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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의 목 은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독학학 제 학습자의 삶의 맥락은 어떠한가?

둘째,독학학 제 학습자는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활동을 주도해 나가는가?

셋째,독학학 제 학습자가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자는 질 연구 방법을 통해 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독학학 제 학습자들을 면담하 으며,스터디 활동을 하는 학습자들을

상으로는 참여 찰도 병행하 다.

먼 연구참여자의 삶의 맥락은 ‘학 취득의 맥락’,‘독학학 제 선택의

맥락’,‘공 선택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학 취득의 맥락’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학사학 가 없어서 기회가 제한되거나,승진과

연 에 불이익을 당한 이 있어서 학사학 를 취득하겠다고 결심하 다.

그 외에 부모로서의 신과 도 정신 등 개인 인 경험에 의해서 독학학

를 취득하고자 결심하기도 하 다.‘독학학 제 선택의 맥락’에서는 이들은

시·공간 으로 자유롭고 경제 으로 부담이 은 독학학 제를 선택하

다. 한 ‘공 선택의 맥락’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배경지식이 있거나 직

업과 련된 분야의 공을 선택하 다.

연구참여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크게 ‘스 짜기’,‘노트정리와 시

간 활용’,‘자극과 격려’,‘자부심과 조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첫 번째

‘스 짜기’에서 이들은 단기간 학 취득을 목표로 정하 고 많은 양의

독학사 시험을 비하기 해 이를 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계획을 세

운 후에는 학습자원을 정하 다.독학사 시험을 비할 학습자원을 정하기

란 쉽지 않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합한 학습자원들을 탐색하고 선택하

여 독학사 시험을 비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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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개별학습’과 ‘동학습’을 수행하 는데,‘개별학습’으로

는 학습자 개인별로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시도해보며 자신에게 합한 학

습활동들을 수행하 다.‘개별학습’외에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 하기도 하 다.인터넷 카페의 가상공간에서 독학사 시험에 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격려를 주고받았다. 한 스스로 ‘스터디 모임’을 구

성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시험을 비하기도 하 다. 부분이 혼자서

독학사 시험을 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큰 힘이 되었다.

독학사 시험을 치른 후 이들은 평가를 하며 스스로 해냈다는 것에 하

여 성취감을 느 으며,이러한 성취감은 자부심으로 이어졌다.한편으로는

이들은 독학사 시험을 본 후에 좀 더 좋은 학 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며 후회를 하기도 하 다. 한 이후의 학습자들을 하여 독학학 제에

한 문제 이나 교재의 문제 에 해서 지 하거나 조언을 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학습에 부여한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 다. 기에 독학사 시험을 비하면서는 학습을 ‘학 취득의 통로’라

여겼으나, 차 학습이란 ‘자신을 한 투자’,‘보다 나은 미래를 한 보장’

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 다. 한 ‘앎의 즐거움’,‘삶의 원동력’이

라 여기기도 하 다.이처럼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학습

에 부여하는 의미는 차 변화하 으며 이들은 자기주도학습자로서의 정체

성을 형성해 나갔다.

본 연구를 토 로 자기주도학습의 반 과정을 잘 이해하기 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시사 을 논의

하 다.그리고 자기주도학습 과정 에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계획은 수정

되기도 한다는 을 논의하 다.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의 과정을 이해

하기 해서는 혼자서 학습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

는 차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을 논의하 다.

연구자는 독학학 제의 개선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첫째,국가평

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독학학 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둘째,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독학학 제 학습자들의 만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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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셋째,독학사 시험과 련된 다양한 학습자원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을 반 하여 독학학 제를 운 한다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학

습을 하는데 도움을 것이며,독학학 제는 보다 학습자 심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주요어:독학학 제,자기주도학습,자기주도학습 과정,성인학습,평생

학습,학습 맥락,학습에 한 의미

학번:2011-2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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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

독학에 의한 학 취득 제도(이하 ‘독학학 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상으로 스스로 학습한 정도가 학사학 취득의 수 에

도달하 는지를 시험으로 측정하여 국가에서 학사학 를 수여하는 제도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독학학 제로 취득한 학 는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제 6조에 따라 4년제 학교의 학사학 와 동등하

게 인정된다.

이 제도는 입 재수생 문제가 심각했던 1980년 후반을 배경으로 생

겨났다.1980년 후반 등학교와 학교 졸업자 학 진학자는 90%

이상이었지만,고등학교 졸업자 학 진학자는 35%정도에 불과하 으

며 매년 약 80만 명이 학 시험에 응시하 지만 그 에서 4분의 3이상이

학 진학에 실패하 다(성기선 외,2009).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의 열망은 높은데 비해 이를 고등교육이 모두 수용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이다.한국방송통신 학교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는 했

지만 여 히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

한 제도가 독학학 제다.

독학학 제가 발족하게 된 배경에는 통령의 의지도 담겨있다(김 진,

2009).당시 노태우 통령은 경제 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 입시에 실

패하고 있으며,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음을 염려하 다.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한 수요를 해결하기 하여 무한정 학을 설립할

수는 없었기에 1989년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독학학 제의 도입을 추진

하게 된 것이다(백은순 외,1999).독학학 제는 1990년 시행 기에 앙

교육평가원이 주 하다가 1998년 한국방송통신 학교로 이 되었고,2008

년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 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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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 제는 학 은행제 방송통신 학교와 함께 고등교육 단계 평

생교육의 3 축을 이루고 있다.독학학 제는 학습자 개인의 자아실 뿐

만 아니라 국가 사회발 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되

는 사회 풍조를 진작시키게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제도다(신 규,

2002).이러한 독학학 제는 고등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았던 사람들에

게 기회를 부여해 교육복지 실 에 기여했다는 평가(성기선 외,2009)도 받

고 있다.

