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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론적 

지식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론적 지식이 일관적인 설

명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 경험에 비추었을 때 그 의미는 추

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에 평생교육

사가 어떻게 대응해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제의 중간자적 존재로

서 그들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평생교육사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해간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경

험학습론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콜브는 추상과 구체의 간극이 반성적 관

찰과 적극적 실험의 순환을 통해 하나의 지식 체계로 구성되는 과정을 다룬

다. 이는 경험을 통해 지식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러한 과정을 거

쳐 평생교육사가 경험하는 이론의 모호함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조정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은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

는가? 둘째, 모호성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대응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질

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중 질적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

하였다. 평생교육사의 경험이 일련의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개별 평생교육사의 경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평생교육사라는 집단적 주체의 경험을 분석 단위로 상정하였기에 다수의 평

생교육사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경험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제 분

석 방법을 취했다. 평생교육사의 경험은 전이해(A)-맥락 속 갈등 양상(A′) 

-대응(A〃)이라는 구조로 나타났고, 이 세 단계의 구조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도출된 평생교육사의 이론적 지식은 크게 평생교육의 

이론적 지향,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한지식,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뉘었으며, 이를 토대로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사회에 대한 지향, 학습기회의 확대

와 같이 평생교육의 이론적 지향을 다루는 지식에 대하여 평생교육사는 이



- ii -

론을 탄력적으로 선별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특징을 가졌다. 실제에 비추어 

모호하게 여겨지는 평생교육의 여러 지향 중에서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방점

을 두는 부분을 선별하는 한편, 상이한 입장의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을 구성해간다. 이와 같이 핵심 가치를 선별하는 것이 평생교육

사가 탄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이 된다.

둘째, 평생교육사들은 이론으로 다루어지는 직업적 역할에 상응하는 경험

적 지식의 영역을 구성하여 이론적 지식이 담지한 모호성을 조정해간다. 이

론에서의 명시적 개념과 고정적인 모형은 선명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변적

인 관계망에 놓여 있는 실제에 비추었을 때 그 의미는 오히려 모호해진다. 

평생교육사는 이론적 지식으로 다루어지기 힘든 부분에 대해 암묵지와 메타

지식을 축적하면서 평생교육사로서의 역할을 체화하며,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구성해가는 주체로 거듭난다.

셋째,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의 일반성에서 비롯되는 모호성을 조정하기 

위해 평생교육사는 현장에서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 실

천기제를 마련해간다. 학습자에 대한 이론이 가지는 일반성은 실제 학습자들

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완하고자 평생교육

사들은 운영상의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을 조

정해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또한, 평생교육사들은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현

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학습 활동을 발견함으로써 실천적인 개입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부분을 탐지해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실천의 여지를 탐색하기 위한 일종의 틀로 자리 잡는다. 

각 내용적 범주에서 평생교육사가 모호성을 조정해가는 양상은 그들이 

이론과 실제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와 관련을 맺

는다. 이들은 추상과 구체에 대해 각각 파악(apprehension)과 이해

(comprehension)로 앎을 구성하는 것 외에,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맞물리

지 않는 부분을 포착(prehend)한다. 본 연구는 파악과 이해라는 앎의 구성 

작용 외에, 이론과 실제의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interprehension)”이라는 

개념을 명명하였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가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을 조정해

가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험학습이 추상과 

구체 사이의 순환적 관계를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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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논의되는 이론적 지식이 실제에 비추

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지식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평생교육사들은 내용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론에 대

한 이해를 재구성해간다. 경험을 통해 지식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며 보다 

정교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식에 대한 교육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별

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큰 범주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식이 현장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완되는지

를 고려해 교육의 목표와 그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교하

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을 지원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본 연구는 콜브가 경험학습론에서 제시한 앎의 구성 작용으로 설명

하기 힘든 부분을 포착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안한

다. 평생교육사들이 경험학습을 통해 앎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이 동일한 양상

의 순환 과정을 이루지 않은 데에는 추상에 대한 이해 및 구체에 대한 파악 

외에, 추상과 구체의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과 이에 따른 판단이 지식의 

내용적 범주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이론-실제의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평생교육사들이 겪는 경험학습

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험

학습의 탈순환적 모형에 대한 검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

는다.

주요어 : 평생교육사, 경험학습, 이론과 실제, 중재적 포착

학  번 : 2015-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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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론적 

지식의 재구조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사는 추상으로서의 

이론적 지식을 현장 맥락에 비추어 명료화해가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

정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사가 기반을 두고 있는 평생교

육 분야의 지식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사의 

관점을 이루고 있는 이론적 지식이 어떤 점에서 모호성을 드러내고, 평생교

육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지식이 어떤 점에서 

보완되어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이

론이 실제 현장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중간자적 존재로서 평생교육사가 경험하는 바에 

주목하여, 양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명할 수 있다. 

외연상 평생교육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제도적으

로 볼 때, 200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평생학습도시는 2015년에 136개의 도

시로 증가하였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전국에 

16개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지정된 상태다.1) 평생교육 영역에서 제

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평생

교육 활동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약 

170만 명이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학습활동에 참여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이는 평생교육 영역이 이루고 있는 실제 차원을 나타낸다.

이처럼 평생교육이 현장에서 더욱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평생교육 

1)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대전(이상 설립), 강원, 경남, 경북,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이상 지정)으로 총 16개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또는 지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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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현장과 유리되어 있다는 지적은 평생교육 이론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평생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평생교육의 학문적 담론에서 논의되

는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활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평생교육 이론이 실제와의 피드백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주체인 것과 동시에, 

평생교육 이론과 실제 사이의 중간자적 존재다. 평생교육사 자격은 평생교육 

실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천가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정립된 제

도다. 하지만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

식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과목은 총 5개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

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과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다. 이 중 평생교육실

습을 제외한 네 과목은 학술적 담론에서 다루어지는 이론들을 학습하는 데

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수과목 외의 21개의 선택과목에서도 마찬가

지로 이론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룬다. 평생교육사로서 자격을 취득하는 과

정에서 구성되는 앎은 상당 부분 학술적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평생교육의 실제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

는 이론적 지식과 어긋날 때 평생교육사는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자신이 기

존에 이해한 바가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낯선 상황을 이해해야 할지 

등 여러 선택지 중에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한다. 평생교육사들이 어떻게 자

신의 관점 및 앎을 구성하는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엄밀성을 갖춘 지식의 

체계로서 학술적인 ‘이론’과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바로서 ‘실제’라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과 실제는 평생

교육사가 앎을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가는 두 가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때 상정하는 ‘이론’의 의미는 ‘실제’라는 개념과의 관련 속에서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실제’는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을 맺는다. 현상으로서 나

타나는 바에 대해 주체가 작용을 가하는 것이며, 실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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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 외의 우연성과 비의도성을 포괄한다. 한편, ‘이론’은 어느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가변적인 현상 중 설명 가능한 범위를 하나의 일관적인 체계

로 담아내는 것이다. 이론과 실제는 사람들이 앎을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서

로 다른 원천을 상정한다. 자신이 직접 행함으로써 형성한 앎이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한편, 일관적인 설명 체계로서의 ‘이론’과 그 엄밀성이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한다. 

평생교육사의 앎은 이론과 실제 중 어느 하나만을 토대로 구성되지 않는

다.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되는 앎은 평생교육사 개인

의 경험을 통해 하나로 수렴된다. 이론과 실제 그 자체는 평생교육사 개인에

게는 외부적인 요소로 존재하지만, 평생교육사가 그것을 접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해가는 과정은 자기 특유의 관점과 앎을 형성해가는 일종의 학

습이다. 양성 과정에서 자신이 배운 이론으로서의 지식을 실제에 비추어 재

구성하는 과정인 것이며, 이론으로서의 지식을 실제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자체로는 정연한 설명체계였던 이론은 오히려 모호하게2) 느껴진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서 다루어진 이론적 지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실제

에서 나타나는 평생교육이라는 현상은 수많은 사고의 틀이 ‘덧붙여져’ 있는 

형태이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상정되지만, 다양한 관점과 이해방식이 덧

붙여져 오히려 경계가 모호해져버린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평

생교육사는 이론과 실제 간 중간 지대에서 활동하며 때로는 학문적 담론의 

입장에 서서 현장을 바라보고, 때로는 역으로 학문적 담론에서 전개되는 논

의를 현장에서 바라본다. 평생교육사가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의 앎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보다 큰 맥락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연결

2) 모호(模糊)하다는 표현은 흔히 애매(曖昧)하다와 혼합되어 ‘애매모호하다’라고 사용되기

도 한다. 그러나 모호함과 애매함은 각각 표현하고 있는 개념적 지형이 다르며, 이에 대

해 우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호함에 사용된 한자는 모양, 본보기, 혹은 본체를 뜻하

는 ‘모(模)’와 풀칠하다, 붙이다의 의미를 지닌 ‘호(糊)’이다. 즉, 특정 틀이 주어진 개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덧붙여져, 그 개념이 나타내는 의미의 경계가 느슨해져버린 상태를 지

칭한다고 볼 수 있다. 선명하다고 생각했던 개념에 여러 관점이 채색되면서 점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애매함은 그 한자어를 살펴보았

을 때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애(曖)’는 가려지거나 흐려진 상태를 뜻하고, ‘매

(昧)’는 어두컴컴하여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애매하다는 것은 경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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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를 구축해가는 활동인 것이다. 더군다나 평생교육사들은 앎을 재구성하

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자신이 속한 실제 맥락 속에

서 특유의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실제 평생교육의 현장을 바꿔갈 

수 있는 직접적인 주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구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및 양성 과정을 개선하

는 데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현수, 1999; 김영화·전도근, 2004; 김진화·양병

찬, 2006; 김한별·박소연, 2007)와 함께, 평생교육사의 직무 및 전문성을 밝히

는 연구(김진화·김한별·고영화 외, 2008; 이혜진·김진화, 2008; 박새봄·김진화, 

2009; 정민승, 2010)가 주를 이루어왔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실제 평생교육사

가 직면하는 역학관계에 주목하거나(변종임, 2003), 평생교육사의 성장 과정

을 일련의 학습경험이자 과정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추세다(윤혜

진, 2014; 손정은, 2015). 특히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내용

적 측면을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도 하였고(전은선, 

2015),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교육사의 교육적 가치와 그 외 근무자들의 일

반적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 또한 다루어진 바가 있다(한수연, 2009). 최근에

는 리조보컬리티나 직업사회화 개념을 통해 평생교육사의 현장 경험을 분석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김영경·이희수, 2013; 김한별, 2016).

평생교육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물론 평생교육사의 경험에 귀를 기울

이지만, 실천 현장에서 평생교육사의 위치, 혹은 그들이 놓이는 상황을 주로 

비추고 있다. 평생교육사의 경험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에서 부족한 부

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의 전문성은 어떠한 성질을 띠는지, 이들이 현장에

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주목하지만 그것을 평생교육사

의 실천 영역에 한정된 상태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 

결과 평생교육사가 현실적인 맥락에서 겪는 어려움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평

생교육 양성과정에서 다루는 이론적 지식과의 연계 속에서 다루어지지는 못

했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 이론과 실제의 중간자적 존재로서 평생교육사에 주

목한다. 중간자적 존재의 경험에서 평생교육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교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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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양자가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어떻

게 타협되어 앎의 형태로 자리 잡는가를 드러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

다. 특히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느끼는 모호함에 주

목하여, 이들이 학습한 이론적 지식이 어떤 맥락에서 그 모호성을 드러내는

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과 실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적 범주로 묶이는 현상들 중에는 때로 조화를 이루기 

힘든 요소들이 공존하며 상충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평생교육이라고 불

리지만 그 안에서 조화되지 않는 지점들로 인해 그중 어떤 현상과 특징을 

평생교육의 가치와 부합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가 불명료해진다. 이러한 개

념적 경계의 모호함을 평생교육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호

함을 그들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조정해가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이론적 지식의 모호함이 드러나고, 이에 대응

하는 평생교육사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 탐구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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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평생교육사가 양성 과정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현장 맥락에서 재구조

화하는 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다루어갈 것이다.  

1)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은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평생교육사는 현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이론적 지식이 모호해지는 경

험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이 부각되는 맥락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이론적 지식과 상충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

로 해석되는 개념은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모습을 보이는지와 같은 사

안이 구체적인 양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평생교육사들

이 경험하는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호성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대응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실제에 비추어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이 드러날 때, 평생교육사는 이에 대

해 특정 태도와 행동을 취한다. 개념적 모호성에 대응하며 평생교육사는 자

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론적 지식을 보다 명료화해가는 방향으로 풀어간다. 

각 이론적 지식이 띠는 모호성에 대해 평생교육사는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이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특히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사의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전문적 실천이 갖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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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평생교육사의 모호함을 연구하는 기초적인 단위

가 되는 ‘경험’이 본 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다져보고자 한다. 특히 

모호함이 평생교육사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롯

된다는 데 주목하여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경험은 무엇을 다루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사들이 직업 현장에서 모호함을 느끼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틀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인 논

의를 토대로 경험과 지식의 관계, 그리고 지식이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경험학습론의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사가 경험

하는 모호함, 그리고 그러한 모호함에 대하여 그들이 이루어내는 독특한 실

천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1.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본 평생교육사의 경험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경험을 쌓는다’고 한다. 평생교육사들 또한 마찬가

지다. 이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학술적 이론만으로 평생교육을 접하

는 것이 아닌, 현장 감각을 익히며 ‘경험을 쌓는다’. ’경험을 쌓는다’는 표현

이 축적적 형태의 학습 양상을 암시하는 반면,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평생교

육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바는 결코 선형적인 지식 축적의 과정으로 나타나

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기존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을 모호함에 빠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장에서 겪는 바는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 평생교육사 개개인의 

주관 하에서 그것은 하나의 앎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그들 고유의 이해의 방

식을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사들은 낯선 상황에 직면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자신 기존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상황 자체를 평생교육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 8 -

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모호함으로 다가올지언정, 평생교육사들이 경험하는 

바는 그들의 앎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다. 그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확

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호한 상황 자체가 ‘겪어봐서 아

는 것’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개별적 주체로서 평생교육사들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일차적인 경험들, 그

리고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모호함을 이해(make sense)하고자 

지속적으로 그것을 반추한다. 모든 이들은 경험을 통해 자기 특유의 이해 방

식을 구성하며, 앎의 체계가 구성되었다가 다시 허물어지고, 또 재구성되는 

과정이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한 사람이 앎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애에 걸친 사고의 변천사의 총체에 주목하고, 이를 경

험으로 상정하는 관점은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인 관점과 상통한다(Buck & 

Heath, 1978: 32). 

해석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내-존재로서 사람

들의 존재 양식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끔 한다(Dreyfus, 1991). 일상적으로 

‘경험’이라고 칭해지는 바는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경험 개념과 분리되어 논

의된다. Dilthey(1979)에 따르면, 해석학적 경험은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일차적인 경험들과 구별된다. 각각의 일차적 경험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한

편, 현재라는 시간성에 붙박여 있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포섭

되고 해석됨으로써 하나의 총체적인 앎의 체계를 구성한다. 이를 해석학적 

경험, 혹은 ‘체험’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있는 경험

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각각의 일차적 경험들이 체험을 통해 해석

됨으로써 해당 주체에게 고유한 주관적인 가치를 띠게 된다. 

딜타이의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고자 주장한 후설

의 현상학을 해석학적 관점으로 조명한다. 특히 하이데거는 현존재로서의 인

간이 자신의 실존 및 세계에 대해 선행되는 이해를 토대로 세계 내 대상을 

만난다는 점에 주목한다(이남인, 2004: 163-165). 후설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을 초월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인간 주관의 우위를 둔 반면, 하이데거는 초

월로서 객관화된 주관뿐만 아니라 비객관화된 주관에도 주목한다(이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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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93-196). 특히 하이데거는 “이론적인 영역을 토대로 실천적 영역을 

해석하려 함”(하이데거, GA20, 이남인, 2004에서 재인용)이라는 작용의 중요

성을 지적하며 비객관화된 작용에 주목한다. 객관으로서의 초월보다 비객관

화된 인간의 지향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서 하이데거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아닌 해석학적 현상학을 주장한다. 

존재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에서의 물음과 그 접근 방식은 평생교육사

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해석학적 현상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는 그들이 특유의 선행적 이해를 토대로 

현장에서 세계 내 대상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특히, 평생교육사 

가 이론적인 영역을 토대로 실천을 해석해감으로써 일종의 비객관화된 작용

이 나타나며, 그 결과 나타나는 실천적인 함의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해석학적 현상학의 경험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은 시간성이다. 현재는 쏜

살같이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주체들은 항상 지금-여기의 상황에 서서 과거

와 미래를 내다보는 입장에 처해 있다. 과거와 미래를 응시하다가도 다시 현

재라는 독특한 시간 속에서 이를 되돌아보는 것이 해석학적 경험의 독특한 

성질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가 교차하는 압축된 상

태의 시간성 상에서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둔 예상과 실제 현재 경험을 이루

고 있는 바 사이의 간극과 모순이 모호함을 촉발하며, 이는 평생교육사들이 

느끼는 모호함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평생교육사 자신이 알고 있던 바가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새로이 이해해야 하는지 모호해지는 것이다. 

모호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체험에 붙박여 있는 시간성에 비추어 볼 때 필연

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해석학에서 시간성과 더불어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

은 “해석학적 순환”이다. Gadamer(1976)에 따르면, 기존의 경험들이 전이해

를 구성하고, 이에 근거해 주체는 일종의 예측을 한다. 예측에는 특정 현상

에 대한 논리적인 가정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직관 또한 포함된다. 물론 주체의 예측에 빗나가는 경우가 나타나기 마련이

다. 앎에 기반을 둔 예측과 실제 경험 사이에 간극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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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 예측에 어긋나는 부분에 주목한다. 예측과 

경험 간 간극이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전체 앎의 구조에 영

향을 주며, 이는 추후 주체가 구성하는 예측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

정이 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Gadamer의 해석학적 순환 개념은 상황에 대한 예측과 경험에 비추

어 주체의 총체적 앎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사가 자신의 앎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할 때, 이들의 모호함을 분석하는 데에 해석학에서의 시간성과 해

석학적 순환의 개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었을 때 평생교육

사가 느끼는 모호함은 시간의 축에 비추어 자신의 앎이 지속적으로 순환하

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현재에 비추어 자신의 전이해를 

재구성할 뿐만이 아니라, 재구성된 앎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러한 이

해와 예측의 과정은 현재에 붙박인 주체로서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나타난

다. 지속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감으로써 평생교육사는 역으로 평

생교육 현장 속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파악해가는 것이다.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띤 존재로 인정받고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단

지 ‘객관적’인 전문지식을 알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이들이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에서 이들의 실천적 정체성이 어떻게 자리잡는가에 주목해볼 필

요가 있다. 앎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역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의 관

점에서 응시하고 있는 주체의 위치와 역할이 드러나는 것이다. 

