부하고 그것만 잘 봐도 결과는 나오니까. ...저는 뭐 더 할 이
유가 없으니까. (김경언)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자기’의 부재 상태에서 작동하 다. 문제를 풀고, 뛰어난 성

을 받고, 1등을 하는 확실하고 단한 자신의 존재감이 있지만, 동시에 성 과 석

차로 환원되지 않는 자신이 구인가에 한 심이 비어있고 자발 으로 자기 공부

를 리해나가는 ‘자기’ 역시 부재 상태라는 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자기’ 없는 

주도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2 )  방법론  주도성

연구 참여자들이 등교육 단계에서 보여주는 학습에 한 성향은 시험형 자기주

도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타자와 체제에 의해 분명하게 주어

진 목표와 계량화가 가능한 정제된 지식과 성취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기

제, 두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목표는 스스로 세우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 타자와 체제에 의해 설정되고 주어진 

것을 최 한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어릴 부터 시험에서 성취를 

통해 타자의 기 에 부응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공부의 의미와 목표에 한 

기성세 의 논리를 내재화하 다.  학의 서열화 된 구도 속에서 B 학이라는 매

우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다. 상 학교 진학은 일정한 ‘

수’와 ‘석차’라는 구체 으로 양화된 목표로 설정되었다. 입시 공부는 공부의 내용이

나 범  역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장 잘 발휘한 역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리하는 

것이었다. 즉, 수업 시간 이외 시간에 하루의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는 구체

으로 공부할 내용, 분량, 순서, 시간 배정에 한 것이다.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자

기계획에 충실하고, 계획을 검하면서 목표를 재조정해나가는 것이 이들이 발휘한 

주도성이었다. 공부의 목표와 내용이 매우 확실하게 주어졌고, 확정 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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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성하기 한 학습자의 주도성은 매우 방법론 이고 미시 인 성격을 띨 수밖

에 없었다. 한 주목할 은 이들이 주도하는 공부계획은 어 단어 몇 개, 수학 몇 

문제, 문제집 몇 권과 같이 양화될 수 있는 지식의 성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최 한 수용하면서, 억압 인 학교 환경에 항하

지 않거나 불만을 품지 않고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방식으로 순응하 다. 

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나가지 않고 교사와의 일체화, 출제자의 의도 악과 같

은 방식으로 자신의 사고를 타자의 사고와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 다. 그리고 입시

에 합한 형태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리하고, 시험공부에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들은 모두 “딴 생각”으로 차단하 다. 즉, 시험에 합한 상태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

체계를 맞춰내고 리하는 학습자의 주체성이 배제된 방법론 인 주도성인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매우 자기주도 인 것 같지만, 타율  목표와 리에 종속된 매우 제

한된 자기주도성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이들에게 학습의 자기주도성은 확실한 목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목표

를 최 한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정해진 공부 범  안에서 계획을 스스로 짜고 자

신의 사고와 감정을 리해나가는 방법이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자신에게 주

어진 과제에 한 방법론 인 주도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활동의 목 과 내용에 

한 비 인 성찰을 포함하고(Mezirow, 1985), 자신의 삶의 조건에 한 성찰과 

이를 바꾸어내는 주도성(Brookfield, 1986)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들

이 보여주는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매우 소한 자기주도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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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 :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균열과 유지

1.  시험형 자기주도성 균열의 맥락

1 )  ‘ 풀어진’  목표

입시경쟁체제에서는 B 학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이 목표는 시험공부에 

몰입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그러나 학의 맥락은 분명한 목표가 사라지고, 

단일하게 제시되는 것 없이 목표가 ‘풀어진’ 상태로 있다는 에서 ·고등학교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B 학에 입학하면서 지 까지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고자 

했던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목표가 상실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최 인은 어

릴 부터 가난으로 인해 학을 간에 그만 둔 아버지의 배움의 한을 풀어주고자 

하 다.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을 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생

각은 최 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 요한 동력이었다. 마침내 B 학에 합격하면서, 

최 인은 아버지에게 “해  걸 다 해줬”고, 자신의 일생일 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

고 생각하 다. B 학 합격은 딸로서 아버지에게 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고, 

자신의 인생 목표의 완성을 의미하 다.

나는 모두가 원했던, 아빠가 원하고 내가 원했던 학에 들어갔어. 그때 나는 아
빠한테 해줄 걸 다 해줬거든. 이미 나는 이뤄줬어... 그 이후는 한 번도 나한테 
누가 말한 적 없잖아요. 학 가서 공부 잘 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
은 학만 가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 나는 다 이뤘다. 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의
미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하는 게. (최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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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학에 가라고만 했지, 학 입학 이후의 삶과 공부에 해서는 아무도 자신

한테 말해  이 없었고 최 인 스스로도 생각해본 이 없었다. 공부의 목표이자 

곧 삶의 목표가 완성된 상태에서, 학에서 공부해야 할 의미와 목표는 분명하지 않

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와 달리 공공부에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나?’ 하는 목표 설정이 불확실한 채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는 게 전 이미 학에 들어 온 거예요. 내가 목표로 삼
았던 학은 들어갔어요. 그럼 이 다음의 일은, 내가 꼭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
죠. (양지희)

물론 학에서 일정한 학  이수를 통한 학  취득이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는 목표로서 별 의미가 없었다. B 학 졸업은 B 학 입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

다. 졸업은 입시공부 때와 같이 몰입해야 성취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목표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학이라는 곳의 특징은 ‘주어진’ 목표가 사라진 곳, 변기훈의 말 로 아무도 무엇을 

하라고 “답을 주지 않”고 목표가 풀어져 있다는 이었다. 

뭘 했으면 좋겠다... 학교 때부터 그런 건 좀 있어요. 갑자기 뭐 하고 싶은 거, 
니 하고 싶은 걸 해봐 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해서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
아요. 그거에 해서는 부모님도 답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으니
까... 내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좋을지 이런... 그 판단은 되게 어
렵더라고요. 뭘 해야 좋을지 라는 판단은 너무 어려웠고 (변기훈)

입시공부에서는 분명했기에 그만큼 강한 향력을 행사했던 B 학이라는 목표의 

소멸과 ‘주어진’ 목표가 없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자신의 목표가 다 풀어져버린 학

의 맥락은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균열이 일어나는 한 맥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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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애매한’  공부 내용

학 공부는 공부할 내용과 범 가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는 면에서 ·고등학

교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주어진’ 목표와 ‘정해진’ 공부 

범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 으로 잘 해낼 것인지에 을 맞춘 것이었는데, 공

부 내용이 명확하게 정확하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주어진다는 것은 시험형 자기주도

성에 균열이 일어나는 두 번째 맥락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 수업을 들으면서 학 공부가 고등학교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변기훈은 수업시간에 교수들이 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무엇인

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는 것에 큰 불만을 느 다. 교사가 뭔가 설명하고 

알려주면, 이를 필기하고 암기하면서 교사와의 일치화를 해보겠지만 “정말 뭐 안 가

르쳐”주는 상황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통하지 않았다.

학교 와서는 고등학교 때랑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다 알려주고, 이제 이거 
공부하고 이거 시험보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근데 학교 때는 다 알려주지도 
않고... 정말 뭐 안 가르쳐줘요. 학 때 수업은. 특히 우리 과 수업은 진짜 뭘 
안 가르쳐주고 맨날 선생님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토론만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책만 읽고... 하나도 배운 거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뭘 외워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할... 학교 와서는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변기훈)

변기훈은 공 수업에서 공부한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했다. 그에게 책 읽고 토론

하는 것은 제 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교수에 한 불만을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해 도, “솔직히 공부할 게 없는 거” 다. 왜냐하면, 변기훈에게 공부

는 ‘딱딱딱’ 정해진 내용을 외우고 모르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외워

야할 분명한 지식이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할 지 알 수 없었다. ·고등학

교 때 공부 내용이 ‘뻔하다’면, 학 공부는 공부 내용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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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할 때는 뻔하잖아요. 단어책 사서 보고, 문제집 사서 보
고 그러면 되는데, 학에 와서는 다 풀어져 있는 상태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
어요. (김은경)

공부내용이 풀어져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

고, 단어 몇 개, 문제 몇 개, 문제집 몇 권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의 계량화가 불가능

함을 의미하 고, 공부가 계량화되지 않으니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와 달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형성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계

속 부딪쳤는데, 공공부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필요하다는 이었다. 이들은 입

시공부를 하면서 출제자의 의도 악에 집 하 는데, 학에서 자신의 의도와 생각

을 계속 말하고 로 써가는 일은 “정말 진짜 죽겠는 거” 다. 입시공부가 ‘내’가 없

어야 잘 되는 공부 다면, 학 공부는 ‘내 생각’이 없으면 제 로 할 수 없는 공부

다.

이게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겪는 이게 공부의 전부라고 생
각을 하지, 학교 가서 충격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듣고 처음에 정말 1학기 
때 너무 충격이 컸었어요. 내 생각을 자꾸 말하라는데, 내 생각이 없는 걸 어떡해
요? 아! 정말 진짜 죽겠는 거예요. 서평 써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데 전 서평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진짜. 책을 읽고 ‘아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까지는 알겠
는데, 그래서 니 생각이 뭐야 나와야 하잖아요? 학교는 이제 그게 붙는 거잖아
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괴로웠어요. (양지희)

이는 비단 1학년 때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최 인은 4학년 때도 서평쓰기 과제

를 하면서 교재를 읽고 “다 맞는 얘기”이고, “어우∼잘 썼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

는데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일에 큰 어려움을 느 다. 오랫동안 자신과 타

자를 일치시키는데 익숙해진 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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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공부는 매우 정제된 지식을 다루는 것이었다. ‘딱딱딱’ 

떨어지는 지식을 잘 암기하고, 선다형 문제를 통해 자신이 이해하고 외운 것을 바탕

으로 정답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이들이 즐겨한 공부 다. 그러나 학 공부는 “남이 

씹어서”  것처럼 쉽게 소화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만을 골라내

는 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자신이 “씹어 삼켜”서 자신의 논지를 세워가고 

자기 공부를 구성해나가야 했다. 

저는 그게 편했으니까... 주관식에 비해 객관식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했고, 학교 갔더니 주관식으로 쓰라 길래 ‘아 귀찮다,’ 라고 생각을 
했고. ... 객관식이 훨씬, 뭐라고 하죠, 정제된 정보니까. 훨씬 더 빨리 답하고 이
해되기가 쉽고. 그러니까 ‘남이 씹어서 준다,’ 그런 느낌도 있는 거 같아요. 다 씹
어서 주고, 우리는 거기 안에서 질문자의 의도, 그리고 뉘앙스나 그 문구 하나만, 
‘아닌 것은 같은 것’은 이런 것만 잡아내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
서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어떤 스킬만 느는 거일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보
통 지켜졌고. 학 들어와선 이제 내가 씹어 삼켜야하니까... (김건우) 

김건우는 정제된 지식을 다루는 입시공부가 ‘쉬운 공부’ 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러나 명확한 답이 없는 공공부는 굉장히 답답하고 보람을 찾기 어려운 공부 다. 

한 공공부는 노력을 기울여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입시공부는 공부의 성과를 수와 석차로 계량화하여 이를 통한 자기만족을 추

구할 수 있었다면, 공공부는 그러한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의 기제가 제 로 작

동하지 않았다. 

A학을 하면서 명확한 답이나 이런 게 탁탁 안 튀어나올 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답답했고. 뭔가 딱 팠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피드백! 노력이 있고 피
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였잖아요. 그런데 A학 수업은 특히 그런 게 굉장
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한 방법론도 좀 난감하고, 
노력이 될 때 그거에 한 피드백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부분도, 딱딱딱 이렇



- 103 -

게 예전에 했던 약간 쉬웠던 공부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다보니까. (김
건우)

요약하면, 목표가 풀어지고 공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학 공공부를 하면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에서 시험형 자기주

도성의 균열을 경험하게 되었다.

2.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기능

1 )  좌  :  공부할 사람과 나의 간격

연구참여자들은 타자와의 일치화, 공부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공의 세계에 재

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학 공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나름 로 응해보고

자 노력하 지만,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거의 통하지가 않았다. 무엇을 외우라고 하

면 “들입다 외운다”거나, 군가 무엇을 하라고 정해주면 “경쟁에서 빨리 배우”는 

것은 자신들의 특기 는데,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들은 좌 감을 느 다. 

양지희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일종의 “패

닉”상태에 빠졌고, 졸업할 때까지 이를 잘 극복하지 못했다.

이게 뭐 들입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붙잡고 얘만 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펼친다는 게. 정말 수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건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누가 뭐 체계적으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갭이 컸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랑 학교 공부가 
너무 커서. ... 그걸 죽어라 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이 서야 죽어라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그냥.. 그냥 
길 잃은 느낌으로. 패닉상태였어요 학교 때. (양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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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안 맞는 과를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
는, 추구하는 거였으면, 어떻게 보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누가 이렇게 알
려주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정해진 커리큘럼 
안에서 경쟁에서 빨리 배우고 이런 건 자신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걸 
찾아가 이런 거에서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찾아가야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 방치가 너무너무 많이 되는. 그런 게 좀 학 와서 우
리 과의 그 방치 문화, 방치에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 그래서 저는 뒤늦
게 드는 생각이 ‘아 차라리 법 를 갈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법 나 경제학과. 
나중에 이제 보니까 법 나 경제학과는 너무 이렇게 딱 외우고 외워야 할 게 딱
딱딱 정해져있는 그런 과였고. (변기훈)

변기훈은 “나에게 안 맞는 과를 선택했구나”하는 생각을 하 다. 자신의 심사에 

따라 자기 공부를 해나갈 것은 권장하는 A학과 분 기는 그에게 방치로 느껴졌다. 

변기훈은 외울 것이 딱딱 정해져있다고 생각하는 법 에, 양지희는 이미 다 정해진 

지식을 다루고 자신의 생각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약 나 의 에 갔으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 다. 양지희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쓰는 일이 무 힘들었기에 공부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아 나 공부는 아니다’ 왜냐면 너무 못하겠으니까... 나는, 나는 ‘아 나는 아닌 것 
같애’ 딱! 바로. 1학년 때. (양지희)

공공부에 성공 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좌 도 있지만, 이들은 

같이 입시공부에 몰입했지만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을 잘 써오는 친구들을 보면

서 좌 감을 느 다. 김건우는 수능 시험을 기 으로는 학과 동기들이 수 1∼2  

안에 모여 있을 정도로 비슷한 성취를 보 지만, 학에서의 쓰기에서는 수 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 다. 김건우는 을 잘 쓰는 친구 K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쓰기가 “왜 안 될까” 마음이 답답하 다. 

그때 K의 같은 글을 보면서, ‘야! 글은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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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구나 생각되는 애가 있는 반면에, 그때 맨날 구박 받은 게 OO하고 저도 맨
날 구박받았고. ... 이제 진짜 수능 볼 때는 점수 1,2점 안에 모여 있는 친구들인
데 이 안에서 또 보니까 아 글이나 어떤 거에서 또 차이라기보다는 스펙트럼이 
넓게 펴지더라고요. ... 아 나는 저게 안 되는데, 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생각하고. (김건우)

최 인 역시 자신은 서평이나 을 쓸 때, 도 체 무슨 주제로 어떤 내용을 쓸지 

생각이 거의 없는 반면, 자신만의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 으로 개해

나가는 친구 A를 보면 “ 런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구나”하고 느 다. 최 인이 보

기에 공부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었다.

그런 애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좀 뛰어난 애들. 그런 애들 보면서 아 저런 애들
이 학자가 되는 애들이구나. 저런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구나. ... OO는 생각을 
하더라구요. 우리는 서평도 '아 이걸 어떻게 써' 이러는데 얘는 막 생각을 해. ‘이
건 이거 아닐까’ 이런 얘길 하면, ‘아 저런 생각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그런 
점에서 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쟤는 공부를 해야겠다.’ (최예인)

최 인은 자신의 생각과 궁 증을 가지고 이를 찾아가는 소수의 친구들이 “학자

가 되는 애들”이고, 자신과 부분의 친구들은 하지 않고 시험이나 잘 보는 사

람이라고 구분하 다. 즉, 공공부와 시험공부를 구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느 쪽에 합한 사람인가 배치(positioning)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

인은 학에서 자신이 하면서 시험도 잘 보는  알았는데, “아! 나는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고, 못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평범한 애들 ” 하나임을 깨달았다. 고등

학교 때 2등과 격한 수 차이로 1등을 하면서, 자신이 단하다고 생각했던 최

인은 이런 배치(positioning) 과정에서 좌 감을 느 다.

솔직히 다른 애들은 약간 수능에 잘 비해서 수능 문제를 잘 풀어서 우리 과에 
들어온 애들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 아 나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냥 
외우고 이런 거나 잘했지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똑똑한 사람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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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는 사람 이 카테고리에서, 그 전에는 제가 똑똑하고 시험도 잘 보는 줄 알
았는데 아! 나는 시험만 잘 보는구나. ... 학교 땐 제가 평범한 애들 중 하나니
까, 못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렇
게 안했던 거 같아요. (최예인)

손  역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후배들을 보면서 자신의 수

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되자 “좌 ”하고 공부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마음을 었

다.

‘아 내가 공부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보다’ 생각을 그때 했어요. 공부를, 밤에 공
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는 내가 갈 길
이 아닌가보다. (연구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성취가 느렸죠. 성취가. 
제가 그때 OO학번이랑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나름 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고 하는데 같이 수업을 들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하다보면 걔네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수준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안했을 땐 몰랐는데 공
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수준 차가 확 난다는 걸 제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그 깊이를 내가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그
러니까 제가 거기서 좌절을 한 거죠. ‘아 내가 수준이 떨어지는 구나’ 그렇게 그
냥... (손준영)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상 으로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자 이들은 자

신을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하 다. 이는 입시경쟁체제에서 자신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해온 방식과 련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 일부는 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모의고사 성 을 통해 자신의 국 석차와 

자신이 몇 퍼센트 안에 드는가에 을 맞추어왔다. 이들은 학 입학 이후에도 타

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를 할 사람인지를 단했다. 손

의 말 로, “80이나 90만 돼도 충분히 공부하는 사람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지만, 

최고의 성 을 지향하고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 던 이들에게 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최고의 수 에 도달하지 못할 공부는, 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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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었다.

저는 계속 이제 좀 최고를 지향을 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에 있어서 저는 
이제 100이라고 하면 100을 지향을 하는데 내 수준은 70밖에 안 된다는 걸 안거
죠. 70밖에 안되더라도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100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100이 안되더라도 80이나 90만 돼도 충분히 공부하는 
사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100이 안 되겠구나 라는 걸로 그냥 포기를 한 거
예요. ...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런 건데. 공
부에 해서 제가 ‘아! 내가 볼 때 높은 수준에 다다라있는 친구들을 못 따라잡겠
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 100까지는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접어
버렸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 같아요. (손준영)

공부에 있어서 “최고를 지향”해왔고 뛰어난 학업성취를 보 기에, 자신이 최고의 

수 에 있는 사람들을 못 따라잡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들은 빠르고 선명하게 ‘공부

는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을 수 있었다. 손 은 자신이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

고 단을 내리고, 공 수업은 딱 졸업할 수 있을 만큼의 최  기  학 만을 들었

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공공부에서 자신들이 형성해온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작

동하지 않음을 감하 고, 공공부는 새로운 ‘자기’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

달았다. 이들은 자신이 지 까지 공부해온 역사, 학습자로서의 자신에 해 성찰하

며 자기주도성을 확장하고자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요하고 외울 것이 분명하지 

않은 A학은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A학과 자신을 분리하거나, 공부할 사람과 자

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응하 다.   

이들은 제도 으로 주어진 학업에서의 몰입과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일차 으로 

불안을 느 다. 학교 공부에 몰입하고, 성공하면서 최고의 지 를 려온 이들에게 

학 공부에 몰입이 잘 되지 않고, 노력해도 쉽게 응이 되지 않고, 자신보다 탁월

하게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들은 기본 으

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공부를 통해 성공하고 인정 받아본 경험 이외에 다른 방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은 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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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귀 :  고시

( 1)  주어진,  분명한 목표

공의 세계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력한 안으로 떠오른 것은 고시

다. 고시공부는 자신이 익숙한 공부의 세계로의 회귀를 의미하 다. 시험공부를 통

한 성공경험 밖에 없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

황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시 시험을 비하는 것이었다. 양지희는 공공부는 

도 히 못하겠다는 단을 내리고 나니, “그때 딱 에 들어오는 게” 고시 기에 고

시공부에 념하기 시작하 다. 

여전히 저는 그 (전공) 세계에 못 들어갔으니까. ... 그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고시였죠. 내가 공부를 할 게 아니면 나가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겠다. 난 여
기서 이렇게 내 생각 풀어쓰는 글을 쓰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때 일순위로 고시를 제일 생각할 수 있었죠. 행정고시
를 이제 공부를 했었죠. (양지희)

고시공부를 시작하는 데에는 부모의 향이 강했다. 김건우 아버지는 김건우가 

학에 들어가자 “사시 볼래, 행시 볼래?” 하고 물었다. “고시 할래, 다른 거 할래?”가 

아니었다. 고시 말고 다른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고, 아버지의 오래된 “로망”을 잘 

알고 있는 김건우는 아버지가  선택지 에서 사법고시를 선택하 다. 학시 에

도 김건우에게 아버지의 기 에 부응하는 것은 매우 요한 삶의 원동력이었고, 

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만큼 하고 싶은 것이 없었다. 

아버지의 어떤 기 나 그런 걸 거스를만한.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좋아하
는 걸 발견을 했다. 그랬다면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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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질만한 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하는 거죠. 그 전에 공부도 그렇게 했듯이. 그 전에 공부도 내가 이게 
엄청 좋아서 했던 건 아니고 다만 공부를 계속 .. 이걸 해야 했고. 이거 잘 하면 
어느 정도 계속 피드백이 오니까 계속 했던 것처럼. (김건우)

김건우는 ‘그 에 공부도 그 게’ 해왔기에, 고시공부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지 않

았다. 이들에게 공부는 자신이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상황에서, 잘하면 ‘피드백’이 계속 와서 싫지 않은 것, 자신의 삶의 ‘차선

책’ 이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해서 하는 공부가 

바로 입시공부 고, 한 고시공부 다. 

이는 변기훈 역시 마찬가지 다. 변기훈 어머니는 법 를 가야만 고시를 볼 수 있

는  알고 있다가 주 에서 행정고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법 가 아

니어도 시험만 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기훈에게 행정 고시공부를 하라고 권유

하 다. “뭘 할까 이런 고민을 좀” 주체 으로 했어야했는데, 변기훈은 이번에도 그

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받아 고시공부를 시작하 다.

엄마는 이제 법  가면 못가면 그것도 못 보는 줄 알았고, 그래서 처음에 1,2년 
동안 얘기를 그런 얘기를 안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 ... 그러다가, 또 어디서 
그니까 웃긴 게 누가 이제 행시를 공부한다고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친구... 그
러니까 행시가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
보다가 그거는 뭐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시험 보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
기를 하니까, 그럼 그거 하라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 그러니까 ‘뭘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야 했는데 그냥 또 약간 떠밀리다시피 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 같애요. (변기훈)

이들은 학생이 되었지만, 여 히 부모의 기 에 의지하여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에 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들이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없었기 때

문이었다. 이들은 공의 세계에 제 로 들어가지 못하고,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진지한 진로 탐색이 부재한 상태에서 고시를 선택했다는 공통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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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말... A학과에 가서 뭔가 진로를... 뭘 하고 살지 결정을 해야 하고, 몇 가
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을 할 만큼 제가 그렇게 하
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구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 현실적인 것도 컸구요, 뭐 안정적인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신분보장. 그
런 공무원의 현실적인 측면도 되게 컸고. 또 부모님의 기 . 이런 거. ... 그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행정고시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직접적
으로. 그리고 저도 그때 막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없었기 때
문에, 그런 것들 그냥~ 했었죠. (이정현)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없고 공부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B 학 합격을 

해 공부를 해온 것처럼 이들은 이제 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해 공부를 시작하

다. 고시공부를 시도했던 이정 , 김건우, 변기훈, 손 , 양지희 5명은 고시공부

에 한 특별한 거부감이 없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외우고, 문제 풀고, 시험 비하

는 과정이 그리 싫지 않았다. 힘든 고등학교 생활도 이겨냈는데, 이 공부도 “하면 하

는” 것이고, “입시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능력”에 한 자신감이 있었다. 이는 입시

공부에 몰입하고 성공했던 경험이 입시 이후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기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시공부에 한 거부감) 그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생활을 어쨌든 버텨냈기 
때문에, 뭐 1학년 때 마치고 빨리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해봤는
데 할 수 있겠지 정도. 공부는 하면 하는 거죠. 힘들긴 하겠지만 못 할 것까진 없
다고 봤어요. (손준영)

공부도 다른 여러 능력이랑 비슷하게 공부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
람보다 공부를 하는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입시에 필요한 공부를 하
는 능력... 아까 말한 그런 암기력도 그런 거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정현)

부모에 의해 ‘주어지고’ 고시 합격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하는, 입시 때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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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 속에서 이들은 다시 시험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다.

( 2 )  계량화된 공부의 즐거움과 안정감  

고시공부는 입시공부를 통해 형성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잘 작동되는 장이었다. 

변기훈은 고시공부를 하는 것이 단순히 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되게 재미”있다

고 느 다. 왜냐하면 고시공부는 외울 게 많기 때문이었다. 외울 것이 분명하게 있다

는 것은 곧 공부의 계량화를 의미하고,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 기제의 작동가능성

을 의미하 다. 변기훈은 고시공부를 하면서 공공부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배운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다. 이제야 학에 와서 제 로 공부를 하는 것 같

았다.