독학학 제의 지원자와 학 수여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지원

자는 2008년 18,412명에서 2012년 38,476명으로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

하 다. 한 1992년 제 1회 학사학 수여자는 147명이었는데 비해 2012

년 제 20회 학사학 수여자는 950명으로 최종 합격을 통한 학 취득자 역

시 증가하 다.

독학학 제의 독특한 특징은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self-dirceted

learning)’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자기주

도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 략을 실행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Knowles,1975).독학학 제가 ‘자기주도학

습’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기존 학에서와 같이 규격

화된 제도의 틀 속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학

습자가 원하는 공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

습할 수 있는 학습자 심의 학 제도이기 때문이다(박난서,2007).즉 독

학학 제는 독학학 취득을 한 교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직 인 교육

없이 성인학습자들이 스스로 공을 선택하고 학습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

는 제도이다.

자기주도학습의 핵심은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상황 속에

서 합한 학습활동들을 찾아 수행하는 것이다.즉,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습자는 자신의 맥락 속에서 학습을 해 필요한 자원들을 스스로 찾아

조달하며 학습을 주도해 나간다.독학학 제 학습자들도 자신의 맥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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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합한 학습활동을 찾아 수행하는데,때로는 련 강의를 듣기도 하고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독학학 제의 가시 성과와 더불어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

가하고 있지만 정작 독학학 제와 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기존의

독학학 제와 련된 연구들을 보면,제도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의 욕구나

동기,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해 상을 악하고 알리는 연구들이거나 제도

측면에서 황과 문제 들을 드러내고 그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

구들이다. 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정혜경,1992;주 숙,1995;김 진,

2009)은 학의 독학학 취득과정의 수강생들을 상으로 황 악에

을 두었으며,후자의 연구들(백은순,2002;박난서,2007;이재력,2008)은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를 비교분석하고 두 제도의 통합방안에 해 연구

한 것들이다.일부 연구에서 학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학습방법 등을 보여

주고 제도의 개선 을 제시했지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기에

이들의 구체 인 학습방법과 실제 인 어려움 등이 잘 드러나지 못했다.

독학학 제를 효율 으로 운 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학습자의 욕구,동기,

만족도를 악하는 것은 요하지만 제도의 주체자인 학습자들의 학습 과

정을 이해하는 것 역시 요하다.

이 에서 후자의 연구들은 독학학 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

그간의 사회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독학학 제의 존속 여부

나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연구되었다.독학학 제가 시행된 1990년에는 고

등학교 졸업자의 학진학률이 33.2% 던 것에 반해 2012년 고등학교 졸

업자의 학진학률은 71.3%로 1990년에 비해 38.1%나 증가하 고(통계청

홈페이지,2012),고등교육기 은 1990년 265개에서 2012년 556개로 2배나

증가하 다(교육부 홈페이지,2012). 한 1997년 ‘학 인정 등에 한 법

률’이 제정되어 학 은행제가 실시되고 있으며,2000년 들어서는 사이버

학교들이 생겨남에 따라 정규 학이나 독학학 제 외의 방법으로도 학사

학 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시 의 변화에 따라 독학학 제의

통폐합 논의(백은순,2002:박난서,2007)가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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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학학 제의 존속 여부나 필요성에 해 지 하기 에 제도의

주체자인 성인학습자가 독학학 시험을 어떻게 비하는지의 자기주도학

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학습자가 독학학 시험을 어떻게

비하는지의 연구가 수행된다면 학습자뿐만 아니라 제도에 해서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이에 따라 제도의 필요성에 해 다시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 은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첫째,독학학 제가 학습자 심으로 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둘째,추후 독학학 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들에

게 가이드를 제시하며 셋째,성인학습 이론과 자기주도학습론의 발 에 기

여하고자 한다.

2.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 은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이를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독학학 제 학습자의 삶의 맥락은 어떠한가?

맥락은 학습자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배경을 의미한다.특히나 성인학습

자는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삶의 맥락 속에서 학습한다.이러한

학습자를 둘러싼 삶의 맥락은 학습의 방법과 학습 제도의 선택에 향을

미친다.따라서 독학학 제 학습자들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수행

하는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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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독학학 제 학습자는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활동을 주도해 나가

는가?

자기주도학습의 핵심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

합한 학습활동을 찾아 수행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독학학 제 학습자가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즉 성인학습자들이 어떠한 목표와 계획 하에 어떠한 학습활동을 하

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그리고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

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셋째,독학학 제 학습자가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

가?

독학학 제 학습자들은 비교 장기간 자기주도학습을 하게 된다.이 과

정에서 이들이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성인학습자

들이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는 학습 태도와 학습활동과 긴 한 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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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독학학 제와 자기주도학습

1.독학학 제

독학학 제는 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학습자들에게 학사학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자아실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 이 있다. 한 학습자들에게 건 한 학습 태도를 함양시키고 고등 교

육의 개선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 이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

공으로는 2013년 재 국어국문학, 어 문학,경 학,법학,행정학,

유아교육학,가정학,컴퓨터과학,간호학,정보통신학 10개의 공분야가 있

으며 2005년까지 어 문학,수학,농학분야가 있었으나 응시자의 감소로

2006년부터 폐지하 다.하지만 2006년 이 에 해당 공으로 학 번호를

부여받은 지원자에 해서는 계속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

다.10개 공분야 유아교육학과 정보통신학은 3단계와 4단계만 지원할

수 있고,간호학은 4단계만 지원할 수 있다.