평생교육사의 경험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았을 때, ‘경험’으로 일

컬어지는 총체 안에서도 여러 영역들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간성을 축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맞물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전이해

에 기반한 평생교육사의 관점과 실제 현장에서의 맥락, 그리고 이를 하나의 

관점으로 포섭하여 이해하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모두 ‘경험’ 속에 응축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과거에 학습한 바와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

는 실제 상황은 평생교육사의 해석학적 경험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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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라는 존재는 해석학적 순환 과정의 구심점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

낸다. 

2. 직업 세계에서의 경험 

2.1 전문성과 지식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하여 연구 기반의 이론적 지식 외에도, 현

장 경험을 통해 구성해가는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주목한 바가 있다. 물론 학술 담론에서의 이론적 지식은 전문적

인 수준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전형적

인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직종에는 그에 대응되는 대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관리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구되

는 경우 자격시험을 치르면서 해당 전문가 사회에 진입한다. 그러나 대학에

서 관련된 전공 지식을 쌓는 것 외에 경험적으로 터득하기 마련인 지식 유

형이 존재하며, 다양한 직종에서 요구되는 ‘실습’은 이러한 경험적 지식에 대

한 고려 하에 마련된 과정이기도 하다. 

전문성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인 경험적 지식의 성질에 대해 여러 학자들

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의 서로 대비되는 

성질을 포착해냈다. 이론적 지식이 강세를 차지하고 있던 주지주의적 전통에 

맞서,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지식의 체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그 특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노하우’, ‘암묵

지’, ‘실천 속 이론’과 같은 방식으로 개념화하고자 하는 접근이 이루어졌으

며, 각각 주목하는 경험적 지식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yle(1949)은 방법에 대한 지식인 노하우(knowing-how)를 대상에 대한 

앎(knowing-that)과 구분하였다. 그는 현명한 수행을 한다는 것이 수행하기 

이전의 반성적 사고를 항상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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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앎을 토대로 행동을 집행하기에 현명한 수행이 비

롯되는 것이 아니며, 수행 자체에서 비롯되는 앎, 즉 방법적 앎

(knowing-how)이라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행에 내포된 방

법적 앎에 대해 일련의 체계를 갖추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존재한

다. 대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 체계를 전제하는 앎(knowing-that)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론적 체계로 담기기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앎의 영역이 있

다는 점에 Ryle은 주목한 것이다. 

명시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경험적 지식의 성질은 Polanyi(1966)의 암묵

지(tacit knowledge)로 대표된다. 한 사람에게 전기 자극을 주되, 그것을 유

발하는 요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앎은 전

기 자극에 대한 명시적인 앎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무엇으로부터 전기 자

극이 비롯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겠지만, 자극과 자극 유발 요인의 관계가 드

러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암묵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A와 B라는 요인 사이

의 관계가 명확한 논리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은 그

러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구성한다. 전문가가 형성하는 경험적 지식

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암묵지의 범위로 포괄될 수 있다. 

위의 논의에 비추었을 때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라는 두 가지 지

식의 유형은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경험

적 지식을 이론적 지식의 차원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

해 Ryle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각자 방법적 지식의 차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며 자신

이 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오히려 자전거는 휘청거린다. 이

는 양자가 서로 별개의 영역을 차지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과 함께,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의 존재 양상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서로 다른 성질을 띠고 별개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종

류의 지식은 모두 실천가의 앎을 구성하며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룬다. 

Argyris & Schön(1974)은 실천가들이 표현하는 설명체계로서의 이론

(espoused theory)과 이들의 실제 실천에 내포되어 있는 설명체계(theory in 



- 13 -

practice)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때로는 두 종류의 이론 간 차

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실천가가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단일고리 학습모

형에서부터 이중고리 학습모형으로 이행되어가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론과 

자신의 실천에 담긴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치며 실천가는 두 종류의 설명체계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모종의 

행동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가가 이론과 경험의 간극을 어떻게 인지하며, 그것이 어떠한 

행동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지식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 실천

가의 앎 속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끔 한다. 이를 평

생교육사라는 실천가의 현장경험에 비추어 봄으로써 평생교육 실천을 이루

는 앎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행위-속-반성(Reflection-in-action)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는 

교차하는 계기를 맞이한다. 특히 평생교육사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이론적으

로 학습했던 개념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 이론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에는 외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자신으로 시선을 돌려 들여다보는 

반성 활동이 수반된다. 이는 전문가에게서 나타나는 반성 활동에 주목하여 

Schön(1983: 128-133)이 ‘행위 속의 반성(reflection-in-action)’이라고 제시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Schön(1983: 128-133)이 ‘행위 속의 

반성’의 모형에서 전문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 순환하며 발달하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전체 과정은 평가(appreciation), 행위(action), 재평가(reappreciation)의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문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

는지가 마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활동은 문제 상황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관점에 입각하여 상황에 대

한 일종의 평가를 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사전에 학습한 이론적 지식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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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Schön의 이러한 입장을 고

려했을 때, 오히려 이론적 지식은 전문가가 실천을 하고자 할 때 문제를 설

정하는 틀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서 문제가 설정된 후, 전문가는 그 문제에 입각하여 행위하는 

단계에 진입한다. 물론 이 때 특정 행위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전문가는 문제에 대해 자신이 구성한 앎을 토대로 일종의 “실

험”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설정한 문제가 타당한지,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

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는 최대한 상황을 자신이 구성

한 틀에 맞추어 해석하고 이에 따라 행위한다. 이를 기점으로 전문가가 기존

에 지녔던 개념적 틀은 강화되거나 반증된다. 평생교육사의 경우 이 때 이론

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논의되는 이론에 해당된다. 이론적 논의는 학문 영역

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평생교육사들이 반성적 실천 과정

을 거치는 가운데 평생교육 이론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평가의 단계를 거쳐 전문성 발달의 전체 과정은 순환한다. 실험을 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듯, 전문가의 행위는 때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끔 한다.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것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는 것 또한 전문가의 몫이다. 새로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다시금 평가하

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재평가 단계에서 전문가의 관점을 이루

는 개념적 틀은 평가 단계에서의 개념적 틀의 변형된 형태다. 기존의 개념적 

틀은 행위 단계를 통해 강화되거나 반증되며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설정하고 실험을 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나타난다.

실천적 전문성은 특정 계기를 통해 획득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계속하여 자리 잡는다. 이러한 과정은 “불확실하면서

도 독특한 상황과의 반성적 대화(a reflective conversation with a unique 

and uncertain situation)”(Schön, 1983: 130)라고 서술된다. 실천 속에서 활동

가는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상황에 대해 작용을 가하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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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미를 형성해간다. 이 과정은 단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상황에 영향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마치 대화를 주고받듯, 상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전문가가 학습한 이론적 논의와 현장에서의 

실제는 서로 맞닿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3. 경험학습론 

Dewey의 접근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의 측면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경험학습론의 기반이 된다. 경험학습론은 경험을 통한 학습의 과정을 

구조화하여 드러내는 데에 관심을 둔다. 학습이 어떠한 과정에 따라 이루어

지는지에 관심을 두며, 이는 교변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관심의 연

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험학습론의 기초적 틀을 갖춘 학자인 Kolb(1984)는 학습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험학습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

시한 모형은 현상을 경험으로 구성하는 ‘포착(prehension)’의 순간, 그리고 그

로부터 나타나는 간극에 적응하는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두 가지 축

에서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각각의 축에서 드러나는 간극과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조정해가며 이루어지는 학습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Kolb의 경험학습론의 의의가 있다. 

Kolb는 경험학습론의 구조에서 두 가지 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앎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경험을 어떻게 전환해

가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축은 학습자가 상황에 대한 앎을 구성하는 

것, 즉 상황을 ‘포착(prehend)’하는 두 가지 방식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추상

적 개념을 통해, 혹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 앎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 가지 

원천으로부터 앎을 구성해가지만 양자가 모두 학습자가 ‘포착’한 앎으로 구

성되면서 상충하는 지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평생교육사가 이론과 실천 간 

괴리를 느끼는 부분 또한 이것의 일환으로 분석할 수 있다. 



- 16 -

또한 다른 축으로 Kolb는 경험을 전환해가는 두 가지 방식을 다룬다. 하

나는 외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 실험을 통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반성적 관찰

을 통해서이다. 외적 상황에 대해 특정 행동을 취하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바에 대해 되돌아 생각해보면서 학습자의 경험은 전환되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학습의 모형은 추후 Jarvis의 작업을 통해 보다 세분화되

기도 하지만, 경험학습론에서 주된 초점이 되는 것은 경험을 통한 학습 과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개별 주체가 

겪는 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으며, 주체가 앎을 구성해가

는 방법 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Kolb의 경험학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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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해석학적 현상학과 주제 분석

본 연구는 평생교육사들이 양성 과정에서 학습하는 이론적 지식이 어떠

한 맥락에서 그 모호함을 드러내고, 이것이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어떻게 

조정되어가는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

행해가는 방법은 평생교육사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

로부터 시작된다. 

연구문제를 다루어가는 전반적인 틀은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에 입각해 있다. 평생교육사가 양성 과정을 통해 학습한 이론

적 지식으로부터 시작해 그것이 모호해지고 이러한 모호함이 조정되어가는 

과정은 일련의 해석학적 순환 경험으로서 분석된다. 평생교육사의 경험으로

부터 동떨어져 있는 양성 과정의 내용 자체를 점검하는 데에 초점이 있기보

다는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사가 학습의 결과가 담지하는 선행적 이해가 무엇

이며, 이를 토대로 실천적인 영역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 재

구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 이론으로서 다루어지는 바가 평생교육사의 관점

에서 일련의 지식으로서 구성되고, 이것이 다시 재구성되는 것은 일련의 해

석학적 순환의 과정이다. 

해석학적·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인간과학적 교육학의 일환으로 주목한 

van Manen(1990: 32)은 단지 특정 경험의 현사실성(facticity)을 반성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질적 연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이루는 

요소들 중에서도 어떠한 요소가 해당 경험을 주체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만

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즉, 평생교육사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모호함 중에서 주체가 현상을 유의미한 것으로 

경험하는 데에는 해석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기 마련이며 본 연구는 이에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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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학적 경험의 차원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van Manen(1990)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이라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해석학적으로 

경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제(theme)란 경험 자체의 의미를 다루며, 연구

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으로서의 경험이 이루고 있는 구조를 나타낸다

(1990: 77-97). 질적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 방법은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며, 이는 질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 공유되는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Braun,  

Clarke & Terry, 2012: 57). 즉, 주제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평

생교육사라는 집단에서 공유되는 경험의 공통적인 패턴을 드러내고자 한다.

평생교육사가 양성 과정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재구조화해가는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상정하여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평생교육사의 전이해(A)이다. 이는 양성 과정을 통해 평

생교육사가 학습한 바를 뜻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론적 지식으로서 다루

어진 바에 주목한다. 배치되기 이전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현장에 대해 상

정했던 바로서, 이는 평생교육사들의 관점이자 전이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 두 번째 주제는 평생교육사가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그들의 전이

해가 겪는 갈등 양상(A′)이다. 비록 추상이지만 그 자체의 체계를 이루고 

있던 이론적 지식은 실제 평생교육 현장의 맥락에 비추어 그 모호성이 드러

난다. 평생교육사가 놓이는 맥락이 무엇이며, 이로 인해 평생교육사가 학습

한 이론적 지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 주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갈등 양상(A′)으로부터 비롯된 모호성에 평생교

육사가 대응하는 단계(A〃)를 다룬다. 평생교육사가 갈등 양상을 조정해가는 

데 수반되는 전략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주제를 기반으로 평생교육 분

야의 이론적 지식이 평생교육사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재구성되어 

가는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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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2.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보유하였으며, 평생교육사직

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다. 평생교육사 자격을 보유하되 평생교육과 

무관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평생교육사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이들

은 우선 배제했다.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학습한 바에 입각하여 활동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은 평생교육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들에게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사직으로 근무하는 이들을 살펴볼 때 가장 큰 구분은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각 기관별로 평생교육사의 경험적 특성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유형을 좁혀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진 공공 영역의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

도 시도청·시군구청 단위 소속 평생교육사들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

하였다. 연구의 제한된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평생교육 기관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를 통하여 연구에 참

여할 평생교육사를 추천받았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 지자체 소속 공공 평생

교육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연

구에 참여하는 평생교육사로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른 평생교육사를 추

천받는 눈덩이 표집방법(유기웅 외, 2014: 177)을 함께 사용하였다.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한 뒤 연구자는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를 부탁하였고, 연구자가 연락을 취한 평생교육사 8명은 모두 자발적 참

여 의사를 밝혔다. 연구참여자의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에 평생교육사들에게 알파벳을 부여하여 이들

을 구분하였으며, 평생교육사직의 특성상 근무처를 밝힘으로써 신상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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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 경력 자격 유형

A 서울 지자체 평생학습관 (직영) 8년 째 2급

B 경기 지자체 평생학습원(직영) 3년 째 2급

C 서울 지자체 평생학습관 (직영) 5년 째 2급

D 서울 지자체 평생학습관 (직영) 12년 째 1급

E
경기 지자체 평생학습관 (위탁) 

→ 서울 지자체 평생교육팀 (직영)
4년 째 2급

F 서울 지자체 평생학습관 (직영) 11년 째 1급

G 서울 지자체 평생교육팀 (직영) 5년 째 2급

H 서울 지자체 평생학습관 (직영) 1년 째 2급

[표 1] 연구참여자 세부사항 

나기가 쉽기 때문에 기관 또한 서울/경기의 구분만을 표기하였다. 

2.2 자료 구성

평생교육사의 경험에 대한 자료 구성은 예비면담을 수행한 2016년 4월부

터 2016년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평생교육사가 제공한 책자와 문서자료 또한 평생교육사가 근

무하는 맥락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왔다. 면담은 연구참여

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졌다. 8명 중 6명과는 그들이 

일하는 근무처의 회의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2명은 근무처 근처의 카

페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편안한 면담을 위해 연구자와 참여자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평균 1~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1회 당 평균 면담 시간은 1시간 내외였다.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공유했지만, 첫 만남에서 면담을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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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은 다시 한 번 연구 참여

에 대한 동의를 밝혔다. 

면담을 통한 자료의 수집은 심층면담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경험으로부터 참여자 각각의 해석을 추출해내는 것

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진다(Seidman, 1991). 이 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해석해낸 바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을 구성하고 해석

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유기웅 외, 2012: 185). 따라서 집중면담을 구

성하는 데에는 반구조화되어 있는 면담 질문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자의 질

문으로부터 시작하되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따라 질문의 내용을 조정해갔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답변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에 유념하여 연구자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평생교육사가 현장경험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이

것이 또다시 어떠한 고민으로 이어지는가는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그 주기 또한 평생교육사마다 다를 것이라 예상했다. 딜레마가 어

떤 내용에 대한 것인가에 따라 상황에 대한 평생교육사 스스로의 설명 체계

를 구축한 경우도 있는 반면, 같은 평생교육사더라도 또 다른 지점에서는 여

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차가 비교적 

적은 평생교육사들과의 면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생교육사가 간극을 인지하

고 이에 대응해가는 데에는 적어도 3년의 경력이 쌓여야 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데에 3년 이상

의 경력을 갖는 평생교육사들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

하였다. 일련의 면담 과정을 거치며 연구자는 면담 도중, 그리고 면담을 한 

직후에 메모를 작성해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다. 그와 함께 녹음한 파일을 그

대로 전사하여 질적연구자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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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 분석

연구자는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

과 함께 필사한 자료에서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필사한 자료를 인쇄하여 반

복적으로 읽으면서 임의로 떠오르는 주제어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고 다시 

읽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여러 번 반복한 이후에 엑셀을 이용하여 코딩 

분석을 하였다. 엑셀은 범주, 하위 범주, 코딩, ID, 위치, 원문으로 구분하여 

코딩 작업을 하였다. 인쇄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은 주제들을 토대로 전사 자료의 원문을 복사해 붙여넣었고, 각각의 ID(평

생교육사 알파벳 구분)와 각 전사자료별 위치를 표기하였다. 주제어를 토대

로 코딩해나가면서 범주를 귀납적으로 도출해내는 것과 함께, 더 나은 주제

어들이 나오는 경우 재코딩하는 작업을 거쳤다. 

도출된 주제어들을 범주별로 묶고,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

료를 재구성하였다.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글을 쓰는 과정과 별개로 진

행되지 않는다(van Manen, 1990). 도출된 범주에 따라 글을 구성해보는 한

편, 그 과정에서 주제어들의 묶음을 재구성하거나 범주를 나타내는 명칭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대범주와 소범

주는 본 연구에서 각각 장과 절을 구성하고 있다. 