외우는 거 많죠.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자체는 좋았어요. 고시공부가 더 맞았어
요. 저와. 시간이 되게 잘 가고 공부 하는 것도 ‘아! 이건 공부 하는 것 같다’ ... 
강사가 알려주잖아요. 나는 하나도 모르는 거였으니까 들으면 ‘아~ 아~’ 이렇게 
알고, 그 들은 걸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과
정에서 ‘아 내가 뭔가 그 전에 모르던 걸 이렇게 알았다’는 느낌도 있었고. 이렇
게 아는 게 시험을 보는 거고, 시험 보기 위해서 아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강사들
이 엄청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유형까지도 해서 다 알아서 가르쳐주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 한마디로 내가 돈을 내고 배우는 거잖
아요. ‘돈을 내고 배울만하다’는 느낌이 드는. 학교에서는 한 번도 그런 느낌이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학위를, 나중에 졸업이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지. (변기훈)

변기훈은 고시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모르던 것을 배우고, 이를 이해

하고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즐거웠다. “아! 내가 에 모르던 걸 이 게 알았

다”는 느낌만큼, 뿌듯하고 자신이 확실하게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없었

다. 지식을 효율 으로 달하고, 시험 유형까지 자세히 분석해서 가르쳐주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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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변기훈이 보기에는 훌륭한 선생이었다. 

고시공부나 공공부보다 자신한테 더 잘 맞는다고 느끼기는 김건우 역시 마찬가

지 다. 김건우는 사법고시 비에 도움을 받기 해 법학을 부 공하 다. “법학도 

그 자체로 학문만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 에 시험이

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사시 과목에 을 맞추어 공부하 다. ‘펼쳐져 있는 그

런 해답이 아니라, 착착 짜 맞춰서 들어가서 결론이 나오는’ 형법과 같은 사시 공부

가 매우 재미있었다.

어떻게 보면 문과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이과적인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이과적
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펼쳐져 있는 그런 해답이 아니
라, 착착 짜 맞춰서 들어가서 결론이 나오는. 그런 거에 훨씬 가까운 게 많거든요 

부분의 수업이. 그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수학 같은 느낌이라. 공식을 잘 외
우고 그 공식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딱 끼워 맞춰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도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한편으론 굉장히 문과적인 듯하면서도 굉장히 이과적이라. 
...되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김건우) 

이 게 외울 게 딱 있는 공부, 정제된 지식을 다루고 이를 정리하고 이해하여 시

험 때 ‘쓸 거리’가 있는 공부는 하기 편했다. 이는 단순히 고시에서 다루는 지식의 수

이 높다, 낮다하는 난이도 면에서 편했다기보다는, 지식의 성격과 그 지식을 다루

는 방식이 익숙하고 능숙한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수업보다 쉽다, 어렵다의 문제는 그냥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의 문제는 아닌
데, 편하긴 해요 공부하기. 왜냐면 우리 과 공부는 특히 시험 볼 때 특히 OO과목 
같은 경우 뭘 공부해갈지 모르잖아요? 이거 놀고 가자니 뭔가 찜찜하고 그렇다고 
공부하자니 책 읽어도 별건 없고. 그런데 이제 신 여기는 뭔가 내가 하면 한 
만큼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다음 날 쓸 거리가 생기니까. (김건우)

·고등학교 때 입시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시험공부 하는 능력”은 실제 고시공부

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학 입시공부와 고시공부에 필요한 능력 사이에 상당한 공

통 이 있었다. 이정 이 보기에, 시험공부를 하는 능력은 한동안 쓰지 않았다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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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자신에게 체화되어 있는 능력이었다. 

연구자 : 중·고등학교 때 시험공부 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이정현 : 네. 그런 능력. 그렇죠. 행정고시공부를 하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었죠.
연구자 : 근데 학 와서 한동안 그 능력을 안 쓴 거잖아요?
이정현 : (그 능력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쓴다고 해서. 조금 떨어질 수  
         는 있겠지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능력은 단순히 ‘암기력’과 같은 지 인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

가 없더라도 목표를 해서는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정 은 

변기훈이나 김건우와 같이 고시공부에서 다루는 지식의 성격으로 인한 직 인 재

미를 느끼지는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공부 그 자체로 별 의미나 흥

미가 없어도 “그냥 꾸 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시공부) 재미는 없었어요. 저는 공부가 재미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고...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죠. 왜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시험을 합격
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다른 공부 할 때 보다는 그랬는데... 그런 이제 계
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 그냥 꾸준히는 했던 거 같아요. 계속 그 기간 동안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꾸준히는 했던 것 같고요. (이정현)

물론 모든 사람이 고시를 한 것은 아니었고, 개인차가 있었다. 김은경은 고시공부

를 하면 학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 “도서 에서 2∼3

년을 썩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자신의 청춘이 아깝다고 생각되었다. 한 자신의 

20  반을 고시에 쏟아 부을 만큼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에 한 열망이 크지 않

았다. 이는 최 인 역시 마찬가지 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별로 매력 으로 보이지 않았다. 김경언의 경우는 고시공부에 해 강한 거

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입시공부에 무 질렸던 김경언은 “ 같은 공부”를 다시 반

복하고 싶지 않았고, 이 공부를 통해 얻을 보상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 다.



- 114 -

그때 고시공부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집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고시가 되면 얻게 되는 직장이 안정적이고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너무 
싫고... 고등학교 공부 같고. 너무너무. 고등학교 준비하는 그 과정이랑 거의 똑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걸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 때 어디 가지도 않고 앉아서 무
식하게 했던 그 공부를 다시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그때는 3년 지나면 어떻
게든 더 이상 안 할게 있었지만... 그런 거는 정말. (김경언) 

고시를 통해 얻는 보상에 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고시공부에 한 반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고시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다

고 느껴지는 선택지 에 하나 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본격 인 고시공부를 해 

휴학을 하고 고시 학원과 학교 도서 을 오가는 삶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와 같이 

‘정해진 삶’을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고, 공부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공부의 계량화를 통해 이 과 같이 구

체 이 공부 ‘계획’을 세우고 매일 이 계획을 달성해가는 삶은 이들에게 목표가 다 

‘풀어진’ 학에서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3 )  안주 :  ‘ 소거법’ 을 통한 진로 선택

학에서 목표가 풀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학 공부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공 이외 많은 자유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가 하는 

일상의 목표, 삶의 목표가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에서 자신의 졸업 후 진로에 해 탐색하고, 이를 한 비를 스스로 해 나가야

했다. 학에서도 군가 “자 이거 해!”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하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참여

자들은 학의 달라진 맥락에 쉽게 응하지 못했다. 시키는 것을 어떻게 효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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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것인가에 한 고민만 하고 살다보니, 자기 목표를 만들어야하는 학에 잘 

응하지 못했고 시간은 방 흘러갔다.

그냥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에 한 고민만 하고 살다 오니
까, 나중에 학교 와서 그거를 이제 못했던 거죠. 학교 와서도 ‘자 이거 해!’ 
이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이걸 해’ 라고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부웅~ 하고 지나가버리는 거죠. 난 노는 거는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아서 노는 경우에선 후회는 없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 공부는 
정말 학교 와서는 거의 안했던 것 같아요. 뭐 아 이게 진짜 좋아서 공부를 하
거나 한 게 없어서... (변기훈)

연구참여자들은 특별한 목표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A학과라

는 울타리 안에 주로 머물 고, 학과 선배들이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시간을 많

이 보냈다. 이들이 극 으로 외부의 세계를 탐색하지 않은 것은 꼭 A학과 분 기

가 좋고,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김경언은 지 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 야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한 이 없

었다.

이걸 벗어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못했던 거 같고. 제가 행동반경이 그렇게 넓거
나 그런 편은 아니네요. 거기에 그냥 있었던 거죠. 그게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과 밖의 세계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제가 삶에서 그렇게 했던 적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김경언)

 당시 A학과에는 몇 개의 학회와 주로 신입생들을 한 세미나가 있었고, 학회와 

세미나 내용 에는 사회비 인 성격을 담고 있는 내용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 지만, 이러한 활동이 이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는 못했다. 산층 출신인 최 인에게 이러한 공부는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았고, 

“사회에 한 심”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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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간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 쪽에. 제가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역사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그때 운동권 분위기가 좀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유하진 않았어도 그냥 중간정도 살다 보니, 뭘 그렇게... 나는 
어려운 거 잘 모르겠고. 그랬던 것 같고. ... 사회에 한 관심이나 세미나 열심
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최예인)

연구참여자 에는 극 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 일에 몰입한 경우

도 있었다. 김은경은 학에 오면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 다. 억압 인 입시공

부 환경에서 몸을 움직일 기회가 워낙 다보니, 학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

고 싶었다. 입학 후, 김은경은 춤 동아리에 들어 춤을 배우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데 

몰입하 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추고 싶었던 춤은 운동권에서 추는 춤이 아니

라 ‘진짜 춤’이라는 생각에, B 학 외부의 ‘진짜’ 스연합동아리에 들어 “ 스스포

츠, 재즈 스, 라틴, 살사, 스윙 이런 거”를 부 배웠다. 김은경은 춤을 연습하고 무

에 올라 공연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김은경을 보면

서 부러웠고, 왜 자신은 분명한 목표나 몰입할 상을 찾지 못 하는가를 고민하 다.

춤에 미쳐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무용이나 뭐 이런 댄스 동아리 종류 불문하고 
되게 ‘쟤는 참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저런 거 못 찾고 그냥 왔다 갔다~ 놀고 
뭐 이렇게 살고 있나’ (김경언)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을까?” 하는 질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앞으로 삶에 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들은 10  입

시공부를 통해 ‘사춘기’를 겪지 않았기에, 이는 이들의 유 된 발달과업이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과 진로에 한 탐색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B

학’에 들어왔다는 안정감이 매우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구인가’는 쉽게 

‘나는 B 학생이다’라는 것으로 체되었다. B 학 입학이 주는 안정감은 상당히 컸

다. B 학에 입학한 것만으로 이미 상당히 안정된 삶의 궤도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진로 탐색은 그리 박한 문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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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다니면서 아 진로탐색은 어떻게 했나. 저는 진로탐색은 별로 걱정을 안 했
어요. 왜 안 했는진 모르겠는데. 뭐,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낙관적
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 ‘설마, B 학 어디 나왔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 좀 
더 늦게 되거나 할 순 있겠지만 그게 안 되겠어?’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별로 걱정이 크게 없었어요, 그거에 해서. (김경언)

(진로 탐색)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B 학 온 걸로 ‘이미 어느 정도
는 결정이 됐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정현)

이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해 살 것인지에 한 그

림이 불확실한 상황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최 인의 ·고등학교 때 꿈은 외교

이었는데, 외교학과가 아닌 A학과를 온 상황에서도 굳이 외무고시공부를 해야겠다

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외교 이라는 꿈 자체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한 

진지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 직업  하나를 선택한 피상 인 

것이었기에 쉽게 을 수 있었다. 한 외교 의 꿈을 고 당장 꿈이나 비 이 없

다고 하더라도 B 학에 들어온 것으로 이미 자신의 삶에서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다

고 생각되었기에, 이들은 조 하지 않았다.

학 때 아무 생각 없이 놀다보니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외교학과가 아니지만 시험을 봐서 외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난 일단 A학과에 왔으니까 뭘 또 여기서 굳이 외무고시를 
봐서, 외무고시공부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굳이 여기서... 그 정도의 목표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면 했겠죠. ... (B 학 들어온 걸로) 상당부분 이
뤘죠. 다 이뤘다 이런 생각으로 1년을 놀다 보니까 그 다음은... (최예인)

B 학이라는 이름에 기 어 진로 탐색을 유 하다가 3, 4학년이 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생각하며, 부 공이나 복수 공을 선택하고, 인턴생활을 하

는 등 나름 로 진로를 모색하는 활동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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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지한 계획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최 인이 B학과 복수 공을 신청한 과정

은 “뭘 하나를 해야겠는데” 하는 불안을 느끼면서, 몇 가지 선택지 에서 하나를 고

르는 소극 인 탐색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때도 정말 진로에 한 생각이 없었던 게, 제가 B과 복수전공을 한 걸 보면 진
로에 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애초에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경영학과를 
할 수도 있었고 내가 회사를 갈 생각이었으면. 그리고 아니면 정말 공부하고 싶
은 게 있어서 A처럼 □□과를 한다던지 그런 게 아니라, 뭘 하나를 해야겠는데 
약간 타 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단  안에서는, △△는 좀 쎄고 B는 쓰
면 약간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애 이래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
각해보면 너무 개념이 없었던 거지. 진로에 한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짓은 안 
했을 텐데,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거죠. 뭐 하려고 
이걸. ... 애초에 기준이 없었잖아요. 앞으로 뭘 하겠다든지 뭔가 지향점이 있었
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서 이건 아니야 아 이게 좀 낫겠네, 
이 정도 고민은 했겠죠. (최예인)

이들의 진로 탐색 과정의 특징은 “지향 ”과 “기 ”이 없다는 것이었다. 무엇을 

향한 지향 과 선택의 기 은 ‘자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자기’가 부재한 상

태에서 진로 탐색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가 아니라 

재 자신에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경계를 설정하고 ‘이것보다 것이 낫겠다’ 와 같

이 매우 제한된 선택지 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변기훈은 사정이 생겨 고시를 ‘ 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학

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가서, 만난 분이 제안해  로 특정 기업 인턴근무를 하

게 되었다. 이는 자신의 고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해보는 것이었다. 

그건 그냥, 리쿠르팅(recruiting) 같은 걸 갔는데 (학교에서 열린 기업들의 취업설
명회) 거기 갔다가 이제 그냥 거기 리크루팅 하시는 분이랑 얘기가 돼서... 이것
도 마찬가지에요. OO회사에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만나서 그냥 상담
을, 앉아보라고 해서 상담을 받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엔 이렇게 리크루터가 아이
디어를 줬어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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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크게 고민을 안 했어요, 인턴이기도 했고. 그냥... (변
기훈)

불안 속에서 소극 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던 이들은 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

를 결정해야했다. 이들은 자신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선택지 에 하나씩 지워가고 남는 것을 선택하는 ‘소거법’을 따랐다. 그런데 연구참

여자들이 자신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선택지는 매우 유사하 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직업군들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를 정하고, 그 중에서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회
사를 선택하게 된 게, 꼭 학에서 많은 걸 고민해서라기보다 일종의 소거죠. 공
부? 아닌 거 같애, 교사? 아닌 것 같애. 고시? 고시 그때,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준비할 자신이 없었어요. 고시는 그거 땜에 끝난 거고. 이거 아
닌 거 같고, 이거 아닌 거 같고. 그럼 남는 거 이거네? 이거 해야지. 회사 가서 
내가 회사원 일을 하면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 전혀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니까. (손준영) 

군  갔다 오면서 크게 학원을 가느냐, 고시공부를 하느냐, 취직을 하느냐 셋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를 ‘아! 이젠 뭐 몇 개 안되니까 고르면 되겠다.’ (변
기훈)

모든 것이 열려진 목표에서 이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선택하기보다, 몇 가지로 압

축하여 “이젠 몇 개 안되니까 고르면 되”는 편한 길을 택하 다. 목표가 다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진로의 ‘객 식화’를 추구하 다. 이는 5지 택일과 같은 선다

형이 단순히 시험출제방식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넘어 삶을 구성해가는 방식으로 작

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 재학 시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정 과 진로를 정하지 못한 졸업 후 바로 입

한 김경언과 김건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취업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취업을 선택할 때 어떤 회사가 있는지, 자신이 어떤 회사와 잘 맞을까, 어떤 

목 과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는 요한 것이 아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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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래도 B 학 나왔는데” 회사에 취직할 것이라면 구나 알아주고 을 많

이 주는 곳에 가고자 하 다. 양지희는 자신이 고시에 불합격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

기로 하면서 자신이 고시 합격하여 고 공무원이 되거나 검사가 되는 사람들에 비

해 “낮춰서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내가 낮춰서 간다는 생각은 되게 들었어요. 좀, 고시나 그런 거는 더 높은 걸
로 쳐야 하나, 높다고 쳐야 하나? 근데 떨어졌고. 뭐 다른 정말 연봉 센 컨설팅 
회사 같은 데는 내가 못 보겠고. 그렇게 내가 똑똑하진 않은 것 같고. 무난하게. 
(양지희)

낮춰서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요시 한 것은 기업체 에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교사에 한 꿈이 있지만, 학교만 아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일단’ 회사를 다녀보기로 했던 김은경은 K라는 

구나 아는 기업에 합격하 지만 입사를 포기하 다. 자신이 회사에 다닌다면 

“사기업 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M기업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하고 생각했기 때

문이었다. 기 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 다.

K가 참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 회사에서 경험한다면 그 당시 사기업 중
에서 최고라고 하는 M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내가 K를 다니면 M에 못가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최종으로. 그 다음엔 M 지원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회사 생활 
더 경험하고 싶으면 M 들어가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변 선배들의 말을 들
어 봤어도 M 다닌 사람 최고로 쳐줬기 때문에. (김은경)

이들은 학 시  처음부터 회사 취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탐색

하다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선택한 것이라 실제로 취업 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아는 A학과 선배들 에서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이들도 

극 으로 취업 정보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손 은 인터넷 상에

서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의 존재조차 몰랐고, 자기소개서나 모의 면  연습 없

이 “쌩으로” 입사 시험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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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많이 안했어요. ... 뭘 준비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심지어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얘긴데,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카페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거도 몰랐어요. 그런 존재조차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영어 점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토익을 공부하자. ... 원
서 쓰면서도 참 그랬죠. 자소서(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런 거 하나도 안했고 모의
면접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냥 쌩으로. (손준영)

군 를 다녀온 후, 취업이 다소 늦어진 손 이 그래도 취업을 해 토익 공부를 

하자고 생각하고 비를 한 반면, 양지희는 회사에 지원서를 내기 까지 토익 한 

번 보지 않았다. B 학을 다니면서, 굳이 토익을 보아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이 학 다니던 시 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 토익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분

기도 아니었다. 

요약하면, 이들은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정해주지 않는 학에서 B 학

이라는 이름에 기 어 진로 탐색을 유 하고, 졸업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안을 느끼

면서 소극 으로 진로 탐색을 하다가 졸업을 앞두고 익숙한 ‘소거’의 방식을 통해 자

신의 진로를 확정하 다. 이들은 ‘자기’가 없는 방법론인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한계

를 느끼면서도, 이를 극 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 다.

3.  ‘ 자기’  없는 방법론의 유지

학의 ‘풀어진’ 목표와 ‘애매한’ 공부 내용은 ‘주어진’ 목표와 ‘정해진’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 없는 방법론인 시험형 자기주도성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연

구참여자들은 학 공공부를 하면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 공공부는 교사와의 일치화, 출제자의 의도 악, 공부의 

계량화를 통한 계획 세우기와 자기만족 기제 등이 기능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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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시공부에서 보여줬던 공부의 주도성 상실을 의미하 다.

학 공은 이들에게 ‘자기’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고, 로 쓰고 이에 기 하여 

자신의 공부를 구성하고 확장해나가길 요청하 다. 입시공부가 자신이 없어야 더 잘 

되는 공부 다면, 학 공공부는 ‘자기’가 없으면 제 로 할 수 없는 공부 다.

연구참여자들은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해온 

공부의 역사, 학습자로서의 자신에 해 진지하게 성찰을 하기보다 A학 공부는 자

신과 잘 맞지 않는 공부이고, 자신은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고 선을 는 방식으로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경계 안에 안주하 다. 이들은 학 공이 요구하는 새로운 

‘자기’ 주도성을 만들어내기 해, 자신에게 익숙한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바꾸기 

한 자기변형을 극 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자기변형 과정이 필수 이라

고 느끼지 않았고 변형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왜냐하면 

자기 변형을 하지 않아도 학 을 이수하고 B 학 학 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A학과 입학 당시 A학 자체에 한 큰 학문 인 흥미와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

었기 때문이다. 학문 세계로의 진입은 박한 목표가 아니었고 한 공공부 이외

에도 고시를 통해 사회 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안정된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

다. 연구참여자  상당수는 공공부에 몰입하는 신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통하는 

고시를 선택하 고, 주어진 목표와 공부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정해진 삶에서 안정

감을 느 다.

학의 맥락은 ·고등학교 때와 달리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된 특정 목표가 주어

지지 않고, 개별화된 목표의 출 을 요구하 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목표’를 제 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입시경쟁체제에서 시험공부 이외의 다른 생각이나 욕구는 “딴 

생각”으로 규정하고 차단하며, ‘자기’의 독특성이 배제된 ‘공부 잘하는 나’를 만들어

온 연구참여자들이 ‘주체 ’으로 자기 학습을 만들어내는 ‘학습의 개인화

(individualization of learning)’(Merriam & Caffarella, 1991:218)는 어려운 일이

었다. 무엇인가 주체 으로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이, 입시에 성공

한 우수한 학습자인 연구참여자들이 ‘학습자’로서 탈입시 상황에서 부딪치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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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계 다. 

내가 내 삶을, 나를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돌아보는... 그런 거, 어떤 목표에 
해 고민 없이, 나에 한 고민보다는 그냥 그 주어진 걸 얼마나 잘하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한 체제 안에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그 체제 
밖으로 딱 던져졌을 때에는, 그러니까 정말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하지? 너가 하
고 싶은 게 뭐야? 선배들이 물어보면... 한 번도 그런 거에 해서 생각을 못 해
본 거지.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거에 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 시험공부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있는데, 학교에 딱 와서는 이
제 뭔가 하고 싶은 걸해야 하잖아요? (변기훈)

이들은 왜 자신은 하고 싶은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하기도 하 는데, 이러한 고민은 

‘자기’가 없는 방법론에 한 진지한 성찰을 통한 자기 변형의 토 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았다. 10  입시공부에 몰입하면서 사

춘기를 제 로 겪지 못했기에 학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해 천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지만, 이들은 학에서도 ‘B 학’이라는 이름에 기 어 극 으로 자신

과 진로에 한 탐색을 하지 않았다. B 학이 주는 안정감은 ‘나는 구인가’ 에 

한 진지한 성찰을 ‘나는 B 학생이다’이라는 분명한 정체감 속에서 다시 유 시키는 

조건으로 작동하 다. 학력사회와 학벌주의가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기업

에 취업하는 것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고 구체 인 비도 제 로 하지 않았

다. 취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구나 다 인정해주

는 국내 ‘최고’의 기업에 입사해야한다고 생각하 다.

요약하면, 이들은 개별화된 ‘자기’ 목표를 요청하는 학의 맥락에서 공부할 사람

과 자신의 분리, 고시로의 회귀, B 학이라는 이름에 기  진로 탐색의 유  등의 

방식으로 ‘자기’ 목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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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직업세계 :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변주와 지속

1.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경계 안주

1 )  ‘ 열려진’  목표와 학습 내용

 
직업의 세계는 경우에 따라 승진 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의 목표와 내용을 분

명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분은 분명하게 주어지는 목표가 없고, 학습

의 내용도 열려져 있었다. 변기훈은 27세에 한 기업의 카드회사에 입사하 다. 그

는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특별한 이유나 목 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 회사는 

인턴을 했던 곳인데, 익숙하기도 하고 지원하면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른 

회사에 해서 별로 알아보지 않고 이곳에 지원하여 합격하 다. 변기훈은 B 학을 

나와서 교수가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여 검사 등을 하지 않고 기업체에 취직할 때 

“사람들이 날 안쓰럽게 보려나” 하고 반에는 친척들이나 주  사람들의 반응이 신

경이 쓰이기도 하 다. 그러나 곧 변기훈은 회사 생활에 만족을 느 다. 왜냐하면 회

사생활은 고등학교 때와 같이 일과와 해야 할 일이 정확히 정해져있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상당한 자율이 주어졌던 학교 때와 비교하면, 이런 정해진 삶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 다.  

일과가 거의 정해져 있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일이 거의 빡빡하게 정해져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몇 시까지 뭘 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딱딱딱 정해지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뭐 
또 좋을 수도 있는 거 같애요. ... 만약에 학교도 막 그렇게 정해진 시간까지 
나와서 정해진 로 시간표 짜져 있고 공부하고 이랬으면, 더 많은 걸 오히려 배
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정해
져 있는 틀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 125 -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도 같아요. (변기훈)

변기훈은 콜센터 직원 교육  리 업무를 맡았다. 변기훈이 처음 입직할 당시 

자신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 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선배들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었다. 딱히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배

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응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회사 다른 직원과 갈등을 겪으면서 신입사원 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에 진학할까 고민하 다. 진로를 바꿀 요한 선택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변

기훈은 학원 진학의 생각을 곧 었는데, B 학 A학과 학원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단했고, 자신에게 익숙한 곳 이외의 다른 학이나 다른 학과

를 갈 만큼 분명하게 ‘공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회사 그만 두고 학원 가서 한 번 해볼까? 1, 2년차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
요. ... ( 학원에 가면) 나 혼자 계속해서 그걸 찾아야 하잖아요. 한마디로 논문
을 쓸래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논문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아 그 주제를 
정하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고, 계속 그 ‘아 주제 뭐하지, 뭐하
지?’ 아마 주제 또 숱하게 바꾸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맞
고. 막 타이트하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학원은. 
... 저는 우리 과 선생님에 한 불신이 엄청 심하거든요. 불신이라는 게 이제 몇
몇 교수님들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너무 안 가르쳐주고. ... 
본인들이 그렇게 안 배우고 알아서 하셔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
인 것 같고. (변기훈)

변기훈은 이미 학 공과 자신이 ·고등학교 때 형성한 시험형 자기주도성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을 감하고,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과를 선택했다고 후회한 

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학도 아니고 학원에 간다고 하면, 자신이 논문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 히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조건이라면, 시키는 로 따라가는 것은 잘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심사에 따라 자율 으로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 다. 