1)독학학 제의 운 차

독학학 제는 고등학교 졸업 는 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는

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총 4단계의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제 1단계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으로 일반 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갖추어야 하

는 수 의 교양 내용을 평가하는 단계다.제 2단계는 공기 과정 인정시

험으로 공 역에서 공통 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단계며,

제 3단계는 공심화과정 인정시험으로 공 역에서 보다 심화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단계다.마지막 제 4단계는 학 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소

양과 공 지식 기술을 종합 평가하는 단계다.해당 과정을 이수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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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학에서 학 을 취득하 다면 그 단계는 면제될 수 있다.하지만

시작 단계가 달라도 마지막 4단계 시험에 최종 으로 합격해야 독학학 를

취득할 수 있다.(〔그림 1〕참조)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은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으로 구성되어있는

데,필수 과목으로는 국어,국사,외국어( 어,독일어, 랑스어, 국어,

일본어 택1)가 있다.2단계인 공기 과정 인정시험과 3단계인 공심

화과정 인정시험은 8과목 6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컨

국어국문학의 경우 국어학개론,국어문법론,국문학개론,국어사,고 소

설론,한국 시론,한국 소설론,한국 희곡론의 8과목 6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최종단계인 학 취득 종합시험은 교양 2

과목과 공 4과목으로 총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양 과목은 1단계에

서와 마찬가지로 국어,국사,외국어 에서 2과목이고, 공과목은 2단계

와 3단계에서 시험을 쳤던 과목 각각 2과목을 선택한다.

합격 사정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과목 합격제로,모든 과목에서 100

만 에 60 이상 득 을 합격으로 인정한다.이 경우 성 은 표기하지

않고 “합격”으로만 표기하며 면제된 과목은 “면제”로 표기한다.반면 4단계

의 경우는 과목 합격제와 총 합격제 선택하여 응시한다.총 합격제

는 과목별 수에 상 없이 총 600 만 에 360 이상 득 을 합격으

로 인정하는 것이다.과목 합격자를 선택했던 자가 총 합격제로 변경하

여 응시한 경우 이미 합격한 과목에 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반면 총

합격제를 선택했던 자가 과목 합격제로 변경하여 응시한 경우는 변경

종합시험에서 60 이상을 득 한 과목에 한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한 총 합격제를 선택한 자가 다시 총 합격제로 응시한 경우는 년도

총 제 수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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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독학학 제의 단계별 시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2)

2)독학학 제의 운 조직

독학학 제의 조직은 주 하는 기 의 이동에 따라 달라졌다.제도 도입

당시 독학학 제를 담당할 행정조직으로 국립교육평가원에 학 담당 부원

장을 비롯하여 학 리부,과정연구부,검정평가부의 3개 부와 12개의

실․과를 하부 조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김종서,1989)하 으나 <표 1>

과 같이 1부 2실 2과로 축소 운 되었다(백은순 외,2002).즉 학 리과

(9명),검정운 과(8명),교양과정실(8명), 공과정실(12명)이 조직되었고

부장 1명을 포함하여 36명으로 구성되었다.하지만 원래 제안했던 바와 달

리 조직체계가 축소되었기에 시험 리 업무에만 치 할 수밖에 없었다.따

라서 독학학 제에 한 홍보는 오히려 사설단체에서 텔 비 이나 신문을

통해 더 극 으로 하기도 했다(백은순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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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독학학 제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방송통신 학교로 이 되면

서 운 조직이 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으로,국립교육평가원 학 검정부보

다 15명이 감축되어 운 되었다.2002년에는 리 과 운 을 통합하여

고사운 으로,교양 과 공 을 통합하여 출제 리 으로 조직을 축소

하 다.2008년 독학학 제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 되면서 <표 3>

과 같이 1센터 2 (고사 리 ,출제 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 되고

있다.고사 리 의 주요 업무는 응시원서의 수와 응시자격 심사,고사

리,홍보 홈페이지 리 등이며 출제 리 의 주요 업무는 문항개발과

문항선제,답안지 채 등이다.

<표 1>국립교육평가원 학 검정부의 직제 조직

    리과 검 운 과 양과 실 공과 실 계

    1 1

실 ․ 과 1 1 1 1 4

    수 2 2

 문 직 2 2 4 6 14

  직 5 4 2 11

 능 직 1 1 1 1 4

계 10 8 5 12 36

(출처 :백은순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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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한국방송통신 학교 독학학 검정원의 직제 조직(2000년)

    리과 검 운 과 양과 실 공과 실 계

    1 1

실 ․ 과 1 1 1 1 4

 문 직 1 2 3 6

  직 2 3 1 6

 능 직 1 1 2

계 6 4 4 5 19

(출처 :백은순 외,2002)

<표 3>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 검정센터 직제 조직 황

구 분
독학학

운 센터
고사 리실 출제 리실 계

센 터 장 1 1

실 장 1 1 2

문 직 3 3 6

계 1 4 4 9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자료,2013)

3)독학학 제의 학습자 황

매년 독학학 제의 각 단계별 시험의 지원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표

4>와 〔그림 2〕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 단계별 지원자 수와 년

비 증감인원과 증가율을 나타낸 표와 그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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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독학학 제 지원자 황

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비 

감 원
비

가

2005 2,955 5,097 3,172 1,611 12,835 - -

2006 4,318 4,831 2,538 1,651 13,338 522↑ 3.9%

2007 6,938 5,578 2,445 1,606 16,567 3,229↑ 24.2%

2008 8,334 6,281 2,292 1,505 18,412 1,845↑ 11.1%

2009 10,929 8,872 3,528 1,725 25,054 6,642↑ 36.1%

2010 12,050 10,495 4,057 1,905 28,507 3,453↑ 13.8%

2011 15,878 12,904 4,759 2,012 35,553 7,046↑ 24.7%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

〔그림 2〕독학학 제 지원자 황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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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자 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 학 진학률이 80%에 육박

하고 있는 실에도 불구하고,독학학 제 지원자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나 2007년 한국방송통신 학교에서 주 할 때

보다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 후 2011년 기 지원자가 2배

이상 증가하 다. 한 2006년 이후는 학 은행제나 시간제 등록생 등을

병행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 하여 지원자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5>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령별 독학학 취득 황이다.30

의 비율이 30.3%로 가장 많음을 볼 수 있고,30세 이상의 비율이 53.5%인

것은 독학학 제가 학력 주 사고로 인한 사회 차별을 극복하고 자아실

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됨을 알 수 있다. 한 20∼25세의 비율도

23.7%로 학 학령기 인구 에도 상당수가 독학학 제로 학 를 취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연령별 독학학 취득 황 (2007년-2011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비