2.4 연구자의 해석학적 순환

평생교육사가 배운 이론적 지식이 현장에서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였듯, 

연구자 본인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전제하고 있었던 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조정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평생교육사들이 근무하면

서 경험하는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다. 연구자는 대학원 수업 과제의 일환으

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을 만나 그들이 진행하는 사업

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었다. 이들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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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이 

진행한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더 인상에 남은 것은,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에 대해 여러 평생교육사들이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양자 간의 간극은 여러 실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이지만, 그것이 평생교육사의 맥락에서 공유되는 문제상황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는 점에서 간극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호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

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연구문제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평생교육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 자체만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간극’을 살펴본다는 접

근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었다. 평생교육사들은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자체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

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꼈다. 한 평생교육사의 말에 따르면, 질문에 대한 답

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나타났다. 평생교육사들의 경험

을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 상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면담을 진행하는 초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평생교육사들이 이론적 지식과 관련하여 품는 회의감과 고민이 어떤 장

면에서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면담은 그 방향을 잡아갔다. 이론과 

실제의 간극은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고정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양

자가 괴리된 모습은 평생교육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 밀접하게 붙박여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고, 평생교육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

라 그 모호성이 풀리기도 했다. 이론-실제의 간극이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자는 두 번째 연구문제를 

구체화하였다. 평생교육사가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이 조정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론’에 대한 나의 생각 또한 변해갔다. ‘이론’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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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는 개념적 범주 하에는 크게 두 부류의 지식이 속해 있다. 첫 번째는 학

술 담론에서 일정 정도의 객관성을 띠며 공론되는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이

론이며, 두 번째는 주체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설명체계인 주관적 지식으로서 

이론이다.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학문적 담론에서 논해지는 이론 

체계가 있는 반면,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교육되는, 혹은 평생교육사

들이 각자의 맥락에서 스스로의 설명체계를 정립해가며 나타나는 이론 체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 평생교육사가 경험하는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을 살펴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이론’을 지칭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두 가지 유형의 이론 중에서도 학술 담론에서 다루어지는 이론

에 치우쳐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분석을 진행하며 평생교육사가 

경험하는 모호함은 자신이 알고 있던 바가 현장 맥락에 비추어 불분명해지

는 경우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고, 평생교육사의 주관적 지식체계를 구성

하는 이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본격적 연구진행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사와 승인(No.1607/002-008)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의 선정 시 참여자의 자

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내용을 녹

음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가명으로 처리될 것이

며, 이들이 근무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 단위의 지역만을 밝혔다. 면담 종료 후에는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

례를 제공하였다. 직접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만이 접근하였으

며, 자료 활용 시에는 가명 처리된 문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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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의 범주

면담 결과 평생교육사의 해석학적 경험을 이루는 이론적 지식의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의 이론적 지향에 대한 지식이

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며,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의 측면을 포괄하는 지식이다. 두 번째는 평

생교육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지식이다.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에서 다루

어지는 지식 중에는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신이 현장에서 근무하

게 될 때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평생교육사 전이해의 한 축

을 이루게 된다. 세 번째 범주는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다. 평생교

육사들이 실제 대면하는 학습현상을 분석한 이론적 지식을 포함하며, 학습현

상을 드러내는 학습이론과 학습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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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생교육의 이론적 지향과 실제 현장의 간극

평생교육사가 양성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한 평생교육의 이론적 개념구조

는 현장의 맥락과 상충하며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현장에서 상충하고 맞물리면서 그 경계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론적 개념구조가 현장에서 모호해지고, 이것이 다시 조정되는 과정은 

평생교육 이론이 평생교육사의 경험 속에서 맥락화되는 과정이다. 개념에 대

한 서로 다른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모호함을 조정하는 것은 평생교육사의 

몫으로 남는다. 평생교육사의 맥락에서 구체화된 이론 체계는 이들이 행하는 

실천의 기반이 된다. 평생교육의 이론적 개념이 평생교육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평생교육사의 경험을 통해 그러한 개념은 구체화되는 것이다.

평생교육사의 가치 체계에서 모호함을 드러내는 개념 중 두 가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평생교육사들의 고민의 축을 이루고 있던 

두 가지 범주로 거시적 관점으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의 의미, 그리고 학

습기회의 확대라는 지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이 평생교육사가 근무하

는 맥락에서 어떠한 점과 부딪히며 갈등을 빚고, 이에 대해 평생교육사가 어

떠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론적 구조의 핵심과 주변부의 구분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에서 지향하는 바를 현장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그 관점을 구성하는 핵심과 주변부를 구분해간다. 거시적 관점으로서 평생교

육이라는 개념은 넓은 범위를 포괄하지만, 여러 장면들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모호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이 포괄하

는 가치 중에서도 자신이 핵심적으로 여기는 바를 판단한다. 비록 평생교육

사가 처한 맥락에 따라 그들이 핵심으로 여기는 가치는 내용 측면에서 차이

를 보이지만, 평생교육사가 가치의 핵심과 주변부를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의 활동을 구성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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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갈등 양상: 거시적 관점의 분절과 왜곡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평생교육사들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거시적 관점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거시적 관점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의 

그 의미는 학습을 핵심적인 기제로 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평생교육을 이

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학습사회’를 상정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데 필요한 

관점이자 가치체계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평생교육이라는 거시적 관점은 특히 평생교육사 각각의 신념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 자신의 신념과 평생교육의 관점이 상통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교육이라는 분야 중에서도 평생교육을 택한 평생교육사도 여럿 있었

다. 이는 평생교육사의 사고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 신념, 또는 일종의 

‘로망’으로도 표현된다. 

평생교육이란 그냥 유네스코 이런 거같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이 강했던 

거에요. 집행기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딜레마를 평생교육에서 다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쪽에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A: 1:65-70)

질: 어떻게 해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졌나요?

답: (...) 약간은 로망같은 것도 있고, 책에서 본 그런 느낌?

질: 음. 어떤 로망이 있었어요?

답: 사람이 다 좋을 거라는 생각.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다 착할거다. 

다 좋을 거다. 좀 발전된 교육현상을 보여주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막

연한 생각? 현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것 같아요. 첨에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변화시킨것도 많고 그렇게 약간은 로망에 가까운 그런 변화

를 시킨 것도 많고.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지금 201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이라도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죠 평생교육은 결국은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 그걸 느끼고 있어요. (B, 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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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으로서 존재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자 할 때 

평생교육사는 일상적인 삶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물론 

이들은 자신이 상정하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추상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

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다음 평생교육사들의 말에 담겨 있

다. 

(평생교육은) 일종의 삶에 관련된 얘기죠. 어쨌든 학습이라는 게 자기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령화사회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

기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남들과 같이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

민이었던 거죠. (D, 2:70-74)

어쨌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학습이었으면 좋겠는 거고, 이게 대상이 여

성이어야 한다, 탈북자여야 해, 일반인이어야 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범위를 나는 생각했어요. (A, 2:62-66)

평생교육의 관점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사회적 삶에 대한 고려

가 수반된다. 사람들은 수많은 타자들과 생활반경을 공유한다. 무심코 스치

듯 지나가는 타자가 있는 반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변하게 

하는 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은 이처럼 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의 변화를 학습으로 포착한다. 삶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수많은 

변화를 학습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은 특정 학습자에 치중

하는 교육 접근과는 다른,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현장에서 모호해지기도 한다. 

평생교육 관련 개념은.. 글쎄요.. 우리가 뭐 학습 사회 너무 거시적이고 평생학

습 자체가 너무 거시적이어서.. 그 영역과 영역 간의 연계에 대한 방식이 모호

해요. (A, 1: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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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틀이자 이념으로서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사들을 매료시키기도 하

지만, 그것이 추상적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경우 하나의 당위에 그치기도 한

다. 삶과 학습을 연계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상이 평생교육사에게 잡히지 않는 것이다.

삶과 학습 양자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거시적인 관점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사들은 오히려 현장에

서 평생교육이 행정적으로 분절되고 왜곡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현장에서 평

생교육이라는 관점이자 이론적 개념에 대해 해석하는 바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평생교육활동을 어떻게 가시화 할 것인가라는 두 지점에서 상충하는 면이 

종종 부각되고 있었다. 

평생교육을 하나의 관점으로 여길 때 그 실체는 쉽게 잡히지 않는 반면, 

행정조직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분야는 이미 특정 대상과 분야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 평생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평생교육사

에게 중요한 맥락이다. 타자에 의해 그들이 활동하는 맥락으로 상정되는 것

이며, 그런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행정 체계 내

에서 평생교육이 담당하는 영역은 부서별로 분화되기 마련이다. 삶에서의 학

습을 거시적으로 포괄하는 관점으로서의 성질이 희미해지는 것이다. 

평생교육에 대해 그런 큰 범위를 나는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 전개되듯이, 현

장도 그럴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왔더니 여성국, 문화국, 인권국, 다 이미 하

고 있어요. (A, 2:65-67)

물론 평생교육이 표방하는 관점이 현실적으로 모든 영역을 아울러 구현

되기 힘들다는 점을 평생교육사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행정조직에서 평생교

육이 구체화되는 방식은 평생교육의 거시적 관점을 포용하기보다는 평생교

육의 영역 자체를 좁히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사들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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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느낀다.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외적인 남은 것들.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잔여의 과제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죠. 나중에는 평생교육과니까, 그 이념에 따르면, 장애인도 

하고 소수자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장

애인과는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A, 2:68-74)

평생교육 분야에 포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평생교육 담당 부

서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주’ 부처로 부각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미 행

정조직 내에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관련 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구조다. 관점으로서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분화된 것 중의 일부만으로 제한된다. 

 평생교육의 관점과 그것이 실제로 다루는 영역의 괴리는 교육적 의미의 

퇴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평생교육 담당 부서 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교

육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간

과되는 것이다. 다양한 부서에서 교육을 수반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특정 위치를 점해가는 한편, 이를 평생교육

의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검토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

적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보다도 여기 브랜드가 너무 약하구나. 다들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 없이 여성의 일

자리창출 교육을 여성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평생학습의 개념이 없

이 실행만 하고 있는 거에요. (A, 2:5-10)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사업은 조직 체계에서 타 부서의 

담당 영역으로 분화된다. 평생교육사가 삶 속에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교육과 학습을 포괄하기보다는 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오히려 공고

해지는 것이다. 삶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학습을 통합적으로 포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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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생교육의 거시적인 이념은 행정체계의 언어로 재해석되면서 되레 그 

영역이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평생교육사들은 현장에서 평생교육적 관

점이 띠는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고 느낀다. 

현장에서 평생교육이 포괄하는 분야가 이론적 지향에 비해 축소되고  주

변화되는 한편, 평생교육사들은 또한 추상적으로서 평생교육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 실체로 드러내야 하는 압박에 놓인다. 특히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가

시화하는 것은 예산 책정 및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행정체계

의 언어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풀어내는 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

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가는 해당 사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띠느냐

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평생

교육 부서가 띠는 상대적 영향력과도 연관된다. 

시설적인 측면이 평생교육기관은 열악하고 작아요. 파이를 - 제로섬처럼- 예

산이 한정돼있는데, 지금도 다른 데보다 적은 파이를 갖고 있고 힘없는 부서에

요. 정책은 예산싸움이거든요. (A, 2:91-93)

예산 책정 및 평가에서 특히 부각되는 부분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얼

마나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다.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양적인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여하였는지부터 시작해서 학습의 효과 자체를 양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거시적인 관점

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설득력

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부각된다. 

또한 사업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인 평가는 계약직으로서 평생

교육사의 신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해 평가를 받고, 그것이 다시 그들의 연봉 및 기관에서의 위치에 영

향을 준다. 이 때 평가를 받는 방식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양적인 데이터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또한 평생교육사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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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저희는 평가를 받죠. 연봉 산정을 할 때. 그때 결국은 직무분석을 해서. 

직무분석이라는게 다른게 아니거든요. 생산물이 얼마나 되나. 예산은 얼마나 

확보를 했나. 수치화된걸로 분석을 하는데 같은 평생교육사마저 그게 정답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약간 멘붕이 왔는데. (B, 4:24-29)

예산은 행정조직 체계에서 평생교육 부서의 영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 속한 평생교육사들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도 연관된다. 거시적 

관점이 미시적 실체의 차원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관점을 해석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사는 그만큼 많은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가 충분히 뚜렷하게 표현되

지 못한다면, 평생교육사들은 행정체계에서 통용되던 방식으로 평생교육 사

업과 접근 방식을 답습하기 마련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답: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다른 데 거를 조금 보고 베껴서 우리 구의 특

성에 맞게끔 새로 창출해 낸다는 의미도 있을 거구, 또 아니면 주민들

이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내는 것, 그니까 

A부터 Z까지 내가 개발해내는 거죠 내가, 그리고 그거를 개선해서 운

영을 하는 것, 근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많이 못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사업을 

이런 걸 개발해서 하겠다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역량부분이 

제일 크죠

질: 어려운 게 예산이 큰 건가요?

답: 예산도 크고,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주위의 시선도 있고, 

근데 그게 자치구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많이 개

발하고 많이 하고는 싶으나 실상은 많이 못하는, 근데 그걸 안한다고 

해도 이미 일은 많고, (C, 2:3-18)

행정조직의 체계 속에서 평생교육 영역이 분절되며 제한된 의미로 해석

된다는 점, 그리고 평생교육의 거시적인 관점을 어떻게 명시적인 논리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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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평생교육사들의 고민은 짙어진다. 

이걸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추상적인 학문인 만큼 이걸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하나? 이걸 프로그램 사업 

단위가 아니라 총괄할 수 있는 단위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

는 평생학습,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그 의미가 사실 현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단위의 소수의 분절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에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 평생학습 이념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는 

마치 평생학습이 인문강좌면 인문강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딜레마가 컸던 것은 사실이에요.  (A, 2:11-28)

현장에서 평생교육이 실체화된 모습은 이론적 지향이 표방했던 거시성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평생교육사들은 목격

한다. 자신이 이해하고 있던 평생교육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

며 평생교육 개념 자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평생교육 영역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들은 모호해진 개념의 경계를 자신의 경험 맥락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1.2 대응: 핵심 가치의 선별 및 가시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현장에서의 평생교육

이 맞물리지 않는 상황에서 양자 간 거리를 좁히고자 핵심 가치를 선별하고 

가시화한다. 이는 이론적 개념을 자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적 성격을 

지닌 이론을 자신의 이해 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핵심적인 가치

와 부차적인 가치를 구별한다. 특히 이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 단 

계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의 일환이

다.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별함으로써 평생교육 영역에서 추진하고자 하

는 활동을 가시화하는 데에 타협할 수 있는 지점과 타협 불가능한 지점의 

경계가 보다 선명해진다. 즉, 평생교육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평생교육의 



- 34 -

핵심 가치는 평생교육의 거시적 관점과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천 활동을 잇

는 중간 단계로 자리 잡는다. 평생교육사가 관점을 구체화하는 데에 필요한 

구심점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어 두 명의 평생교육사가 핵심 가치를 선별하고 이를 사업에서 가시화

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두 평생교육사가 각각 선별한 가치의 내

용 측면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경험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개별적 이해에서 핵심 가치를 선별하고 이

에 근거해 실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A는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다른 분들은 개념 중에서 오히려 학습 사회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는 평생교육의 개념 중에서도 다양성에 대해서 - 제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

서일지 몰라도 – 그거에 집중해요. 정책현장에서는 대상 범위로 이거를 한정짓

는 경우가 많아서.. (A, 3:35-39)

평생교육의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보았다. 평생교

육사로서 자신이 특히 주목하는 가치라고 말하며, 맡고 있는 업무 또한 다양

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해하고 있었다. 거시적인 개념구조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단초를 다양성으로 잡은 것이다. 

A는 이어서 ‘다양성’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한다. 다양성이라는 개

념 또한 다소 추상적이지만, A의 경험에 기반을 둔 해석에 따라 다양성의 

가치가 어떻게 실천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지 방향성을 갖추어 간다. 

소외된 자를 위한 평생학습의 개념이나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에서 정말 우리가 담아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외계층일 수도 있

고, 이 사람들이 정권에서 평생학습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 교육에선 

평생학습이 소외받는 자, 배제된 자 - 꼭 못 살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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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갈등으로 인해 마이너인 경우도 – 그들을 최우선순위로 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다양성이라 한 게 뭔가 메이저가 아닌 사람들도 배제되지 않는 대

상으로 할 때 평생학습에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 4:46-61)

A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도, 그녀가 해석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복잡한 상황 중에서도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일례로, 한 강좌에서 ‘주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강좌를 수

강해온 학습자 집단이 A가 중요시하는 가치에 반하는 요구를 할 때도 있다. 

애초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방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안에서 

학습자 집단이 형성되면서 강좌 수강의 진입 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그들

은 기존 수강생들에게 우선권이나 혜택을 주거나, 수강 조건을 별도로 명시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강좌

에 보다 흥미를 갖게끔 하는 데에는 맞춤형으로 강좌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더 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가 다소 불분명한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하

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은 학습의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A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에

서 중심적으로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별함으로써, 여타 요구와 타

협할 수 있는 주변부와 그렇지 않은 핵심이 구분된다. 평생교육이라는 이론

적 관점은 A의 관점에서 다양성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B는 평생교육의 거시적 개념 중

에서도 일상 속에서의 문제제기를 중요시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평생교

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B가 기획한 

사업에도 반영되어 있다. 일상적 문제제기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한 사

업 구상에 대해 B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제 하나를 내는 거에요. 그 문제가 엄청 사소한 거여도 돼요. “어떠한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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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가?” 뭐 이런 짧은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는 평생

교육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양적인 확대 질적인 강화 이런 책에 나오는 말도 

좋은데.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진지하게. 그런 걸 만들어주

는 거에요. 질문만 현수막에 걸어서 사람들이 오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B, 2:90-95)

B가 이러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중

에서도 어떠한 것이 가장 핵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형 강

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다. 사람들이 일

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제기를 촉

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구상해낸 것

이다. 평생교육이 거시적 관점이자 추상으로 존재했을 때에는 어디서부터 시

작해야 할지가 막막하게 다가오지만, 그 중에 특정 가치를 중심에 둠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가능한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B는 현수막이라는 수단을 사용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B는 이를 실제 사업 차원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식’ 접근과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구상

으로부터 시작해, 이를 공공기관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과 

결합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특히 일상적 문제제기라는 요소를 어떻게 가시

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화두로 오른다. 그 결과 공모전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재편성한다. B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답: 상품도 걸 거에요. 

질: 오 상품도 있어요?

답: 학생부, 성인부 이건 약간 공무원식 마인든데. 학생부 성인부로 나눠서 

대상 뭐 최우수상 해서 대상은 시장상이랑 상품을 줄 건데,

질: 그걸 이렇게 공모처럼 내는 건가요?

답: 네네네.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 그리고 예

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은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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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오 저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저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뭐 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은 그런 말도 있어요. 상품을 주면 되냐. 상품은 안 된다. 너무 물질적

이지 않냐. 근데 제 생각은 상품이 주가 아니고 어차피 교육에서 강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적강화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에 걸린 아이들이 나중에 시장상을 받기 위해서 내신에 반영되기 위해

서 글을 써보는 건데 저는 그것조차도 좋다고 생각해요. (B, 3:6-24)

“공무원식” 접근과 타협하는 동시에, B는 무엇이 이 사업의 핵심이고, 무

엇이 주변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한다. 현수막에 걸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비록 공모전에 참여하는 인원만으로 가늠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

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데 본 사업의 의의를 두는 것이다. 초

반에 구상한 바를 하나의 공모전 형태로 변환시키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

지만, 그것이 일상 속의 문제제기라는 핵심 가치를 침해하지 않기에 보다 수

월하게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론으로 다루어질 때 하나의 거시적 관점으로 여겨지는 평생교육은 행

정조직 체계에서 그 영역이 분절되어 나타난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이라

는 추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이를 어떻게 눈에 보이도록 할 것인

지의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평생교육사는 거시와 미시 사이의 중

간 단계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 중에서도 핵심과 그 주변부를 구분한다. 