변기훈은 학원 진학의 생각을 고, 자신에게 주어진 회사의 일을 어떻게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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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 것인가에 주력하 다. 변기훈은 직장으로 이행한 이후에도 “ 가 뭘 하라

고 하면 그거 잘 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 다. 그러나 군가에 의해 목표가 주

어지지 않고, 다양하게 열려있는 가능성 에서 자신의 목표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

황에서는 여 히 “내가 뭘 하지? 뭘 해야 하나?”에 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못했

다. 고등학교, 학교에 이어 직장생활에서도 이러한 자기 자신과 삶에 한 성찰을 

제 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 없는 방법론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 변기훈은 자

신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최 한 효율 으로 끝낼까하는 고민은 많이 하 지만, 자

신이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 즉 자신의 직업과 련된 ·장기

인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학원은 이제 안 다니고, ‘아 학원은 다니면 안 되고 나는 그냥 정해져 
있는 이 길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한 고민이나 해야겠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진로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 고민은 정말 별로 없었어요. 
‘내가 뭘 하지? 뭘 해야 하나?’ 에 한 고민은 고등학교 때도 없었고 학교 때
도 없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지? 아니면 뭘 해야 되나? 그런 거보다는 누가 뭘 
하라고 하면 그거 잘 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이 회사 안에서 회사 일을 막 효
율적으로 하고 이런 거에는 그런 고민은 엄청나게 하지만, 이 회사를 뭐 내가 어
떻게 해야지 이런 식은 안하고. (변기훈)

손 은 26세에 한 기업에 입사하 다. 자신이 다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

확히 알아보지 않았고, “회사 가서 내가 회사원 일을 하면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 ” 하지 못한 채로 입사하 다. 손 은 “일단” 이 회사를 다

니다가, 나 에 공기업 공채 형이 나오면 시험을 서 공기업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험을 통해 B 학에 합격했듯이,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통해 선발되어 

입사하는 것은 그에게는 불편하지 않은 차를 거치는 것이었다. 자신의 미래도 “

한테 익숙한 시험”을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공기업을 가고 싶었어요. OO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걔
네들이 전형이 상반기 전형이 없어요. 겨울에만 전형을 해요. 근데 제가 놀 수가 
없어서 일단 여기를 가고 OO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어요. 처음부터. 여기를 



- 127 -

선택을 하면서 그 요량을 한 거죠.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를 갔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여기 갔다가 하반기에 다시 시험 보면 되지’ 하면서 여기를 왔어요. 일단 
제가 공사를 가려고 했었던 것도 사실 공사는 시험을 보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
러니까 약간의 좀, 안정적인 루트로 입사를 하게 되는.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뭔가 불편하지 않은 절차를 걸쳐서 입사를 하게 되는. 뭔가 내가 다음 미
래에도 저한테 익숙한 시험이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가는 걸 선호하지 않았나. 
(손준영) 

그러나 막상 입사하고 난 후, 손 은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그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손 은 입사 후 사원 교육 업무를 맡았는데, 당황스럽게도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  ‘사수’가 한 명도 없었다. 손 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실제 일을 해

나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업무를 악해나갔다. 손 은 회사에서 일을 잘 한다

는 평가를 받았고,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시 이라 31살에 과장으로 승진하

다. 그러나 손 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이 이 회사

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했다는 목표가 없었다. 어떤 목표가 정해져있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손 은 자기 목표를 제 로 세우지 못했다.

(교육) 진행을 하고 끝났을 때 좋은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좋은 피드백 받으면 
저도 뿌듯하고, 수고했단 말 들으면 고맙고. 좋고. 끝날 때 짠하고. 이런 건 분명
히 있는데, 근데 그거는 끝났을 때 얘기고. 시작할 때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요. 별로 내가 꼭 가서 해야 돼? 사람들을 변화 시키는... 이런 생각은 잘 많이는 
안 들어요. 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거니까. (손준영)

이 상태로 회사를 계속 다니면 몇 년 후에는 부장이나 차장과 같은 자리로 승진을 

하겠지 하는 그림은 그려졌지만, 그것은 손  자신의 목표가 되지는 못했다. 회사

에서의 승진은 결혼을 하지 않은 손 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연구자 : 선생님 앞으로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건가요?
손준영 : 별로 없어요. 사실 남자들이 회사 생활 하면서 계획 하는 게 결혼이랑 

아이 같은 경우, 아이에게 일정을 맞춰서 사는데 전 그게 없다보니까 별
로 크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3○인데, 3○살에 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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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 뭐가 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별로 그건 큰 의미는 없고... 어차
피 회사 내에서 일이니까, 그 장기적으로...가 잘 안보이죠. 

손 은 B 학이라는 ‘일생의 꿈’을 이룬 이후, 새로운 자신의 꿈과 삶의 목표를 

제 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손 은 과를 불문하고 꼭 B 학에 가고 싶어 하 고, 

목표가 분명한 만큼 입시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학 입시가 끝난 

이후 성인기에 어들었지만 여 히 자신의 삶과 학습을 추동하는 자신만의 목표를 

제 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일생의 꿈’은 이루었고 기업에 취직하고 회사에서 인

정도 받아 이미 성공한데다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없는 상황에서 손 은 

“어떻게 돼도 별로 여한은 안 남을 거” 같다고 생각하 다. 

연구자 : 누가 당신의 꿈은 뭐냐, 평생에 걸쳐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거를 물어본
다면? 

손준영 :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 일생의 꿈은 B 학학교에 합격하는 게 일생
의 꿈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제 삶의 범주가 제 
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삶의 범주가, 아직 제 주변 가족들이 변하질 않
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는 꿈에 해서 크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솔
직한 말로 저는 당장 오늘 제가 어떻게 돼도 별로 여한은 안 남을 거 
같아요. 이제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결혼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 
회사 안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이런 인
정을 받고... 별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별로, 뿌듯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별로 그런 게 현재로썬 많진 않은. 물론 제 2의 인생
을 갖기 위해서 결혼 계획 한다든가 하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사실 별로 
없는. 느끼죠, 저도. 교육담당자로서. 사실 직원들에게 ‘꿈을 가져라’ 얘
기하고 나는 꿈이 없고. 

손 은 교육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는 “꿈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자신과 미련

이 없고 삶을 월한 듯 꿈 없이 안주하는 자신의 모순 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가 열려있고, ‘자기’ 목표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는 치열하게 살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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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회사 와서 있을 때는 그래도 책임
감이 좀 있는 편이고 제가 맡은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고 좀 크다보니까 안할 수
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주말만 돼도 풀어질 로 풀어지거든요. 그냥 멍~하게 시간 다 보내고, 별
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질 않죠. (손준영)

B 학에 입학한 이후 분명한 삶과 공부의 목표가 사라지고, 치열함이 사라진 것은 

김경언 역시 마찬가지 다. 고등학교 시  김경언은 공부 계획을 세우면서 끈질기게 

달성하는 ‘독한 학습자’ 다. 하지만 학 입학 이후에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책도 거의 안 읽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자세로 살아

가나” 하는 고민을 하 다.

책 진짜 별로 안 읽어요, 거의 안 읽어요. 군  있을 때는 좀 읽어보자 해서 읽은 
건데 그거 빼고는... 사놓고 읽지는 않고 그냥 사놓기만 하고. 그런 태도가 이게, 
뭐 학부 때부터, 고등학교 때 학을 떼어서 그런지 더 이상 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몇 가지만 빼고는 끝까지 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별로 열
심히 해야지 그런 게... ‘내가 왜 이런 자세로 살아가나’ 그런 건 좀 고민스러워
요. (김경언)

재 공부하는 자세,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분명히 입시공부 때와 차이가 있었다. 

김경언은 자신이 ·고등학교 때처럼 가 목표를 설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 히 

군가 “하나 딱 정해줘야 그걸 향해서 좀 갈 것” 같다면서 외부에서 분명하게 어떤 

목표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았다. 

고3때까지는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고, 내신 관리 잘하고 
좋은 학가고 그걸 이탈하기는 쉽지 않은, 그랬었는데, 학교 온 다음부터는 그
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방황하고. 좀 풀려있는 것? 하나 딱 정해줘야 그걸 
향해서 좀 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사실 지금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때만큼 그렇게 안하는 것 같기
도 하고. 또 그만큼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라는 걸 보고, 점수 알려주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계속 알았었는데, 지금은 뭐 영어 시험 같은 것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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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보지 않는 한 나오지도 않는 거고 하니까 뭐 자극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
도 하고. (김경언)

외부에서 B 학에 입학하는 것과 같이 “하나 딱”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다면, 그 

목표 달성을 해 몰입하고 효율 으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

험형 자기주도성’의 특징이었다. 이들은 직업세계로 이행이 이루어지는 30  반

의 성인기에도 여 히 이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 밖으로 잘 나오지 못했다. 

학 이후 선택지가  넓어질 뿐 아무도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직업세

계에서, 이들은 ‘방황’하고 ‘풀려있는 삶’을 살았다. 이 에 자신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공부에 집 하도록 동력을 부여하던 ‘시험 수’라

는 기제가 사라진 성인기 직업의 세계에서 김경언은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고자 자신

을 동력화하는 기제를 제 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정 은 학 재학 시 행정고시에 합격하 고, 졸업 후 앙공무원교육원을 거쳐 

27세에 정부 앙부처에서 일을 시작하 다. 공무원은 정해진 일을 하고, 창의 인 

능력이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업무를 배정 받아 일을 해보니 

‘아이디어’와 논리 인 사고, 기획능력 등이 많이 필요하 다. 간에 업무가 바 었

지만, 어떤 업무든 기본 으로 ‘창의성’이 필요하 다. ‘자기 생각’을 요구하는 학 

공부에서도 어려웠는데, 창의 으로 생각하는 것이 요한 업무 역시 자신이 잘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가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많아가지고. 뭔가 창의
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 자체를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학공부 할 때도 그런 건 어려
웠던 것 같구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되게 중
요한데 잘 안돼서 못했죠. (이정현)

일 자체가 힘들어도 일에서 보람이 느껴지면 견딜만하겠지만, 이정 은 자신의 일

에 큰 보람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이 왜 이것 때문에 이 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지 의미부여가 잘 되지 않았다.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장기 인 계획을 세우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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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이 재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이정 은 자신

에게는 “공부하는 게 그 게 힘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때 공부

는 ‘시험’ 공부 다. 자신은 일이 잘 맞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잘 맞는

다는 일종의 ‘ 기  자기논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일을) 계속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
게 살진 못하겠다는. 그래서 사실 뭔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 그냥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가. 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꼭 몸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그게 내가 재밌고 잘 
하고 그러면 조금 덜 할 텐데, 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또 잘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직장) 생활 하면서, ‘아 나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구
나,’ 하는 생각을 실제로 오히려 하게 됐거든요. 일 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저
는. (연구자: 일과 공부의 차이는?) 공부는 혼자 하면 되구요. 일단은. 그리고 뭐 
제가 했던, 제가 잘 했던 그런 공부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부들이었잖아요.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진 못했는데, 일 하면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했고요. (이정현)

이정 은 직장에서 경력계획을 제 로 세우지 못했고,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

고자 학습의 기회를 찾고 만들어내는 일에 극 이지 않았다. 이정 은 “공부가 정

말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이 거의 없었다.

연구자 : 선생님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이정현 : 저희는 또 그 쪽으로 해서 유학도 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학도 

많이 가고 싶어 하고. 근데 저는 거의 없어요. 여전히. A학에 해서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서... 그 공부 자체에 목적이... 공
부가 정말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변기훈의 사례는 무조건 공부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에 특정한 조

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 으로 회사에서 ‘어디’에 보내거나 ‘하라고’ 하면 

한다는 것이다. 즉 구체 으로 공부의 목 ,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주면 가서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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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켜주면 따라하는 것은 잘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

다. 

연구자 : 직장생활하면서 뭘 배우러 다니거나 혼자 공부하거나 하는 거는?
변기훈 :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뭔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마 정해줘서 

회사에서 어디 보내거나 하라고 하면 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하
고. 결혼하고 나니까 더 안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없어요~ 
그냥 바빠요. 강력하게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하고 싶어야 하는
데. 아님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거나.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지금은 엄
청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누가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안하고. 학교 이후로 쭉 그래왔어요. 그게 한편으론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죠 그게.

이는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들이 목표가 열려있는 직업의 맥락에서도, 주어진 목

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는 ‘방법론’을 넘어서는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의 확장

을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  불안과 안주

이들은 목표가 불분명하고 ‘열려’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를 제 로 세우지 못

했고, 자신의 ‘공부하는 자세’에 불안을 느 다. 변기훈도 스스로 극 으로 학습하

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 다. “문제죠 그게”라는 변기훈의 

말 속에는,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극 으로 학습하지 않고, 학습자로서

의 정체성이 매우 희미한 채로 살아가는 자신에 한 편치 않은 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변기훈은 곧 자신의 극 으로 학습

하지 않는 삶에 한 정당화를 하 다. 

연구자 :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변기훈 :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특별히 못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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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고 행복하고 이래서. 좋아요. 다행히 뭔가를 엄청 하고 싶었으
면, 스트레스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다행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없고, 여기서 막 이렇게 
경쟁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뒤처진다는 생각도 안 들
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지금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삶이. 이 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삶이 문제이지만, 동시에 간 히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스트 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변기훈

은 자신의 삶이 “이 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 는데, 이 역시 불안을 담고 있

다.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지  상태로만 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그가 기피하고 싶은 업무 환을 그가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조건에 해 성찰하고 이를 바

꾸어나가는 ‘주도성’ 신, 삶의 조건이 바 지 않고 그 로 가기만을 바랄 때, 삶의 

변화는 훨씬 두렵게 느껴졌다.

  불안 속 안주는 자신의 일에 한 회의를 느끼고 이직이나 직을 고민하는 단계

에서도 나타났다. 손 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 다고 극 으로 이를 찾아 나설 생각은 없었다. “이미 여기까

지 흘러왔고 하다 보니 그냥 가고” 있기 때문이다. 손 은 자신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을 학습의 맥락에서 해석하기보다 ‘탈선’으로 규범 인 단

을 내렸다.

사실 그게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회의 중 하나거든요. 별로 좋아서 
일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또 제가 
일을 잘 한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회사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는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미 여기까지 흘러왔고, 하다 보니 그
냥 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제가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아쉽고. 그렇다고 
그거 갑자기 찾겠다고 회사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손준영) 

새로운 삶을 향한 탐색이 반드시 회사를 그만두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설령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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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삶을 찾아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탈선’으로 규정될 필요

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모범생의 길”을 걸어왔고 입시에서 성공하고 이후에도 

기업에 입사하는 등 계속 성공하는 삶을 살아오고 그 혜택을 리면서, “길 밖”으로 

나가는 삶에 한 두려움이 매우 컸다. 

그냥 좀 모범생의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비뚤어 나간 적이 없다보니까 
그게 좀 두려워서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한 1년 반 됐을 때 회사 그만 두겠다고, 그 
전에도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경
험이 있었으면, 탈선의 경험이 있었으면, 탈선이 안 좋게 끝났을 경우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만 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질 못했죠. 
그만 두지 못하고 그냥 승진을... 취업 재수도 안했고. 큰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
고 어쨌든 큰 성공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계속 (성공의) 길 위에서 살다 왔으
니까 길 밖을 벗어나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손준영)

손 은 회사를 그만두고 직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박하게 하고 

싶은 것은 없지만 신 자신에게 합한 선택지와 그 지 않은 것에 한 뚜렷한 기

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를 가야지 뭐 소기업이나 갈 수 있나, 

B 학 출신인데 그래도”가 그것이다. 자신의 삶을 구성해가는 방식으로 ‘B 학 출

신’으로서 자신에게 어울리고 가능한 삶에 한 일종의 ‘ 기  자기논리’가 작동

한 것이다. 

‘그래도 B 학 나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사회적 인식들? 그런 걸로부터 
별로 자유롭진 못해요 저 스스로도. 특히 이제 직업.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안하
고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를 간다 했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를 가야
지 뭐 중소기업이나 갈 수 있나, 그런 인식? ‘B 학 출신인데 그래도..’ 이런 거
는 있긴 있는 거 같아요. ... 어머니만 해도 사실 그런 거에 한 그런 게 좀 있
고.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좀 불편할 
때도 있죠. (손준영)

여 히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 이정  역시 마찬가지 다. 입직한 지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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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났지만 자신의 하는 일에 해 “이게 진짜 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

다. 육아 휴직이 거의 끝나가고 복직을 앞두고 있는 시 에서 이정 은 기존의 직

장을 계속 다닐지 직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요한 문제는 여 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고등학교 때 했어야 했는데 
못하고, 나중에 학 오고 사회 나와서도 못하고, 지금 다시 또 계속... 사실 아
직도 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다른 거를... 제가 지금까지 
거의 제가 7년째 8년째가 됐는데 별로 ‘아 이게 진짜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별
로 못 갖고 있구요. 아직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다른... 다른 직업도... 네. 확실
하게 뭐 이걸 해야겠다,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정
현)

이정 은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주 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 비평 화 지역 

고등학교를 나오고 B 학을 오면서 계속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공부를 잘 했

다. 학 때도 행정고시를 학 재학기간 동안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 다. 뛰어난 

성취를 보 고, 정부의 공무원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자리에 있다. 그러나 정

작 이정  자신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공부는 잘 했지만, 자신의 길을 

제 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 비교적 그런 편이라서. 공
부에 해서 막, 공부 못하면 어때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공부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잘해봤는데 별거 아니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책을 읽어주고 뭘 시켜주는 것보다도, 그니까 그런 거죠. 
공부에, 못 배워서 한이 계신 분들이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오히
려 공부는 잘 했지만, 제 길을 제 로 못 찾아서 불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런 거 보다는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해서 스스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이정현) 

매우 역설 이게도 이정 은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이 ‘시험공부’이고, 강 이 시험 

보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 은 ·고등학교 때도 입시공부 이외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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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부나 극 으로 다른 경험을 하지 않았고, 학에서도 행정고시공부를 하면서 

다른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다. ‘시험공부’말고 인생에서 다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시험공부를 통한 성공경험만 있는 학습자에게 경력 환의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 

시험을 보는 것이다. 

연구자 : 선생님 또 그런 시험, 행정고시 같은 공부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정현 :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 스트레스가 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저는 시험 보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
은 건 아니지만, 뭘 다른 걸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험
공부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뭐 다른 걸 위해서 한
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제가 시험공부 같은 거는 뭐 다시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린 건, 그런 자신감! 공부하는 거는 
뭐... 지금이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정 은 입시공부가 자신의 생애에 미치는 향으로, 시험은 지 이라도 다시 해

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 다. 10  후반의 형성된 ‘시험형 자기

주도성’은 시험에 한 ‘자신감’의 형태로 생애사  향을 미쳤다. 이정 은 공부 자

체에 의미가 있어서 하는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목 ’을 해 하는 시험공부 같은 

것은 지 도 잘 할 수 있다고 하 다. 문제는 시험공부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

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한 확신이 없어 ‘어떤’ 시험 비를 해야 할지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의 딜 마 다.

2.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강화  

1 )  ‘ 분명한’  목표와 학습내용

직장의 맥락에 따라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강화되기도 하 다. 시험형 자기주도성

이 강화되는 것은 입시와 유사한 방식의 승진 시험이 연구참여자에게 분명한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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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될 때 다. 승진 시험을 심으로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강화해나간 표 인 사

례는 김건우이다.

김건우는 학 시  사법고시 비를 계속하다가 군 입 를 하 고, 군 에서 사

법고시 신 행정고시공부를 잠시 하 지만 충분히 공부에 집 하지는 못했다. 고시

에 한 미련이 있긴 하 지만, 장교로 근무 하면서 결혼을 했기에 제  후에는 취

업 문제가 했다. 김건우는 공채 정보를 보다가 우연히 한 공기업 공고를 보고 지

원해서 합격했다. 

김건우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처음에는 창구에서 업 업무를 하다가 지방 본

부에서 일을 하고, 재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건우의 회사는 독특한 승

진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사원에서 과장이 되려면 약 20년이 걸리지만, 간부‘시

험’에 합격하면 바로 차장이 되는 시험을 통한 고속승진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한 

간부와 그 아래 직원 간에는 하는 일에 큰 차이가 있었다. 김건우는 입사 5∼6년이 

흘러 경력사원이 되었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문성이 쌓인다는 생각이 들

지 않았는데, 여 히 자신은 “잡다한 일”을 하고, 단순 업무나 임업무 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최 한 빨리 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간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 다. 

연구자 : 경력이 쌓이면서 내가 봐도 전문성이 쌓인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김건우 :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성이.. 물론 한해 한해 하면서 경험이 쌓이

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우리 회사는 직원과 간부의 업무의 역량뿐만 
아니고 업무의 질도 차이가 좀 있어요. 직원은 거의 단순 업무? 위임업
무 위주고, 간부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개인 이름으로 보고
를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직원은 그걸 서포트하는 거예요. 어떤 보
고서가 있을 때 백업자료라든가 보고서를 쓸 때 그곳에 제 이름이 들어
가지 않아요. 제일 새끼조교처럼. 일은 다 하고 어디에도 본인의 이름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쵸, 잡다한 일은 다 하는데. 그 정도? 아직까지 새
끼조교에서 중간까지도 못 올라간 입장이라 그게 바뀐 게 없어요. 뭔가 
승진을 하면 달라질 거 같아요.

입시공부를 잘 했고, 그동안 고시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김건우에게 이런 고속 승

진을 가능하게 하는 ‘시험’ 제도가 있다는 것은 결코 불리한 일이 아니었다.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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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가족들을 두고 서울로 오면서, 김건우는 2년 안에 간부 시험에 합격하여 

간부가 되어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하 다. 승진시험은 공부의 목 이 분명하게 주어

지고, 시험에 ‘가산 ’이 되거나 유리한 ‘스펙’은 이미 정해져있어 공부할 내용이 정

해져 있다는 에서 입시공부와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었다. 김건우는 간부 승진에 

필요한 토익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시험’ 공부를 해나갔다. 승진에 필요한 스펙쌓기

도 “겨우겨우”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공부는 할 여력이 없다. 

회사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앞으로에 한 진로? 커리어패스(career path)라고 해
야 되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하게 되죠. 영어공부를 해야겠다, 초간 고시에 자격증
도 가점이 돼요. 이런 스펙, 어디 가나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 초급 간부 시험 
볼 때도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좋아요. 자기 업무에 관련된 기사. 그런데 사무 쪽
에 관련된 기사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밖에 없어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으
면 좋고 그다음엔 다 어학 관련된 거. 어학이 영어, 제2외국어까지 있으면 더 좋
고 ... 그게 자기계발의 중요한 포션, 동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저만의 지
적 욕구랄까 그런 거도 있긴 한데, 그런 걸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저의 에너
지도 부족하고. 이쪽으로 좀 한정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제가 
토익 점수 올리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언제 영어 회화랑 이런 걸 공부하겠어, 이
런 식. (김건우)

2 )  몰입과 재미

김건우는 회사가 끝나면 ·고등학생 학생처럼 독서실을 다니며, 기사자격증 련 

동 상 강의를 보면서 시험공부를 하 다. 김건우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비하

는데, 이는 승진 시험에서 기사 자격증이 가 이 되는데 사무와 련된 기사 자격증

은 정보처리기사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승진 시험 제도가 성인기에도 무엇을 

어떻게 왜 공부할지를 ‘정해주고’ 학습자의 자율성에 제약을 가하는 측면을 보여

다. 김건우는 이 게 제도가 사실상 정해주는 공부의 목표와 내용을 수용하여, 성공

을 해 열심히 공부를 하 다. 이는 그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

다. 김건우에게 암기와 문제풀이를 심으로 하는 자격증 시험공부는 오랜만에 “빡

세게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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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무가 불규칙적이라서 학원이나 이런 데를 못 다니겠더라구요. 그냥 동영
상 강의 보고 책 보면서 공부하고. 정보처리기사도 한 달 넘게 준비했죠. 독서실 
끊어서 12시까지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 이론이 쉽진 않죠. 우리가 잘 못 접
했던 알고리즘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나오고. 암기 좀 해야 되는 게 나오
니까. 네 오랜만에 좀 빡세게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김건우)

자격증과 토익 수는 승진시험에서 ‘가산 ’을 받기 한 것이고 승진시험에서 

제일 요한 것은 “ 간고시”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시험’ 성 이었다. 이 시험은 기

본 으로 회사의 업, 재무, 자재, 회계 등과 련된 규정에서 출제되었다. 회사가 

오래되다보니 규정과 련된 책 분량만 해도 상당하 고, 외워야하는 분량이 워낙 

많았다. 김건우는 “ 간고시” 공부를 조  해보니, “만만치” 가 않았다. 그러나 계량

화가 가능한 객 화된 정보와 지식의 암기를 심으로 하는 승진 시험공부는 입시공

부와 고시공부를 해온 김건우에게 매우 익숙한 공부 방법이자,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발휘되는 역이었다.

우리 회사 규정도 다 스토리가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단순히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워낙 많으니까. 단순히 외워야 하는 
것도 많고. 어렵죠. (김건우) 

김건우는 시험을 통한 승진과 사회  인정을 추구하 고, 자신이 ‘뭘 좋아하나, 내

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은 학습이 아니라 ‘일탈’로 생각하 다. 일탈도 

해 본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한 번도 일탈해보지 않고 정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고민은 별로 맞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뭘 좋아하나,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
데 머리 아프고 힘들더라구요. 그런 거 일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성격이 맞
아야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루 이틀 놀아보면 더 이
상 지겨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 일탈이나 이런 게 저
에게 그만큼의 만족을 못 주는 거 같아요. 일탈도 너무 어려워요. ... 가끔 고민
을 하죠.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나, 나도 일탈을 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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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일탈을 해봐도 얼마 가지도 못하고 ‘별 거 없
더라’ 라는 걸 깨닫는 순간, ... 최근 1,2년 사이에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요. (김건우) 

김건우가 장기간에 걸쳐 승진에 유리한 ‘스펙쌓기’와 ‘ 간고시’ 공부를 하는 것에 

비해, 최 인은 승진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에 시험공부를 하 는데, 공부 기간은 짧

았지만 승진 시험공부는 최 인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오랜만에 ‘공부한다’는 느

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다. 여 히 최 인에게 확실하게 공부로 인식되는 것은 

뭔가 외우고 외운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시험공부’ 다. 이는 “그냥 막 외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은근히 재미”있는 것이었다.