19 - 1 1 1 4 7 0.2%

20~25 78 147 162 185 263 835 23.7%

26~29 212 169 113 142 159 795 22.5%

30~39 268 211 146 234 211 1,070 30.3%

40~49 146 103 87 127 105 568 16.1%

50~59 62 40 28 35 35 200 5.7%

60 상 12 8 4 18 9 51 1.4%

계 778 679 541 742 786 3,526 100%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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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독학학 취득자 직업별 황

  생 직 업  타 무 직 계

2006 49 262 27 164 206 708

2007 49 293 26 186 224 778

2008 86 228 26 206 133 679

2009 39 187 14 146 155 541

2010 43 311 25 163 200 742

2011 62 294 13 180 237 786

 계 328 1,575 131 1,045 1,155 4,234

비 7.7% 37.2% 3.1% 24.7% 27.3% 1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

<표 6>의 최근 6년간 학 취득자를 보면 학생의 비율은 7.7%인데 반해

직장인과 자 업자의 비율은 40.3%인 것을 알 수 있다.이는 4년제 학사학

미 취득자에게 시공간의 제한 없이 이들이 학습한 결과를 시험으로 검

정하고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의 취지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이다. 한 20 학 취득자가 46.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

고 자신의 직업을 학생으로 밝힌 비율이 7.7%에 불과한 것도 주목할 만하

다.이들이 선 취업한 뒤 학 취득을 해 독학학 시험(이하 ‘독학사 시

험’)에 응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2008～2011년간 체 학 취득자의 학력을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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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독학학 취득자의 학력

  2008 2009 2010 2011 계

고
고 업 254 37.4% 179 33.1% 302 40.7% 290 36.9% 1,025 37.3%

45.0%
검 고시 

등 47 6.9% 50 9.2% 52 7.0% 62 7.9% 211 7.7%

문

1  수료 7 1.0% 8 1.5% 1 0.1% 3 0.4% 19 0.7%

35.7%2  수료 105 15.5% 58 10.7% 32 4.3% 47 6.0% 242 8.8%

3  수료 155 22.8% 150 27.7% 221 29.8% 193 24.6% 719 26.2%

재   
수료 47 6.9% 77 14.2% 113 15.2% 160 20.4% 397 14.4%

17.6%
업 21 3.1% 14 2.6% 21 2.8% 31 3.9% 87 3.2%

43 6.3% - - - - 0 43 1.6%

   타 - - 5 0.9% - - 0 5 0.2%

계 679 100% 100% 100% 742 100% 786 100% 2,748 100%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

<표 7>을 보면,학 취득자 고졸자와 문 재학자의 비율이 80.7%

를 차지한다.이는 독학학 제가 4년제 학사학 미 취득자들에게 학 취

득의 기회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한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학사학 를

취득하려는 자의 비율이 3.2%로 학 졸업 후에도 다른 공으로 학사학

를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다.

독학학 제의 각 단계별 합격자 수를 악하는 것도 독학학 제의 황

을 악하는 데 요하다.<표 8>은 각 단계별 지원자 수와 응시자 수

합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4단계 종합시험 합격률이 평균 48.28%라는

은 독학학 제가 시험의 질 리를 나름 로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기선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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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단계별 지원자 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원 시 격 지원 시 격 지원 시 격 지원 시 격

1990 8,644 3,416
1,675
(49.0)

1991 10,942 7,656
4,914
(65.2)

1,890 1,302
991

(76.1)

1992 8,192 5,778 4,587
(79.4)

3,485 2,554 1,741
(68.2)

2,276 1,757 1,578
(89.8)

4,720 3,972 147
(3.7)

1993 11,613 8,030
3,748
(46.7) 3,903 2,994

1,706
(57.0) 2,995 2,491

1,557
(62.5) 2,097 1,802

514
(28.5)

1994 19,229 13,771 6,755
(49.1)

5,376 3,976 1,817
(45.7)

3,295 2,539 1,401
(55.2)

2,636 2,218 458
(20.6)

1995 10,797 7,955
3,679
(46.2) 4,055 2,845

1,611
(56.6) 2,518 1,920

1,354
(70.5) 3,156 2,547

594
(23.3)

1996 5,226 3,694
2,149
(58.2)

2,755 2,185
1,316
(60.2)

2,252 1,871
1,278
(68.3)

2,700 2,211
789

(35.7)

1997 3,409 2,561 1,756
(68.6)

2,315 1,823 1,105
(60.6)

1,788 1,518 979
(64.5)

2,231 1,872 744
(39.7)

1998 2,149 1,549
727

(46.9)
1,653 1,192

852
(71.5)

1,557 1,228
957

(77.9)
2,304 1,739

1,011
(58.1)

1999 1,489 1,104 634
(57.4)

1,677 1,180 732
(60.0)

1,754 1,352 954
(70.6)

1,794 1,483 618
(41.7)

2000 1,642 1,232
666

(54.1) 1,552 1,115
643

(56.9) 1,725 1,304
1,026
(78.7) 1,967 1,617

508
(31.4)

2001 2,394 1,721
886

(51.5)
1,707 1,277

879
(68.8)

1,976 1,490
1,216
(81.6)

2,243 1,861
755

(40.6)

2002 2,303 1,611
1,112
(69.6) 2,021 1,420

930
(65.5) 1,848 1,375

1,133
(82.4) 2,282 1,863

904
(48.5)

2003 2,569 1,806
1,089
(60.3)

2,146 1,546
1,007
(65.1)

1,754 1,390
1,136
(81.7)

2,043 1,660
944

(56.9)

2004 2,518 1,627 927
(57.0)

3,927 3,089 2,426
(78.5)

2,808 2,316 2,014
(87.0)

1,707 1,429 603
(40.4)

2005 2,955 2,274
1,588
(70.0) 5,098 4,118

3,101
(75.3) 3,172 2,710

2,436
(89.9) 1,611 1,315

610
(46.4)