타협할 수 없는 핵심과 타협 가능한 주변부를 구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실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2. 타 입장과의 소통 지평 확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이라는 거시적 개념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구축하

는 한편, 학습기회를 개방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지향을 공유한다. 어떠한 교

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하

지만 학습기회를 확대한다는 가치는 중립적인 가치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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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은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와 함께 맞물려 있고, 여타 관점에서 학습기

회의 확대를 해석하는 방식은 평생교육사들의 관점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명시되는 바는 같지만 현장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개

념을 조망하면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외부의 타 체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간다. 

2.1 갈등 양상: 학습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의 상충

다수의 평생교육사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릴 수 있

는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러한 기

회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놓는다. 실

제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프로그램에는 수강료가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주 적은 수준에 그친다.

특히 공공기관인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은 학습의 공공

재적 성격에 주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

이 공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둔다. 

구청에 있으니까, 평생교육으로 복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으

로 학교 밖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드린다, 라는 차원으로 (G, 2:25-28)

사설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수익이라던지 프로그램 베

이스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베이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정책이죠. 정책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죠. (D, 1: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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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학습 문화를 일구어

내는 것 또한 민간 영역과 구분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할, 담당할 수 

있는 역할로 여겨진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층위는 개인으로서 학습자

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한편, 문화 확산의 층위에서 학습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학습한다는 

것, 그리고 학습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

지다. 

 

여기는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의 분위기와 변화를 이끌겠

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

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네트워킹 하고, 그것을 이어서 서로 공유하고 발굴하는 

거죠. 발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거에서 끌어내 더 좋

은 방향으로 다른 사업을 만든다던지.. 단순하게 말한다면 민간은 프로그램 중

심이라면 우리는 프로그램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안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지역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지

원을 하는 거죠. (G, 1:57-67)

평생교육사들은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목표가 현장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활용되는 것을 목격한다. 평생교육기관에서 보다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평생교육사들의 교육

학적 입장과 행정직 공무원들의 입장은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서로 다

른 해석으로 이어진다. 또한 잠재적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해 가진 관점 또한 

학습기회 확대의 구체적 양상에 큰 영향을 준다. 학습기회 확대에 대한 다양

한 입장과 해석들이 현장에 공존한다. 

평생교육사가 가장 큰 딜레마를 느끼는 것은 학습기회 확대라는 가치가 

타 이해관계에 의해 도구화되면서 그것이 의도했던 폭이 되레 좁혀지는 것

을 느낄 때다. 특히 학습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종종 활

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수장은 일반 시민과 접

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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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해당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는 기관장이 추구하는 방향에 크게 좌우된다. 이는 평생교육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도 많다. 

하나는 구민 아카데미라고 해서 명사초청해서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담당인데 요즘 그거 안했으면 좋겠거든요 워낙 텔레비에 이런 게 많기 때

문에, 근데 그게 하면 2~300명이 오니까,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하

고 하면 오면 결국 표, 표에 연결돼요, 물론 그거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사업을 청장님께 알려야 되니까. 청장님이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필요하다 이런 걸 알려야 하니까. 근데 그런 데서 충돌이 일어나

는 거예요. 행정 쪽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 청장님 안 

불렀으면 좋겠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이 예산 딴 데 썼으면 좋겠고, 이런데, 

상충하는 거죠. (C, 6:25-37)

학습기회 확대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때 많은 경우 질적인 확대보다 학습 

참여 인원의 양적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

램을 수강하러 왔는지가 중요하며, 이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려야 하는 압박에 평생교육사들이 애를 먹기도 한다. 쉬운 방법은 대중적

인 인기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비교적 적은 시수의 투입으로 큰 인

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사는 학습 참여자수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것이 자신

이 추구하는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지향과 어긋난다는 점을 느낀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제공할 수 있는 학습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그러한 기회를 누리는 학습자들은 동일인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이제 일을 하다보면 그런 건 있어요. 실제로 위에서 원하는 실적과, 평

생교육사가 원하는 실적이 있는데, 위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출석률이 

좋으면 굉장히 잘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습이 필요

한 사람들은 정말 소수계층들. 그런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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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그냥 대중적인 것들로 배우는 사람들한

테만 대부분의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E, 2:86-3:5)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사는 

자신의 실적을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그리던 학습기회의 확대라

는 상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느낀다.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것, 출석률이 

높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회를 누리는 이들이 제한된 학습자층

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평생교육사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물론 기존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또

한 학습기회의 확대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여타 프로그램 또한 중복해서 수강하고 있

는 경우도 많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누리는 학습자층이 존재하며, 기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대상층

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평생교육사들은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혹은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접한다. 그들이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또는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에게 직접 찾아

가 대화를 나누어보기도 하며, 다큐멘터리와 같은 매체에 담긴 이야기를 통

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 외에, 학습을 필요로 하는 신규 유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어

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가늠한다. 

E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들 중에서도 생활문해 정도가 뒤쳐지

는 이들, 특히 노인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이들이 많은 도움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그녀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녀가 잠

재적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들은 학습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녀는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면서도, 학습과는 상당히 거

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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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사업이라고 아시죠. 어르신들의 생활문해 같은, 숫자교육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분들은 사실 실제로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분들이 챙피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

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 어차피 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거의 말을 하시는데. (E, 3:4-17)

E가 직접 만난 이들은 학습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선뜻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고령의 나

이에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으며, 노인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들도 있다. 여러 가

지 이유 중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평생교육사가 학습에 대해 부여하

는 의미와 노인학습자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E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학습이라는 기제를 통해 완화

하고자 하지만, 생활 속 어려움이 학습에 대한 참여 동기로 곧바로 이어지지

는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다. 평생교육사는 요구조사와 함께 잠재적 학습자들

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대중적인 선

호에만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생교육

사의 노력이 실질적인 학습참여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이며, 학습자의 저조

한 참여는 행정조직 내에서 평생교육사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

한편, G는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을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는 이들을 간접

적으로 접하면서 프로그램 제공자의 입장에서 학습기회의 확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잠재적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 대해 되돌아본다. 

어제 뉴스인가 시사프로 예고편에서 봤는데, 한 마트인가 직원들 대상으로 일

을 끝내고 동아리를 지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대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끝나면 학습을 하러가는 시간이 

10시 11시인거에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회사측에서는 그분

들의 학습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하는 사람들에서는 너무 중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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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단체로 안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봤

을 때는 교육을 하라고 저렇게 돈도 지원해주고, 그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거죠. 그니까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좀더 쉬는 게 더 행복

인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행복이 아닌 거니까. (G, 2:60-72)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지향이 암시하는 긍정적 효과와는 달리, 실제 잠재

적 학습자들에게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로 다

가온다. 교육프로그램 참여의 가치는 그것이 학습자의 삶을 이루고 있는 다

른 체계와 어떠한 연관을 맺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미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는 삶에 부가되는 학습은 그 자체로는 유용한 내용을 다루고 있

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운 것이다. 잠재

적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이 지니는 가치는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맥락

과도 맞닿아 결정된다. 교육제공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여겨지

던 학습기회의 확대는 학습자의 삶을 이루고 있는 타 영역 및 그것이 이루

고 있는 체계와의 연관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띠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습기회 확대라는 이념이 도구화되면서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는 점, 그

리고 그렇게 양적으로 확대된 학습기회를 누리는 이들이 대부분 일부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평생교육사는 학습기회를 확대의 이론과 실제 

사이 간극에 직면한다. 학습에 참여할 시간·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지

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실제 학습자층의 폭은 쉽게 넓혀지지 않는다. 평생

교육사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다가가고자 하는 학

습자들로부터도 다르게 해석되는 ‘학습기회 확대’라는 지향을 재해석하고 목

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2.2 대응: 소통에 근거한 설득 논리와 전략 구성 

평생교육사는 현장에서 행정조직의 구성원들과 잠재적 학습자층 양측을 

설득하고자 자신의 논리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함께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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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구성원들 및 잠재적 학습자층은 평생교육이라는 분야가 일반적으

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평생교육

사는 평생교육과 접하고 있는 외부 체계에서 평생교육의 이론적 개념을 어

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수렴하는 위치에 놓이며, 다른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해석의 차이를 조정해가는 것이 이들의 몫으로 남는다. 

평생교육사들은 이념적인 당위에 그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상

대방의 입장에서 납득 가능하게끔 설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이를 위해 

행정조직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조직의 역동에 민

감해지기도 한다. 평생교육사가 기존에 행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최대한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행정조직의 공무원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학습 참여의 폭을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답: 공무원 스타일의 변화는 예산 확대 뭐 이런 거? 예산을 거의 한 5~6배

로 만드는 거. 제가 맡았던 사업을

질: 어떻게 그런 걸 확대하나요?

답: 일단 논리를 엄청 탄탄하게 만들죠. 이 사업이 있어야 되는 이유. 

질: 누구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에요?

답: 예산팀. 그리고 저희 기관장님.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이 

부딪혀야죠. 예산 팀이라도 많이 부딪히고. 의회 의원들이랑도 많이 부

딪히고 그래서 원래 지원사업 예산이 2천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1억 천? (...) 제가 첨 맡았던 사업인데 그렇게 예산적인 부분 아니면 

사람 수에 관한 부분. 뭐 예전에는 XX시에 문해교육 인구가 만 천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3~40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1600~1800명 정

도. 문해교육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기관과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원래 그 기관이 원래는 네트워크 자

체가 없었는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은 네트워크에 있는 기관수만 

거의 한 15개? 이런 식으로 양적인 걸 많이 변화시켰죠. (B, 2:6-25)



- 45 -

B는 행정조직 내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

에 행정체계에서 보다 설득력을 갖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새로운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근거로 양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접근의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근

거를 단지 평생교육의 이론적 개념구조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타 체계에

서 통용하는 수단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익힌다. 보다 설득력을 갖는 

소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평생교육사들은 행정체계가 작동하는 역동에 대해 보다 민감해진

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할 때,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에 가장 적합한 상황이 조성되는 시기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기회를 마련하

기 위해 사전에 조직구성원들과 타협하기도 한다. 수강생을 확보하는 데 위

험이 따르는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 하는 데는 행정 조직의 상황을 하나의 

흐름상에서 파악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답: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거 왜 해?'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거든

요. 그런 경우에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근거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질 :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답 : 뭐,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내지를 않죠. 어차

피 예산 범위 안에서, 그니까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해 

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특화사업이나 예산이 갑자기 공모사업

을 할 때 그럴 때 집어넣는 거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뭔가 변화를 

줄 때, 팀장님이나 아니면 내가 제안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때만 

제안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제안을 안 하죠. (C, 

2:54-67)

(평생교육사는) 행정에서 원하는 평생교육의 방향과 원래 평생교육이 가야 되

는 방향과의 사이에서 접점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니까 어쩔 때는 내가 가진 

철학을 저기로 붙여서, 이 행정을 행정 거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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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 때는 행정에서 원하는 거를 내가 나를 죽이고 쭉 밀어줄 때도 필요해요. 근

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왜냐면 서로 윈윈하려면 그거를 평생교육사가 중간

에서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행정쪽에서 A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

러면 여기를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근데 이거를 평생교육의 관점

에서 관점을 쑥 집어넣어서 마치 평생교육에서 한 것처럼 포장을 해 줘야 돼

요. 그러면 나도 살고, 행정 입장에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원

하는 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 쪽에서 이거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행정쪽에서 이유를, 근거를 또 대 줘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 

줘야 돼요. (C, 5:76-6:6)

특히 평생교육사들은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꺼려

하는 부분과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간다.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만 비록 실적과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도전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에 주

목하는 한편, 행정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를 고려한다. 이는 평생교육사가 자신이 보

완할 수 있는 영역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룬다. 

저분들은 1년이 되면, 바로 딴 데로 바로 옮겨야 해요. 2, 3년차 때는 너무 같

이 일했던 행정 공무원 분들이 바로 가니깐 너무 섭섭하고 서운한 거에요, 눈

물도 나고. 근데 4, 5년 차가 되니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발령이 1년 만에 

나요. 동사무소로 갔다가, 행정부서로 갔다가...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제 대

여, 업무를 많이 안하죠, 어짜피 1년 지나면은 갈텐데, 가야 되는데 굳이 이거

를 신경 써서, 승진이 걸려 있지 않은 이상, 승진이 걸려도 보여 주기 위한 실

적을 위한 거지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일을 많이 하면 

감사에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을 많이 안하고 중간만 가면, 이렇

게 표가 안나는데, 일을 많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공무원들도 인정해주고 가야하는데.. (F, 6:76-7:4)

공공기관의 행정조직에 속해 있는 한, 평생교육사들은 지속적으로 보직 

이동을 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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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평생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치

를 납득 가능하게끔 알리고 설득해가는 몫을 담당한다. 평생교육사가 이념적

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대중적인 호응, 또는 기

존 학습자들의 요구와 부응하는 방향으로부터는 다소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모험적인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타자를 설득하는 논리를 구성해감으로써, 서로 다른 이해 방식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평을 구축한다. 행정 체계와의 소통 구조를 확보

해가는 것이 양적인 면과 더불어 질적으로 학습기회를 넓혀가도록 설득하는 

데 기여한다. 

 실제 학습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잠재적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평생교육사들은 잠재적 학습자

들 중에서도 특히 학습기회의 측면에서 신규 유입에 대해 고민한다. 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되는 접근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형식적 차원을 조정하는 것이다. 

신규 유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때로는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직장인도 꼬드기고 싶어서 요구조사도 하고 주말반이나 아니면 저녁반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참석률이 떨어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성인교육인원이 하나의 

성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 실험을 해보지만 아무래도 전반

적인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거죠. (A, 4:32-39)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잠재적 학습자들에 대한 

요구조사도 실시하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학습문화를 변화시키

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학습기회를 곳곳에서 누리는 학습문화의 확산은 

잠재적 학습자의 관점에서 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가의 질문과 연

관되며, 평생교육사들은 스스로 한 명의 학습자의 입장에 서서 학습에 참여

하고자 할 때 어떤 점이 걸림돌로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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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좀 의식은 있어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를 되

돌아봤을 때 저마저도 일을 하고 가정일 때문에 평생학습에 따로 참여하는 거

는 거의 없어요. (G, 2:34-47)

평생교육사들은 결과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 공감하는 한

편,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한다. 행정가의 입장

에 평생교육사들이 공감하였듯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

하지만, 그들이 학습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논리와 전략을 구상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타자를 설득하기 위해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명료

해지는 동시에, 이를 위해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경계 또한 선명해

진다. 결국 학습자들에게 타자로서 유효한 조언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

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질: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그래도 하시라고' 설득하시는지...

답: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평생교육사가 계속 만나서 “배우셔야 해요” 이

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해요. 단순히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하세요.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인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싫어하

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아하는 분은 저희가 계속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뭐가 필요한지. 교육을 만약 하게 되면 저

희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교육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

거든요 실제로. (E, 3:14-22)

평생교육은.. 그냥 진짜 주민들과 친구가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거에 맞는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사가 무

엇이나면, 정말 친구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같아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 

장애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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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야 하는. (E, 3:63-69)

지역의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하고,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적 학습

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면서 평생교육사는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우선 접한다. 평생교육사가 사람들과 관

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겉보기에는 큰 직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

다. 일상적으로 학습자들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표현하기

에 애매하다고 평생교육사들이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학습이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해가면서 평생교육사는 그

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의 범위를 깨닫는다.

평생교육사들은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개념을 행정가와 학습자를 아우르

는 보다 넓은 지평에서 재검토한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평생교육 분야 내부

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그 가

치가 소통 가능하게끔 만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되레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한다. 이들은 평생교

육의 가치 중 일부로서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함께 근무하는 행정

직 공무원들, 그리고 잠재적 학습자들의 해석을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구조를 

형성한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평생교육

의 가치를 재검토하면서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 또한 조정해나

가는 것이다. 

3. 소결

평생교육사가 이론적 지향의 모호성을 조정해가는 과정은 경험에 비추어 

지식을 재구성해가는 경험학습의 일환이다. 추상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론적 지향은 평생교육사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분절된 의미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체계에서 통용되는 평생교육의 의미는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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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이론적 지식으로서 알았던 바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학습기회 확

대라는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지향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때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할지가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 평생교

육에서 표방하는 지향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모호성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성에 대해 대

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구성해가는 것은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겪는 대표적인 경험학습의 과정이다. 

평생교육사가 겪는 전체적인 경험은 경험학습의 일환으로 포섭되지만, 구

체적으로 이들이 이론적 지향으로부터 나타나는 모호성에 대응하는 양상은 

추상으로의 회귀와 개념에 대한 선별의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개념적 구조

를 토대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기 이전에, 개념적 구

조 자체를 선명하게 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 입장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의 논리

로 설득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한다. 이론적 개념

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가시화하고 그 논리를 타자에

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해간다. 경험 속에서 추상으로서

의 지식이 그 모호성을 드러내지만, 이에 대해 평생교육사가 학습을 전개하

는 양상은 해당 개념을 더욱 더 다듬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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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제 직무의 간극

평생교육사는 현장에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명료하게 해가는 것과 함께, 평생교육사라는 존재가 어떠한 역할을 맡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성한다. 평생교육법상에서 명시된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더불

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상정되는 바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평생교육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실

천 주체로서 평생교육사의 행동을 주관하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다. 