최예인 : 그게 되게 오래간만에 느꼈거든요. 저도 공부를 할 일이 없으니까 사실 
회사 다니면. 그러다가 굉장히 몇 년 만에 시험공부를 하니까, 은근히 
재밌는 거예요. 

연구자 : 은근히 재미있다, 어떤 재미인가요? 
최예인 : 그냥 막 외워야 하잖아요. 뭔가를 되게 오랜만에 외워봤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쓸데없는 건데. A회사하고 B회사하고 저희 회
사하고 광역 가 있어요. 저는 몇 Mz부터 몇 Mz까지는 A회사에서는 
LTE 역이고 우리는 여기가 3G 역이고 이거를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그 표를 보고.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는데, 그냥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보고 막 읽다가, 이렇게 백지를 놓고 쓰잖아요, 막 
이렇게 써요. 1250부터 1670까지 여기는 LTE고 여기부터는 3G고 막 
이거를 막 외우는데, 그냥 재미있는 거...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재밌
다.

이미 분명하게 정해진 정보나 지식을 “막” 외우고, 백지를 가져다 놓고 외운 것을 

그 로 쓰는 것은 최 인이 입시공부 할 때의 주요 공부 방법이었다. 이 지식이 자

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탈의미화되고, 심지어 “되게 쓸데없는” 것이라

고 느껴지더라도, ‘딱딱딱’ 떨어지는 지식을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이는 정제된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알게 되었다는 뿌듯함, 암기를 통한 효율 인 지

식 습득의 과정이 주는 즐거움이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입시공부를 통해 익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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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공부의 즐거움이었다.  

최 인은 승진 시험공부를 하면서 이에 재미를 느끼고, 공부한 것에 비해 시험을 

아주 잘 보면서 자신의 시험을 잘 보는 능력에 해 재인식하고, 이 능력을 기반으

로 ‘시험만 보면 되는 인생’에 해 생각해보기도 하 다.

바짝 공부했는데 시험도 잘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했어요. ‘너는 진짜 시험
머리는 타고난 거 같다. 너는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시험을 봐라 뭔가’ 그래서 ‘아 
나도 시험을 봐서 붙으면 그냥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없잖아
요? 사실. 만약에 뭐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를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
는 그냥 시험만 보고 계속.. 시험만 보면 통과하면 돈을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
겠다.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이거는 익어서 잘 하는 거 
같은 거예요. ... 저는 지금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만 따고 싶
다고 그랬지 않나요? 공부하는 거는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예
인)

최 인은 자신이 “시험 머리”가 탁월하다는 생각을 하 다. 어떤 시험이든 공부해

서 시험에 통과만 하면 군가 돈을 주어 시험 보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 다. 이는 단순히 승진 시험은 본 직후의 일시 인 감상만은 아

니었다. 이 에도 토익 같은 시험을 보면 공부한 시간에 비해 남보다 좋은 성 을 

받곤 하면서 자신은 역시 “시험에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직장생활을 하

면서 아이디어를 잘 내고 큰 틀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한 사람이 아니며 시험 잘 보는 사람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승진시험을 이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 다. 최 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

로서의 자기정체성은 “시험 잘 보는 사람”이다. “시험을 잘 보는 ”은 입시공부를 

통해 개발된 것인데, 이 은 몸에 “익어서” 1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똑똑한 사람하고 시험 잘 보는 사람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똑똑
하다기보다는 시험 잘 보는 사람에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 시험점
수는 좀 안 나오지만 똑똑하고 자기 의견을 잘 정리하고 사고의 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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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만들어내고. 저는 그런 게 부럽거든요. ... 약간 시험
을 잘 보도록 훈련된 애들이 많잖아요? B 학 들어간 애들 중에 그렇게 특이하게 
잘 하는 애들도 있지만, 부분은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잘 길들여진 그러니까 
그런 감이 개발된, 시험을 잘 보는 촉이 발달된 애들이 많은 거 같고 나도 그 중
의 하나인 것 같고. 어찌됐든 그 중에 답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
겠으면 막 읽어 보고 찍잖아요. 1,2,3,4,5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2번 아니면 4번
인데? 그러다 찍어서 맞추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촉이 개발된 거 같아요. (최
예인)

입시와 유사한 승진시험은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다시 발휘되고 강화될 수 있는 조

건이었다. 이들은 승진시험공부를 통해 시험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시

험 잘 보는 능력을 재발견하기도 하 다. 시험을 통해 고속승진이 가능하고, 승진 시

험이 암기 주의 시험으로 나오는 직업세계의 맥락에서 ‘자기’ 없는 방법론인 ‘시험

형 자기주도성’은 극 으로 변형하고 극복해야할 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유리하게 작동하여 강화되어야 할 능력이었다. 

 

3.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변모

1 )  ‘ 자기’  목표 만들기

구체 으로 경력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 직업세계의 맥락에서, ‘자기’ 목표를 만들

면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에 일정한 변모가 일어나기도 하 다. 김은경과 최 인의 경

우 ‘자기’ 목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B 학 출신이라는 정체성이 향을 많이 미쳤

다. 이들은 입직 기에 B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직장인으로의 정체성 사이에서 나

름 로 갈등을 겪었다. 김은경은 국내 기업에 합격하 지만, 입직을 포기하고 교

직에 입문하 다. 같이 B 학 A학과를 졸업했지만 구나 알아주는 기업에 다

니는 선배를 보면서 “ 한민국 일개 교사”가 된 자신의 라한 모습이 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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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힘들기도 하 다. 

국내 캠프를 데려갔을 때 OO전자 인턴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A학과 선배가. 
언니가 담당이라면서 나오는데 저는 애를 데리고 인솔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언니
는 제가 OO전자 입사를 한 줄 알고 있었는데, 니가 왜 여기있어? 이러면서. 그
때 되게 난감... 그 순간.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민국 일개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고, 그 사람은, 저희 큰외삼촌 말에 의하면, △△학교는 한민
국의 중학교지만 OO은 세계 속의 OO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빌리자면, 세계 
속의 OO에서 한 명이 나왔어요. 저 자리가 미래의 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마음이 어지럽더라고요. (김은경)

그러나 김은경은 곧 좋은 수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수업 비를 열심히 

하 다. 외부에서 볼 때 “ 한민국 일개 교사”더라도, B 학 출신으로서 수업 하나

를 해도 제 로 해야 한다는 것이 김은경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었고 이는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기’ 목표가 되었다. 

B 학 출신들이 충 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수업 하나를 해도 제 로 잘 해야 
하고. (김은경)

최 인은 26세에 한 기업 연수원에 입사하 다. 최 인 역시 이 회사에 한 자

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특별한 경력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일단’ 회사 경

험을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하 다. 입사 기 단순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거 하려고 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온 게” 아닌데 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최

인은 자신은 다시 학교, 곧 B 학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 다. 어떤 기업보

다 사회  명성이 확실한 B 학은 자신이 힘들면 돌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베이스캠

’ 다. 

그때는 책상을 다 세팅하고 그 위에 교재, 노트, 볼펜 올리고, 간식 깔고. 그걸 
하니까... 그게 무거워요 책상이. 그걸 무거운 걸 60개를 깔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온 게 아닌데. 그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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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1년차 때 하는 생각 있잖아요. 난 공부해서 교수되어야지 난 이런 거 못하
겠다. 이런 생각. ... 첫 해 (업무)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제안 마당’이라고, 내
가 되게 싫어했던 일인데, 회사사람들이 사업에 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 
나 교육하러 들어왔는데 이런 거나 시키고. 그때는 약간 철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만 두면 학교가면 된다, 약간 이런. (최예인) 

반의 내 인 갈등을 겪으면서, 한편으로 최 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 남보다 탁

월하게 잘 해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최 인은 같이 입사한 동기들을 의식하여, 

이들 에서는 자신이 제일 일을 잘 하고 싶었다. 

‘아! 내가 그래도 B 학 나왔는데’ 약간 이런. 오만한 거랑은 다른 거 같아요. 전 
나쁘다고는 생각 안하고 약간 자부심? ... 뭐 회사 다닐 때도 약간, 되게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더 잘 해야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욕심도 
좀 있는 거 같고. ... 같이 들어가는 동기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교가 되니까, 
내가 걔네들 중에서 제일 잘 하고 싶고. (최예인)

  최 인은 인 자원개발과 련된 일을 맡았는데, 학에서 이와 련된 지식을 체

계 으로 배우지 못했고  남보다 잘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지원해주는 교육 로그램 에서 일단 선배나 주 에서 “좋다는 거”는 

거의 다 가면서 기본 인 이론에 한 지식을 채우고, 새로운 기법을 “배워오는” 경

험을 하 다. 

김은경의 경우는 좋은 수업을 하기 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 다.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은 어에 한 지식만으로 부족했다. 수업을 듣는 학생 아이들이 주의 집

력이 체 으로 낮고 집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라는 콘텐츠를 재구성하

여 “다이나믹하게” 수업을 하기 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김은경은 극

으로 시 에 나와 있는 어 련 자료를 읽고, 다른 은 동료들의 수업을 참

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지에 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중학교 애들은 (공부)하려는 애들이든, 안하려는 애들이든 일단 방방 떠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잘 눌러가면서 해야 하는 거라서, 정말 종합예술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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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어요. ... 안 그래도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엔 계속 게임에 노출되어 있
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2, 3분도 안 되는 시간마다 계속 적절한 자극을 줘야 
하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수업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지
루하고 애들도 지루하니까, 계속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보
고 게임도 만들고. 다이나믹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노력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서로 참관하고 이러면 다이나믹한 
수업하고 옛날식으로 수업하는 선생님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애들 반응
도 차이나고. (김은경)

직업세계에 안정 으로 정착한 후, 자기가 정체되는 것에 한 두려움은 이들을 

새로운 학습으로 연결하 다. 항상 자신을 독려하며 계속 자신의 성취 정도를 높여

온 이들에게, 자신이 정체되는 것에 한 두려움은 컸다. 최 인은 자신을 자극하기 

해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극 으로 찾아 시도하 다. 비록 끈질기게 하지 못할

지라도,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은 자신이 정체되는 것에 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이 안주하지 않도록 자극하는 방법이었다.

저는 끈기 있게는 좀 못하는 편인데 이것저것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버 학도 그렇고, 영어학원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 그냥 회사 다니면서 
정체되는 느낌이 아무래도 있고, 약간 불안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러다가, 아직 애
가 없는데, 애 낳고 완전히 주저앉을까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
금은 약간 그래도 내가 공부를 더 해보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는데, 그때가 언
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애 낳고 월급,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서 살지 약간 
이렇게 될까봐 스스로 약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극을 좀 스스로 주고 싶은 
거죠. (최예인)

김은경은 어교사로 3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 자신이 “정체되는 느낌”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어를 가르치다보니,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없

고 “내 어가 학교 어로 낮아지고 머무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은경은 새로

운 자극을 받기 해 학원 진학을 선택하 다. 학교 수업과 일을 마치고, 녁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일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김은경은 그 게라도 하

여 ‘자극’을 받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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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갭은 너무너무 커요. 중학교 1,2,3학년 가르치는 거는 굳이 
내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 나 스스로를 봤을 때는 
중학교 이상의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특히 단어만 해
도.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옛날의 글 잘 썼던 수준 높은 단어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되게 좌절감을 느끼면서 ‘아! 이래
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진짜 교사 공부할 시간 없거든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말
고 고등학교에 옮길 수 있다면 옮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학원이라
도 가야겠다. 학원이라도 가서 매일매일 하는 게 일단 서류 읽고 토론하고. 그
렇게라도 내가 다른 선생들한테 자극도 받고 배우고. (김은경)

최 인은 입사 5년차 후에 자신이 하는 일에 한 깊은 회의를 느 다. “의욕 

없는 학습자”들을 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에게 

근본 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에 한 회의가 심해졌다. 최 인 자신도 

자신의 일에 한 열정이 사라지고, 에 썼던 자료를 다시 가져다 쓰며 ‘매 리

즘’에 빠졌다.

이 밸류(value)교육도 한 두 번 할 때는 되게 감동적이에요. ... 그게 몇 년 되니
까 저 스스로도 약간 감동이 없는 거예요. ... (교육내용이) 비슷하죠. 전에 썼던 
자료 막 다시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달까. 그런 느
낌이 있는 것 같아요. ...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들이 바뀔 거냐? 그
냥 해도 이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2시간 걸려 만들든 4시간 걸려 만들든 이 사
람들은 몰라. 내가 썼던 거 또 써도 몰라. 이런 회의 있잖아요. (최예인)

최 인은 교육보다 상담이 사람들을 더 근본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

다. 상담으로 자신으로 커리어를 환하기 해, 최 인은 먼  학원에 진학하

여 상담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 다. 그런데 최 인은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꼭 B 학” 상담 공으로 가고 싶었다. 문제는 해당 공은 일

제 학생만을 뽑아서, 월 쟁이인 자신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가기에는 선택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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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 컸다. 최 인은 차선책으로 사이버 학 학부과정에 등록하 다. 최 인이 

학원이 아닌 학부 과정을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학원 진도를 나갈 

거면, “제 로 된 학교”에 가서 해야지 “시원찮은 진도”를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

다. 자신에게 가능한 학습의 기회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학벌의식’은 강

하게 작동하 다.

학원 과정도 있잖아요. 사이버 학에서도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학원을 안 
알아보고 그냥 학을 간 거예요. 사이버 학. 그게 뭐냐면, 학원을 가게 되면 
내가 뭔가 진도를 나가는 게 되는데, 시원찮은 진도를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
는 거예요. 제 로 된 학교에 가서 제 로 해야 하는데, 내가 석사를... 물론 다
시 하면 되지만, 약간 제 로가 아닌 거잖아요. (최예인)

실제로 사이버 학을 다니면서도 최 인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이버 학 오 라

인 특강이 있어서 갔는데, 최 인은 거기에 온 사람들을 보며 불만족스러웠다. 비록 

자신은 깊이 있는 토론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 이떠 이”가 아니라 

“정말 내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동참하고 싶었다. 

2 )  자기 성장의 욕구와 자기 리

최 인은 정확한 시 은 불확실하지만, 곧 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할 생각이

다. 직장생활만 계속 오래하다 보니 배우고 성장한 느낌이 없어 삶의 허무하게 느껴

졌다. 아무도 최 인에게 더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은 자

기 성장의 욕구가 강했다.

공부가 힘들기도 한데, 직장생활만 이렇게 7년, 8년 하고 보니까 뭔가 성장한다
는 느낌? 배운다는 느낌? 이게 없으니까 되게 허무하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
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즐거움을 얻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막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걸 보면,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공부하는) 즐거움 그것도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최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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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학을 졸업하고 학원에 온 후배들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이 나이에 

학원에 돌아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 다. 그러나 ·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성취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독한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은 ‘잘 할 수 있을 꺼라’는 기  자원이 된다.

 

사람이 계속 좌절경험을 하느냐 성공경험을 하느냐가 인생에 한 태도를 형성하
는 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 근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좋은, 저한테 
우호적인 환경에서 계속 성취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나
는 뭘 해도, 지금은 못해도 내가 좀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한 
번 노력하면 나는 그렇게 좀 악바리같이 하는 게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런 애다’ 라는 스스로에 한 암시?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아 사실 지금 뭐 공부 떠난 지 7~8년 됐으니까 약간 다
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되게 겁나기도 하고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아 나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때도 잘했고 또 사회경
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측면을 가미해서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도 한편으
로는 있고. 그게 다 그런 경험에서 오는 거 같아요. (최예인)

김은경 역시 아이가 자라서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석사과정에서 마치

지 못한 논문 작업에 다시 도 할 생각이다. 학 과정이든 그 지 않든 “공부는 어

떤 형태로든 하고” 싶어 한다. 아이 둘을 양육하면서, 이 과 같이 자신이 계획을 세

우는 로 공부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자신의 삶의 조건 안에서는 최 한으로 자신

을 독려하고 리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은경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

신은 머리는 좋지 않지만 자기를 채 질하며 악착같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

다.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뭔가 허술
하거나 뭔가 좀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가족 중에 그런 사람 보면 되게 화가 
났어요. 제 동생 보면 아빠 스타일이라서, 머리는 좋은데 안하는 스타일. 그러니
까 저는 머리는 안 좋지만 계속 악착같이 될 때까지 노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
에.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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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형 자기주도성의 요소 의 목표 달성을 해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리하는 

능력,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었는데, 이는 성인기에 결혼과 육아, 직장 업무 등 자신

이 원하는 공부에 집 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기’ 공부 계획을 추진하는 데 

요하게 활용되었다.

반면, 양지희는 한 기업에 입사한 후 교육업무를 맡았는데, “머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많아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찾지 못했다. 입사 후 5년

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지겨워죽겠다”고 하며 회사를 다녔다. 양지희는 자신의 

일의 역에서 분명한 경력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두 아이 출산과 육아 휴직을 하면

서, 양지희의 삶의 심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이들로 많이 이동하 다. 이 에는 

자신을 해 살아왔고, 최고의 성취를 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

하게 사는 “나름 소박한 꿈”을 꾸고 있다. 양지희에게 회사는 자신의 경력계획을 세

우고 문성을 쌓고 발휘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유  육아휴직을 주고 돌아갈 곳을 

보장해주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곳으로 의미가 있었다.

재미없는 일은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거 같은데, 결혼을 하고 제가 계속 임신 출산
을 하면서는 재미없는 것보다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 회사가 
저렇게 꼬박꼬박 (돈을) 주고. 뭐 괴롭게 하지 않고. ...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부터는 이게 당면과제가 아니에요. 내가 재밌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
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회사를 다닐 수 있고 경제생활 할 수 있고 이게 더 중요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아요 인생을 내가 보는 데서. (양지희)

양지희는 승진에 한 욕심이 별로 없다.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과장인데, 양지

희는 직 이 올라갈수록 “윗사람한테도 잘 맞추고 알아서 술자리도 잘 유지해야하

는데” 두 아이 양육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복직하여 회사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해보고 지 의 회사를 계속 다닐지 결정할 정이다.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사회 인 성취를 이루는 신, 양지희는 문화 술 등 자신

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면서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양지희

는 “공부”말고도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고, “공부”하는 것만이 세상을 잘 사는 방



- 150 -

법은 아니라고 강조하 다. 

그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나와서 보니 세상을 살
다보니 아 공부를 잘하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구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참 잘 살고 있구나, 이거를 
봤으니까. 공부만 들입다 파는 게 재미없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세상은 해볼 게 많
은데, 그렇잖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오직 공부만. ... 사회를 나오면서 더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양
지희)

양지희는 이  시험공부와는  다른 공부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입시공부가 어쩔 

수 없이 좋은 학에 가기 해 남이 정해  것을 해야 하는 공부 다면, 이제 재미

있는 공부는 아무도 자신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이 심을 갖고 즐거워 찾아

서 하는 공부이고, 자신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한 공부이다. 이 에는 공부의 

목표가 주어진 것이었다면, 지 은 ‘자기’ 목표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은 목표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육아는 내가 당장 생활에, 큰애가 떼 쓸 
때 내가 어떻게 처를 해야 하는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다
르죠. 미술 같은 건 정말 누가 아무도 하라고 시키지 않는데, 나는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좋으니까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좋은 그림 많이 보고 싶어서 공부를 하
는 거고. 옛날 공부랑 많이 다르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랑은. 지금 하는 공
부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내가 좀 더 해보고 싶어서 하는 이런 거죠. ... 
즐긴다고 해야겠죠. 이제. 공부는 공부인데 즐길 수 있는 공부죠. 찾아가는 과정
도 재미있고.(양지희)

양지희는 좋은 그림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림을 더 잘 이해하기 

해 그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화에도 심이 많이 생겼는데, 공부해보니 “

화의 세계도 정말 끝이 없”었다. “약간 술 인 세계로”  흥미를 느끼면서, 앞

으로도 계속 미술, 음악, 화 등을 공부하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것 외

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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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언젠가 배우고 싶은 건 커피. 커피 같은 것도 배우고 사진도 좀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건 많이 있어요. (양지희)

커피나 사진과 같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계속 배우면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이 꿈이다. 양지희에게 공부는 곧 재미있게 사는 것, 삶을 즐기는 것이다. 양지희

의 경우 입시공부에 몰입했던 것을 일종의 ‘세뇌’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필요하고 배

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고 주도한다는 면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변모의 지 을 

보여주고 있다. 

4.  시험형 자기주도성과 기  자기논리

Alheit & Dausien(2002)은 인간은 기 으로 층화된 독특한 경험 구조를 통해 

하나의 ‘ 기  자기논리(biographical individual logic)’를 만들고, 이에 따라 이후

의 경험들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삶의 일 성을 추구해간다고 보았다.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사회 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기  자

기논리에 의해 조정된다. 

1 )  성공경험

재 30  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지 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서, 일종의 기  자기논리를 만들어내었다. 이는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통해 입시

에 성공한 경험과 직결되어 있다. 10  말 입시에서의 성공경험은 단순히 학 입학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 생애 반에 걸쳐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는 자신감을 의미하 다. 최 인은 입시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덕분에 안정된 삶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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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 해서 아주 잘 살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못했으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런 
거죠. 그나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직장 들어가서 사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얻었던 이익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 잘 하면 좋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잘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최예인)

‘나는 공부를 잘 했던 사람이고, 잘 하는 사람이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과

거, 재, 미래에 걸친 자신에 한 일 된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

은 비단 ‘공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자신감이랄까?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일단 기본적인 자신감도 
있고, 뭔들 하면 안 되겠냐 ‘내가 이것도 했었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김건우)

  공부 이외 삶의 반에 걸친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입시에서의 성공경험은 

‘시험’에 한 자신감으로 이 좁 지기도 한다. 이정 은 직장 업무에 계속 잘 

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일’이 아니라 ‘공부’에 합한 사람이라는 단을 내렸다. 

최 인이 학습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은 하지는 않고 ‘시험 

잘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체화’되어 있고, 시험공부는 

지  다시 하라고 해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통해 성공한 

성인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구성해나가는 하나의 기  자기논리이다.

2 )  B 학 출신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통해 입시경쟁에서 성공하고 B 학에 입학한 이들은 자신들

이 ‘B 학 출신’인 것을 항상 의식하며 지냈다. B 학 출신으로서 합한 길에 한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한 자기 기 이 항상 작동하 다. “B 학을 나왔으니까” 회사

를 입사할 때도 아무 회사에 들어갈 수 없으며, 변기훈은 이직을 고민할 때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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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구나 인정해주는 괜찮은 곳으로 가야지 아무 데나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

다. “B 학 출신”에게 어울리는 길은 입직, 회사 생활, 이직 등 각 국면에서 정해져

있었다.

B 학을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회사는 들어가 줘야 하지 않을까? B 학을 
나왔으니까 이 정도 회사에서 나한테 바라는 게 이 정도는 있을 거고, 내가 개판 
치면 여기서 또 욕 들어먹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B 학을 나왔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하면 이만큼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아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어디를 나왔다는 게... 별
로 요즘 막 학벌이 중요한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특히 인사처에 있으니까 그
런 걸 저도 보면 알게 돼요. 안보는 것 같지만 다들 그거는 이미 베이스에 깔고 
보고 있다는 거. (변기훈)

연구참여자들은 한편 ‘B 학 출신’으로 잘 해야 한다는 사회  압박을 강하게 받

기도 하 다. 이정 은 자신을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기 치”를 맞추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고, 일부러 자신이 B 학 출신임을 밝히지 않고 숨기기도 하

다.

(B 학 출신이라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외부에서 되게 그걸 크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같아요. ...좀 부담스러웠
어요, 사실은.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특별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
히려 얘기를 잘 안하고,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 같아요. 기 치나, 
다른 사람들의 기 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죠... 'B 학 나왔는데 뭐..' 이
런 시선... (이정현)

‘부담’을 느끼고 B 학 출신을 숨기든 B 학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든, 연구참

여자들은 “B 학 출신”으로 자신들이 가야하는 합한 길에 한 기  자기논리

를 분명하게 자기고 있었다.