2006 4,318 3,367 2,978
(88.4)

4,846 3,664 2,767
(75.5)

2,543 2,057 1,894
(92.0)

1,651 1,366 708
(51.8)

2007 6,941 5,080
4,135
(81.4) 5,593 3,893

2,882
(74.0) 2,449 1,908

1,669
(87.5) 1,606 1,258

778
(61.8)

2008 8,334 6,105
4,348
(71.2)

6,281 4,480
3,221
(72.0)

2,292 1,702
1,498
(88.0)

1,505 1,214
679

(55.9)

2009 10,916 7,541 5,570
(73.9)

8,872 6,367 4,766
(74.9)

3,528 2,641 2,072
(78.5)

1,725 1,345 541
(40.2)

2010 12,050 8,472
5,708
(67.4)

10,495 7,457
4,878
(65.4)

4,057 2,858
2,064
(72.2)

1,905 1,450
742

(51.2)

2011 15,878 11,448 8,516
(74.4)

12,904 9,549 6,410
(67.1)

4,759 3,342 2,769
(82.9)

2,012 1,553 787
(50.7)

2012 17,835 13,055
9,684
(74.2) 13,517 10,135

7,394
(73) 4,842 3,454

2,630
(76.1) 2,282 1,760

950
(54)

계 172,343 120,853
77,835
(69.35)

106,068 78,161
53,175
(67.95)

56,188 43,223
33,615
(77.28)

46,177 37,535
14,384
(48.28)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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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습  심 연

  도   내  

1 경 1992

  독

 취득과  참여 에  

연

독  습  동 , 만 도, 

에  사

2 주 숙 1995

독  통  취득과  수

강 에  사 연 ; 

여  평생 원  심 로

독  습  참여동 , 만 도, 

습 애    에  

사

3 진 2009

평생 원 독

과 에  수강  식 

사 연

독  습  참여동 , 식, 만

도에  사

* 독  도 심 연

  도   내  

1 신 규 2002
독 에  취득 도  

운 에  연

 통계 료  탕 로 개 안  

시  연

2
순 

2002
독   통

안 연

도 운  과  도  동시에 

는 습  상 로 실태  

사

3 난 2007

 독  비

  통 운 안에 

 연

문헌 연 ,  도운  업무 담당

 담,  통계  여  

도  비  

4 재력 2008
 독  비

연

 도  습  비 고  도

 문  개  시  연

5
 

2009

공 야 신   재 개

 심 로  독  

 안

독  취득 들과 비  습  

집단 로  문  재 생들, 그리고 

련 문가들  상 로 사

4)독학학 제 련 선행연구

독학학 제 련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하나는 학

부설 평생교육기 에서 제공하는 독학학 취득과정에 등록한 학습자를

심으로 한 연구고,다른 하나는 독학학 제도에 한 연구다.<표 9>는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다.

<표 9>독학학 제 련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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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설기 을 통해 독학학 취득을 목 으로 한 성인학습자에 한

최 의 연구는 정혜경(1992)의 ‘학부설 교육기 의 독학학 취득과정 참

여자에 한 조사’다.정혜경은 학부설기 에서 개설한 독학학 취득과

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그들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인식에 하

여 연구하 다.연구 결과 독학학 과정 학습자들의 참여동기는 ‘공부에

한 즐거움(50.5%)’이 가장 많았고,‘사회 인정을 받기 함(20.6%)’과

‘정규 학에 입학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12.6%)’의 순서로 나타났다.그

리고 ‘독학학 과정을 계속하겠다’는 응답(36.0%)보다 ‘정규 학에 편입하

겠다(62.6%)’는 의견이 더 많았다.많은 학습자들이 정규 학의 편입을 원

하고 있지만,상당 비율이 독학학 취득과정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것은

독학학 제가 나름 로의 장 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 과정 의

장애로는 ‘공부 시간의 부족(68.3%)’,‘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와 사람이

없는 것(11.2%)’,‘능력이나 자신감 부족(7.9%)’순으로 나타났다.공부시간

이 부족한 것은 성인학습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해서 나타나는 장애요인

이지만,모르는 것이 있을 때 공부에 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것은 제도

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독학학 제의 개선 으로 ‘평가방법의 다

양화(42.1%)’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시험 횟수의 확

(22.9%)’,‘응시자격과 선발제도의 개선(19.6%)’,‘응시의 편의(14.0%)’순으

로 나타났다.

주 숙의 연구(1995)는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독학학 과정의 수강생

에 한 것이다.연구 결과 독학학 취득 후 기 하는 바는 여성은 30.5%

가 ‘학사편입을 기 한다’고 응답한 반면,남성은 9%만이 학사편입을 기

하며 71.2%가 ‘학원 진학을 기 한다’고 응답하 다.독학학 제에 한

개선 으로는 남녀모두 ‘공의 확 (남성 40.3%,여성 39.9%)’라는 응답비

율이 가장 높았다.1)

비교 최근 수행된 김 진(2009)의 연구는 학부설의 평생교육원에서

1) 주 숙(1995)연구 당시에는 6개의 공분야(국어국문학, 어 문학,경 학,법학,수

학,가정학)가 개설되었지만,2013년 재는 국어국문학, 어 문학,경 학,법학,행정

학,유아교육학,가정학,컴퓨터과학,간호학,정보통신학 10개의 공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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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 과정 수강자들을 상으로 독학학 제에 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을 제안한 연구다.학 를 취득하려는 동기는 ‘자아

실 공부의 즐거움’이 37.2%로 가장 높았고,‘학 를 요시하는 분

기’가 27.3%,‘학원 진학’이 15.8%로 나타났다.특히 독학으로 학 를 취

득하려는 이유에 하여 ‘단기간의 학 취득’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독학학 제도의 사회 평가에 한 질문에서 반 이상(56.2%)이 ‘4

년제 학 졸업과는 동등한 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하 고,이에

한 조치로는 일정학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학총장 명의로 학 를 수여

(41.0%)’하도록 하는 것과 ‘정부차원의 극 홍보(2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독학학 제도에 한 연구는 ‘독학에 의한 학 취득제도의 운 에 한

연구’(신 규,2002)가 있다.연구 결과 독학학 제의 사회 공신력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운 면에서 철 한 질 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분야

를 다양화하고 교과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 다. 한 독학자 학습지

원을 해 정보와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응시기회의 확

를 해 방송 시험과 연계하도록 해야한다고 하 다.