물론 평생교육사들은 역할에 대한 지식을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 이론적 

지식의 형태로 알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평생교육사의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다. 일종의 가상의 상황을 전

제로 평생교육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필요한 바를 배워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의 형태로 학습되는 지식은 비교적 분명하게 정련된 상태로 제

시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이론과 실제 자신의 실천을 어떻게 

연계할지는 평생교육사 자신이 맡아야 할 몫으로 남는다. 평생교육사의 현장

경험에서 이론적 지식의 형태로 접했던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그 실제 양상

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알아가며,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호한 지

점들을 평생교육사 자신의 이해와 대응을 통해 채워가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평생교육사가 역할에 대한 지식의 모호함을 명료화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명시적으로 진술되는 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개별적 직무의 합으로서 다루어지는 평생교육사

의 역할이 어떻게 그들의 이해 속에서 재구성되는지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직무수행을 아우르는 암묵지 형성

1.1 갈등 양상: 명시적 진술로 담기 어려운 총체로서의 상황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많은 부분 평생교육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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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있었다. 평생교육법 제4장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평

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사들은 상당 부분 이에 입각하여 평생교육

사의 역할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는 그러한 개념들에 맞추어 이해되었다. 

특히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장해야 하는 평생교육사의 핵심적인 역할의 일

환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큰 틀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로서 기획, 진행, 분석,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상정하고 있었

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소는 교수 업무

인데, 이는 상당 부분 평생교육사보다 강사의 영역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교

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틀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활동과 실제로 교육 프로

그램 안에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수활동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답: 가르치는 것도 재밌었는데, 사업 운영도 잘 맞더라구요. 강사 일도 잘 

맞지만, 아무래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관심이 생겨서 평생교육 쪽으로 흘러온 것 같아

요. 크게는 교육이니까.

질: 평생교육사가 되기 전에 평생교육사는 이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

했던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답: 행사계획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정산해주고, 사람들 만나

서 어떤 게 문제점이었냐 이런 얘기 듣고, 다음에 그렇지 않게 바꿔주

는 것? 많죠.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평생교육사인 것 같아요. (H, 

1:10-17)

  

명시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바와 달리,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바는 선형적인 논리로 표현되기 어려운 성질을 띠었다. 

위에서 언급된 명시적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연구에 참여한 평생교육사들은 대다수 각 항목별로 거치는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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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와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할 수행에 대

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구성하는 단계들로 묘사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느낀

다.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는 한편, 그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관점

과 그에 따른 역할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질: 평생교육사로서 5년째 일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다

고 생각하시나요?

답: 그냥 업무 말씀드리면 되려나요? 

질: 네 그러셔도 되고. 내가 평생교육사이기에 할 수 있는 것.

답: 원래 제가 오기 전에도 평생교육팀이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평생학

습관이 두 개 생겼거든요. 그걸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사 마인드로 바라

봤을 때, 고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에요. 평생학습관이 사실 

계기가 되긴 했어요.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업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체 사업을 제가 좀 정비하면서, 고쳐진 부분도 있고. 

사업의 방향이 좀 바뀌었구요. (...) 예전에는 사업 단위 프로그램 중심

이었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프로그램 중심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따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배제하고, 굵직한 사업 카테고리를 바꿨어

요. 네트워킹, 대학연계,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바꿔야 한

다고 많이 제안을 했죠. 그리고 학습관 운영할 때도, 세부적인 것에 많

은 제안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주차료 할인 이런 것을 없애자. 수강

료를 받아야 한다.

질: 어떤 점에서 주차료나 수강료에 대해 그런 제안을 하신 건가요?

답: 일단은 자기가 얻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조금 참여 차원에서 기본

적인 것은 지불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로

그램에 대한 참여의 책임감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를 봤을 

때 수강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거의 무료였어요. 

그런데 수강료 징수가 필요하고, 주차료 징수로 인해 직원들이 왔다갔

다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랑. 이런 동아리실을 만드는 것. 그리

고 접수 방법. 저희가 거의 전화가 많았는데, 차츰 인터넷으로 바꾸자

고. 세부적으로 바꾸게 된거죠. 크게는 아까 사업 방향을 바꾼 것이고. 

(F, 3:8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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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의 관점에서 서술된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일이 진행되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파악하기가 힘들다. 해당 기관에서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업과 그 

특성과 더불어 해당 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온 학습자들에 대한 사전 지

식 없이 평생교육사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가늠하는 것은 힘들다. 여러 

평생교육사들은 자신의 활동과 역할을 탈맥락화된 개념으로 나타내는 데에

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역할을 표현하는 개념과 실제 

수행하는 역할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이러한 간극에서 앎과 함을 연결하

는 데 모호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론적 개념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비롯되는 데에는 고정성을 띠는 개념

과 달리 상황은 유동적 총체성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한 축을 이룬다. 따라서 

평생교육사가 경험하는 상황에 비추어 역할에 대한 이들의 이론적 지식이 

모호해지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사가 속해있는 조직의 구조와 

그에 따라 부여되는 역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환하고 변해간다는 것이

며, 두 번째는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맥락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관계

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이 형성하는 유동적인 흐름은 명시적 진술 

및 선형적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평생교육사가 속한 행정조직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

로 변하면서 평생교육사가 그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한 재조정되기 마련

이다. 특히 많은 경우 평생교육사가 속한 행정조직에서 공무원들은 일정 기

간이 지나면 순환하며, 그에 따라 평생교육 부서 내에서 업무가 재조정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평생교육사가 자신의 역할 중에서도 중심적으

로 다루어야 할 부분 또한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묘사한 평생교육사들의 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평생학습관 지자체가 처음에 초기, 중간단계가 또 틀려질 수 있는 거에요. 초

기 단계에는 평생교육사가 거의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전체적으로 맡게 되

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공무원이 여기 이제 발령이 오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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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한테 또 업무를 줘서 운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달라지는 거에요. 

공무원들도 똑같이 사업을 받는 거에요. (...)그렇게 때문에 또 자치구마다 평

생교육사의 역할이 다 다른거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알려주는 역할까지 하

는 평생교육사도 있고, 그냥 업무만 하는 평생교육사도 있고, 프로그램 단위로

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F, 2:86-3:13)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 구성원이 

순환하는 과정이 하나의 주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조직 구성

원이 변해가면서 이들이 평생교육이라는 분야에 대해 익숙한 정도도 달라지

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가 맡는 역할 또한 조정된다. 명시적인 역할이 주

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총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특정 역할이 

전경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후경으로 밀려나기도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사는 

현 단계가 어떠한 단계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며, 점차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판단

은 더욱 빨라진다. 

정말 그거를 딱 봐야 할 거 같아요. 행정직은 주기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초

반에는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해 완전히 알기가 힘들어요. 바뀌잖아요. (...) 근

데 평생교육사는 한 자리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철학이, 가장 

이상적인 게, 내가 가지 철학과 담당 팀장님의 철학이 맞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근데 잘 안 맞잖아요. 반 정도밖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맞춰줘야 돼요. 이 팀장님을 그니까 처음에 바뀌면 몰라요. 이 분야에 대해 별

로 아는 게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내가 이쪽에 대해 계속 알려줘야 하죠, 

(C, 11:64-75)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지식은 고정적 상태로 남아 있는 반면, 평생교

육사의 실제 역할은 그가 맺는 관계에 따라 조정된다. 조직의 맥락이 변해감

에 따라 함께 근무하는 이들이 평생교육이라는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일을 임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달라진다. 이는 앞선 장에서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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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라는 이론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명료해지는 것과도 관련을 맺는다. 자

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선명해짐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

해 취해야 하는 접근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

는 구체적 업무 자체는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채우는 데 

평생교육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도는 평생교육사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

이 어떤 주기에 속해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업무는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의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사가 맡는 역할

을 담아내지 못한다. 상황적 맥락에 붙박여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전 

지식을 접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간의 종적 흐름에 따라 평생교육사가 속해 있는 상황이 변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맥락에서 실제하는 횡적인 관계망도 평생교육사들이 놓이는 맥

락의 한 축을 담당한다. 지역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관계망들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다수 자리 잡고 있다. 같은 조직 

내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지역 내 타 교육시설, 민간단체 및 지역 내 사업체

들도 평생교육사들이 근무하는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명목 하에 

활동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관계망들이 있기에 오

히려 그 안에서 평생교육사 및 그가 속한 기관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된다. 

지역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기관 구성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평생

교육사의 역할 중에서도 ‘네트워킹’이라고 일컬어진다.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

하고 해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네트워킹’

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평생교육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은 관일 뿐이에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자

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더 잘하고 

있는 분들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지역색을 안

다는 것은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팀은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라고 하며 거기의 소리를 듣는 거에요.(G, 2: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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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개념 자체에 담긴 의미는 선명해보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

하려고 할 때 평생교육사는 모호함에 직면한다. 기관 구성원들끼리 서로 관

계를 형성하고 알아가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지만, 그런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잡히

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평생교육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로 교재나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현장과는 떨어져 있고, 일반적인 

것만 적혀있다 보니까 내가 이 현장에 있었을 때 대처해야 한다는 거라던지 그 

외에 필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을 배우지 못하고 여기를 들어오게 되

다 보니 좀 힘든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평생교육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고 하지만 그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기관장과 만남

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사가 들어왔을 때 헤쳐 나가야 하는 부

분들인데, 시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팀장님이 그런 거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하

는 분이 계시구요. 평생교육사가 그런 부분을 좀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해야되는 건지, 그런 부분 애매

한 부분들? (...)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기관들

과 만나서, 어떤 부분에 협력을 해야하고, 어떤 부분을 나눠서 운영을 해야 하

는지, 나눴을 때 어떤 부분이 서로에게 득이 되고, 또 해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다보니, 그런 부

분은 책으로만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스스로 감을 잡는 게 필요하죠. (E, 

1:29-50)

네트워킹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이론적 지식의 형태로 알고 있다고 하더

라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

을 채워가는 데에는 평생교육사의 판단이 중요성을 띤다. 시간의 종적 흐름

에 따라, 그리고 횡적으로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관계망에 따라 평생교육

사의 역할은 평생교육사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재해석해야 할 부분으

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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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응: 복잡한 상황의 중심을 잡는 ‘감’

선형적인 논리로 담기 어려운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평생교육사가 길을 

잃지 않게끔 해주는 것은 그들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얻는 ‘감’이다. 명시적

인 것처럼 여겨졌던 지식은 오히려 현장의 복잡성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반면, 그러한 지식과는 별개의 성질을 띠는 또 다른 지

식을 배워간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제 (양성과정에서) 배우고 나서 현장하고 잘 연결되지는 않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진행을 하는 거죠, 경험을 쌓으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업에

서 또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그 대학에서 평생 교육에 관련된 과목

을 들었다 해도, 그 현장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서 배워야 하

는 부분이 있는 거고. (F, 1:87-2:3)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 지식과는 다른 성질을 띠는 지식은 ‘감’이라고도 

표현된다. ‘감’은 현장의 복잡성을 스스로 경험해봄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특정 지식을 사전에 학습한 이후에 비로소 그 현실적 적용을 고민하는 과정

과는 달리, ‘감’으로서의 지식은 현장 경험 자체에 붙박여 있으며, 그것으로

부터 떨어질 수 없는 성질을 띤다. ‘감’으로서의 지식은 평생교육사들에게 상

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다음 평생교육사의 말에서 특히 그

러한 면을 살펴볼 수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 평생교육사는 아니에요. 이 일을 하

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증인 것이죠. 저도 어느 순간 중간에 그것을 깨달았어

요, 막연히 그냥 뭔가 씌인 것처럼 이 분야에 그냥 오게 된 건데, (중략)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아 맞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거다‘ 하

는 거죠. 운전면허증이 있다해서 카레이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운전

을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 연구해야 하고, 하고 나서 습득해

서, 그것만 해서 카레이서가 되는 것처럼 평생교육사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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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해요. (F, 6:17-32)

명시적 지식은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을 이루고 있는 한편, ‘감’으로

서의 지식은 현장에서 평생교육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명시적 지식은 평생교육사로서 입문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로서 평생교육의 이론적 개념과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다루지

만, 특히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다루는 지식에서 그 내용은 평생교육사가 현

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채워가야 하는 부분으로 남는다. 

평생교육사의 ‘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감’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처럼 우회적인 방식

으로 ‘감’으로서의 지식을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명시적인 언어로 서술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사들이 형성한 ‘감’은 그들의 지식

체계에서 언어와 논리로 표현되기보다는 일종의 직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직관을 서술하는 방식을 차용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평

생교육사들이 ‘감’을 활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명시적 단계로 표현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서도 평생교육사는 ‘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교육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 자체는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놓이는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지역맥락 자체에 대한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감’은 프로그램 운영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A :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그게 어느 정도 보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서 되게 성공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등산 교실' 이게 뭐 영등포에서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 쪽 가져 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만약에 우리 쪽으로 가져왔을 때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무엇을 더해줘야 될까 고민하고 플러스알파할 것을 찾고 우리 구에 맞

게끔 제작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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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플러스알파 할 때는, 무엇을 토대로 하나요?

A : 지역주민들의 유형을 좀 알아야 되요 프로그램을 막 개설해 봤더니 아 

이런 건 개설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요.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돼요.  (C, 2:41-48)

이제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아 어떤 걸 좋아하겠다, 이 프로그램을, 이런 감 같

은 거? 감이라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게 여기랑 맞는다, 이 지역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맞는다, 이 특성이 맞는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제가 이

전에 일하면서부터 많은 강사와 프로그램을 접했잖아요, 이게 경험이 됐잖아

요, 어떤 분들은 다 백화점은 매뉴얼이 되어 있고, 그냥 기능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매년 트렌드를 따라가요, 자치구랑은 또 틀려

요, 여기는 또 트렌드를 따르기 보다는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

서 기획을 하는데, 저는 두 기관 모두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삼 백 여명의 강사와 프로그램을 접하고, 한 오천명의 학습자

를 접하다 보니까, 더 보는 식견이 넓어진 거죠. 그 프로그램의 전문가는 아니

지만, 많이 접하게 되니깐, 지역에 왔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접목시키는 게 되

게 빨라지는 거라 할 수 있을까요. (F, 2:6-23)

‘감’을 통해 평생교육사는 직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해당 학습환경에 

맞도록 조정한다. 선형적인 논리로 담기 어려운 상황을 평생교육사는 ‘감’으

로 표현되는 일종의 암묵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

식,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운영되어온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활동의 궤적은 평

생교육사가 지닌 지식의 일부로 포용되어 하나의 ‘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다루는 명시적 지식이 절차

의 측면을 다루는 것이라면, 이들이 현장에서 구성해가는 암묵적 지식은 그

러한 절차적 틀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을 

조정하고 구현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평생교육사들은 암묵지는 상황의 복잡성을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

하여 암묵지를 구성한다. 현장에서 이들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수많은 사안

들이 등장하지만,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다루어나가기보다는, 전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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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육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교육

적 관점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에 암묵지가 작용하고 

있었다.

현재 평생교육이 가야되는 트렌드 같은 거를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

이 알겠죠, 똑같이 책자를 봐도 해석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교육적인 

마인드에서 보는 게 가장 큰 차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교육적인 마인드죠, 얼

마만큼 사업을 교육 쪽에 접목시키느냐 못 접목시키느냐... 이게 큰 거예요. 

(C, 9:54-59)

평생교육사들은 교육적인 가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연계시키는지가 평생교육사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

한다. 무엇이 교육적인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해가는 것과 함께, 

그러한 관점이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녹아있게끔 만들 것인지

에 대한 노하우를 다듬어간다. 한 평생교육사는 프로그램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게끔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을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경험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생교육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실제로 중요한 건 학습자 사후 관리

에요. 평생교육사 외의 사람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러면, 단순히 잘 나가는 강사 섭외해서 

프로그램 정하고 시간 장소 있으니까 운영하게 되어요. 섭외하고 그게 끝이에

요. 접수 시키는 거 도와주고 듣게 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 학습자들의 수료를 

관리한다든가, 끝나고 나서 학습 동아리를 조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평생교

육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거죠. (...) 우리 평생 교육사가 생각하기에

는 그거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도 해야 하고, 홍보 문구도 다 학습

과의 관련성을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 평생교육사

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들이라 하면 그런 것들, 사후 관리, 학습 이력 관리,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의 작업을 한다던가 그

런 거에요. (F, 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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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구성되는 ‘감’, 혹은 암묵지 또한 일련의 절차로 이야기할 수 있

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생교육사는 그러한 개별적인 직무들을 서술하는 것이 

암묵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낱낱으로 존재하는 직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직무를 관통하는 평생교육사의 교육학적 관점이자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파악하는 직관인 것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직무를 들어 전문성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시민대학 학습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로 지역 내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직무보

다는..... 막 그런 업무들이 평생교육사들의 역할인 거거든요.  하나의 관점으

로 지속적으로 봐온다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F, 9:45-55)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명시지와 더불어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알아

가는 ‘감’은 그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된다. 그들이 수행

하는 다양한 개별 직무를 하나의 역할 하에 포괄하는 것은 교육과 학습을 

전경으로 부각하고자 하는 직관이다. 교육적 관점으로 사태를 아우르는 것이 

평생교육사의 세부 직무를 아우르는 역할이자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평생교육사로서의 역할은 단지 명시적인 지식만으로 서술되기보다는 현장의 

복잡성과 맞물리며, 평생교육사는 역할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적

으로 습득하는 지식을 하나의 지식체계 속에서 고려하게 된다. 

2. 메타지식 형성을 통해 입체화되는 역할

2.1 갈등 양상: 프로그램 운영의 관계적 특성과 이론적 접근의 평면성

다수의 평생교육사들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자신의 주된 업무로 여기

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된 일련의 절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루는 구성요소 관련된 지식이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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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러한 부분들의 원활한 연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평생교육사의 

주된 역할로 이해되고 있었다. 