입시에서의 성공을 통한 B 학 학벌의 획득과 이후의 안정된 삶의 경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이 경로 밖으로 나가는 것에 해 ‘일탈’로 보는 이들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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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uze & Guattari(2001)의 ‘홈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에 한 논의로 해석

해볼 수 있다. 정주민들의 길은 울타리와 울타리 간의 경로이고, 홈이 팬 도로인 까

닭에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서만 갈 수 있는 반면, 유목인들의 

길은 언제라도 샛길로 빠지고 지나간 곳은 다 길이 되어 사방으로 열린 길이다. 입

시경쟁체제에서의 성공과 이후 안정된 삶의 경로를 살아가면서 이들은 학습자로서

의 주도성을 확장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B 학 출신이라는 것이 학습자로서의 주도성에 정 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 이들은 최고를 지향하고 뛰어난 성취를 보이면서, 높은 자기 기 을 가지고 있

었다. 최 인과 김은경은 B 학 출신으로서 남들보다 일을 제일 잘하고자 하 고, 

이를 해 열심히 노력하 다. B 학 출신이라는 기  자기논리는 정체에 한 두

려움과 자기 성장에 한 욕구로 연결되기도 하 다. 요약하면, 시험형 자기주도성

을 통한 입시에서의 성공경험과 B 학 출신이라는 것은 직업세계에서 연구참여자들

에게 기  자기논리로서 양가 으로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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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시험형 자기주도성과 생애사 재구성

Ⅳ, V, Ⅵ 장에서는 입시경쟁체제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형성되고, 학과 직

업세계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균열  변주되면서 여 히 지속·유지되는 체

인 과정을 보여주었다. Ⅶ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 으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어떻게 형성, 강화, 유지 혹은 변화되었는지를 심으로 이들

의 유년시 부터 재까지 생애를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1.  변기훈의 생애사

변기훈은 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경기도의 한 교외 지역에서 자랐고, 등학교 4

학년 때 경기도 큰 도시로 이사한 후 이곳에서 성장하 다. 아버지는 학을 졸업하

고 제약회사에 다녔고, 어머니는 고졸 학력에 업주부 다. 변기훈의 공부에 큰 

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 다. 어머니는 자신이 고졸 학력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모든 게 자기 탓”이 될 것 같

은 부담을 많이 느 다. 어머니는 변기훈이 등학교 학년일 때는 직  앉  놓고 

가르치다가, 등학교 고학년부터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직  가르치는 신 “회사 

다니는 만큼 학교에 자주” 가서 교사를 만났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자

주 하 다. 변기훈은 성 을 잘 받으면 나가 놀아도 잔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최 한 효율 으로 공부하고 시험 성 을 잘 받는 데 신경을 썼다. 변기

훈은 친구들과 어울려 야구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 다. 변기훈에게 

공부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권력이었다.

학교 1학년 때, 변기훈은 “아! 공부를 이 정도만 하면 엄마가 스트 스 안 받겠

지” 하 는데, 어머니가 더 높은 석차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변기훈은 자신

과 어머니가 스트 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일단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

다. 노는 시간을 여 시험공부에 집 하는 로 성 과 석차가 빠르게 올랐다. 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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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르는 재미를 느끼면서 그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것이 싫지가 않았다. 이는 공부

하는 내용 자체에 한 흥미는 별로 없어도, 계속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자기만족

의 기제 다. 교 1-2등 수 으로 올라간 후, 어머니의 스트 스와 잔소리가 격

하게 어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변기훈은 ‘공부를 잘하면 편한 게 많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고,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 다. 

변기훈은 학교 2, 3학년 때 학교에서 운 하는 재반에 들어가 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 다. 이 재반은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한 특별반이었다. 

변기훈은 과학고에 갈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 재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녁 늦게까지 ‘가둬져’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량이 상당히 늘어났다. 변기훈

은 일단 ‘가둬놓고’ 놓으면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 다. 이미 학교 때부

터 학교의 타율  학습 리에 익숙해지다 보니, 학생들에 한 통제와 규율이 강화

된 고등학교에 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변기훈은 심시간에 친구들과 농구 

하는 ‘소소한 즐거움’에 의미를 부여하며 입시체제에 순응하 다.

변기훈은 매일 공부 계획을 잘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문제 풀이에 집 하 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고 성 을 높일까’ 하는 고민만 하다 

보니, 특별한 사춘기를 겪지 않았다. 자신의 정체성에 한 고민이나 앞으로 하고 싶

은 일에 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자기’가 부재한 상태에서 발휘되는 방법론

인 주도성, 곧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변기훈은 “무조

건 B 학”만 생각했지 무슨 과에 갈지에 한 생각은 거의 없었다. 이에 수능을 본 

후, 학과별 경쟁률을 살펴본 후 A학과에 한 구체 인 정보 없이 A학과에 지원하

게 되었다. 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행에서 ‘자기’가 배제된 채로 성 에 맞춰 

이루어졌다.

변기훈은 학 공에 잘 응하기 어려웠다. 공 수업은 고등학교 때와 달리 ‘가

르쳐주는 게’ 별로 없었고, 책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은 뭔가 배운다는 느낌을 주지 않

았다. 변기훈은 이런 공 수업에 불만이 많았다.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외울 

것이 별로 없고 공부의 계량화가 되지 않으니 계획을 제 로 세울 수 없었다. ‘뭘 하

라고 시키면, 그 안에서 효율 으로 해내는 것’은 잘할 자신이 있었지만, 그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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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방법론 인 주도성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변기훈은 공공부와 자신을 

잘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에 한 통찰로 나아가지 못했

다.

공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알아서 해야 하는 입시

“체제 밖”의 삶은 “어색함 그 자체” 다. 자유시간은 주어졌지만, 실하게 하고 싶

은 것이 없다는 것이 변기훈이 부딪친 문제 다. 시험공부 이외 자율 으로 자기 학

습을 리해본 경험이 변기훈에게는 없었다. ‘자기’ 목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변기훈

은 학과 분 기에 “동화”되어 놀았다. 변기훈은 학과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 당구, 

‘스타크래 트’와 같은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군 에 다녀온 후 어머니의 권유로 고시공부를 시작하 다. 어머니는 친구의 아들

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야기를 듣고 변기훈에게도 행정고시공부를 하라고 하 다.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없었고 고시에 한 거부감도 없었던 변기훈은 행정고시공부를 

시작하 다. 고시공부가 무척 재미있었다. 외울 게 있고, 시험을 보기 해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공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시학원과 도서 을 오가며 

고시공부에 집 하는 삶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고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고, 공부 계량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다시 발

휘되었다. 변기훈은 1년여 고시공부에 념하 지만, 사정이 생겨 고시를 었다. 

변기훈은 진로 고민을 할 때, ‘ 학원, 고시, 취직’ 3가지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 는데, 학원과 고시라는 선택지를 지운 상황에서 남는 것은 취업이었다. 

변기훈은 학교의 취업박람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상담해  분의 권유에 따라 여름방

학 때 한 기업에서 인턴생활을 하 다. 출근 시간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직장 생

활이 학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자신과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기훈은 인

턴으로 일했던 기업에 지원하여 합격하 다. 

변기훈은 27살에 M그룹 카드회사에 입사하 다. 입사 기, 상사가 A라고 말하

면 A라고 알아듣고 A라고 써내는 ‘코드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익숙해졌

다. 변기훈은 입사 때부터 지 까지 콜센터 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 체에 

오늘의 계획을 공지하고, 어제 성과를 평가하고 오늘 계획의 간 황을 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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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일을 하 다. 매일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시간 별로 “딱딱” 할 일이 정

해져 있는 업무에 변기훈은 만족을 느 다. 입사 후 계속 같은 업무를 하면서, 변기

훈은 업무에 한 자신감이 있고 회사에서도 일을 잘 한다고 인정을 받았다. 회사에

서 자신이 이 업무를 제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한 사람이 나타나기 까

지는 진입장벽이 쳐져 있다고 생각한다. 변기훈은 일을 새로 배워야 하는 새로운 업

무로 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이 로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 다. 

변기훈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거나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없었다. 회사가 

시키고, 공부할 내용을 정해주고 어딘가에 보내면 하겠지만, 그 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공부하지는 않았다. 변기훈은 학 이후 곧 그 게 해왔는데, 그것이 ‘문제’

라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 다. 

변기훈은 특별한 경력계획이 없었고, 자신과 진로에 한 고민을 직업세계에서도 제

로 하지 못했다. 

나는 그냥 정해져 있는 (직장) 이 길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한 
고민이나 해야겠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진로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 고민
은 정말 별로 없었어요. ‘내가 뭘 하지? 뭘 해야 하나?’에 한 고민은 고등학교 
때도 없었고, 학교 때도 없었어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지? 아니면 뭘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거보다는 누가 뭘 하라고 하면 그
거 잘할 수는 있겠는데.

변기훈은 학과 직업세계에서 “ 가 뭘 하라고 하면 그거 잘할 수 있”다는 ‘자기’ 

없는 방법론  자기주도성의 경계 안에 계속 안주하 다. 입시에서 형성된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성인기에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세우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

떻게 왜 배울까’에 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확장되지 못하 다.

2.  손 의 생애사

손 은 지방 도시의 교외지역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등학교를 졸업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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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임원의 운 기사 고, ‘공부와는 담을 쌓은 분’이었다. 어머니는 등학교를 졸

업하고 생계를 해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 고, 배움에 한 한(恨)과 열망이 있었

다. 아버지는 책 사는 돈도 아까워하셨는데, 어머니는 손 이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 고 다양한 책들을 많이 사주었다. 손 에게 나가 한 명 있었는데, 어머

니는 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손 에게 큰 기 를 하 다. 손 은 어릴 

 과학을 좋아하 고, B 학 물리학과에 가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장학

퀴즈 TV 로그램을 보면서 과학고와 B 학에 한 환상과 동경이 커져갔다.

손 이 “마음먹고 공부라는 걸 처음 해본 게 학교 배치고사 볼 때” 다. 손

은 그때를 “공부를 했다기보다 문제를 풀었다”고 표 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문

제집을 더 많이” 푸는 것이 더 요했기 때문이다. 즉, 손 에게 공부는 문제풀이

다. 한 문제씩 풀어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을 때, 자신이 다 푼 문제집들을 볼 때, 

남보다 많이 풀었다는 생각이 들 때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 다. 열심히 비한 결과 

손 은 학교에 교 3등으로 입학하 고, 학교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

는 것을 경험하 다. 공부의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의 기제가 작동하 다. 이때 이

후 공부하는 것이 싫지 않았다.

손 은 암기를 잘하 는데, 교과서 내용을 거의 외워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것이 

교과서 어느 ‘챕터’에서 나왔는지 악하고 해당 챕터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인출하

는 방식을 사용하 다. 교사가 내  ‘ 린트물’과 ‘교과서 내용’을 잘 외우면 학교 

때 좋은 성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손 은 자신이 과학고에 갈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부터 동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응시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과학고 입시를 치 지만, 불합격하고 일반 고등

학교에 진학하 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처음에는 ‘수능’ 모의고사에 잘 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

제를 집 으로 많이 풀다 보니, 어느 순간 문제가 무엇을 묻는 것인지 등 출제자

의 의도가 악되는 “개안(開眼)”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때 성 이 많이 올랐고, 

그 이후로는 성 이 떨어지지 않았다. 손 은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은 거의 없지만, 입시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 다. 손 은 문제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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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문제를 풀고 채 하면서 자신이 고른 답이 ‘그게 

옳다’라는 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 다. 손 은 스스로 “입시교육에 최 화된 인

간”이라고 평가하 다. 정답은 자신과 무 하게 정해져있고, 옳다는 정을 내리는 

주체도 외부에 있었다. 손 은 고등학교 때 매일 수학 5페이지, 어 단어 30개 이

런 식으로 공부할 양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신의 계획 로 ‘우직하게’ 공부를 해나갔

다. 입시공부는 이 듯 공부할 내용을 정확한 숫자로 양화할 수 있고, 시작과 끝이 

분명한 공부 다.

손 은 공을 불문하고 ‘무조건 B 학’을 가고 싶었다. 목표가 뚜렷한 만큼 “

투 ”으로 공부하 다. 손 에게 공부는 목표 달성을 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하

는 ‘ 투’ 다. 손 은 딱히 공부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든 도 별로 없었다. 일주

일에 한 번 목욕탕 갔다 오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것

도 없었다. 

손 은 B 학의 학과 경쟁률을 고려하여 A학과를 선택하 는데, A학과에 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이름을 보고 막연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 에 행정고시

를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 다. 막상 공을 해보니, 공공부에 응하는 것이 쉽

지가 않았다. 교재를 읽어도 내용이 악이 안 되고, “나만의 답”을 이끌어 내는 

게 무척 힘들었다. 외울 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게 옳다’는 정도 즉각 으로 내려

지지 않았다. ‘나의 생각’, ‘나의 의도’를 심으로 자신의 공부를 해나가야하는 상황

에 손 은 잘 응하지 못했다. “나는 공부를 과연 잘하는가? 공부할 능력이 있

나?”하는 회의가 들었다. 그러나 이 회의감은 자신이 공부해온 역사와 학습자로서 

자신에 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지 못했다.

손 은 학과 선배들이 술자리나 신입생 세미나 등에서 ‘통일에 해 어떻게 생

각해?’와 같이 “막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이 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에 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다고 

이런 세미나 학회에 몰입할 정도로 큰 흥미를 느낀 것은 아니었다. 손 은 학과 

선배 동료들과 어울려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 3학년 때 입 를 하 다. 

군 를 다녀온 후 진로 고민을 하면서 일단 고시를 한 번 해보기로 하 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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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거부감이 없었고, 입시공부도 참고 해냈는데 고시공부라고 못할 것은 없다

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고시 책값이 만만치 않고, 집안 경제 인 형편을 고려하

여 곧 포기하 다. 손 은 고시를 고, 곧 자신이 학원에 가서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학한 후 어느날 공 수업을 듣는 데, “아! 내가 공부를 선

택하는 게 아닌가보다” 생각이 딱 들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보다 뛰어난 후배들

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 다. “어 든 100이 안되더라도 80이나 90만 돼도 충분

히 공부하는 사람의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최고 성취를 지향했던 손 은 “100

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자 그냥 포기하 다.

손 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손 은 진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하고 싶은가를 심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

이라고 생각하는 학원, 교직, 고시라는 선택지를 ‘지우고’ 남은, 회사 취직이라는 

선택지를 고르는 ‘소거법’을 따랐다. 이는 자신의 진로 선택 역시 열려진 서술식이 

아니라 5지 선다형으로 만들면서, ‘아닌 것’을 지우고 남는 것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익숙한 문제풀이 방식이자,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의 연장이었다.

취업 비를 하려도 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 인 정보가 거의 없었다. 학과 선

배들 에서도 취업과 련된 구체 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손 은 

인터넷에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모의면 이나 자기소개

서 작성 연습 이런 것 없이 “쌩으로” 기업 몇 군데 원서를 넣은 후, 가장 먼  합

격발표가 난 곳에 26살에 입사하게 되었다. 하반기에 공기업 채용공고가 나면 그때 

회사를 옮길 생각으로 ‘일단’ 입사하 고, 입사한 회사에 한 구체 인 정보에 한 

탐색이나 자신이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가와 같은 비  설정이 

제 로 되어 있지 않았다.

입사한 회사는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한 회사 고, 배치된 부서는 손  입사 당

시 처음으로 독립된 부서가 되어 일을 가르쳐  ‘사수’가 없었다. 손 은 학에서 

업무와 직 으로 배운 것이 별로 없었고 사수도 없었기에, 직  교육 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하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일을 배워나갔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로그램의 수 은  높아졌고, 손 은 자신의 능력과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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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불일치를 계속 느 다. 손 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외부의 특강이나 학회에 

가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고 외부의 형식, 비형식 교육기회에 

해 회의 이었다. 이와 함께 손 은 자신의 학습 욕구를 채워  학습의 자원과 기

회를 찾는 일에 소극 으로 응하 다.

손 은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31살에 과장으로 승진도 빨리 하

다. 그러나 손 에게 승진이라는 것은 큰 의미부여가 되지 않았고, 특별한 경력 

계획도 없었다. 손 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거나 배우는 것이 따로 없고, 자

신이 치열하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낀다. 책도 거의 보지 않는데, 이건 시간이 부

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고, “ 만큼 집요한 것”도 사라진 것이다. 손

에게 일생의 꿈은 B 학에 합격하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 특별한 

꿈이나 목표를 가지지 못했다. 손 은 교육담당자로서 사람들에게는 꿈을 가지라

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 다. 

손 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이나 의미를 찾지 못했다. “별로 좋아서 일을 하지

는 않”고, “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손 은 이

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생각만 하고 있을 뿐 구체 인 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제

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제가 아직까지는 

못 찾은” 상태이고 이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자신은 “이미 여기까지 흘러왔고” 그것

을 찾는다고 갑자기 회사를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 다. 그것은 손 에게 자신

에게 합하지 않은 “탈선”이었다. 손 은 학 입시에서 성공하여 구나 부러워

하는 B 학에 입학하고, 기업에 취직하여 빠르게 승진하여 성공의 길을 걸어오면

서 그 길 밖으로 나가는 삶에 한 두려움이 컸다. 손 은 이직을 하면서 딱히 가

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B 학 출신으로서 소기업이나 아무 데나 

갈 수 없고 자신이 가야할 길이 정해져있다는 기  자기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손 은 일생의 꿈인 B 학 합격이후, 자기 ‘목표’를 제 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주어진 목표와 시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율 으로 자기 학습 리를 해내지 못했다. 

이 처럼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꿈이 없는 자신에 해 불안을 느끼긴 했지만, ‘자

기’ 없는 방법론  자기주도성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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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경언의 생애사

김경언은 지방 소도시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하 다.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은 

등학교 졸업이고, 작은 슈퍼마켓을 운 하 다. 가게 일로 밤늦게 집에 오고, 아침 

일  일하러 나가면서 김경언의 부모는 자녀 공부에 개입할 시간이 없었고, 구체

으로 학업에 해 조언할 정도로 아는 게 많지 않았다. 김경언은 등학교 입학하여 

‘알아서’ 공부를 잘했고, 숙제를 “곧이곧 로” 해가는 모범생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

나면 김경언은 남동생과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하 다. 

등학교 때 공부에 해 별다른 스트 스를 받지 않았던 김경언은 학교 입학 

이후 석차에 한 ‘압박’을 느끼면서 입시공부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고교 

비평 화가 지속된 곳으로, 고등학교 입시 열기가 높았다. 김경언이 다닌 학교는 

교 1등에서 50등까지 명단을 복도에 공개하며 학생들을 자극하 다. 김경언은 명

문고로 불리는 K고 이외 다른 곳으로 진학할 생각이 없었고 어느 정도 성 을 받아

야 K고에 합격 가능한지 정보가 없었기에 불안을 느끼며 일단 교 50등 명단 “안

에 들어야겠다”고 결심하 다. 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교 석차가 

빠른 속도로 올랐다. 같은 반에 교 1등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의 

격차가 “좁 지니까, 조 씩 되네, 되네 싶은 게 확 보이니까 재미가 있고 성취욕 같

은 게” 있었다. 이를 경험하면서 김경언은 공부하는 게 싫지가 않았고, 학교 2학년 

말에는 교 1등을 하게 되었다. 김경언은 자신과 진로에 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

았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K고등학교 진학은 분명한 목표로 설정

되었고 명문고 진학 목표는 진로 목표를 완 히 체하는 역할을 하 다.

·고등학교를 통 들어 김경언은 수업시간에 잔 이 거의 없었고, 모든 과목마다 

교사가 하는 말을 꼼꼼히 다 받아 는 ‘필기왕’이었다. 학교 시험 때가 되면 다 김경

언의 교과서를 돌려볼 정도 다. 학교에서는 100% 공부만 하고자 하 고, 공부 계

획을 달성하려면 늘 시간이 부족했다. 고등학교 때에는 심시간에 축구를 하던 것

도 단하고 쉬는 시간에도 “기계처럼” 앉아서 공부하 는데, 친구들이 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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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 다. 김경언은 스스로 철 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달성을 

해 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에 념하는 ‘독한 학습자’ 다. 김경언은 공부하

는 내용에 흥미를 느낀 은 별로 없었지만, 공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푼 문제 수, 

문제집 수와 같이 자신의 해놓은 공부 “양에 신났”다. 김경언에게 공부는 하면 그 

성과가 바로 보이는 ‘일’과 같았다. 공부의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의 기제는 공부 

내용 자체에 한 흥미나 재미와 상 없이 입시공부에 계속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

다.

  김경언은 학 입시에서의 성공을 해 자신을 설득하고 독려해나갔다. 고등학교

는 시험을 통해 선발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다시 이 안에서 특

별반을 만들어 운 하면서 이 반에 들어가느냐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고 학생들 

사이의 경쟁 인 분 기 역시 김경언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고등학교 내내 행

복한 이 거의 없었다. 김경언은 부모님을 해서라도 ‘ 학까지는 좀 좋은 데 들어

가자’ 다짐을 하 다.  입시체제는 어쩔 수가 없고 자신이 할 일은 최 한 수를 

높여 놓아 어느 과든 “골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 김경언에게 진

로 탐색은 “시간 낭비”이고, 입시에 방해되는 ‘딴생각’이었다. 이는 입시체제에 맞게 

자신을 길들여나가는 ‘순치된 주체화’의 과정이었다. “교과서로서만 공부하고 그것만 

도 결과는 나오니까, 는 더 뭐 더 할 이유가 없으니까” 시험공부 이외 자율 으

로 자기 학습을 리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김경언은 등학교 때부터 교사들을 좋아하 고, 교사 이외 다른 직업에 한 정

보가 별로 없었기에 막연히 나 에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 다. 담임교사는 A

학과에 가서 원하는 교과 복수 공을 하면 교사를 할 수 있다고 A학과 진학을 권유

하 고, 김경언은 교사의 조언을 따라 학과를 선택하 다. 

김경언은 학 공에서 정답도 없고 토론만 시키는 것 같아 ‘제 로 공부하고 있

는 것이 맞나’ 불안을 느끼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 재미를 느끼기도 하 다. 김경언

은 구체 인 수치나 데이터를 다루는 수업보다 ‘철학 인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 자

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 다. 그 다고 공공부에 몰입한 것은 아니었다. 김경언

은 공 책을 ‘사야 하나 말아야’ 망설일 때가 많았고, 사놓고 잘 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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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세계에 몰입하거나 ‘ 학원을 가야겠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

니지만, 김경언은 극 으로 진로 탐색을 하지 않았다. 김경언은 주로 선후배들과 

어울려 놀면서 학 1, 2학년을 보냈다. 학과를 넘어서 세계에 해 극 으로 탐색

하지 않고, A학과 경계 안에서 지냈는데 이는 A학과가 꼭 좋아서라기보다 어떤 환

경이 주어지면 거기서 딱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성향 때문이었다. 선배들과 사회

비 인 서 에 한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몇 번 참석하 지만, 김경언은 이에 

한 회의감을 느 고 큰 의미를 찾지는 못했다. 김경언은 춤을 배우고 공연하는 데 

몰입하는 친구를 보며, 왜 자신은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왔다갔다’ 할까 고민

을 하기도 하 다. 이는 청소년기에 익숙해진 ‘제도화된 학습’에서 벗어나 성인기 ‘학

습의 개별화’로 나아가는 환 이 될 수 있었지만, 자신과 입시 공부의 결과 형성된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에 한 진지한 성찰로 나아가지 못했다. 김경언은 B

학 들어온 것으로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뭐든 늦게 될 수는 있지만 설마 안되겠

나’ 생각하 다. B 학 이름에 기 면서, ‘자기’ 목표 세우기가 잘 되지 않았다.

3학년이 되어 진로에 해 고민을 하면서 김경언은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상

황에서 일단 어릴 부터 꿈이었던 교사가 되는 길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C학과 부

공을 시작하 다. 김경언은 고시를 할 생각은  없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기도 싫은데, 비슷한 공부를  할 수는 없었다. 김경언은 교원임용고시 

비하면서 오지선다형 문제풀이에 회의 이었고,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설

설 ” 공부하 다. 마침 서울지역 교사 선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 나자 임용고시공

부를 바로 었다. 김경언은 진로가 미정인 채로 졸업이 가까이 오자, 일단 군  문

제를 해결하고 진로 선택을 유 할 겸 학사장교로 군 입 를 하 다. 학원에 진학

한 동료가 계속 학원에 오라고 권유하 고, 교원 임용고시공부를 하면서 회의가 

들었었기에 “임고보다는 학원이 더 맞는가보다” 생각하여 일단 학원에 진학하

다. 

그러나 학원 공부가 기 만큼 좋지 않았다. 지 인 자극도 약하고 교수들의 피

드백도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신의 ‘공부하는 자세’에 있었다. 

학원에서 심이 있는 주제라고 벌여놓은 일은 많았지만, 하다가 말고 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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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완성한 것이 거의 없었다. 김경언은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그런 거에 

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지 않고 앉아서 자

기 계획 달성에 몰입했던 ‘독한 학습자’ 던 자신을 떠올려볼 때, “왜 내가 이런 자

세로 살아가나” 하는 고민이 되었다. “열심히 하면 좋겠다 거기에 한 아쉬움”이 

들었다. 그러나 석사 졸업을 하고 학의 행정직원으로 일하면서 박사 유학을 비

하는 지 까지 “이런 자세”는 잘 바 지 않았다.

김경언은 고3 때까지 목표가 분명하지만 학 온 다음부터 목표가 사라지면서 “그

냥 방황하고. 좀 풀려있는” 상태이고, 여 히 군가 “하나 딱 정해줘야 그걸 향해서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 다. 한 ‘시험을 통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공부의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 다. 김경언은 ‘공부와 자신이 잘 

맞는다’는 확신은 없지만, 다른 것보다 공부가 자신과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니가 할 수 있는 건 그것 밖에 없다” 이야기해서, 박사과정 진학을 하기로 하 다. 

김경언이 보기에 자신이 학교를 심으로 계속 ‘공부’하는 진로를 밟아온 것은 다른 

길에 한 탐색을 극 으로 하지 않고 익숙하고 안정된 경로를 그냥 따라가는 ‘습

성의 고착화’에 의한 것이다.