독학학 제와 유사한 목 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 은행제를 이와 통합

하여 운 하자는 연구들도 있다.백은순 외(2002)는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를 운 하는 기 과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학습자들을 상으로

연구하 다.연구 결과 두 제도의 분리 운 으로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

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와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

하 다. 한 독학학 제의 문제는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이라 하 다.연

도 별로 합격률의 편차가 심하고,독학학 제로 학 를 취득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박난서(2007)는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를 비교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연구 결과 독학학 제와 학

은행제의 공통 은 표 인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이며,이를 이용하는 학

습자들은 빠르고 쉽게 학 를 취득한 후 학 는 학원에 입학하기

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이와 같이 독학학 제가 학 은행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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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도 있지만 학 인정 시험면제 기 이 서로 상이하며,학습방

법의 차이 등이 있다고 하 다.따라서 백은순 외(2002)와 박난서(2007)는

독학학 제와 학 은행제 간의 호환성을 좀 더 효율 으로 확보하여 평생

교육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 비교 연구’(이재력,2008)는 학 은행제와 독

학학 제 각각의 학습자를 비교한 연구다.학 은행제 학습자는 인 네트

워크(주변인)를 이용하여 비교 단기간에 학 취득 후 계속학습을 추구하

는 반면에 독학학 제 학습자는 본인의 학비 부담으로 학 취득 소요기간

을 다소 길게 상하고 있으며,학 취득 후 취업에 더 많은 심을 갖는

다고 하 다.제도에 한 인식은 학 은행제 학습자가 제도에 해 정

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독학학 제 학습자는 제도에 해 부정 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 은행제 학습자는 인 계와 다양한 능

력을 시하는 계지향 이며,독학학 제 학습자는 자기주도 이면서 폐

쇄지향 인 것으로 나타났다.학 은행제와 독학학 제의 통합 가능성에

하여 학 은행제 학습자는 독학학 제 학습자들에게 개방 태도를 보이

지만,독학학 제 학습자는 유사한 목 으로 참여하는 학 은행제 학습자

에게 조차도 폐쇄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재력

(2008)은 두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문제 을 상호 보완 혹은 개선을

한 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독학학 제의 문제 하나로 지 되는 공분야의 한정과 교재의 미

비에 하여 ‘공분야 신설 교재 개발을 심으로 한 독학학 제 활성

화 방안’(성기선 외,2009)이라는 연구가 있다.이 연구는 독학학 취득자

들과 비 인 학습자 집단으로서 문 재학생들,그리고 련 문가들

을 상으로 조사하 다.독학학 제를 이용한 졸업생들을 상으로 한 결

과 독학학 제 선택 동기는 ‘학원 진학을 한 목 ’이 40.1%로 가장 많

았으며,‘재 하는 일의 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한 목 ’이 그 다음으

로 19.7%를 차지하 다.그리고 이들의 주된 학습방법은 ‘주로 혼자서 공

부’가 76.4%로 혼자서 교재,참고서,문제집을 활용하여 공부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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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은 4.9%며,스터디 그룹을 한다는 비율은 1.6%

로 나타났다. 한 독학학 취득자들은 시험 련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

제며, 공분야 개설의 필요성에 해 심리/상담학,사회복지학 그리고 교

육학이 필요하다고 하 다. 문 재학생들을 상으로는 독학학 제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16.4%에 불과하 지만,독학학 제에 해서

는 정 인 반응(49.2%)을 보 다.이는 독학학 제를 극 인 홍보를

통해 알린다면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이

다. 문가 상으로는 공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8%,교재 개발

에 해 필요성이 77.1%로 나타났다. 한 독학학 제의 발 을 해서는

‘련된 평생교육제도와의 통합 운 ’이 64.6%,‘확 강화’가 21.1%로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이 독학학 제 련 선행연구들은 학부설 기 의 독학학

과정에 있는 학습자를 상으로 한 연구이거나,제도의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즉 학부설 기 외에 스스로 시험을

비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한 질 연구는 무하다.제도가 운

되는 상황과 문제 을 악하고 개선하려는 시도와 함께 제도의 주체자

인 학습자들이 독학학 취득을 해 어떻게 비하고 있는지 학습의 과정

을 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특히 독학학 제가 자기주도학습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학습기회를 부여하여 자아실 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기에

이들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요하다.

2.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론은 성인들이 수행하는 학습은 아동과는 질 으로 다르다

는 인식 하에 성인학습을 설명하기 해 생겨난 이론이다.이에 한 논의

와 연구는 1970년 에 북미를 심으로 시작되어 다양하게 개되어왔다.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Learning)에 한 용어도 학자의 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컨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Learning)은 “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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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self-planned)학습,자기주도(self-directed)학습,자기교수(self-teaching)학습,

자기개인(self-individual)학습, 자기교육(self-education)학습, 자기배양

(self-culture)학습,자학학습(self-independent)”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김

수일,1990;주 숙,1995재인용).이 장에서는 자기주도학습에 한 정의

와 자기주도학습자의 특징,자기주도학습의 모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자기주도학습의 정의

자기주도학습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은 고 부터 이미

그 논의가 존재했었다. 컨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

로 이치를 깨우치도록 이끌었다.이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에 향

을 주어 ‘독학’이라는 의미로 이어졌다.성인학습자의 주체성에 한 논의

가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1961년 미국의 성인교육학자인 Houle이 『The

InquiringMind』라는 서를 출간하면서부터다.Houle은 자기주도학습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성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주도 인 모습을 부각시켰다.이후 자기주도학습은

Houle의 제자 던 Tough(1979)에 의해 본격화되었다.Tough(1979)는 교사

의 도움 없이 학교 밖에서 성인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여 수행하는 과정

에 주목하 다.그는 이러한 학습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형태와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해 ‘학습 로젝트(learningproject)’혹

은 ‘자기계획학습(self-plannedlearning)’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 다.