Q : 평생교육사가 되기 전에 평생교육사는 이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

했던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H : 행사계획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정산해주고, 사람들 만나

서 어떤 게 문제점이었냐 이런 얘기 듣고, 다음에 그렇지 않게 바꿔주

는 것? (...)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H, 1:12-17)

평생교육사들은 자신이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로 다루어지는 

강사,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학습자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관계가 기초적 단위가 되기에, 평생교육사들은 서로

의 요구에 맞는 강사와 학습자가 프로그램이라는 기제를 통해 연결될 수 있

게끔 하는 것을 프로그램 운영의 초점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임했던 한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생각했던 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한계를 느꼈던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로그램을 진짜 잘 기획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교수님, 좋은 내용을 했

다고 생각했는데, 수강생 모집이 안 되는 거에요. (E, 3:74-76)

E는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흥미롭게 구성

하고, 수준 높은 강사진을 섭외한다면, 그 결과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는 신

념을 갖고 있었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시간을 쏟고, 그러

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강사를 모색했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매력적으로 

구성했다고 그녀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개설했을 때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

지 못했다. 평생교육사들은 근무하면서, E의 경험과 유사하게, 겉보기에 성

공적일 것 같았던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상황에 종종 놓인다. 그 원인에 대한 

평생교육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자신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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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는 언급이 종종 이루어진다. 현장의 복잡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고 있던 바가 평면적이었다는 점을 지

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생교육사들은 양성 과정에서 학습한 교육 프

로그램 개발 모형에 대해서 언급한다.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 고민이 있는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런 실행을 한다는 자체가 학교

에서 배웠던 부분의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

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죠. (D, 4:13-17)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전체 과정을 비추어볼 수 있는 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냥 실제 상황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또한 평생교육사들

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현장 자

체에 평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은 역으로 평생교육사의 전이해 

외에도 현장에서 알아가야 하는 성격의 지식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 대해 사전에 다루어지는 지식만으로는 현장의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평생교육사가 배운 바가 ‘단순’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어떠한 지점에서 평생교육사들은 전이

해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며, 어떠한 부분을 현장 경험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

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이론적 이해가 갖는 한계는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맥락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교육 프로그램이 예상했던 바와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평생교육사는 교육 프로그램이 놓이는 관계망을 인식한다. 단지 

그 자체로 흥미로운 내용을 구성한다고 해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

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한다. 내용 

구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운영되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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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관련하여 주된 영향을 미치는 맥락 중 첫 번째는 지역 내 유관 교육기

관들이 이루고 있는 환경이며,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체계이다. 각 맥락이 평생교육사의 프로그램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 내 타 기관들이 이루는 관계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

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평생교육사 E는 처음

에 현장에서 일하게 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결코 간

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답: 프로그램을 진짜 잘 기획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교수님, 좋은 내

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강생 모집이 안 되는 거에요.

질: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 노인들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

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평생교육사로서 기획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어

요. 그런데 모집이 안 되니까.. 다 기준이 있거든요. 몇 명 이상이 안 

되면 폐강을 해라. 어떻게 2-3명 놓고 프로그램을 하냐. 그래서 자연스

럽게 폐강이 되어버린 거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대게 애정을 가지고 

기획을 한 건데, 안되더라구요. 근데 나중에 네트워크 생각을 왜 했냐

면,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과 단체들이 있더라구요. 단순히 

내가 잘해서 이 사람들이 와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더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 더 필요한 부분들

이 교육에 반영이 되었을 거고, 이 교육을 통해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텐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프로그램만 잘 기획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막상 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 기관장도 알게 되고, 기관의 실무자도 알게 되고 그렇

게 되더라구요. 저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 그 분들이 필

요할 때 저희가 도움을 주다 보니 더 이렇게 학습자 모집 뿐만이 아니

라 다른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시너지가 커지죠. 그리고 

입소문이 일단 나고. 그게 굉장히 컸던 거 같아요. (E, 3: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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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운

영될 것이라 생각했다. 프로그램 자체의 내부적인 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질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람들

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수준 높은 강사진 또한 섭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E는 깨달았

다. “프로그램만 잘 기획하면 될 줄” 알았다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이 결국 폐강된 이후에 E는 지역 내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가 있었다면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지역 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와 기관장을 차츰 알게 되

면서, 이미 폐강된 자신의 프로그램이 사실 지역 내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로 

했던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기관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연

계망을 통해 잠재적인 학습자에게 보다 수월하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이다. 

평생교육사 E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을 개설하고, “단순히 내가 잘해서 이 사람들이 와주길 바랐”지만, 사실 “진

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 그 자체를 구성하는 내부적 요소 – 프로그램의 내용, 

강사진 - 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평생교육사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 외적으로 동질성을 띠는 기관 및 집단과 관

계망을 넓혀가며, 개별적인 체계가 서로 중첩되기보다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

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타 기관과의 관계망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망

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가며 평생교육사는 단지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자신의 

시야를 국한하는 것이 ‘단순한’, 혹은 평면적인 생각이었음을 깨닫는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기관 외적인 관계망이 영



- 67 -

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관 내적인 행정체계의 여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평생교육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며, 이러

한 아이디어가 실제 차원으로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다

음 평생교육사의 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행정조직 맥락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설 하더라도 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더라도 우리가 현수막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행정적 업무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일이라는 게, 이 평생교육은 

그 팀이 있으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업무만 할 수

가 없거든요. 그니까 다른 사람 업무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보면 다 못 한단 말이에요. 시간도 없고, 그니까 그게 결국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조건은 얼마나 그 구에서 이 평생교육을 미느냐 안 미느냐가 최고

의 정점에 찍혀져 있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사가 얼마만큼 외부 공모사업이나 

특화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할려고 하느냐 안 할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죠. 세 번째는 팀장이나 조직, 과 내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미

느냐 안 미느냐,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되는 자치구들은 이

미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리 잡은 것들, 그것 플러

스알파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데 그걸 매년 터트리기는 쉽지 않아요. (C, 

2:84-3:15)

행정적으로 기관에서 이미 자리 잡혀 있는 평생교육 활동들이 있으며, 그

것이 나름대로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새로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할 때 영향을 준다. 특히 해당 기관 차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설득하

는 것 자체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행정체계에서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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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득력을 갖는지의 사안과도 관련되어 있다.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내적·외적 맥락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직무가 단지 프로그램 자체의 구성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평생

교육사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맥락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면적인 특성을 띠기 마련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2.2 대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메타지식 형성

평생교육사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수반되는 지식이 현장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피드백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통로를 구축한다. 이러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 또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다. 어떻게 유관 기관 및 그 구성원들과 관계를 구성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는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메타지식에 해당된다.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경

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형성해가는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에 관

계된 사람들의 상호주관적 판단을 이뤄가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며, 교육 프로그

램 운영은 피드백 고리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복잡한 층위를 드러낸다.

평생교육사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는 하나의 사업을 볼 때 단순하게 

보지 않는 거에요. 행정직이 바라보는 사업은 법에 근거해, 규칙에 맞게, 틀에 

맞게. 평생교육사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규칙만을 보

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평생교육사가 보는 시야가 다른 사람의 요구도 보고, 

지역에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G, 3:52-58)

평생교육사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건들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잠재적 학습자들과 타 기관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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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어떻게 학습자 및 타 기관의 요구를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 평생교육

사는 노력을 기울인다. 단발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가며 평생교육사들은 보다 안

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방면의 이해관계를 수렴한다.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활동이 있는 한편, 평생교육사들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들이는 노력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지탱하는 

관계망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평생교육

사의 경험적 노하우이자 그들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으로 거듭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평생교육사 D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관계망을 구성해냈다는 점을 자랑스

러워한다. 프로그램 운영 시 그러한 관계망은 학습활동을 재조정해가는 기반

이 되어 학습의 지속성을 확보해낸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체에 대한 지식

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개발 과정이 지역의 관계망 속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한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학습자 및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피드백 관계를 통해 생동성을 갖는다면, 그러한 피

드백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

한 메타 지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사들은 잠재적 학습자들, 그리고 유관 기관들과의 피드백 고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메타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한다. 아래

에서는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평생교육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하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일종의 메타지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일례로, 평생교육사들은 학습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경

험적 노하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항상 저는 할 때에 특화 프로그램을 할 시에는 왜 배우고자 하는지 항상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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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요, 자기소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문구 10자 

이내,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적게 해서 처음에 다 모아요. 그 

다음에 다 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요. 이런 거 알고 싶으셨

다면서요? 얘기 꺼내면서 친밀해지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 더 추가적,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개설할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된

다면 꼭 해서 해드릴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요. (F, 

4:17-27)

질: 학습자들하고도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시나요?

답: 그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다 같이. 처음부터 고민했던 

거에요.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인 모델로 나온 게 이거인거고. 저희 이

런 거 만드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하고 접촉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꼭 모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관

심 있어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이 된 거고,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모

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하는 게 

유일하게 그런 것들..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일방적으

로 진행을 좀 안하려고 해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 물론 교육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가져가야 해요 -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얘

기하고 의견을 확인하고, 서로 받아내고 녹아내는 과정을 항상 거쳐야

지 되는 거죠. (D, 2:79-99) 

D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학습자들과 소통하는 구조는 일종의 관습이자 문

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학습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과정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학습자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를 이루기 위해 어

떠한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토대가 되고 있었다. 

관계를 구축해가는 노하우는 학습자들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타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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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가장 위에는 실무 협의체가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높은 분들 교육지

원청의 교육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모인 협의체가 있고, 그 아래에 

실무 위원회가 있어요. 실무 위원회는 각 기관의 장들이 모인 그런 곳

이고 그 아래에 권역별 실무 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축제가 마을별로 

된다는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권역별 실무 위원회가 있고 저희 XX시 5

개 권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평생교육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

셔서 논의를 하고 가세요. 이 구조를 통한 사업을 대부분 해요. 지원사

업도 마찬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할 때도 어떠한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

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권역에서 논의를 해서 이 기관

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질: 권역 위원회는 권역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답: 한 달에 한번.

질: 어 되게 자주 하시는구나

답: 열두 번 1년에

질: 이렇게 만나서 의논하고 이런 게 원래부터 잡혀있던 건가요?

답: 아뇨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4년 5년 첨엔 말도 못하죠. 같이 학회 과

제하려고 조별 과제를 할 때 팀원들이 모여도 이야기가 잘 안 통하잖

아요. 그런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연세가 꽤나 든 그런 분들이 모여

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엄청 힘드셨다고 해요. 다른 이야기 계

속 하고 예산 달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시고. 지금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 네트워크는 제가 볼 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떤 네트워크든. (B, 

5:12-37)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의 분위기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거

거든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

관이나 단체를 네트워킹 하고, 그것을 이어서 서로 공유하고 발굴하는 거죠. 

발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그거에서 끌어내 더 좋은 방

향으로 다른 사업을 만든다던지... 단순하게 말한다면 민간은 프로그램 중심이

라면 우리는 프로그램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안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이끌

어내고, 지역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하는 거죠. 발굴, 네트워킹, 지원이 되겠네요. (G, 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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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 있는 교육시설과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이 실

현 가능한 범위는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단위를 넘어선다. 학습 시

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진행될 예정인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이들

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

는 업무는 더 이상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단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 전체의 교육 환경을 아우르는 것이며, 그 사이의 관계망을 구

축해가는 과정은 프로그램 운영의 토대를 이루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둘 때, 평생교육사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는 것은 단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육 프로그

램 참여에 대한 잠재적 학습자들의 의견을 끌어내고 유사 기관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평생교육

사가 잠재적 학습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

한 주체 간 관계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평생교육사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

는 경로를 구성해간다. 특히 그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를 축적해가며, 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메타지식으로 작동

하는 것이다. 관계 구축에 대한 메타 지식을 구성함으로써 평생교육사는 프

로그램 운영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이론적 이해가 갖는 한계를 보완해가

며, 이를 통해 역할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실제 모습으로 입체화되는 것이

다. 

3. 소결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불명료해

지는 순간에 직면하며, 이는 현장에서 평생교육사의 경험학습을 촉발하는 계

기를 이룬다. 역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평생교육사들이 일에 임하는데 필

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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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마련인 역할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 담기 어려운 상

황적 여건 자체가 평생교육사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

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명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다. 지역 내에 어떤 자원이 있으

며 어떠한 관계망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

한 주체들과 관계망 자체를 구축하는 데에도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

교육사의 경험에서 역할에 대한 지식이 모호해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모호성을 조정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평생교육사는 이론적 지식과 구분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마련인 지

식의 영역을 상정함으로써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을 명료하게 만들어간다. 이

들은 이론적 지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현장에서 ‘감’을 잡아가야 하는 앎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역할 수행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기본적인 틀

을 제공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학습경험을 하나의 지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되는 암묵지의 영역은 평생교육사의 역할 수행을 뒷받

침한다. 프로그램 운영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도 요령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험의 

축적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메타 지식으로 자리 잡는다. 

이론적 지향이 모호해지는 경우 평생교육사들은 추상으로서의 개념을 다

시 돌아보고 그 안에서 개념을 선별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던 반면, 역할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론적 지식으로 포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특유의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추상으로서 이론적 지식이 경험 속에

서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에도, 그 결과 나타나는 학습의 양상은 동일한 성격

을 띠지 않는다. 추상과 구체 사이의 순환적 과정을 그리는 Kolb의 모형과

는 달리, 이론적 지식에서 비롯되는 모호함에 대응하며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은 일방향적인 순환에 그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역할 지식과 관련하여 평

생교육사들은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과 그 한계를 경험적 지식으로 자연스레 

보완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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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 모습

평생교육에서의 이론적 지향,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지식

과 더불어 평생교육사들은 학습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현장을 바라본다.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평생교육사가 접하는 현상

들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 체계로서,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직접 접하는 상황

에 비추어 이러한 설명 체계를 검토하고 그것을 자신이 속한 맥락 속에서 

재구조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평생교육사가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현상을 분석하

는 자신의 눈을 보다 정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학습 현상에 대한 다양

한 이론적 접근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의 전이해를 구성하고, 평생

교육사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분석 틀을 자신의 것으로 다듬어간다. 자신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듬어지기 이전의 분석 틀은 많은 경우 모호하고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설명 체계로 받아들여진다.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서 

비롯되는 모호함은 평생교육사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중에서도 학습자에 대한 일반

적 특성 분류와 학습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현상에 대해 평생교

육사가 학습한 지식이 어떠한 맥락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여겨지는지, 그

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모호함에 대응해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운영상의 장치를 통한 개별성의 포괄

1.1 갈등 양상: 학습자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개별 특성의 차이

학습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각 학습자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방식보다

는 여러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성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대다수다. 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이론적 지식은 크게 두 가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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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인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생애단계에 따른 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는 성인 

일반을 전체 대상으로 하여 아동, 혹은 청소년과 대비해 성인 특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두 번째 생애 단계에 따른 접근은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어

지던 ‘성인’을 각각이 겪는 생애 단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접근이다. 보다 

유동적인 단위를 사용하여 일반성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평생교육사들은 학

습자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죠. 자신이 관

심을 두는 사항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높다, 이미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다, 

실질적인 교육을 원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와 같은 일련의 특징들을 배웠

어요. (H, 3:10-14)

현장은 이론하고 배운 거하고 많이 괴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변화무쌍하

고, 사람들마다 개개인들의 특성이 너무 틀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

장 고민이었고. (...) 노인이라는 특성도 배우면 심리학적으로 노인은 뭐 이렇

다, 신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다라는 것만 배운 건데, 사실 노인은 

지혜롭다고 배웠고, 사실 노인은 지혜로운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거짓말 정

말 많이 하시거나, 말의 앞뒤가 틀리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 

대상자 특성들도 이제, 경험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F, 9:79-10:4)

이론적 접근에서 평생교육사들은 학습자를 성인이라는 큰 범주로, 혹은 

보다 세분화된 생애 단계별로 나누어 각 범주에 따른 일련의 특성들을 열거

한다. 물론 평생교육사들은 이러한 특성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만, 이들이 학습자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사업

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자 그들의 사고를 이루

는 하나의 큰 틀로서 기능한다. 평생교육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직접 학습

자와 접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개별 학습자들의 모습에 비추었을 때 이론

적 지식은 더욱 분명해지기보다 오히려 이론에서 논의된 특징을 반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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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여럿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지식은  

재구성된다. 이러한 간극에 대해서 어떻게 지식을 조정해갈 것인가는 평생교

육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과제이다. 일례로, 한 평생교육사는 노년기 학습

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그 개별성이 상충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인 중에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지혜로운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거짓말 

정말 많이하시거나, 말의 앞뒤가 틀리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나만 그렇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지역에 있는 이제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 관련된 마술도 

알려주고, 동화극도 알려주어서, 지역사회 어린이집에 일자리 창출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분들에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깐 말하는데, 매 번 하다 보니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

는 거에요, 하다 보면. 거짓말에는 나쁜 의도는 없어요. 말이 앞뒤가 맨날 틀리

세요. 어머니 기분에 따라서. 만약 그거 해야된다고 말하면은 제가 "어머니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서 "할 수 있어"라고 하셨는데 명백히 하실 수 있는 수준

이 아니라든지, 바느질을 해서 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

던지, 이분들이 아기 같은 특성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F, 10:5-20)

“노인은 지혜롭다”는 일반적 특성이 다루어지지만 이 때 ‘지혜로움’이라는 

것도 개별적 상황에 비추어봄으로써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 평생

교육사 F의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거짓말까지도 감수하는 

것은 지혜로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짓말을 

하는 노인의 입장에서 노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말

을 감수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일종의 ‘삶의 지혜’의 일환에서 나타

난 것일 수도 있다. 일반성을 도출해내고자 사용된 개념도 구체적 현장에 비

추어보았을 때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학습자의 일반적 특징으로 서술되

는 바가 학습활동을 추진하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맥락에 비추어보았을 때 비로소 각각의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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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일반성과 개별성은 일련의 스펙트럼으로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F는 노인들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특성이 자신의 맥락

에서 주로 나타나는 개별적 특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과 대화를 하며 이러한 점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깨닫는다. 현장에서 접하는 학습자들 개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경험적 

차원에서 귀납적으로 공유되는 보다 일반적인 차원의 학습자 특성도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사는 근무하며 다양한 범주의 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

아가는 것과 함께, 여러 학습자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개별적 특성을 일차적

으로 알아가는 역할을 맡는다. 

평생교육사는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습자에 대한 일반

성-개별성의 척도 중 어느 정도의 일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를 결정하

며,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개별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개별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가야 할지가 평생교육사에게 현실

적인 고민으로 나타난다. 