제가 (K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하면 잘 된 거라고 했고. 목표를. 제가 좋아하는 
목표라기보다는. 목표를 정하는데 다른 평준화 아이들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
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있는데, 저는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 시간을 뺏겨버린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그냥 공부, 학교공
부 하는 거에만 매진하게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진로에 한 고민을 안 해봤던 
거 같고. 정보도 없고.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것 중에, 교사도 그런 거고. 교수
님이나 연구하는 사람도 사실 그런 거고. 그게 습성이 고착돼서 그 상태 그 로, 
다른 진로를 별로 생각을 못 해본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양하지 않은.. 
그냥 쭉~ 한쪽으로만 한쪽 선택지로만 제한된..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

김경언은 학 입학 이후 곧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이때 공부와 유사한 고시공부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김경언에게 고등학교 

입시공부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무엇을 공부할까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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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자신이 입시공부를 하면서 느 던 ‘소외’ 문제를 다루어보고 싶다는 생각

을 하기도 하 다. 김경언은 시험공부에 해 거부감을 가지고 비 인 입장을 취

하면서도, 여 히 입시에서 형성한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의 경계 안에 머무르

는 모순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이정 의 생애사

이정 은 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경기도 교외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자연 속에서 

행복한 유년시 을 보냈다. 아버지는 학에서 축산을 공하고 토끼농장을 운 하

고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버지 농장일을 도왔다. 토끼농장이 잘 되지 

않아 이정 이 등학교 3학년 때 가족들은 경기도의 큰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

다. 아버지는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고 어머니도 생업을 해 일을 나갔다. 부모는 생

업으로 바빴고 이정 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하는 편이 아니었다. 이정 은 등

학교 때부터 ‘그냥 되게 모범생’이었다. 주  어른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

를 잘 받아들 고, 착실하게 학교 수업 듣고 숙제를 해갔다.

본격 으로 입시공부를 한 것은 학교 입학 후 다. 이정 은 암기력이 좋았다.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은 거의 없었지만, 재미가 없어도 반복

하여 외우고 문제 풀고 하는 시험공부가 그리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정

은 이런 면에서 자신이 “입시에 필요한 공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

각하 다. 

이정 은 고교비평 화 지역에서 학교에 다녔고 그 지역의 명문여고에 진학하

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로에 한 별다른 고민이나 탐색은 없었다. 고교

입시를 치르고 그 지역의 명문여고에 입학하 다. 이 고등학교는 시험을 통해 공부

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발된 곳이었지만, 이정 은 고등학교 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학교 때 성 이 높다는 이유로 반강제 으로 참여한 재반에서 이미 경

쟁 이고 타율  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입학 후 새로운 시험 형태인 수능 모의고사에 잘 응하지 못해 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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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떨어졌지만, 시험 문제를 반복하여 풀고 시험 문제에 한 감이 생기면서 다시 

성 이 올라갔다. 어떤 시험이든 정제된 지식을 물어보는 객 식 시험은, 반복 인 

문제 풀이를 통해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고 출제자의 의도를 악하는 ‘감’을 키우면

서 곧 응할 수 있었다.

이정 은 특별한 사춘기를 겪지 않았다. 딱히 공부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

았다. 이정 에게 공부는 당연한 것,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종의 ‘의무’ 다. 좋은 

학을 가야겠다는 목표 분명하 지만, 무엇을 하고 싶다는 자기 꿈이 없었다. “왜 나

는 하고 싶은 게 없을까” 하는 의문도 잠시 들었지만, 깊이 있는 성찰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런 고민은 시험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딴생각’으로 간주되었다. 

이정 은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에 부모님과 교사의 권유에 따라 B 학 A

학과에 입학하 다. 이정 은 A학에 심이 있어서 공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기

에 공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한, 자신의 생각을 요시하는 학 공에서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인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

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균열은 자기주도성의 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정

은 ‘시험공부’와 자기 생각이 요한 ‘정말 공부’를 구분하고, 자신은 ‘정말 공부’에는 

소질이 없고 자신은 ‘시험 잘 보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공의 세계와 자신을 격리

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정 은 공과 자신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 지만, 자신에게 맞는 진로

는 무엇일까 극 으로 탐색을 하지 않았다. B 학에 입학한 것으로 ‘어느 정도 결

정이 다’는 생각이 있었다. 학교 3학년 때 부모가 고시공부를 하라고 권유하

고, 달리 하고 싶은 것이 없었던 이정 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고시를 시작하 다. 이

정 은 고시공부에 한 거부감이 없었다. 시험공부를 통한 성공 경험밖에 없는 학

습자에게 손쉬운 선택은 다시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의 경제  지원을 

받고, 학교를 2년여 휴학을 하고 고시공부에 집 하 다. 이정 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며 고시학원-학교 도서 을 오가며 고등학교 때처럼 학원 강의를 듣고 나머

지 시간에 공부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암기하고 문제를 풀었다. 이정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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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그다지 힘들지가 않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꾸 히” 공부하 다. 시험 

합격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주어지고,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고 계량화가 가능한 

고시공부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다시 발휘되었다.

약 2년 만에 고시에 합격하 고, 복학하여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듣고 학을 졸업

하 다. 앙공무원연수원을 거쳐 앙부처에 수습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정 은 공

무원이 되면 일  퇴근하고, ‘정해진 일’을 한다고 생각하 다. 그러나 막상 장을 

가보니 기 와 달랐다. 이정 은 바쁘고 여유가 없는 부처 분 기에 응하기 어려

웠고, 기획서 작성과 같은 일을 맡았지만 정말 생각이 잘 나지 않았고 일을 잘 처리

하지 못하면서 업무가 버겁게 느껴졌다. 이정 은 자원하여 외부 근무를 나갔다.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요한 결정은 교장이 하고 일은 행정실 

직원들이 하면서 자신에게 큰 부담이 없으면서 시간  여유가 있어 좋았다. 그러나 

1년이 안 되어 다시 앙부처로 돌아가 근무하게 되었다. 이정 은 자신의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 능력이나 창의력이 부족함을 감하 고, 문가들과 일을 조율해

나가는 것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며 이 일과 자신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

다. 일이 힘든데, 하는 일에 한 의미도 잘 찾아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게 고생을 할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몰려왔다. 첫 번째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하여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이 부서의 일 역시 담당 공무원의 ‘센스’와 창의력이 필

요했다. 다른 직원의 도움을 “  많이” 받아서 일을 처리해나가는 상황이 괴로웠다. 

그러나 이정 은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신 능력 사이의 불일치를 느끼면서

도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극 으로 학습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학습 

기회를 만들기 해 노력하기보다 소극 으로 응하 다.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유학 기회가 있었지만, 이정 은 더 공부할 생각이 없었다. 이정 은 지 까지 스스

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한 은 거의 없다.

이정 은 만약 공무원의 일과 삶이 이런  알았더라면, 행정고시공부를 하지 않

았을 텐데 후회도 되었지만, 고시를 통해 힘들게 얻은 안정된 직장을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다. 이정 은 자신의 직업에 한 회의와 갈등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아! 나는 공부하는 게 그 게 힘들지 않았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이때 공



- 170 -

부는 시험공부 다. 이정 은 자신이 ‘시험 보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 능력은 몇 년 

쓰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체화되어 있다가 필요하며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자신과 잘 맞고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시험’ 공부라는 기  자기논리

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정 은 둘째 아이 육아 휴직 이고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복직해도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경력 환에 해 고민하면서 시험공부를 하는 

길을 생각해보았다. 회계사나 변리사 등 시험을 통해 입직할 수 있는 ‘괜찮은 직업’

들이 많이 있고, 시험에 한 자신감도 있지만, 문제는 여 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 무엇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없는 방법론  자기주도성의 경계 안주가 계속되었다.

이정 은 자신이 “공부를 잘했지만 제 길을 제 로 못 찾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다. 주 에서 시키는 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아직

도 찾지 못해 “공부 잘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자

녀는 자신처럼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행복한 길을 찾아갔으면 하

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이정 은 ‘시험-삶’이 강하게 연계되는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 은 입시 

공부에 몰입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지 못한 것에 해 비 이면서도, 한편

으로 입시 공부에 몰입하고 잘했던 경험이 생애 반에 걸쳐 시험공부는 지 이라도 

다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시험‘공부’를 하는 게 그래도 자신이 힘들지 않

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기  자기논리를 가지고 있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삶을 

제약하는 요인이자 기회를 열어주는 양가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 은 입시에서 

형성한 ‘학습=시험공부’라는 견고한 등식을 유지하며 ‘자기’ 없는 방법론  자기주도

성 경계 안에 머무르는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김건우의 생애사

김건우는 지방 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성장하 다. 아버지는 학을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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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교사로 근무하 고,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장남인 아버지 신하

여 집안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셨다. 어릴  김건우의 공부에 큰 향을 미친 것

은 아버지 다. 김건우 아버지는 검사에 한 ‘로망’이 있었다. 교사가 사회 으로 

하 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 다고 크게 받는 직업이 아니었기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이가 어려도 ‘ 감님’ 을 받는 검사라 되라

고 하 다. 그러나 첫째, 둘째 아들이 기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하자 크게 실망을 

하 다. 그러던 차에 막내 김건우가 등학교에 입학하여 좋은 성 을 받아오자 아

버지는 김건우가 자신의 꿈을 이  것으로 큰 기 를 하 다. 아버지는 김건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해 큰 심이 없었다. 김건우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

는 아들에게 B 학 법 에 가고 검사가 되기를 기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부에 

한 시선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김건우는 자신이 올 수나 교 1등과 같은 성 을 받아오면 성 표를 코 하여 학

교 동료에게 자랑하는 아버지를 보며,  부모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부모의 기 에 계속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하 다. 김

건우는 공부를 잘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이 무척 좋았다. 김건우에게 공부는 

요한 타자의 기 에 부응하는 일로 의미화되었다.

김건우가 본격 으로 입시공부에 몰입한 것은 학교 때부터 다. 김건우는 과학

고 진학을 목표로 하 고, 학교 3학년 때는 시내 과학고 문입시학원에 다니며 

시험공부에 몰입하 다. 과학고 진학을 목표한 것은 수학, 과학에 한 심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시험 서 가는 특별한 학교”인 과학고에 가서 “나 어디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특별함을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과학고 입시에 실패

하고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B 학을 가면 된다는 생각에 크게 낙담하지 않았고 고등

학교때 B 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 다. 김건우는 “폼생폼사”라고 다른 사람에

게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가를 시하 고, 사람들이 구나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것

을 성취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얻고자 하 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빡세게 돌리는” 

억압 인 분 기 지만, 김건우는 이에 특별한 불만을 품거나 항하지 않고 그 안

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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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는 ‘왜?’라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교과서 지식을 반복하여 외워 입에 

익도록 하 다.  ‘딱딱딱’ 떨어지는 지식을 이해하고 외우면 시험에서 그만큼 맞출 

수 있었고, 성 과 석차로 바로 ‘피드백’이 오는 이 시험공부가 김건우는 싫지 않았

다.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공을 들이고, 이 계획을 하나씩 달성해나갈 때 오는 성취

감과 뿌듯함이 있었다. 이런 자기만족의 기제를 통해 공부 자체에서 오는 재미나 흥

미가 없어도 입시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었다. 공부의 계량화, 타자와의 일치화, 

순치된 주체화를 특성으로 하는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고등학교 내내 효과 으

로 작동하 다.

김건우는 수능 시험을 보고, 아버지가 바라는 B 학 법 에 갈 성 이 되지 않자 

경쟁률을 감안하고 A학과 이름을 보면서 막연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A학과에 지원

하 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B 학에 합격한 후, ‘일생의 목표’가 사라지고 분명했

던 목표가 풀리는 경험을 하 지만, 김건우는 아버지의 ‘로망’ 검사가 되어야 한다

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1학년 때부터 바로 고시공부에 몰입한 것은 아니었다. 

학 1, 2학년 때 공수업을 들으면서 김건우는 공공부와 자신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로 써야 하는데, “ 빨”이 부족하 고 이

처럼 공부 계획을 세워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공공부는 외워야 할 것이 불명확하

고 계량화가 되지 않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 김건우는 답이 ‘탁탁 튀어나오지 

않는’ 공공부에 답답함을 느 다. 입시 공부에서 잘 통했던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느 지만, 김건우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2학

년이 되어 아버지가 “사시 볼래, 행시 볼래?” 물어보며 고시공부를 시작하라고 하

다. 김건우는 고시 외에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두 가지 선택지 

에서 ‘사시’를 선택하 다.

고시공부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다시 잘 작동하 다. 김건우는 공부 계획을 

공들여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딴생각’ 안 하고 외우고 문제 풀고 하는 정해진 고시

생활을 하면서 공에서 느끼지 못한 공부하는 재미와 안정감을 느 다. 김건우는 

고시에 집 하면서 공수업은 졸업을 한 최소학 만 듣고, 다른 활동은 많이 하

지 못하며 고등학교 때와 유사한 삶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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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김건우는 사시를 계속 할 것인가 

잠시 혼란을 겪었다. 사시는 김건우의 ‘자기’ 목표라기보다, 아버지의 기 에 부응하

기 한 것이었다. 김건우는 지 까지 공부한 것이 아깝고, 시험공부 이외 당장 새로

운 것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시 공부를 계속하 다. 고시 합격이 늦어지

고 군  문제 있어 김건우는 학사장교 시험을 보고 학 졸업 후 장교로 군 복무를 

하 다.장교로 근무하면서 김건우는 사시를 고 행정고시공부를 시작하 다. 사법

고시에서 행정고시로 고시의 종류를 바꿀 수는 있었지만 시험공부 이외 다른 진로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가 않았고, 고시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장교로 근

무하면서, 고시공부에 제 로 집 하기가 어려웠다. 김건우는 제  후 1-2년간 고시

공부에 집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때 필요한 자 을 마련하기 해 월 을 아껴 

차곡차곡 을 하 다.

제  후 가족들은 고시공부를 더 해보라고 권유하 지만, 장교로 있으면서 결혼을 

한 상태라 취업을 하는 게 더 했다. 채용정보를 알아보다가 한 공기업 취업 공고

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하 다. 김건우는 입사하면서 이 회사에 해 충분히 알아보

지 못하고 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가에 해서 거

의 생각하지 못했지만, B 학 출신으로서 “이 정도 회사에는 들어가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김건우는 지방의 한 지 에서 창구 업업무를 일 년 반 동안하 다. 

업 업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김건우는 업무에 응하는 데 큰 어려

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 후 지역본부에서 그 지역의 매량을 측하고 리하는 일

을 1년간 하고 재 일하는 서울 본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근무를 하면서, 김건우

는 지  있는 자리에 오고 싶어 하 는데, “여기가 뭐하는 덴지도 모르고, 좀 더 높

은 데를” 가보고자 하 다.

김건우는 근래 ‘간부시험’ 비를 하고 있다. 김건우 회사는 ‘간부시험’이라는 독특

한 승진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직원에서 차장으로 고속 승진하

게 된다. 간부가 되기 까지 하는 일은 주로 단순 임 업무에 가까워 문성이 쌓

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김건우는 일단 시험에 합격하여 빨리 간부가 되어야겠

다고 생각하 다. 김건우는 간부 승진 시험에 가산 을 받는 토익 성 과 자격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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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해 시험공부를 해나갔다. 사무직에서는 유일한 기사자격증을 따기 해 “독

서실을 끊어서 12시까지 동 상 강의 들으면서” 집 으로 외우고 오지선다 문제

를 풀다 보니 “오랜만에 좀 빡세게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산 이 되는 스펙

쌓기 이외 시험 자체는 회사의 규정집 구석구석에서 출제되어 “단순히 외워야 하는 

것”이 많다. 김건우가 부딪친 직업세계는 승진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고, 승진 

시험제도를 통해 공부할 내용이 규정되고 계량화가 가능한 공부라는 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다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김건우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서울에 살면서, 2년 안에 ‘간부 시험’에 합격하여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하 다. 김건우는 회사 일이 많아 승진시험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시간과 자기 리를 철 히 하고자 하 다. 사회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김건우에게 ‘일탈’이었다. 그런 일탈은 자신에게 잘 맞지 않

는 것이었고, 자신과 같이 정해진 길을 따라온 사람은 이러한 ‘일탈’이 더 힘들게 느

껴졌다. 김건우에게 B 학 출신으로서 가야 할 안정된 길이 있다는 기  자기논리

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B 학을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회사는 들어가 줘야 하지 않을까. 
B 학을 나왔으니까 이 정도 회사에서 나한테 바라는 게 이 정도는 있을 거고 내
가 개판 치면 여기서 또 욕 들어 먹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B 학을 나왔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하면 이만큼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아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어디를 나왔다는 게.. 
별로 요즘 막 학벌이 중요한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특히 인사처에 있으니까 
그런 걸 저도 보면 알게 돼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들 그거는 이미 베이스에 깔
고 보고 있다는 거. 이게 그 뭐냐, 헤일로 이펙트(halo effect). 헤일로 효과라는 
게 그 사람의 후광 효과. 이미 이루어 놓은 효과로 인해서 판단이 왜곡된다는 건
데, 그 부분이 B 학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득 보고 사는 거 많죠. 

 김건우는 계속 ‘시험’ 보는 삶을 살았다. 학교 때는 과학고 입시, 고등학교 때는 

B 학 입시 공부를 하 고, 학에서는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학사 장교 시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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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교로 군 복무를 하면서 행정고시공부를 하고, 제  후에는 공사 입사 시험을 

거쳐, 지 은 고속승진을 한 간부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김건우의 모습은 한국사

회에서 성공 이고 안정된 삶을 추구해나가는 놓여있는 ‘시험’이 어떤 것이고, 왜 ‘시

험형 자기주도성’이 계속 유지 혹은 강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험들은 체

로 정제된 지식을 다루고 선다형 시험 방식을 취하고 합격하면 사회 인 보상이 주

어진다는 에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통하는 것들이다. 김건우에게 ‘자기’가 없는 

방법론인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성찰과 극복의 상이라기보다는, 안정된 삶을 살아

가게 해주는 유리한 학습 성향이다. 김건우는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지속 으로 유

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한국 엘리트 성인학습자의 학습생애 한 패턴을 잘 

보여 다. 계속 ‘시험’을 심으로 자신의 학습을 리하고, ‘학습은 곧 공부’ 간의 견

고한 등치가 이루어지고 시험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시험-삶’의 결합방식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6.  최 인의 생애사

최 인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육사를 다니다가 경제 인 이유로 

학업을 단하고 공무원 시험을 비하여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다. 어머니는 고졸 학

력에 업주부 다. 최 인은 배움에 한 한이 있는 아버지를 보며, “아빠가 못 이

룬 걸 내가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하 다. 등학교에 입학하여 좋은 성 을 받

아오자 아버지는 무척 좋아하 다. 공부를 잘하니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것이 좋아

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 선순환”이 잘 이루었다. 시험 때가 되면 등학생치고 “독하

게” 공부하 다. 최 인은 1남 2녀  둘째 딸이었는데, 장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

어서 사랑받기 “굉장히 불리한 치”에 있었다. 최 인은 아들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이 “아들이 아닌 게 무 싫”었지만, 곧 공부를 잘함으로써 자신

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집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최 인에게 공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어머니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력

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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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공부에 본격 으로 몰입한 것은 학교 때부터이다. 최 인은 학교에서 반

에서 1등을 하 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았다. 최 인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

고 ‘시험’ 서 반 편성을 하는 학원에 다니며 자극을 많이 받았다.  국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수를 조 이라도 높이고자 애썼다. 

3때 입시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외고 시험을 보라고 하여 입시

비를 거의 못한 채 시험을 보고 불합격하여 서울에 있는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

다. 최 인은 고등학교에서 독보 으로 공부를 잘하 다. 단순히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등하고 격한 수 차이로 1등을 하면서, 최 인은 “아! 나 천잰가 ” 하

며 자신을 단하다고 생각하 다. 그러면서 최 인은 외고에 안 간 것을 다행이라

고 생각하 다. 외고에 갔으면 교사들에게 ‘이쁨’을 받거나, “잘한다 잘한다”하는 칭

찬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 인은 ·고등학교를 통틀어 수업시간에 한 번도 자지 않고, 교사가 하는 말을 

다 받아 었다. , 교과서 내용을 반복하여 외우고 백지를 가져다 놓고 외운 것을 

죽 써보면서 정확하게 외웠는지 검하 다. 최 인은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공을 

들 다. B 학이라는 최종 목표도 있었지만, 매주, 매일, 매시간 공부해야 할 정확한 

분량을 할당하고 이 계획을 달성하고자 공부에 집 하 다. 최 인은 공부 계획을 

잘 달성하지 못하면, 자를 가져다 놓고 “정신 차리자”하고 자신을 때리기도 하 다. 

이는 ‘수험생’으로 자신을 주체화하고, 입시에 합한 “정신” 상태를 지속 으로 만

들어내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다. 

최 인은 공부하는 내용 자체에서 흥미나 재미를 느낀 은 별로 없었지만, 공부

를 열심히 하여 “조 씩 등수가 오를 때 그 쾌감”이 좋았다. 한, 공부 계획을 세워

놓고 한 문제씩 풀어나가 그 계획을 완성했을 때 성취감, 문제집 한 권을 끝낼 때마

다 혼자 ‘책거리’를 하고 자신이 풀어놓은 문제집이 쌓여갈 때 뿌듯함을 느 다. 최

인은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고, 피곤하고 졸려도 “기어이” 독서실에 가

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가곤 하 다. 최 인은 좋은 학을 가서 자신이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다. 최 인은 이런 자신을 보며 스스로 ‘독하

다’고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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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인은 OO단과 학에 가서 행정고시를 보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별생각 없이” A학과에 지원하 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안 좋은 것을 권해  리가 

없다고 생각하 다. 최 인은 B 학에 입학함으로써, 아버지에게 해  것을 다 해

주었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 다. 

B 학 입학 이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학 

공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 도 몰입이 잘 되지 않았다. 책을 읽고 서평을 쓸 때, 

요약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

신만의 생각이나 궁 한 것을 말하고 쓰고 발 시켜 나가야 하는데, 별생각이 나지 

않고 궁 한 것이 없었다. 무엇을 하라고 시켜주면, 따라가는 것은 구도 잘할 자신

이 있었다. 그러나 입시공부에서 통했던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학 공에서 더 이

상 작동하지 않았다. 최 인은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궁 한 것’이 있고 이에 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소수의 동료를 보면서 “아! 런 애들이 학자가 되는 애들이

구나. 런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구나” 생각하 다. 반면, 자신은 하지 않고 

“시험 문제나 잘 푸는 사람”이고, “잘하지도 못하지 않는 평범한 애들  한 명”이라

고 생각하 다. 이는 자신을 학자가 될 사람 혹은 공부할 사람은 아니라고 배치

(positioning)하고 분리하는 작업이었다.

학 1, 2학년 때 선배들과 사회비  서 에 한 세미나에 참석해보기도 하

지만, 산층 출신인 최 인에게 이런 내용을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았다. 최 인은 

카페나 출 사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 로 학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 다. 학교 3학년 때 소속 단과 학 안의 한 학과 복수 

공을 시작하 다. 그러나 이것은 심사숙고한 선택이나 졸업 후 진로 계획과 

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최 인은 고시공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고시를 통해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그 삶이 그다지 매력 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

원에 진학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 ‘일단’ 취업을 

하기로 하 다. 이왕 취직할 거라면, 구나 알아주고 을 많이 주는 기업에 가

야 한다고 생각하 다. 최 인은 취업스터디를 잠시 하기는 하 지만, 취업 비를 

많이 하지 못했다.



- 178 -

최 인은 26살에 한 기업 연수원에 입사하 다. 최 인은 B 학 출신으로서 같

이 입사한 동기들 에서는 제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 회사는 사원들에 

한 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최 인은 

극 으로 선배들에게 ‘도제식 교육’을 받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외부의 교육

로그램이나 학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기법을 배워왔다. 

최 인이 맡은 업무는 직원들을 상으로 열정, 비 , 도 과 같은 가치(value)교

육 로그램을 기획 운 하는 것이었다. 이 업무는 자신과 잘 맞았고, 경력이 쌓이고 

업무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일하는 재미가 있었다. 그러나 입사해서 곧 같

은 업무만 하다 보니  매 리즘에 빠지고, 입사 5년 차쯤 되자 “내가 아무리 열

심히 한다고 이 사람들이 바뀔 거냐?” 하는 근본 인 회의가 느껴졌다. 아무리 열심

히 가치 교육을 해도, 교육이 끝난 후 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다시 그 로 다. 

최 인은 학 때 자신이 상담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람의 근본 인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는 것은 교육보다 상담이라는 생각하 다. 상담 쪽으로 경력 환을 하기 

해 최 인은 학원 상담 공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최 인은 상담을 공부하러 가더라도 B 학 아니면 갈 생각이 없었다. 문제는 이곳 

상담 공은 일제 학생만을 받아서 진학하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직장을 

그만둘 만큼 학원 공부에 한 확신은 없었다. 최 인은 일단 사이버 학에 등록

하여 상담 공부를 하 다. 이는 나 에 B 학 학원에 가서 후배들과 같이 공부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 마’가 되지 않기 해 미리 상담 련 지식을 쌓기 해서

다. 최 인은 졸 학력이므로 학원 과정에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학부 과

정을 신청하 다. 이는 석사를 “제 로 된 학에 가서 제 로 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학 입시 이후에도 ‘학벌의식’은 계속 작동하며, 자신에게 합한 학

과 학습의 장에 한 기 이 되었다.

B 학 진학에 한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면서 시간이 흘 고, 어느 날 승진 시

험 비를 하면서 최 인은 시험공부의 재미를 느 고, 시험 보는 능력이 뛰어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시험공부 하는 능력은 몸에 “익어서” 오랫동안 쓰지 않아도 

필요하면 다시 잘 발휘되었다. 최 인은 회사생활을 하고 승진시험을 보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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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다기보다는 “시험 잘 보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하 다. 최 인은 힘들게 

회사 생활하지 않고 시험 보고 합격만 하면 가 돈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 다. 