Tough(1979)의 연구를 넘어 자기주도학습에 해 개념 토 를 확장시

킨 것은 Knowles(1975)다.Knowles(1975)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비되는 성인의 학습인 안드라고지(Andragogy)를 설명하기 해 성인학

습자에 한 가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첫째,성인학습자는 의존 인

성향에서 자기주도 인 성향의 존재로 자아개념이 환되어간다.둘째,성

인학습자의 경험은 학습의 원천이 된다.셋째,성인학습자는 사회에서 필요

한 과업으로부터 학습에 한 비성을 기른다.넷째,성인학습자는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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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로 실에 용하려 하며,주제 심(subject-centered)보다는 문

제 심(problem-centered)으로 학습한다.다섯째,성인학습자는 외재 동

기보다는 내재 동기에 의해 학습한다.

이와 같은 성인학습자에 한 기본 가정을 토 로 Knowles(1975:18)는

자기주도학습을 “타인의 조력 여부와 계없이,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학습 목표를 설정하고,학습에 필요한 인 ·물 자

원을 확보하고,자신에게 맞는 학습 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며,자신이 성

취한 학습 결과를 평가할 때 주도권을 갖고 평가하는 과정”이라 정의하

다.특히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계없이’라는 규정은 자기주도학습을 교

사 없이 학습자 단독으로 학습하는 차원을 넘어서,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수행하는 학습자의 주도 행 를 포 하기에 자기주도학습의 의미를 확장

시켰다고 볼 수 있다(배 주,2003).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을 설명하기 해 이를 ‘교사주도학습

(teacher-directedlearning)’과 비교했다.Knowles에 의하면 교사주도학습

은 학습자가 교사 혹은 타인에게 의지하여 그들이 이끄는 로 학습함을

의미한다.학습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학습자가 아닌 교사가 결정하며

학습자는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이에 비하여 자기주도학습은 교사 혹

은 타인의 여부와는 상 없이 학습자 스스로가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즉 학습 과정에 한 결정권과 통제

권을 타자가 갖는지,학습자가 갖는지에 따라서 교사주도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이 구분된다고 보았다.<표 10>은 교사주도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비

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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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교사주도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의 비교

항목 ․ 요소 교사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가

정

학습자 개념
의존 개인성

(Dependentpersonality)

자기주도 유기체

(Increasingly

self-directedorganism)

학습자 경험의 역할

학습자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기

(To be builtin more

thanused)

풍부한 학습의 자원

(A rich resource for

learning)

학 습 비 도

성숙 수 에 의한 변화

(Varies with levels of

maturation)

삶의 과업,문제에서 발

달

(Develops from life

tasksandproblems)

학 습 지 향 성 교과내용 심 과업 혹은 문제 심

동기 외 보상과 벌 내 자극,호기심

과

정

요

소

학습분 기
형식 ·권 지향

경쟁 · 단

비형식 ·상호존

력 ·지지

계 획 주로 교사에 의해 참여 의사결정에 의해

학습요구 진단 주로 교사에 의해 상호평가에 의해

목 표 설 정 주로 교사에 의해 상호 상에 의해

학습계획의 설계
교과내용 단 , 교수요

목,논리 계열

학습 로젝트, 독립

연구,경험 기술

학 습 활 동
달기술,할당된 것 읽

기

탐구 로젝트,학습계약,

비도에 따른 계열

평 가 주로 교사에 의해
자신이 수집한 증거에

한 상호평가

(출처:Kowles,1975:60)

하지만 Knowles의 논의를 포함하여 기의 자기주도학습론은 학습의

방법 이고 기술 인 차원에만 집 하 다는 지 이 일었다.따라서 자기

주도학습론은 학습자를 둘러싼 맥락과 인지 측면,동기 측면 등을 포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Brookfield, 1986; Candy, 1991;

Caffarella& O'Donnell,1987;Long,1992;Garriso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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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Brookfield(1984)는 그간의 자기주도학습론이 사회 인 맥락을 무

시해 왔다며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의 요성을 강조했다.따라서 그는 학

습자간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동료학습자간 상호작용을 부각시켰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는 자기주도학습을 혼자서 학습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

가 스스로 학습 과정과 학습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 이라 하 다

(Brookfield,1984:69).

Spear와 Mocker(1984)도 학습자의 환경을 시했다.이들은 사회 이고

물리 인 학습자의 삶의 공간은 이들의 인지와 행 에 향을 주기에 요

하다고 하 다.따라서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을 왜 하는지는 사회 인 맥

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은

자기주도학습을 “미리 계획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제한

된 안책들을 선택,구성하며 상황을 조직(Organizingcircumstance)하는

것”이라 하 다(Spear& Mocker,1984:4).