1.2 대응: 변수에 대응하는 운영상의 장치

평생교육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범주의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가는 한편, 학습자 개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다루어가기 위한 

운영상의 장치를 마련한다. 특정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학습자층의 일반적인 특성을 상정하여 내용을 설계해가지만, 이 때 참

여할 학습자의 개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개별성

을 포용하기 위해 평생교육사들은 운영상의 별도 장치를 마련해가며, 이는 

학습자들의 개별성을 평생교육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게끔 한다. 일반성으로 포착되지 못하는 변수가 나타날 때 작

동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정되었던 일반성에 어긋나는 변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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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간다. 아래 평생교육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사업에 다소 

독특한 학습자가 합류함으로써 변수가 나타났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는 갑자기 수업의 흐름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가 하면, 자신의 종

교적 신념을 타 학습자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는 등 학습 외의 목적을 이루

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하였을 때 

다양성을 포용하고자 학습자의 범주를 넓게 잡았지만, 그들을 포용하면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택한 방안에 대해 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의실이 본 기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가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학습 매니저라고 해서 사람을 뽑아서 실제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 

그 분들이 어느 정도의 차단은 적절하게 하는 거죠.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게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강의 시간 내에 강의장 빌려서 하기 

때문에 넘기면 안 되거든요. (...) 초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도 학습

자니까,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약간 역량 있는 매니저 같은 경우 이러한 거는 조금 흐름하고 좀 다른 거 

같으니까 생각할 기회를 갖자고 흐름을 끊어주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이 강

의에 유입되지 않게. 학습매니저의 역할은 그 강의의 질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

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사람에 의해서 터치했던 거 같아요. (A, 5:25-54)

특정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이 학습 활동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학습매니저를 통한 개입’이라는 장치가 활성화된다. 매 강연 시간마다 평생

교육사가 함께 할 여력이 되지는 못하지만,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

기에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학습매니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을 섭외하여 학습 활동에 차질이 없게끔 하고 해당 개별성을 띠는 학습

자 또한 학습의 장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일반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학습자와 그로부터 비껴난 학습자가 공존하며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학습자 한 명에게서 나타나는 변수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의도했던 학습

자상과 실제 학습자들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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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는 학습 동아리 사업을 기획하며 집단적인 차원에서 학습을 지속

해가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참여할 것을 상정했지만, 실제 조직된 학습 동아

리 중에는 그와 부합하지 않는 집단도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당 평생교육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에는 학습 동아리를 몇 개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학습동아리면 공부

도 해야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은 접했지만, 또 학습동

아리도 결성이 됐지만, 아직 이분들은 그래서 뭘 해야되는지 모르시는 거에요. 

(...) 송년모임을 하면 이제 뭐 선서, 기관장의 인사말씀, 축사, 배움이란 얘기

가 다 나오겠죠? 딱 끝나자마자 노래방으로 변신을 해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걸로 몇 년이 지나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보면서, 학습동아리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습동아리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F, 

6:5-20)

자율적으로 학습을 구성해가는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그러한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만 학습 동

아리 활동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변수가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러한 경우 

작동할 수 있는 장치로서 컨설팅이라는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학습 동아리 

사업이 와해되지 않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상정되었던 일반성에 

담기지 못하는 개별 특징들을 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평생교육사는 현장 경험을 통해 학습자 일반 및 개별 학습자에 대한 지

식을 구성해간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의 일반성을 전제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 따라서 그 안에 포괄되지 못하는 

개별성을 다루어나가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한다. 평생교육사는 전이해

에서 학습자에 대해 구성한 지식을 토대로, 범주화를 보다 다양화하고 각 범

주의 학습자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구성해간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개별 특징에 대해 목록화하고 지식을 구성해가는 

것보다도 그 자체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처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일반성을 다루는 이론적 지식의 한계를 인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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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상으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개별성을 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실제 

차원에서 구현해가는 것이다. 

2. 현상을 매개로 한 학습이론과 교육적 개입의 연결

2.1 갈등 양상: 학습이론과 교육적 개입의 분리

평생교육사는 양성 과정 중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학습현상을 일련의 설명체계로 풀어낸 다양한 학습이론들을 접한다. 교육보

다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진 학습이론을 접하면서 평생교육사들은 그것이 평

생교육 특유의 접근방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교육체제 바깥에서

도 나타나는 학습현상을 이론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며, 학습이론에 대한 지식은 평생교육사들의 전이해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

다. 평생교육사들은 학습이론을 배운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평생교육사 과목을 들으면서 학습이론에 대해 배울 때, 경험학습이나 전

환학습, 상황학습 같은 것에 대해 배우는데 그 중에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부

분을 배울 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러는 게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이뤄내는 학습에 대해 이론화한 게 되게 와 닿았거든요. (F, 

3:56-62)

전환학습이론이나 상황학습이론.. 그런 학습이론에 대한 부분을 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 학습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접

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론에 나를 놓고 생각

하기보다는 학습현상에 ‘대해’ 배운 거죠. (H, 2:10-14)

양성과정 중에는 학습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틀이 제시된다.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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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그러한 틀 중 자신의 신념과 맞닿는 부분을 찾기도 하며, 평생교육에

서 이루어지는 접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넓혀 간다. 평생교육 관점에서 학

습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비추어보았을 때, 평생교육사는 현장에서 통용되는 학습기

제와 학습이론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맞닥뜨린다. 학습

이론에 대한 지식을 하나의 실제로 구현해내고자 할 때 현장에서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기제와 학습이론이 어떻게 조화 가능한지, 조화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인지가 평생교육사에게 모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습이론 그 자체

는 명료한 체계로 정리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여 하나의 실제로

서 나타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평생교육사

의 고민이 깊어진다. 

학습이론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위해 내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죠. 교수-학습이론이 아니니까 제가 무엇인가 내용을 가

르친다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사와 학습이론 간 관계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H, 2:20-24)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학습현상과 그와 연관된 교수활동이 선명하게 나

타나는 반면, 학습현상 자체를 이론화한 경우 학습활동에 대한 별도의 교육

적 개입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습현상 자체에 대한 설명은 있지

만, 이에 대응 구조를 이루는 교육적인 개입을 다루는 경우가 적은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인 개입을 고민하는 것은 평생교육사의 몫으로 남는다. 사업 

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에서 학습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설계가 가

능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개입과 지원의 폭을 고민한다.

특히 학습이론이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엇나가기도 한다는 점에 평생교육사들은 경계한다. 학습이론을 

하나의 실제 차원으로 구현해냄으로써 오히려 그 이론이 설명하고자 했던 

학습의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그 결과 평생교육사들은 자신이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춘 학습이론은 있지만, 과연 자신이 구현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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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한 평생교육사는 전환학습에 주목하여 구상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일하는 업무의 성격은 약간 전환학습의 성격이 있는 거 같아요. 은퇴자들

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여기의 경우 궁극적으로 옛날에 베

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해결방안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잘라

버리는 거 말고. 50세 이상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요즘 세대는 더 빨리 와서 20대, 30대부터 내가 평생직장을 갖고 일하

는 게 아니라, 전환하는 시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시점이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인생에서 다

양한 전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하나의 전환에 주목한 거죠. (A, 

3:50-62)

학습이론에서 서술하는 현상을 하나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구현해

내는 데에는 해당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현상을 하나의 실제 차원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다. 이 때 학습이론에서의 설명체계는 사람들의 일상적 지식과 맞닿는다. 예

를 들어, 전환학습에서 다루고 있는 ‘전환’의 측면이 일상적 지식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부각되는 부분은 은퇴자의 전환이다. ‘전환’이라는 개념이 은퇴자

의 학습경험에 씌워지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구성된다. 

또 다른 평생교육사는 자기주도학습론에서의 ‘자기주도성’ 또한 일상적 담론

에서 사용되는 용례로 인해 그 의미가 혼탁해졌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현상을 이론화하는 과정과는 반대로, 이론을 실제 차원에서 구현해가는 

것은 교육실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평생교육 현장에서 학습이론

의 개념이 대표성을 띠는 일부 사례로 국한되거나 그 의미가 일상적인 용례

와 혼재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체계를 이루며 전개되는 이론과 실제를 연계

하는 것은 평생교육사들에게 더욱 도전적인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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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응: 학습현상 드러내기와 교육적 개입 탐색

학습이론은 평생교육사들이 다양한 학습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

지만, 현장에서 점차 경험을 쌓아가며 이들이 학습이론 자체에 두는 방점은 

점차 줄어든다. 이 때 방점이 줄어든다는 것은 학습이론 그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곧바로 실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하는 부담을 덜어간다

는 의미이며, 학습이론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이면을 이루고 있는 학습

현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평생교육사는 학습이론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 시작한 초창기 때에는 많이 의지하는 편이지만, 그 때 얘기인 거고, 결국 

학습이론에 대해 배운 것은 하나의 베이스인 것 같아요. 분석해볼 수 있는 틀

은 제공해주기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 정도인 거죠. 이론에 얽매이기

보단 실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죠. (C, 3:42-49)

경험이 쌓여가면서 평생교육사들은 학습이론에서 프로그램 또는 사업으

로의 직접적 적용을 모색하기보다, 학습이론과 구체적 실현체인 프로그램이

나 사업을 매개하는 학습현상에 주목한다. 학습이론을 통해 학습현상을 포착

함으로써 실천 차원에서 개입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다. 학습이론에 

대한 이해는 학습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서도 학습 현상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며,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평생교육사는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을 구상한다. 다양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학습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평생교육사는 실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단서를 잡는다. 

일상적인 현상에서 학습현상을 이루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과 함께, 평생

교육사는 이에 대해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학습이

론 자체를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담아내고자 했을 때 막막하게 느껴졌던 부

분은 현상을 매개하며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맥락으로부터 학습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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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추출해내며,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다. 현상이 학습이론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제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의 요소에 주

목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모색하는 모습은 아래 두 평생교육사의 예

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는 __________다.”라고 담벼락에 써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 자유롭게 낙서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걸 여행 다큐멘터리 같은 것에서 본 적

이 있어요.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아, 저런 현상을 하나의 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벽이라는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한 사

람이 쓴 글에 다른 생각이 덧붙여지면서 학습이 나타나는데, 이 때 학습은 어

느 한 사람의 학습만으로 국한될 수 없죠. (B, 2:41-51)

평생교육사가 사업을 기획해내는 방식은 학습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서 학습의 요소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담벼락”이었다. 그 자체는 학습과 무관

하지만 평생교육사 B는 그 담벼락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시간차를 두

고 서로 겹쳐가며 일종의 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본다. 이러한 현상에 주

목하여 그는 일종의 ‘학습 담벼락’을 구상한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담벼락을 만들고, 학습과 관련된 문장을 빈칸으로 구성하여 담벼락에 

게시하기도 한다.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평생교육사가 하나의 현상으로부터 

학습의 요소를 추출해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입을 추가하여 일종의 

사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사의 전이해를 이루고 있는 학습이론은 현상에서 학습을 드러내

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존재한다. 각각의 학습이론을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

을 통해 구현해낸다기보다, 다양한 학습이론을 통해 학습으로 주목할 수 있

는 현상의 폭이 넓어진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학습이론

이 전제되기보다는 평생교육사가 현상으로부터 학습을 개념화하고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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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학습이론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평생교육사는 다음과 같은 경험으로부터 학습과의 관련성을 추

출해낸다. 

공무원에 있다 보니깐. 무슨 뭐 국회의원 투표라든가 이럴 때에 투표 사무원으

로 이제 차출돼서 가요. 가는데 그 때 선거날에, 보니깐 또 익숙한 주민분들이 

오시는 거에요. (...) 노부부가 왔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옛날 시대

에는 할아버지 ‘말 잘 듣는’ 할머니인거에요. 그러면은 부부가 이제 일심동체

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강요를 해 투표를. “~뽑아!” 그

러면은 이런 얘기 여기서 하시면은 안됩니다, 라고 하면, "투표 용지 두 개 줘! 

내가 두 개 찍을거야!"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안된다고 하

니깐, 투표용지는 할아버지 한 장, 할머니 한 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나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같은 집이야!" 그래서 결국 할머님이 하러 가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딱 뒤를 돌아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았나 눈빛을 

보내죠. (F, 8:70-88)

노부부가 투표하는 현상을 보고 F는 사례에서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아

버지의 태도 또한 학습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자신의 의

견이 곧 할머니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그가 ‘나빠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또한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학습해왔기 때문이라고 F는 

생각한다. 글씨를 모르는 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문해교육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무형식적으로 학습한 선입견을 인지하고 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

음을 말한다. 

학습이론은 일상적 현상을 학습으로 포착해내는 평생교육사들의 관점을 

이루는 기반이 되며, 이에 입각하여 평생교육사들은 다양한 현상으로부터 학

습을 드러낸다. 현상에 담긴 학습양상을 드러냄으로써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상상력을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전

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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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실제 차원에서 존재하는 학습현상과 이론적인 설명 체계를 각각 살펴보

는 경우 모호하기보다는 명백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경험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바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론 자체만을 

고려했을 때 그 안에 담긴 논리를 이해하는 한 그것이 꽤나 명백한 설명체

계를 제공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양자의 중간자적 위치에 놓

인, 이론적 지식을 알고 있는 한편 현상을 직접 접하는 주체로서 평생교육사

는 양자를 함께 고려할 시 나타나는 간극을 인지한다. 이들은 이론적 지식으

로서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고 있는 한편 실제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

는 개별성을 경험적으로 접하고, 학습이론을 이해하는 한편 이들 이론이 구

체적인 실천과 맺는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다. 양

자 사이의 실천 주체로서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간극을 조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앎의 모호성

에 대해 평생교육사는 실천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찾아가며 

대응한다. 이론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성질의 개별성을 실천 차원에서 포괄

하기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를 시도함으로써 

간극에서 비롯되는 모호성을 조정해간다. 또한 교육적 개입과의 명시적 관계

가 드러나지 않는 학습이론의 경우에도 학습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구체적 

학습현상을 포착함으로써 부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선별한다. 학습현

상에 대한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바가 실제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

기 마련이지만, 이 거리를 좁히고자 평생교육사는 구체적 실천기제를 마련해

가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경험을 통해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와 연계하며 평생교육

사의 앎은 입체감을 갖춰간다. 이처럼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에서 나타나는 

모호함에 평생교육사가 대응하는 모습은 Kolb의 모형 중 적극적 실험을 전

개하는 단계와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상으로서 지식의 모호

성에 대해 구체적 실천 차원에서 다루어나가는 경험학습의 양상이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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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던 두 가지 범주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지향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시 추상 차원에서

의 선별 과정을 거쳤던 반면, 역할에 대한 지식의 모호성은 이론적 지식과는 

다른 성질의 지식을 축적해가는 경험학습의 양상이 나타난다. 총 세 가지 범

주의 이론적 지식을 살펴보았을 때, 평생교육사가 경험을 통해 그 모호성을 

풀어가는 과정은 경험학습이라는 큰 틀에 포괄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각 범주

에서 같은 양상의 경험학습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Kolb가 제시한 

경험학습의 순환적 모형은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이론적 지식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을 담아내기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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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논의

이상으로 평생교육사가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조

정해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연구문제를 재서술한

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은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둘째, 모호성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대응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이러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론적 지식에 기반을 둔 평생

교육사의 전이해가 현장 맥락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모호해지는지, 그리고 이

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이해-갈

등양상-대응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전제하여 평생교육사들의 해석학적 현상

학적인 경험을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 과정을 통해 본고는 평생

교육사가 이론적 지식을 경험 속에서 재구조화하는 양상과 그 특징을 도출

해냈다.  

면담 결과 평생교육사가 양성 과정에서 학습한 이론적 지식은 크게 평생

교육의 관점과 지향, 평생교육사의 역할, 그리고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이라

는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적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

사의 이론적 지식을 이루는 각 범주에서 두 가지의 소범주가 구성되었다. 평

생교육의 이론적 지향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관점으로서 평생교육’, ‘중심적 

가치로서 학습기회의 확대’,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관련하여는 ‘명시적으로 진

술되는 역할’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평면적 이해’, 학습현상

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습이론에 대한 이해’가 각각의 소

범주로 도출되었다. 평생교육사가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며, 그것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문 내용을 요약한 바는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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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전이해(A)에 대한 갈등양상(A′) 대응 (A〃) 특징

실
제
 

현
장
의
 

간
극

평
생
교
육
의
 

이
론
적
 

지
향
과
 

거시적 관점으로서 평생교육

↔ 행정조직의 언어로 분절된 평생교육

↔ 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 필요

→ 행정조직 체계에서 이론의 분절과 왜

곡

자신이 방점을 두는 핵심 가치

를 선별하고 가시화한다. 

(예: 다양성, 일상적 문제제기)

개
 념
 에
  대
 한
  탄
 력
 적
   선
 별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지향

↔ 학습의 도구화

↔ 학습의 양적인 확대에 치중

↔ 학습자의 상황적 여건

→ 학습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의 상충

타 관점에서 학습기회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설득 논리와 전략을 구성한다. 

실
제
 

직
무
의
 

간
극

평
생
교
육
사
 

역
할
에
 

대
한
 

이
해
와

명시적으로 진술되는 평생교육사의 역할

↔ 주기에 따라 변동되는 조직체계

↔ 평생교육사업 관련 얽혀있는 이해관계

→ 선형적 논리로 담기 어려운 총체로서 

상황

상황을 통찰하며 

직무수행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사로서의 ‘감’을 얻는다.

경
 험
 적
  지
 식
 의
  영
 역
  구
 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평면

적 이해

↔ 유관 교육기관과의 협력

↔ 행정조직과의 연관성

→ 관계망 속 이론적 접근의 평면성 부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메타지식 형성으

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라는 역할이 입체화된다.

 
실
제
 

모
습

학
습
현
상
에
 

대
한
 

이
론
적
 

접
근
과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론화

↔ 프로그램 운영 시 타깃 대상층 필요

↔ 학습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

→ 세부 개별성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운영상의 장치를

마련해 학습자의 개별성을 

포괄한다.

구
 체
 적
  실
 천
 기
 제
  마
 련

학습이론에 대한 이해

↔ 대표적인 사례로의 제한

↔ 일상개념과의 혼재

→ 학습이론과 교육적 개입 간 연결에  

대한 고민

학습현상을 드러냄으로써 

교육적 개입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찾는다.

[표 2] 전이해에 대한 갈등양상 및 대응과 그 특징



- 90 -

이처럼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의 맥락에서 이론적 

지식을 재구성하는 경험학습의 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고찰

하였다. 특히,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이론적 지식이 모호해지는 갈등 양상

과 그러한 모호함에 대해 평생교육사가 전개하는 대응방식을 살펴보았다. 평

생교육사가 이론적 지식의 모호함에 대응해가는 것은 경험학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이론적 지식이 다루는 내용적 범주에 따라 모호성을 조

정해가는 경험학습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론적 지향을 다루는 경우 오히려 추상적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핵심적인 가치를 선별하는 데 무게를 두었고, 다른 한편으로 역할에 대한 지

식에 대해서는 이론적 지식과는 다른 성질의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는 학습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는 또 다르게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실천기제를 마련함으로써 모호성에 대응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Kolb의 경험학습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에서 기

인하며, 평생교육사들의 경험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에 특히 주목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아래 논의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이론-실제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interprehension)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앎을 재구성하는 원천이 되는 것은 이론 또는 실

제라는 극단에 치우쳐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은 양자 사이에 어떠한 어긋

남이 발생하는지를 포착하여 자신의 앎으로 구성한다. 이론적 지식은 실제에 

비추었을 때 그 모호성을 드러내지만, 모호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

정에서 평생교육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다. 추

상인 이론으로부터 구성되는 앎과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구성되는 앎 외에, 

양자를 한데 모아 고려함으로써 나타나는 앎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추

상적 이론이 어떤 점에서 실제와 어긋나는지, 실제 중에서도 어떠한 요소가 

이론과 맞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Kolb의 경험학습모형에서 한 축

을 이루고 있는 추상에 대한 이해(apprehension)와 구체에 대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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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 중 어느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활동이다. 