최 인은 곧 학원에 진학하여 상담 “공부를 해서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게 살고”자 하 다. 직장생활만 7-8년 

하다 보니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없으니 허무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뭔가 배우는 즐거움”을 얻고 싶기 때문이었다. 최 인은 자신이 “그냥 월 이나 받

으면서 살지 약간 이 게 될까 ” 직장을 다니면서 일부러 어학원도 다니고 사이

버 학도 다니면서 자신에게 계속 자극을 주었다. 최 인에게 자신이 정체되고 안

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30  반에 학원에 돌아가 잘 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성취경험에서 오는 자신감과 ‘독

한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은 ‘나는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

 자기논리로 작동하 다.

최 인은 시험공부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시험 잘 보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등학교 때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B 학 출신으로서 최

고에 한 지향과 자기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자기공부를 극 으로 리해나가는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변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7.  김은경의 생애사

김은경은 지방 소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 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퇴했고 소규모 자 업을 하 다.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도왔다. 김은경은 주로 남동생과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유

년시 을 보냈다. 문화시설이 별로 없었던 터라 김은경은 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

교라는 것 자체가 정 으로 다가왔고, 학교 교사들과 빛을 맞추고 칭찬받고 하

는 것을 좋아하 다. 김은경은 교사들에게 ‘이쁨’을 받기 해서는 시험을 잘 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등학교 때부터 시험 때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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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은경 부모는 자녀 교육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못하지만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 

김은경을 기특해하 다.

  등학교 때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받아 좋았다면, 김은경이 본격 으

로 입시공부에 몰입하게 된 것은 학교 때부터이다. 김은경이 다닌 학교에서 

교 1등을 하면 고교입시를 치르고 인근의 큰 도시인 A시의 명문여고로 진학하 다. 

김은경 역시 이 명문여고 입학을 목표로 하 다. 주  학교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

히 하지 않았지만, 김은경은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차별화를 하

다. 김은경은 자신이 시골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국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의

식하면서 자신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채 질’하며 입시공부에 몰입하 다.

  학교 3학년 때 다른 비평 화 지역인 P시의 여고가 더 좋다는 교사의 권유에 

따라, 고입시험을 보고 P시 명문여고에 입학하 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자취생활을 하면서 몸도 아 고, 큰 도시의 잘 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사

이에서 치이면서 김은경은 외롭고 힘들었다. 고등학교 역시 “ 입시 주” 분 기

다. 학교 때 다들 1, 2등 하던 아이들이 모 는데 이 안에서 다시 1등부터 꼴 까

지 나눠지고, 성 순으로 ‘특별반’을 만들어 운 되는 상황에서 입시 스트 스는 매

우 컸다. 그러나 김은경은 ‘입시체제’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었다. 입시체제는 어

쩔 수 없고 수능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 다. B 학

에 가면 자신의 인생을 바 리라 의심하지 않았다. 한, 김은경은 자신이 공부를 잘

하면서, 친척들 사이에서 부모의 상이 높아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공부를 잘해야 

할 필요성을 감하 다. 김은경은 일기 쓰기를 통해 회의나 슬럼 를 효과 으로 

차단하고, 입시 공부에 더 몰입하도록 자신을 ‘다그치며’, “ 투 으로” 공부를 하

다. 김은경에게 공부는 자신의 인생 반에 걸친 사회  ‘보상’을 얻는 수단이자 투

자 다.

  김은경이 남보다 탁월한 암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 몇 번씩 반

복하여 외우고,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교사의 농담까지 꼼꼼하게 받아 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교사의 성 모사를 하고, 교사처럼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 김은경은 

학교 때부터 공부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는데, 항상 과도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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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획의 굴 ” 속에서 심시간에도 가 시키지 않아도 앉아서 공부할 수밖에 없

었다. 그 게 공부 계획을 하나씩 완성해나가면서 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었다. 

이는 지식과 자신이 분리된 공부, 타자와의 일치화가 요한 ‘자기’가 배제된 상태에

서 발휘되는 방법론 인 주도성이었다.

김은경은 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사들을 좋아하면서, 교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학 원서를 쓰면서, 담임교사는 A학과에 가면 복수 공을 하면 교

사를 할 수 있다고 A학과를 제안하 다. 김은경은 스스로 다양한 학과에 해서 알

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고, 교사의 말에 한 신뢰가 높았기에 큰 고민 없이 A학과에 

지원하 다. 

김은경은 학에서 공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 다. 자신의 생

각을 말하고 로 써가는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김은경은 자신은 ·고등학교 때와 

같은 시험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연구’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 다. 김은경이 보기에 공과 자신이 불일치는 

거의 10년을 규격화된 공부를 하는 데 익숙해진 “규격화된 사람”과 ‘비규격화된 공

부’ 사이의 충돌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김은경은 자신보다 공에서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은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 다. 김은경은 학

에 와서까지 도서 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고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 김은경은 어릴 

부터 소풍 가면 나가서 공연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고등학교 때 늘 앉아있다 보니 

학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었다. 춤을 배우기 해 소속 단  안의 춤 

동아리에 들었다. 동아리에서 사회비 인 서 들을 읽으면서 집회에도 참석하기도 

하 지만, 곧 자신이 추고 싶었던 춤은 소  ‘운동권 춤’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학교 

밖의 스동아리에 들어 재즈 스, 라틴, 살사 등 춤들을 다 배우고 공연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은경은 학 3학년 때부터 복수 공을 하면서 교직으로 나갈 비를 하 다. 그

러나 학교만 아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A기업 인턴 생활을 하고, A기업 

입사 시험을 보았다. 그러나 김은경은 자신이 회사에 들어가면 교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이왕 회사에 갈 거면 국내 최고라는 M기업 정도에는 “들어가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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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으로 M기업 입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 다. 그러나 신입사원교육을 하루 

앞두고 김은경은 입사를 포기하 다. 자신이 입사하면 ‘M기업맨’이 되어 교직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다. 진로가 미정인 채로 졸업하 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개월 교원임용고시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았지만,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험에 불합격하 다. 김은경은 교원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도 사립학교에 취

업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고, 친구를 따라 사립학교 시험을 보

고 25살에 M재단에서 운 하는 사립 학교 어교사가 되었다. 김은경은 교사가 되

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과 진로에 한 충분한 성찰과 탐색의 과정을 거

치지 못했다.

교사가 되고 기에는 자신이 “ 한민국의 일개 교사”가 되었고, ‘세계 속의 M사’ 

입사를 포기한 것에 한 아쉬움이 들기도 하 다. 그러나 김은경은 좋은 수업을 하

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고, B 학 출신으로서 수업 하나를 해도 제 로 해야 한다는 

높은 자기 기 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김은경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었고, 최고에 

한 지향이었다. 김은경은 재미있는 수업을 하기 해 다른 교사 수업을 참 하고 

시 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며 ‘연구’에 힘썼다.

그러나 많은 행정업무에 치이면서 제 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

치다 보니 자신이 학생 어 수 으로 낮아지고 정체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늘 보

다 높은 성취를 추구해온 김은경에게 자신이 정체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김

은경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고, 자극을 받기 해 학원에 입학하 다. 교직과 

학원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독려하

며 공부를 해나갔다. 이는 입시체제에서 형성된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자기통제의 

기술이 계속 작동하는 것이었다.

김은경은 첫째 아이 임신, 출산으로 학원을 수료만 하고 졸업논문을 쓰지 못했

다. 아이의 생애 기 3년이 매우 요하다는 생각에, 김은경은 첫째 아이 출산 후 

2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육아에 념하 다. 복직하여 다시 교사로 근무하다가 재

는 둘째 아이 육아휴직 이다. 김은경은 두 아이 양육과 집안일로 ‘자기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 다. 굳이 자신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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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력’일 필요 없이 구라도 할 수 있는 집안일에 치이면서, 김은경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한때 “피땀 흘려 공부했던가” 회의에 빠졌다. 김은경이 입시공부를 열

심히 한 것은 ‘보상’이 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B 학을 나와

도 더 잘사는 것도 아니고 별 소용이 없었다. 기업에 취업하여 승진하고 높은 보

수를 받는 친구를 보면서, 힘들고 월 도 많이 주지 않는 교직에 한 회의가 들기

도 한다. 교원 임용고사를 서 국·공립 학교로 옮길 수도 있고, 어 실력을 활용하

여 보다 좋은 보수를 주는 기업체로 옮길 수도 있지만, 자신을 심으로 한 경력계

발보다 두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제일 요시하고 있다. 

김은경은 육아의 문제로 ·고등학교나 학교 때처럼 자신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제약 가운데서도 시 에 나와 있는 좋은 책과 어

교재를 사서 쌓아두며 시간이 되는 로 공부하여 ‘ 비된 선생님’으로 복직할 비

를 하고자 한다. 한, 둘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석사 논문에도 도 해보고자 

한다. 공부를 잘해서 B 학에 나왔다는 것이 단한 ‘성취경험’으로 생애 체에 걸

쳐 상당한 ‘자신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김은경은 두 자녀가 자신처럼은 공부하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안학교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 학 과정이든 비학 과정이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

을 가지고 있다. 

김은경은 학에서는 춤을 배우고 싶고, 직업세계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는 나름 로 ‘자기’ 목표를 만들어왔다. 김은경은 최고에 한 지향과 자기 성장에 

한 욕구가 있었고, “머리는 안 좋지만 악착같이 노력하는 스타일”이라는 ‘독한 학

습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은 가정과 육아문제로 인한 여러 제약 가운데서도 김은경이 

새로운 학습에 도 하게 해주는 기  자원이 되고 있다. 김은경에게 ‘시험형 자기

주도성’은 일정한 변모를 통해 지속 인 향을 미치고 있다.

8.  양지희의 생애사

양지희는 지방의 도시에서 성장하 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그 지역의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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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졸업하 다. 아버지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 고, 어머니는 잠시 교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업주부 다. 아버지는 책 읽기를 즐겨하 고, 집에는 책과 음악 CD

가 많았다. 양지희는 이런 아버지를 좋아하 고 ‘사람이라면 공부를 잘 해야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자녀 교육에 헌신 이었던 어머니는 남동생이 있었

지만 오히려 장녀인 양지희만 사립 등학교에 보낼 정도로, 딸을 교육시키는 데 있

어 차별을 두지 않았다. 양지희는 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좋은 성 을 받으

면서 부모, 교사, 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 다. 

양지희가 본격 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학교 때부터 다. 이 지역은 고교 

평 화 지역이라 고교입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양지희는 “공부를 잘 해야 되는

데, 당장 앞에 보이는 시험에서의 성 , 당장 간고사에서 뭐 몇 등 올라가야 될 

것인가”에 신경을 쓰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녔다. 이 학원은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학원이었고, 양지희는 이곳에서 자신보다 공부 잘 하는 아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며 자극을 많이 받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수능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수능은 양지희에게 “체질”에 딱 

맞았다. 양지희가 보기에 수능은 완 히 외우는 것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잘 

찾아내는 ‘센스’가 필요한데, 자신은 그 능력이 뛰어났다. 같이 노력해도 “시험에

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 치”가 뛰어난 자신은 선다형 시험 심 입시체제의 

‘수혜자’라고 생각하 다. 수능이라는 시험에 한 ‘시험 합도’가 높은 것인데, 이는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양지희는 좋은 학을 가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문

제라도 더 맞추기 해 문제 푸는 ‘스킬’ 연습을 많이 하 다. 더구나 양지희는 아침

부터 밤까지 이루어지는 문제풀이 심의 시험공부가 그리 지겹지 않았다. 문제를 

풀면 남보다 많이 잘 맞추어 재미가 있었고, 수능 어 문제를 풀어도 부분 100

을 받거나 한 개 정도 틀리는 수 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단하게 생각했다. 이는 공부 자체에 재미가 없어도 자기 만족의 기제를 통

해 입시공부에 계속 몰입이 가능하 음을 보여 다. 

양지희는 자신은 수능을 잘 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지, 학문의 세계에 입문할 것

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딱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로 공부하 다. 괜히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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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면 오히려 문제 푸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본능 으로” 알았다. 시험을 

기 으로 “내가 이것까지 볼 필요 없어”하는 단이 내려졌고, 일종의 지식을 습득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식과 자신은 분리되어 있었다. 양지희는 진

로에 해서도 “ ∼ ” 찾아보지 않았고, 그것은 학 가서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

하 다. 양지희는 “문제의식보다 더 요한 건 이 입시체제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야 

하고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에, 시험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딴 

생각”의 범주로 규정하고 이를 효과 으로 차단하며 입시체제에서 순응하는 자신을 

만들어나갔다.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이었고, 자신과는 

상 이 없었다. 양지희는 공부를 잘 했고, 좋은 학을 가야한다는 생각은 분명하

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없는 “불 한 아이” 기에 교사의 

권유에 따라 B 학 A학과에 진학하 다. 

  양지희는 학 공에 응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생각을 자꾸 말하고 로 써오

라고 하는데, 이는 양지희에게 “정말 죽겠는 일”이었다. ‘죽어라’ 공부를 해보려고 해

도 외울 것이 분명치 않고 계량화되지 않는 공공부는 구체 인 공부 계획조차 제

로 세울 수가 없었다. “들입다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 양지희는 “아! 

나, 공부는 아니다”하고 학문 세계로의 진입 과정에서 공과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균열 상황에 한 진지한 성찰을 통한 자기주도성의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양지희는 자신이 A학과가 아닌, 외울 것이 딱 정해져있는 약 나 

의 에 갔더라면 자신이 공부를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 다.

공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자, 딱 에 들어온 것이 고시 다. 고시 역시 심사숙

고의 결과는 아니었다. “별로 나의 그 이후 인생에 해서 막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

지도 않고 고시해볼까?”라고 생각하 다. 고시공부에 한 거부감이 없었고, 입시공

부도 했는데 행정고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고시공부 

하다가 ‘안 되면 취업하면 된다’는 생각에 입시 공부할 때처럼 몰입하지 못하 다. 

양지희는 고시에 불합격하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기업에 취업을 하기로 하

다. 진로 선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으로 열려진 

탐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한된, 내가 볼 수 있는 요만큼에서 이 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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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시, 취직해서 나가는, 거의 이 세 종류 밖에 없다”는 생각에, 학원과 고시 선

택지를 지우고 남는 취업을 선택하는 소거법을 따랐다. 양지희는 학 다니면서 토

익 한 번 본 이 없었기 때문에, 입사 원서를 쓰기 직 에 ‘부랴부랴’ 처음으로 토익 

시험을 보고 그 성 표를 제출하 다. 

양지희는 학시  “주체 으로 뭔가 극 으로 했어야 하는데”, 제 로 논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회활동을 한 것도 아니어서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

이라고 생각하 다. 주어진 목표와 정해진 공부 내용 안에서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을 발휘하는 데 익숙해져있다 보니, ‘자기’ 목표를 만들고 “주체 으로” 자신

의 공부와 삶에 한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 불리는 M그룹에 입사하면서도 양지희는 자신이 고시에 합

격한 사람들에 비해 “내가 낮춰서 간다”고 생각하 다. M그룹에 많은 계열사가 있

지만, 양지희는 어떤 계열사가 잇는지 제 로 알아보지 않았고 딱히 가고 싶은 데도 

없었기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 다. 양지희는 M 자 입문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 자’회사에 입문했음을 실감하 다. 양지희는 배정받은 사

업부에 필요한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회사에서 진행되는 교육 일정에 맞춰 직원

들을 배정하고 일정 변경 요청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는 일을 하 다. 직  교육 로

그램을 운 하는 일은 그나마 “양지희가 했다”는 보람도 있고 남들도 인정해주었지

만 이 일은 얼마 되지 않았고, 단순한 행정 업무가 훨씬 더 많았다. 

주요 업무의 성격이 새로운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반복 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양지희는 입사 6개월 만에 업무 응을 다 마치고 직장 생활에 지겨움을 느끼

기 시작하 다. 자신이 하는 일은 B 학 출신이 아니어도 고졸이든 구든 할 수 있

는 일이었고, “ 에서 별 심 없는” 일로 느껴서 회의가 들었다. 그러나 양지희는 

직업의 세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특별한 경력계획이 없었다. 양지희

는 주말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하 다. 상

당한 월 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상황에서 큰 부담없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좋았

다. 한, 아버지와 상담을 하며 항상 일을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았던 아버지 역시 언

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장은 재미가 없어도 성인으로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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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독립을 하기 해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회사는 ‘나’의 재미나 경력 개발보다는 가족들을 한 안정된 경제활동의 

수단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를 계속 바꾸어주는 편인데, 양지희는 입사후 

5년간 같은 교육업무를 하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일이 지겨울 때

가 더 많았다. 입사 5년후 리가 되고, 첫째 아이 출산 휴가 후 복직하여 임원 인사 

업무를 1년여 하다가 재 둘째 아이 육아휴직 이다.

양지희는 회사에 입사한 후 주말에 문화생활을 즐겼다. 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림과 음악에 한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오로지 10  때 ‘시험공부’에만 몰입한 것은 자신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 다. 양지희는 자신이 세뇌되어 재미없는 삶을 살았고, 재미없는 공부

를 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즐기기 한 공부,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 다. 앞으로도 사진이나 커피, 화 등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

반면 양지희는 자신의 경력 개발과 련되어서는 구체 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

다.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과장으로 승진하기 해서는 “윗사람한테도 잘 맞추고 

알아서 술자리도 잘 유지해야 하는데” 두 아이 양육을 심으로 하는 가정 생활과 

회사 생활이 양립가능할지 걱정이다. 양지희 역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면서 경력

을 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둘 생기면서 자신보다 아이

들이 단의 심이 되었다. 승진을 빨리 하려면 그 만큼 시간과 에 지를 직장 일

에 쏟아 부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양지희는 승진을 빨리 할 생각이 없

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나름 소박한 꿈”을 꾸면서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

양지희 자신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B 학을 졸업했기에 “내가 머리가 

나쁘지 않고 끈기도 어느 정도 있고 뭘 하면 할 수 있구나”하는 자신감을 자기고 있

었다. 한 B 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군가 좋게 주면 이 역시 잘 활용하 다. 

직업세계에서 사회 으로 인정받는 문성 향상이나 경력 추구를 통한 자기 존재감

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지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에 한 지향과 자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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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는 문화 술의 역에 한 극 인 ‘공부’와 이를 통해 자기만족을 추구하

는 형태로 나타났다. 양지희는 두 아이 양육과 가정 생활이라는 실 인 제약 속에

서 자신의 삶이 허용하는 로 자신의 시간과 에 지를 리하며 문화 술과 련된 

‘공부’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추구해나가는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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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논의  제언

1.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소화와 한국사회의 맥락

한국사회의 등교육은 오랫동안 입시경쟁체제로서의 성격을 지녀왔다. 한국사회

의 입시경쟁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을 심각하게 제약하

는 한 요인이 되어 왔다. 

해방 이후 등교육은 이 의 입시경쟁체제의 성격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한국

쟁을 거친 후, 취학열기와 진학열기가 등교육단계에서 상 학교로 계속해서 이

어졌고, 각  학교의 양  팽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이 학교교육에 

극 으로 참여한 것은 이 의 신분질서가 무 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와 자원배

분의 기 들을 만들어내는 ‘사회 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이 사회  지 를 

결정짓는 거의 유일한 기 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장경섭, 2009).11) 학교교육은 

“정치, 행정, 사법, 산업, 문업, 문화 등의 근 화 로젝트에 한 참가자격을 결

정짓는”, “엄청난 역사  요성”을 부여받았다(장경섭, 2009:248). 한국인들이 입시

경쟁에 몰입하는 원인에 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김 화·이인

효·박 정, 1992; 오만석, 2000; 오욱환, 2000; 이길상, 2000. 김경근, 2003). 김경근

(2003)의 경우 한국사회 입시경쟁이 치열한 이유로 학력주의, 숭문주의, 일반  잠

재능력 시의 능력 , 집단주의  서열의식, 평등주의, 연고주의, 입시양명  교육

, 사회이동 통로의 획일성을 지 하 다.

11) 근  학교교육이 안정된 사회  지 를 확보하는 강력한 기 으로 작동하기 시

작한 것은 일제 시 부터이다. “일제는 료, 의사, 교사, 변호사 등 인기 있는 근  

직종의 진입에 각종 학력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들 근  직종

을 얻기 해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학력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 으며, 때로는 

불가피하 다.”(박철희, 2003:73). 안정된 직업으로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고등교육기

을 통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일제 시  한국인들은 한국인에게 실제 으로 할

당된 매우 제한된 입학정원을 두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여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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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제 시  이후 여러 사회역사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이 공유하게 된 

학습에 한 집단  에토스(ethos)의 존재와 그 성격에 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에토스(ethos)는 육화된 윤리로서,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일정한 행동 양식으

로 이끌어내는 실천 인 추진력인데, 어떤 시 의 에토스, 어떤 민족의 에토스로서, 

인류의 역사에 하여 구성 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함유하고 있다(철학사 편찬

원회, 2009). 다수의 한국인들이 공부를 곧 ‘생존 경쟁’으로 인식하고, 입시공부와 학

습을 등치시키고, 입시공부에 한 몰입을 개인과 가족의 성공을 한 의무로 바라

보는 에토스(ethos)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지배 인 학습에 

한 에토스는 개별 학습자의 입시공부 이외에 자기 학습을 자율 으로 리하는 경

험의 제약과 학습에 해 이해방식을 소화와 연결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몰입하며 시험공부 이외의 자신의 삶을 유 하

고, 진로에 한 탐색을 유보하 다(김동석, 2006). 특목고 입시나 고교 비평 화 지

역에서의 고교입시는 학교때부터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자신에 한 성찰이나 진

로에 한 충분한 고민 없이 특목고나 명문고 입학을 해 념하게 만들면서, 학습

자로서 자기주도성을 매우 소하게 만들었다(구난희, 2009). 남경민 외(2010:783)

의 연구도 학업우수 남자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높은 학업성취로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 학교 때 공부 좀 한다고 그러면 다들 특목고나 재원 생각

하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아서”와 같이 학업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가야 하는 계열과 

학교가 정해져 있어 진로 선택에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다형 문제 심의 국가 주도 입시제도 역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제약하는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982년 도입된 학입학학력고사는 재 학수학능력시험으

로 그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재까지 약 30년 동안 유지되어 선다형 문제 심의 

국가 주도 입시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성기선, 2007). 선다형 문제 주

의 학입학시험은 등교육이 암기  문제 풀이 주의 교육으로 운 되는 문제를 

야기했다(김 억 외, 2003; 김신일, 2009; 성기선, 2007). 선다형 시험에 비한 반복

인 문제풀이는 출제자의 을 빨리 악하고 ‘정답’을 찾는 데 학생들이 길들여

지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주체 이고 창의 인 사고를 제약하 다(김동훈, 201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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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2009). 

학력고사 이 의 비고사가 일정한 ‘합격선’을 넘으면 되는 자격시험을 지향하

다면, 학력고사와 학수학능력시험은 성 이 그 로 입시 형에 반 되어 국가시

험에 의해 국의 학생들이 수에 의해 일렬로 서열이 매겨지는 국 인 석차경쟁

을 발했다(성기선, 2009). 이는 공부를 ‘석차’라는 양화된 기 으로 환원하여 단

하여, 상  석차를 높이는 일에 학생들을 념하게 만들었다.  

한 입시경쟁체제 하에서 등학교는 학생들을 아침부터 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도록 하고, 각종 타율  규율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해나갔다. 입시경쟁체제는 

서열화된 상 학교, 특히 명문 학에 입학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반복 인 

문제풀이에 념하게 하고 타율 인 규율 하에 놓이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생애 

기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왜 공부할 것인지 즉 학습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심각하

게 제약하 다. 입시경쟁체제는 생애 기 자율 으로 자기 학습을 리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학습자를 만드는 하나의 요한 사회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자율성이 소화되는 한국사회의 맥락은 학의 역할과 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입시경쟁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된 한국에서 탈입시이후 첫 문인 

‘ 학’은 이러한 학습성향에 환을 가져올 수 있는 요한 시기이다. 한국의 평생학

습자를 연구하는 데에는 아동·청소년 학습자에서 성인학습자로의 이행 과정에 놓여

있는 ‘ 학’에서 일어나는 학습 성향의 변화, 유지, 강화나 새로운 학습 성향의 생성

등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시경쟁에서 형성된 학습 성향의 변화는 학의 사회문화  조건과 성격 변화와 

련되어 있다. 조 호(2002)는 1980년  학이 입시경쟁에 짓 렸던 학생들이 타

율  학습 리에서 벗어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공간

으로 역할을 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 호(2002)의 연구는 1980년  학생들이 

학의 공식 인 교육과정을 비공식 인 교육과정보다 요하게 생각하고, 사회과학

 지식을 진정한 학습의 상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의 자발성이 존 되는 ‘세미나’

라는 형식을 통해, 학습에 있어서 타율  규율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선배와 동기간에 맺게 되는 인간 계를 통해 경쟁 인 인간 계에서 벗어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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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념을 공유하는 공동체 인 계를 경험하고 학의 집회나 시 , 학교 축제 농

활 등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나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입시경쟁에 몰입하면서 학습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학습을 제 로 자

율 으로 리해본 경험 없이 문제풀이에만 념해온 많은 한국의 학습자들이 학

에서 어떻게 학습자로서의 ‘자기’를 찾고,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을 확장해나갔는

가에 한 한 가지 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1980년  모든 학

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1980년  학생들의 사회비  세미나와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공동체 인 활동과 연 의식이 강했던 소  말하

는 ‘운동권 문화’는, 입시경쟁에서 성공을 해 자신을 순응시키며 살아온 자신이 ‘깨

지는 경험’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가고 학습자로서의 자기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반 학을 다닌 연구참여자들은 학에서 

학습자로서 주도성을 확장하는 경험을 제 로 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깨어지는 경험’을 겪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재학시

 처음으로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등장하고, 캠퍼스 축제가 흥미를 주의 개인  

놀이로 심으로 변해갔다. 이들이 졸업한 이후인 2008년 로벌 융 기 이후에는 

취업난이 가 되면서 학에서 ‘스펙쌓기’ 분 기가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민경

(2008)의 연구는 2008년 명문  학생들이 취업에 불안을 느끼고 입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들이 다시 입시공부 하듯 취업을 한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한 ‘시험형 자기주도성’에 해 

제 로 성찰해보고,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을 확장하지 못하고 다시 그 시험형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취업 비에 몰입하는 것이다. 