평생교육사들이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을 조정해가는 과정은 이론의 내용

적 범주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추상과 구체라는 원천으로부터 앎을 구

성하는 것과 별개로 앎을 구성하는 또 다른 활동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

다. 경험학습의 틀에 비추었을 때 평생교육사들은 추상에 대한 이해와 구체

에 대한 파악의 순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앎을 확장해갈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식의 재구성 과정에서 오히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은 추상과 구체

가 어긋나는 상황에 대한 포착이고, 이에 입각한 판단을 통해 평생교육사들

은 자신의 대응 방식을 구성한다. 

평생교육의 이론적 지향에서 나타나는 모호성과 이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대응방식은 이론과 실제의 간극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평

생교육사는 거시적 관점으로서 평생교육의 지향을 실제에 비추어볼 때 그것

이 갖는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현장에서 그 의미가 분절되고 왜곡되기도 

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가치는 현장에서 학습활동에 이

미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양적 확대라는 의미로 범위가 좁혀지기도 한

다. 추상적 가치로서의 이론적 지식이 갖는 모호성은 평생교육사들의 구체적 

경험 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며, 이러한 부분을 포착해내는 평생교육사의 

활동이 나타난다. 추상적 지향과 구체라는 두 가지 영역의 앎을 하나의 관점

에서 조망함으로써 양자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간극을 포착해낸다. 그들은 평

생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서로 사뭇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론과 실제 영

역이 서로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인식한다. 이어 이론에 대한 

탄력적 선별 과정을 거치고 타 주체들에 대한 설득 논리를 구성하는 대응 

방식에는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포착한 어긋남을 조정해가기 위한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다루는 이론적 지식의 경우, 명시적인 일반성과 고

정적인 성질을 띤다는 점에서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실제와 직접 관련을 맺

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이라는 개념과 그에 대한 일련의 절차로 표현되는 이론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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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이 있지만, 실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사들이 처한 조직의 내적

인 상황과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망은 이론에

서 다루기 힘든 불투명성과 가변성을 띤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사는 역할에 

대한 이론과 실제 자신이 처한 맥락을 서로 비추어봄으로써 이론의 특성상 

포괄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포착한다. 이론적 지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영

역과 경험적으로 지식을 구성해가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평

생교육사가 경험적 지식을 확장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며, 평생교육사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직무 중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감’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메타지식을 형성해간다. 평생교육사들이 

역할수행 관련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포착한 간극은 추상적 이론의 성격으

로는 다루어질 수 없는 역할의 일면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평생교육의 지

향과 관련하여 포착한 상황적 간극과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이론과 실

제의 간극은 서로 다른 면을 드러내며,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론의 모호성을 조정해가고 있었다.

한편,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또한 그 특성상 일반성을 내포하며, 

이는 평생교육사로 하여금 현장의 개별성에 눈을 돌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하는 교육적 실천의 방식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에 

맞닥뜨리게 한다. 특히 일반성과 대비되는 개별성의 영역은 학습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및 전환학습과 같은 학습이론은 학습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은 실천가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평생교육사가 포착하게 된다.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 현상이 나타나

는 실제의 간극이 어떤 부분에서 도드라지는지를 평생교육사가 포착하는 것

이다. 이러한 간극은 실제에 비추었을 때 이론적 지식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

소이기도 하다. 간극을 좁히고 모호성을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사는 

학습자의 개별성을 포용할 수 있는 운영상의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학습이

론을 하나의 틀로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교육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한다. 평생교육사가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에서 나타나는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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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조정해가는 데에는 이론을 이해하고 구체적 현장을 

파악하는 것 외의, 해당 영역에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앎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띤다. 

평생교육사가 다양한 내용적 범주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을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과 이를 포착하는 활동은 앎의 또 

다른 원천이 되며, 평생교육사는 이를 토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적 개

입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즉, 이론-실제의 간극을 포착하는 활

동은 양자 가운데 나타나는 어긋남에 대해 평생교육사가 중재(仲裁)해갈 수 

있게끔 한다. 이론과 실제 모두를 하나의 관점에서 응시함으로써 이론적 지

식이 갖는 모호성을 조정해갈 수 있는 각각의 방식을 찾아가는 토대가 된다.  

이는 평생교육사가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자신의 경험에서 포착하는 것으로

부터 비롯된다. Kolb가 제시한 추상에 대한 이해(comprehension), 구체에 대

한 파악(apprehension)과는 구분되는 영역에서 앎을 구성하는 활동이 나타나

는 것이며, 그 모습은 이론과 실제, 혹은 추상과 구체의 간극에 대한 “중재

적 포착(interprehension3))”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평생교육사들의 모습은 콜브가 경험학습론에서 전제하는 바와 전

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콜브는 경험학습론에서 앎을 구성하는 두 

가지 근본적 활동으로 추상에 대한 이해(comprehension)와 구체에 대한 파

악(apprehension)을 제시하며 양자가 엄연하게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물론 추상과 구체는 분리되어 존재하지만, 양자 사이에 나타나는 간

극은 보다 실천적인 앎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천이다. 이론과 실제가 어

긋나는 부분은 비록 평생교육사의 실천에서 모호함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3) Kolb가 제시한 이해(comprehension)와 파악(apprehension)의 개념은 모두 라틴어의 

‘prehendere'(to seize, 포착하다)를 어원으로 갖는다. 그는 사람들이 경험으로부터 의미

를 포착하여 앎을 구성하는 축을 마련하였으며, 양 극단에 추상과 구체라는 서로 분리된 

영역을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평생교육사의 현장경험에서 앎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으로 추상과 구체의 간극에 대한 포착을 주목하였으며, 이는 추상으

로서 이론과 구체로서의 실제 ’사이(inter)’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inter-prehension”으로 개념화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사들이 이론

과 실제 사이 나타나는 간극을 중재(仲裁)한다는 면에 주목하여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개념은 이론-실제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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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시에 모호함에 대응해가기 위한 일련의 대응 양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Schön이 제시한 전문가상과 전문적 실천에서 나타나는 행위 

속 반성(reflection-in-action)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는 특정 전문지식의 축

적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심을 두는 전문가뿐

만이 아니라, 구체적 문제 상황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설정(problem-setting) 주체로서 전문가의 역할에 주목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행동을 통해 반성활

동을 전개해가는 전문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론-실제의 간극에 대

한 중재적 포착은 현장에서의 모호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초가 되며, 문제를 

인지하고 설정하는 데 수반되는 앎의 구성활동이다. 

2. 중재적 포착과 경험학습의 탈순환성

Kolb는 추상과 구체라는 두 가지 축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순환적 과정으

로 경험학습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경험을 통해 

적응하고 학습해가는 과정은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구체적 

경험에 대한 적극적 실험이며, 두 번째는 추상적 개념에 입각한 반성적 관찰

이다. Kolb의 경험학습모형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작용의 순환을 통해 추상

과 구체로부터 포착된 앎을 경험에 비추어 재구성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상적 개념은 구체적 경험으로, 구체적 경험은 추상적 개

념으로 피드백 구조를 이룬다. 

그러나 경험학습이 항상 순환하는 구조를 띠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평생교육사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Jarvis(1987: 17-18)는 Kolb의 경험학습모

형에서 학습자가 경험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면이 간과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경험학습이 전개되는 방향은 Kolb가 제시

한 일련의 순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Schön(1983)

이 제시한 행위-속-반성(reflection-in-action) 활동에서는 Kolb의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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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진 반성적 관찰과 적극적 실험의 과정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다. 즉, 추상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한 결과가 반드시 구체적 경험의 차원

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추상적 개념 수준에서 머무르기도 하며,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평생교육사가 이론적 지식의 모호함에 대해 대응해가는 방식 또한 구체

적인 실천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사들은 평생교육의 

이론적 지향에 대해 자신 특유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심적 가치

를 명료하게 해가는 한편,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적 지식을 보

완하는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 역할을 체화한다. 또한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

의 경우, 그들은 구체적인 실천 기제를 마련해 이론의 모호성을 조정하는 모

습을 보인다. 이론적 지식의 모호성을 경험에 비추었을 때 구체적인 실천 기

제의 차원을 바꿔가는 것 외에, 다시 이론 자체에 대한 성찰과 선별로 회귀

하기도 하며, 이론적 지식과 구분되는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는 모습

은 Kolb의 경험학습모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탈순환성이 평생교육사의 경

험에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평생교육사의 경험학습에서 나타나는 탈순환성에 중요한 고리가 되는 부

분은 이론-실제의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지다. 평생교육사가 각 이론적 지식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무엇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평생교육사가 모호함

을 조정해가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이론적 지식은 그 자체로는 추

상이라는 성질을 띠지만 그것이 각각 담지하는 모호성은 상이한 방식으로 

조정되어간다. 추상으로서 이론적 지식이 마냥 구체적 경험의 차원으로 적용

되는 것도 아니며, 모호성을 조정해가는 과정이 구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

도 아니다.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을 통해 구성되는 앎과 그에 따른 판단

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이론적 지식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모호함을 

조정해가기도 하며, 이론적 지식과 분리되는 경험적 지식의 영역을 풍부화하

거나 외적인 실천 기제를 조직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Kolb의 경험학습모형에 비추었을 때 탈순환적인 면을 띠지만, 순환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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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탈피가 무작위로 나타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학습자가 간극을 어떻게 

포착하였고, 그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그것을 중재해가는 

과정이 각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적극적인 학습의 과정이다. 

자신의 앎과 실제의 간극으로부터 학습이 촉발된다는 점에 대해 여러 학

자들이 주목한 바가 있다. Jarvis(1987: 77-84)는 특정 경험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것이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이어지는 데에 자신이 알고 있

던 바에서 결핍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Mezirow(1981) 

또한 전환학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전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자신이 알

고 있던 바가 흔들리는 딜레마에 직면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자신

이 알고 있는 바와 실제 나타나는 바의 간극으로부터 성인학습의 과정이 시

작된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러한 논의와 비교했을 때 중재적 포착이라는 개

념은 학습의 촉발점으로서 간극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간극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이 이들의 추후 경험학습의 양상을 조직해간다는 점에 주목했

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띤다. 평생교육사는 내용적 범주에 따라 일관적인 경

험학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며, 이론-실제의 간극을 어떻게 포착하였

는지에 따라 해당 지식을 경험 속에서 정교화해가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

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평생교육사가 이론적 지식의 내용적 범주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모호성을 조정해가는 것은 추상에 대한 이해와 구체

적 현상에 대한 파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양자의 간극을 포착하는 것으로

부터 비롯된다. 이론적 지식에 대한 경험학습의 전개 양상 학습자가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어떠한 의미로 포착하는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경험학습

의 탈순환적 전개에 내재된 학습주체의 판단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논의되는 이론적 지식이 실제에 비추

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지식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평생교육사들은 내용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론에 대

한 이해를 재구성해간다. 경험을 통해 지식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며 보다 

정교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식에 대한 교육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별

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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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큰 범주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식이 현장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완되어가

는지 고려해 교육의 목표와 그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교

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이론적 지식을 경험해 비추어 

재구성해가는 개별적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경험을 통한 지식

의 유동적 변화와 이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본 연구는 콜브가 경험학습론에서 제시한 앎의 구성 작용으로 설명

하기 힘든 부분을 포착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을 제안한

다. 평생교육사들이 경험학습을 통해 앎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이 동일한 양상

의 순환 과정을 이루지 않은 데에는 추상에 대한 이해 및 구체에 대한 파악 

외에, 추상과 구체의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과 이에 따른 판단이 지식의 

내용적 범주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이론-실제의 간극에 대한 

중재적 포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평생교육사들이 겪는 경험학습

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험

학습의 순환적 모형에 대한 재검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

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를 갖는다. 

첫째, 평생교육사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평생

교육사직으로 근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기관 또한 서울과 경

기 지역에 있는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 타 지역,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근무

하는 평생교육사의 경험을 추후 연구함으로써 평생교육에서 이론과 실제가 

타협되는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

생교육사의 해석적 경험의 과정이 하나의 시점에서 서술된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평생교육사가 경험을 회상하며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전

이해의 상세한 내용을 드러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평생교육사의 총체적 

경험을 종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각 시기에 따른 평생교

육사의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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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인터뷰 질문지

인적사항

- 평생교육사 자격을 어떻게 취득하셨나요?

- 어떤 과정을 거쳐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게 되셨나요? 

-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가요?

현장경험

- 현재 근무하며 어떤 일을 주로 맡고 있나요?

- 근무하면서 겪는 딜레마, 혹은 힘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딜레마와 힘든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평생교육의 이론과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무리

- 평생교육사의 현장경험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제가 더 알아야 할 부

분이 있을까요? 어떤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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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gotiations on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Lifelong Education: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Certified 

Adult Educators in Korea

Hye Su KUK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certified adult educators’ becoming of a 

professional through the lens of theoretical knowledge reconstruction. 

Even though theoretical knowledge comprises a coherent system on its 

own, ambiguities arise when theory is reflected upon concrete experience. 

In order to explore how certified adult educators respond to such 

ambiguities,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ir experiences as a 

middle-ground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lifelong education. 

The fact that adult educators reconstruct their knowledge through 

experience denotes connections with experiential learning theories. As a 

representative scholar in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Kolb deals with the 

cyclic process of experiential learning, with the two sources of knowledge 

– abstract theory and concrete experience – being incorporated in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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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knowledge system through reflective observation and active 

experimentation. This shows a process of knowledge reconstruction 

through experience. Heeding to such experiential learning,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mergence of ambiguities in theoretical knowledge, and 

also how the ambiguities are dealt with in experience. Thus,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 ambiguities in 

theoretical knowledge arise from adult educators’ field experiences?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 patterns of adult educators’ responses 

to such ambiguities?

In order to deal with such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utiliz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rom the viewpoint of hermeneutic 

phenomenology. For analyzing qualitative data, the method of thematic 

analysis was used. Since the experiences of adult educators were 

regarded as comprising a hermeneutic circle, hermeneutic phenomenology 

was selected. Moreover, the main unit of analysis tended towards the 

experiences of the collective rather than the individual adult educator. 

This made the method of thematic analysis a more suitable choice, in 

that it allows research on the shared structure of experience. The 

experiences of adult educators showed a structure of 

pre-understanding(A), conflicts within the context(A′), and response to 

the ambiguities(A〃). These three stages were presupposed throughout 

research.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adult educators were induc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were theoretical values and orientation, theories 

on adult educators’ rol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to learning 

phenomena. These categories served as the main themes of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en ambiguities arise 

from theoretical knowledge dealing with values and orientations in 

lifelong education, adult educators respond by sorting out the core values 

from peripheral ones within the theoretical system. While orientations 

toward the learning society, and tendencies toward expandi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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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prevail, adult educators deal with ambiguities by figuring 

out the core of such macroscopic orientations. This allows them to 

construct logic and strategy to persuade those in the field who think 

otherwise. The sorting-out of core values make a pivoting point which 

enables adult educators to act out flexibly in the field, while not 

compensating upon their cherished values. 

Second, adult educators respond to ambiguities in theories about their 

roles by accumulating and constructing a distinct field of empirical 

knowledge. While explicit concepts and fixed models in theories seem to 

be manifest and clear, they become ambiguous when examined against 

actual practice, with dynamic variables and networks prevailing in the 

background. The adult educators accumulate implicit knowledge and 

meta-level knowledge in aspects where it is difficult to be expressed 

through theoretical knowledge. This allows them to embody actual roles 

and practice as certified adult educators, and they themselves become 

knowledge-constructing agents in the field. 

As for the ambiguities arising from theories on learning phenomena, 

adult educators devise practical mechanisms in the field that can be 

utilized to clarify potential unexpected situations. Theories on learners 

mainly deal with generalities, which cannot encompass specific traits that 

actual learners show. In order to supplement such limits, adult educators 

devise mechanisms to be used in practice. The devising of such 

mechanisms are a part of adjusting theoretical ambiguities to the practical 

situation that adult educators face. Moreover, adult educators recognize 

learning phenomena in diverse phases of daily lives through their 

theoretical lens. This allows them to detect room for practical,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be made in order to facilitate learning. In 

these processes, theoretical knowledge on learning phenomena serves as a 

frame for exploring practical interventions to be made.

How adult educators adjust the ambiguities in theoretic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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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ly depends on how they grasp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long with apprehension upon the concrete and comprehension on the 

abstract being sources for their knowledge, adult educators grasp where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abstract and the concrete lie through their 

field experience. In other words, it is an “interprehension” on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e different ways that adult educators 

interprehend between theory and practice lead to their divergent 

approaches in responding to theoretical ambiguities. This implies that 

experiential learning does not always follow a consistently cyclical 

process, and that the direction is affected by interprehension.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specified approaches to theoretical 

knowledge in lifelong education is necessary, according to how the 

theory-practice gap is interprehended. Since knowledge reconstruction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ts thematic content, tailored 

approaches to knowledge is required for revising educational programs 

for, and after the certification of adult educators. Although the programs 

mainly deal with theoretical knowledge, consideration of how such theory 

is reconstructed is expected to liven up educational support that builds 

closer bridge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Furthermore, this study sheds light on another source of knowledge 

that is inapproachable through Kolb’s concepts of apprehension and 

comprehension. The adult educators’ experiential learning did not show 

consistently cyclical processes. Their interprehension between the abstract 

and the concrete led to diverse adjustments in experiential learning.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an examination on the non-cyclical model of 

experiential learning is necessary for further research. 

Keywords : Certified Adult Educator, Experiential Learning, 

Theory-Practice Gap, Interprehension

Student Number : 2015-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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