조 호(2002)와 이민경(2008)의 연구와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는 어느 시기에 학

을 다녔는가, 당시 학은 어떤 사회문화  조건에 놓여있었는가 하는 것은 같이 

입시경쟁체제에서 성공한 시험친화형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학습자의 자기주

도성의 성격이 달라지게 만드는 분기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학습 성향이 ‘ 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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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통해 어떻게 변형되거나 그 로 유지, 강화되는가를 심으로 학습세 론

(learning generation)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습자의 자율성을 소하게 하는  다른 한국사회의 맥락은 ‘시험’이라는 사회

 선발 기제이다. 일반 으로 시험이라고 하면, 학입시만 생각하지만 학 입시 

이외에도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 회계사나 변리사와 같은 문직 자격 시험, 

문 학원 입학 시험 등 많은 시험들이 있다. 1997년과 2008년 융 기를 겪고,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련된 ‘시험’이 놓여있다. 부분 이러한 시

험들은 공정한 선발을 해 입시와 유사한 선다형 시험에서 출제된다. 김신일(2009)

은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시험제도가 단순히 사회  선발 방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 ·문화  특징의 형성과 련이 있다고 보았다.

시험의 내용과 방법에 내재해 있는 교육기능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질서, 
사회통제, 문화풍토 등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험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분석과 입시제도를 비롯한 각종 시험제도의 교육적·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육의 특성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의 지
적· 문화적 특징을 밝힐 수 있다.(김신일, 2009:338) 

조혜정·엄기호(1999)과 최선주 외(2012)의 연구는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야하는 

상황에서,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시험 공부하는 능력을 통

해 다시 ‘시험’을 통해 안정된 삶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지속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이를 포기하겠지만,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강 을 발휘하는 ‘입시공부’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사회에서 계속 존재한다

는 것은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들이 자기주도성을 지속하는 이유가 된다. 입시와 유

사한 형태의 각종 시험이 존재하고, 이를 통한 안정된 지 와 삶이라는 보상이 주어

지는 상황은 한국사회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한 제한 이고 소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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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

성인학습자라는 범주는 성인 체를 포함하는 지나치게 범 한 것으로 학문

인 개념으로 보기 부 합한 측면이 있다. 성인학습자의 일반 인 특성이나 학습과정

을 설명하고, 이를 성인학습이론이나 성인학습자 연구로 이름붙이는 것은 특정한 성

인집단의 특성을 모든 성인학습자의 특성으로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근본 인 문

제를 지니고 있다. 정민승(2010:23)은 ‘성인’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학문의 설명

력을 약화시킨다고 지 하고, 성인학습자 연구는 성인 일반이 아닌 구체 인 사회경

제  조건을 공유하는 하  집단으로 좁 서 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Lee(2003) 역시 성인학습자 연구가 성인들의 성, 인종, 계 , 국 , 학력 등 다양한 

하  요인을 바탕으로 세분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하 다. 

성인학습자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해, 다양한 사회경제  조건을 심으로

성인학습자‘들’을 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성인

학습자’를 아동학습자와의 비속에서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 단일한 집단으로서의 

보는 논의에 균열을 내고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을 드러내는 직 인 방법은 학습 

성향을 심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지닌 ‘시험친

화형 성인학습자’라는 성인학습자의 하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성인학습자를 계

이나 성과 같은 사회구조 인 요인이 아닌 학습 성향을 심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성인학습자 연구는 특정 집단에 편 되어 있었고, 성인학습자의 특성으로 

부각되는 측면 역시 일정한 규범성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성인학습자 연구는 고등

교육기 에 다니는 비 통 인 학습자, 특히 여성학습자를 상으로 하 고, 성인학

습자들의 극 이고 자기주도 인 측면을 부각시켰다(박경호, 2009; 박연하, 2006; 

안형용, 2013; 정은희, 2005). 이경희·박성희(2006:73)는 년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 년여성을 자기조직 으로 학습하는 신  행 자이며 자기 재생 인 잠재

력을 소지한 학습자”로 규정하 다. 안형용(2013)은 성인학습자들을 “사회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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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사유하고 역동 으로 응하는 실천  행 자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

다.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들은 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학습자의 주도성과 행

자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는 이 의 성인학습자 연구에서 제 로 드러나지 않았던 

학습자의 제한된 자기주도성인 ‘시험형 자기주도성’을 보여 다. 시험형 자기주도성

은 공부의 계량화, 타자와의 일치화, 순치된 주체화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시험형 자기주도성에서 말하는 주도성은 공부내용이 정해져있을 때, 공부 분량을 계

량화하여 공부 목표를 세우고, 계량화를 통한 자기만족의 기제를 만들어내는 스스로 

입시공부에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 지식과 자신을 분리하고 교사

혹 출제자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자신의 마음과 정신 인 에 지를 입시에 가장 

합한 형태로 리하는 데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주도 인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시

험형 자기주도성은 학습, 학습자로서의 자신과 지식에 한 일정한 자세를 보인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에서 ‘공부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공부는 보상이다’, 

‘공부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와 같은 학습에 한 이미지를 가지고, ‘독한 학습자’, 

‘ 단한 학습자’와 같은 학습자로서의 자기표상을 지니며, 객 화되고 정제된 지식에 

한 선호와 지식과 자신을 분리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자기’가 없으면서 자기주도성을 발휘한다는 에서 모순  

성격을 띠는 학습성향이다. 모순 인 것들이 결합되어 견고한 하나의 학습성향으로 

형성하게 된 것은 입시경쟁체제의 조건과 한 련이 있다. 분명한 목표가 주어

지고, 공부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객 화된 정제된 지식을 물어보는 선다형 시험과 

시험이라는 기제를 통해 수와 석차라는 학습결과에 한 양화된 기 은 ‘자기’ 없

는 방법론  자기주도성이 작동하는 조건이다. 즉, 시험형 자기주도성은 조건화된 

주도성이다. 

기존의 성인학습자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은 단순하게 이해되어 왔다. ‘자기주도  

성인학습자’라고 할 때, 형용사인 자기주도 이라는 것은 교사주도 이라는 것에 

한 반 의 의미의 주로 단순되어 왔다(Knowles, 1980). 그러나 시험형 자기주도성

은 단순히 ‘자기주도  학습’이나 ‘타자주도  학습’이라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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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통제권의 소재를 심으로 하는 학습자 통제

(learner control)(Candy, 1991)인가, 교사 통제인가 하나로 보기 어렵다. 이는 자기

주도성이 단순하지 않으며, 한 개인의 고유한 심리 인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 임

의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학습경험과 학력 배경 등을 통해 형성되

는 자기주도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에 

한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자기주도성은 매우 ‘자기주도 ’이면서 ‘자기’가 없는 독특한 형태로, 객 화되고 정

제된 지식과 시험이라는 기제라는 조건에서 발휘되는 성격을 보여 다. 성인학습자

의 자기주도성은 다양한 변종이 있는 학습성향이자 사회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분명한 목표와 학습의 내용이 정해졌던 입시경쟁체제에서는 매우 

자기주도 인 모습을 보이고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 지만, 개별화된 학습과 삶의 

목표를 만들어 가야하는 학과 직업세계에서 자기주도성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

고 목표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시험공부의 세계로 회귀하거나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의 경계 안에 안주하 다. 

이는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입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

고, 성인학습자가 된 시 에서도 계속해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lheit

와 Dausien(2002)은 인간은 기 으로 층화된 독특한 경험 구조를 통해 하나의 

‘ 기  자기논리(biographical individual logic)’를 만들고, 이에 따라 이후의 경험

들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삶의 일 성을 추구해간다고 보았다. 연구참

여자들은 입시에서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시험 잘 보는 사람’이라는 자기정체성과, 

B 학 출신으로서 사회 으로 안정된 경로인 ‘홈 패인 공간’(Deleuze & Guattari, 

2001)을 따라가야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일탈로 여기는 기  자기논리를 형

성하 다. ‘자기’ 없는 방법론인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경계안에 머무르는 시험친화형 

성인학습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성인학습자 연구가 학력이나 학교에 실패한 소외된 계층이나 고등교육

기 의 비 통 인 학습자 등에 편 되어 있었다. 기존 연구는 주로 학습자들이 학

교에 해 가지고 있는 부정 인 감정, 상처, 실패 경험에 주목하고, 이것이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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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해 요인으로 주목하 다. 그러나 통 인 성인학습자, 학교에서 매우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인 성공한 학습자인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는 학교에서의 성공경험이 

반드시 성인기 이후 학습생애 반에 걸쳐 정 인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님을 보

여주고 있다. 

3.  입시경쟁체제에 형성된 학습성향과 한국의 평생학습자 연구

북미의 안드라고지를 심으로 발달해온 성인학습자 논의는 타율  아동학습자와 

자율  성인학습자라는 이분화 구도 속에서 이루어져 오면서, 평생에 걸쳐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나가는 ‘평생학습자’에 한 논의를 발 시키지 못했다(김신일, 2005; 

강 , 2008). 안드라고지 논의가 인간의 ‘발달’ 개념을 기 하여, 성인학습자의 자

율  존재로 아동은 의존  존재로 가정하 다. 그러나 ‘발달’ 개념을 심으로 학습

자를 아동·청소년과 성인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논의는 일정한 이론 인 문제를 가지

고 있다. 어떻게 아동학습자가 다른 성격을 지닌 성인학습자로 질  환을 이루는

지 그 환의 메커니즘에 해 제 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학습자

   ?

성인 학습자

학습의 필요성 시험 통과, 교사의존 알고자 하는 욕구

학습자의 자아개념 의존 자율 , 자기주도

경험의 역할 학습자원 가치 없음 풍부한 학습의 자원

학습 비성 교사를 따를 비 발달과업에 따른 비

학습에의 지향성 과목 심 생활 심, 문제해결

동기 외  동기 내  동기

[그림 VIII-1] ‘발달’ 개념에 기 한 기존 학습자 연구의 이분법

Merriam & Caffarella(1991)은 성인기는 학교교육에서와 같은 학습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가 약화되고, 학습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본격 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학습자에서 ‘이상 인’ 학

성인학습자로 이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등교육단계에서 형성한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경계안주, 강화, 변모가 한국의 평생학습자의 존재 양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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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율성이나 자기주도성이 계 , 인종, 성

별, 연령 등 사회구조 인 요인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는 비  논의

(Davis-Harrison, 1996; Jarvis, 1985)에 해 구체 으로 학교라는 사회  학습 리장

치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장기간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증 인 연구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이라는 학습 성향은 Bourdieu(2001)의 계 에 따른 학구  아

비투스, 실용  아비투스 논의와 차별화된다. 한국사회의 학습 성향은 단순히 ‘계 ’

의 문제로 악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자를 연

구하는데 있어, 입시경쟁체제로 규정되는 · 등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학습 성향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 학습 성향의 생애사  지속과 변동의 패턴은 어떠한가를 

심으로 학습 생애에 한 심층 인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 다.12) 한 이 연구는 학

습자의 개별성에 주목하는 ‘개인’의 생애사 연구뿐만 아니라,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

되는 학습 성향을 기 으로 학습자 집단을 범주화하여 집단별 통시  비교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13)

12) 이는 Houle(1961)의 연구와 유사하다. Houle(1961)은 학습자들이 교육을 목표달성 

수단으로 간주하는지, 사회  상호작용을 추구하는지, 지식탐구를 추구하는지에 따

라 목표지향 (goal-oriented) 학습자, 활동지향 (activity-oriented) 학습자, 학습지

향 (learning-oriented 학습자로 구분하 다. 주목할 이 그가 단순히 학습에 한 

3가지 지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지향성이 유년시 부터 생애에 걸쳐 

상당히 일 된 패턴이 존재함을 지 한 것이다. 그는 학습지향  학습자들의 경우 

부분 유년시 부터 책을 열심히 읽고 학습에 몰두했던 사람들로 이들의 활동은 

연속성, 흐름과 확장의 성격을 띤다고 언 하 다(Houle, 1961:24-25). 즉, 유년시

의 학습에 한 지향성이 성인기에 걸쳐 지속되거나 확장되는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평생학습자’ 연구로 발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 다. 그러나 Houle(1961)은 학습

지향성의 생애사  일 성이나 변동에 기 한 본격 인 평생학습자 연구로 나아가

지 못했다. 한 그의 3가지 지향성 구분은 특정한 사회문화  조건 속에서 형성되

는 다양한 학습 성향의 실태를 포착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13) OECD가 실시하는 PISA (만 15세 학생을 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소양에 한 

국제비교평가 로그램)의 연구 결과는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자로의 특성에 한 일정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 다. 2003년 실시된 PISA 조사 

결과, 한국의 경우 학업성취도에서는 매우 우수한 성 을 보여주지만 “지속 인 자

기주도  학습을 언할 수 있는 학습흥미도는 낮게”(최돈민, 2007:145)나타났다. 최

돈민(2007)은 학교단계에서 학습에 한 흥미를 상실하는 것이 한국의 성인들이 학

습참여가 조한 이유 의 하나라고 주장하 다. 이는 한국의 평생학습자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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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외(2009)는 입시경쟁이라는 동일한 사회문화  조건 속에 있지만, 고등학

생들의 삶과 학습은 학업성 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창진

(1992)은 인문계 여고생을 성 을 기 으로 “공부 잘 하는” 집단, “들러리” 집단, 

“노는 애” 집단으로 구분한다는 을 보여 다. 김소희(1991)는 학생들이 성 을 기

으로 “공부 잘 하는 애들”, “ 간층 애들”, “나가는 애들”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자

신의 삶을 규정하는 ‘성  차이’라는 조건에 기 하여 인간 계, 수업에 한 응방

식, 학교 밖에서 생활에서 차별  양상을 보임에 주목하 다(김소희, 1991). 이러한 

연구는 입시경쟁체제라는 조건 속에서 성 에 따라 차별 인 학습 성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입시 주교육에 한 학생들의 다양한 응 분류는 ‘모범생들의 문화’와 

‘노는 애들의 문화’라는 이분법  구도 속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최소 , 1996), 학

습 성향에 한 깊이 있는 천착을 하지 못하 다. 한 체 학생을 2가지 혹은 3가

지 집단으로 단순하게 악하여 ‘공부 잘 하는’ 집단 안에서도 ‘공부 잘 하는 정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학습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목하지 못하 다. 이 연

구는 비단계에서 입시경쟁에서 성공한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모두 입시

공부에 몰입한 것은 아니며, ‘몰입형’, ‘천재형’, ‘ 항형’ 등 몇 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14) 학업성취정도와 입시체제에 한 자세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세

할 때, 청소년기 입시경쟁체제에서 시험공부에 몰입하면서 학문  탐구심이나 학습

에 한 흥미를 상실하는 것이 성인기에 어떤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심

화된 논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체 학생을 상으로 

한 것으로, 학습자를 세분화하여 그 향력에 차별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 아래의 ‘ 항형’으로 분류한 두 학습자의 면담 내용은 ‘시험형 자기주도성’이라는 

학습성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  공부는) 덜 지루하니까요. 고등학교 할 때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고등

학교 공부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훈련이지. ... 한 번이니까 하지, 가 그

런 식으로 계속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했지. 그 게 훈련하는 거.(

항형 M)

   는 재 거든요. 재 게 하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질문을 가지고 다루면은 정말로 

재 고 행복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이럴 때 내가 재 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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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하고, 시험형 자기주도성 이외 학습 성향에 한 탐색과 학교에서 형성되는 학

습 성향의 학습 생애에 미치는 향에 한 심층 인 이해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 학습자와 성인학습자의 이분화된 구도에서 벗어나, 등교육단

계에서 형성되는 ‘학습성향’과 이의 변화과정을 심으로 생애사  방법을 심으로, 

학습자에 한 ‘통시 ’ 근을 통해 평생학습자에 한 이론  작업의 가능성을 제

시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4.  제언

지 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입시경쟁

에서 성공한 학생이 반드시 좋은 평생학습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다. 

연구참여자들은 학 입시가 끝난 이후에도 ‘자기’ 없는 방법론  주도성인 ‘시험형 

자기주도성’의 자기장(磁氣場) 안에 머무르며, 자기주도성의 확장을 제 로 이루지 

못하 다. · 등학교에서 가장 잘 응하고,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자기주

도 ’으로 학습한 이들이 등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의 주체로서 자신의 학습생애

를 극 으로 구성해나가지 못하는 모습은 한국의 · 등 교육제도가 양성하고

자 하는 인간상 혹은 학습자상이 과연 무엇인가에 한 비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교육 맥락에서 자기주도학습이나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교수 상황에서 교사

가 일방 으로 강의하지 않고 토론이나 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는 일종의 ‘교수기법’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소경희, 1998). 한 학교교육

의 맥락에서 자기주도성은 학성성취도와 정  상 계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주목

을 받아왔다(박정환, 양은 , 2003; 양애경, 조호제, 2009). 그러나 이는 학교교육과 

자기주도성의 계를 단순하고 형식 으로 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

하면, 더 재 고 행복해. 아무리 바빠도 며칠 밤을 새면서라도 할 수 있겠는데, 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항형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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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우리나라 등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발휘하는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

엇인가 면 히 탐색하고, 이것이 학업성취도와 같은 단기간의 향이 아니라 장기간

에 걸쳐 학습자의 학습생애 구성에 향을 미치는 방식에 주목하는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하여 입시경쟁에 몰입했던 사람들에게 입시경쟁체

에서 형성된 학습 성향이 자신의 학습과 삶의 주도성에 미치는 향에 한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Mezirow(1985:27)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의 열쇠는 “자신의 

학습에 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에 해서 비 으로 의식하게 되는 것”이

라고 주장하 다. 자신이 ‘공부’해 온 역사, 익숙해진 ‘공부’의 성격, 학습자로서의 자

신에 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Vaill(1996)은 ‘제도화된 학습

(institutionalized learning)’이 존재방식으로서의 ‘학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 하고, 이 의 학습에 한 성찰학습(reflexive learning)의 요성을 

언 하 다. 입시‘공부’에서 발휘된 주도성이 ‘학습’과 삶에서의 주도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불일치는 자신의 ‘공부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자신에게 착된 학습 

성향에 한 성찰을 통해 ‘일치’에 한 지향과 탐색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교육의 역할에 한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에서 자기주도성의 확장을 제 로 경험하지 못했다. 시험형 자기주도성이 작동하

지 않고 새로운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 공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학은 성 이 우수

한 학생을 선발하는 일에는 큰 심을 보이는 반면, 학생들이 입시에서 벗어나 자기 

학습의 주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  역할을 할 것인가에 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Schrader-Naef(2000)는 사회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려면 등

학교에서 학교까지 모든 학교들이 사람들이 자기주도 인 평생학습자가 되도록 그 

기 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하 다. Dunlap & Grabinger(2003)는 학생들이 평생학

습을 할 수 있도록 비시키는 데 있어, 특히 학의 역할을 강조하 다. 입시경쟁이 

치열하여 ·고등학교에서 자기 학습을 자율 으로 리하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

는 한국에서, 학은 학생들이 이후 자신의 삶에서 평생학습자로 성장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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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학습 성향과 학에서 요구되는 자기주도성의 성격에 주목하여 구체 인 학습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등교육단계에서 형성되는 학습성향의 생애사  지속과 변화를 연구

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동일한 학습자 집단에 한 통시  연구방법을 제시하

여 이후 평생학습자 연구를 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제라는 한국의 사회역사문화  조건 속에서 형성된 학습성향에 

주목하여 ‘시험형 자기주도성’과 이 주도성의 경계안주, 강화, 변모라는 패턴을 제시

함으로써 한국인의 학습생애에 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의 ‘자생이론 구축’(강 , 

2009)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의 한계 과 추

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입시공부에 ‘몰입’한 학습자를 연구 상

으로 한정함으로써, 몰입 이외 다른 방식으로 입시경쟁체제에 반응한 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이후 이 학습 성향의 유지  변화과정에 주목하지 못했다. 비연구 단계에

서 구분한 ‘천재형’과 ‘ 항형’ 학습자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학습 성향을 비교 연구

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에서 최고의 학벌로 인식되는 B 학의 졸업생으로 연구 상

을 한정하여, 학과 직업세계에서의 ‘B 학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에서 진로 탐색, 진로 선택, 이직 등을 고려할 때 ‘B  출신’이라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 다. 입시공부에 몰입하고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 지만 B

학이 아닌 다른 소  ‘명문 학’( 를 들어, 교육 여건  재정, 연구업 , 평   

사회진출도 등을 고려한 앙일보 학평가에서 체 4년제 학 에서 상  10

권 이내 학)으로 진학한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B 학 효과’에 해 살펴보는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입시경쟁체제에서 최상 권을 차지했던 학습자로 연구 상을 한

정하 다. 최상 권을 차지했던 학습자 이외, 상 권, 권, 하 권을 차지했던 학

습자들이 보이는 학습 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이후 학습생애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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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차별 을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는 성인 기에 있는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하여, 입시경쟁체제에

서 형성된 학습성향이 성인 기와 후기에 걸쳐 갈등, 유지, 변화되는 패턴을 살펴보

지 못했다. 성인 기나 후기에 있는 성인학습자로 연구 상을 확 하여, 생애 기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학습 성향이 학습 생애 구성에 미치는 보다 장기 인 향

에 해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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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 f e Hi story Study on the Exam-i ncl i ned Sel f -di rectedness 

Formed i n the System of  the Entrance Exam Competi ti on

Seon Joo Choi
Major Advisor : Dae Joong Kang,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Korean ‘lifelong learners’ through revealing 

the life-historical effect of learning disposition formed in secondary education which is 

typically characterized as competition for entranc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ing;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disposition formed by learners succeeded 

in the system of the entrance exam competition?, 2) In which way does the learning 

disposition formed in the system of the entrance exam competition keep or change in 

college and career? To answer these two questions, life history method has been used. 

Research participants are 8 graduates who graduated in a certain year of late 1990s from 

A department of B college which is called as top-ranked university. Participants' life 

history from their childhood until interviews had been collected through 2-3 times of 

in-depth interviewing to focus the life-historical change of learning dispos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earning disposition formed by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system of entrance exam competition is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is formed in the context of ‘given' purpose and ‘fixed' 

learning contents, consisting of three components - quantified learning, indentifying self 

with others, subjugated learner.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is ‘self-directed' but only 

functions in contradictory conditions which lacks ‘self,' having characteristics of 

microscopic and methodological directedness to achieve a certain goal effectively. 

Participants realized that their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they are familiar to no 

longer function well for their ‘ambiguous' major study, with their ‘loosened' purpose in 

college. In a situation demanding creation of personalized ‘self' purpos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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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ed themselves as not academic; in a situation where what to do is uncertain, 

they returned to the familiar field of study, such as national examination, and enjoyed 

comfort and the pleasure of study. They delayed career exploration depending on the 

name of B college until graduation became near and decide future career through 'the 

method of elimination' with ‘self' excluded. The reason why the method excluding ‘self' 

still maintained its power in spite of its limitation was that bachelors degree did not 

demand deep reflection on or transformation of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Furthermore, it had been considered an advantage in national examination and a society 

of academic factionism.

Participants experienced challenge to set personalized goals in the context of career, of 

which the goal and learning contents are open. Participants who were familiar with 

institutionalized learning could not perfectly perform individualization of learning which 

is called as the task of adult learning. Meanwhile, some participants were excellent in 

showing similar self-directedness when they are given clear goals and contents, so to 

speak, for promotion examination. They had fun as they immerse themselves in the 

memorizing explicit knowledge. In the other participants, their experience of high 

achievement in preparation for college entrance and the pride as a graduate of B college 

turned into high standards of self achievement and desire for self development. It made 

them set their ‘own' goals and learn actively.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in a 

business world acted as a biographical self logic. The experience of success in college 

entrance procedure functioned as confidence that nothing is impossible and as lifelong 

learner identity that they are good at tests or they are persistent learners. They also 

thought that they had already designated way as graduates of B college, which had them 

follow the perceived existing course; they also were affected by the biographical self 

logic that they should keep showing top achievement as graduates of B college. 

Korean learners' narrow self-directednes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s Korea experienced the collapse of old status system and the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almost solely based on ‘academic background,' not experiencing a social 

revolution, learners were forced to concentrate on the success at th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With multiple-choice tests directed by government for about 30 years 

and with clear given learning goals and contents, the boundaries of self-directedness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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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narrow. Moreover, college does not provide opportunities to expand the 

methodological self-directedness. Various exams in korean society for promotion or 

professional career, which is similar to college entrance exam, maintain and enforce the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This study shows the existence of ‘examt-friendly adult learners.' Exiting research 

have mainly focused on learning desire and the power of agency of neglected adult 

learners or non-traditional adult learners of college. This study shows that the learning 

disposition formed by who showed excellent academic performance has self-imprisoning 

funct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laborative discussion and of subdivision 

of a group of adult learners in accordance with their learning disposition, rather than 

consideration of adult learners as one single homogenious group. 

This study implies that the transition of child-adolescent learners to 'ideal' adult 

leaners is not natural or smooth, rather the learning lives created by the continuation and 

enforcement of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is one type of Korean lifelong learne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cussion on Korean lifelong learners through exploring 

other sorts of learning disposition formed in the system of entrance exam competition.

 Key words : learning disposition, lifelong learner, school experience, exam-inclined 

self-directedness, system of entrance exam competition, exam-friendly 

adult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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