Caffarella와 O'Donnell(1987)은 자기주도학습은 고립 인 상태에서 이루

어지는 개인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개인교사,지도자,동료,교

재,교육기 등 매우 다양한 유기 이고 체계 인 도움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체의 계획,실행 평가 등에 책임

을 지는 학습이라 하 다.그리고 Long(1992:12)은 자기주도학습을 “학습

자가 타인의 지도를 받는지의 여부에 계없이 학습자 스스로 통제와 리

를 하며 학습에 임하고,집 하며,의문을 제기하고 비교하며 조하는 등

일련의 메타인지 (meta-cognitive)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정의하

다.Garrison(1997:18)은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가 학습 결과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형성하고 구성하도록 개인 책임을 지며 타인들과 동

으로 인지 통제를 하고, 리하는 맥락 과정”이라 정의하며 자기주

도학습의 기법 차원을 넘어 인지 차원도 포함하 다.<표 11>은 자기

주도학습의 개념을 정리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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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자기주도학습에 한 학자들의 정의

연구자 년도 자기주도학습 개념에 한 정의 특징

Knowles 1975

타인의 조력 여부와 계없이,학습자가 스스

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학습 목표를

설정하고,학습에 필요한 인 ,물 자원을

확보하고,자신에게 맞는 학습 략을 선택하

여 실행하고,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평가

할 때도 주도권을 갖고 평가하는 과정

일련의

차 제시

Tough 1979
학습 과정에 한 계획과 방향에 있어서 학습

자가 책임을 지는 것

학습자

개인에

Brookfield1986
사회 인 맥락 속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과정과 학습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

사회 향

주목

Spear&

Mocker
1984

미리 계획하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안책들을 선택,구성하며 상황

을 조직(Organizingcircumstance)하는 것

학습자 환경

시

Caffarella

&

O'Donnell

1987

독립 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학습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개인교사,지도자,동

료,교재,교육기 등 매우 다양한 조자들의

유기 이고 체계 인 도움 하에 이루어지는 것

상호작용

시

Long 1992

학습자가 타인의 지도를 받는지의 여부에 계

없이 학습자 스스로 통제와 리에 의하여 학

습에 임하고,집 하며,의문을 제기하고 비교

하며 조하는 일련의 메타인지

(meta-cognitive)행동을 수행하는 과정

메타인지

행동 시

Garrison 1997

학습자가 학습 결과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도

록 형성하고 구성도록 개인 책임을 지며 타인

들과 동 으로 인지 통제를 하고, 리하는

맥락 과정

인지 차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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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자기주도학습의 정의를 정리해보면,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맥락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학습

목표를 설정하고,학습자원을 선택하여 학습활동을 수행,평가해 나가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2)자기주도학습자의 특성

자기주도학습과 련하여 자기주도학습자의 특성 즉,자기주도학습자의

능력이나 태도에 한 연구(Guglielmino,1977;Oddi,1986;Candy,1991)가

있다.이 연구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는 능력 태도라 일컬

어지는 ‘자기주도성(self-directedness)’을 규명하고자 했다.

Guglielmino(1977)는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지닌 태도,가치,능력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고 보았다.이와 련된 개인의 특성을 8가지로 제시

하 는데,① 새로운 학습 기회에 한 개방성,② 효율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③ 학습에 한 주도성과 독립심,④ 학습에 한 책임감,⑤

학습에 한 열정,⑥ 미래지향성,⑦ 창의성,⑧ 기본학습기능과 문제해

결능력이 바로 그것이다.Guglielmino는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 학습

비도 척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Scale,SDLRS)를 개발하

다.SDLRS는 자기주도학습 연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양 측정 도구

다(Merriam & Caffarella& Baumgartner,2007).

Oddi(1986)는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자 특성과의 계를 규명하고자 태도

변인에 따른 학습자 유형을 구분하 다.그가 제시한 태도변인은 학습에

한 ‘능동 욕구 반응 욕구(Proactive Drive versus Reactive

Drive)’, ‘인지 개방성 방어성(Cognitive Openness versus

Defensiveness)’,‘학습에 한 열의 무 심․ 오(Commitment to

LearningversusApathyorAversiontoLearning)’의 3가지 차원이다.‘능

동 욕구 반응 욕구(ProactiveDriveversusReactiveDrive)’는 외

부의 강제없이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데 주목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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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욕구를 지닌 학습자는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높은 목표

를 향해 학습활동을 스스로 지속한다.‘인지 개방성 방어성(Cognitive

OpennessversusDefensiveness)’은 변화에 한 개방 인 태도의 정도를

말한다.인지 으로 개방 인 학습자는 변화에 응하는 능력이 있으며 새

로운 생각과 활동에 열린 태도로 한다.‘학습에 한 열의 무 심․

오(CommitmenttoLearningversusApathyorAversiontoLearning)’는

학습을 즐기는 태도를 말하는데,열의가 있는 학습자는 다양한 종류의 학

습활동을 즐긴다.Oddi(1986)가 제시한 학습자 특성을 종합해 보자면 자기

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 수 에 따라,인지 으로 개방 인지 방

어 인지에 따라,그리고 학습에 한 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다.따라서 Oddi(1986)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자기 만족과 자기 존 등

이 성장하며 이는 학습을 지속하게 한다고 보고 계속학습척도(Oddi

ContinuingLearningInventory)를 개발하 다.

Candy(1991)는 자기주도성을 성인학습의 이론과 실제에서 가장 핵심에

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학습자

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개인 자율성(personalautonomy)’,학습자가 스스

로 학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리하는 ‘자기 리

(self-management)’,학습자가 학습에의 주도권을 갖고 통제하는 ‘학습자

통제(learner-control)’,사회 환경에서 개인 이고 비제도 인 학습기회를

추구하는 ‘독학(autodidaxy)’이다.그는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후천 으로 개

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 까지 살펴본 자기주도학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공통 을 찾을 수 있다.첫째는 개방성이다.도 에 한 개방성,인지

개방성,학습의 기회를 추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이는 학습에 어

려움이 생겨도 어느정도 즐길 수 있는 경향,흥미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변화에 한 응력을 말한다.둘째,학습자가 자신

에 하여 갖는 정 자아개념이다.효율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학습

자로서의 자기확신,자기수용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셋째,외재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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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수행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즉,내재 동기에 의해 학습한다는 이

다.Guglielmino(1977)가 제시한 학습에 한 열정과 Oddi(1986)가 제시한

능동 욕구가 여기에 해당한다.넷째,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아

이디어로 해결하려는 창의성이다.이는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 시도와 다

양한 근 능력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 하며 스스로

통제하고 충동 이지 않고 자발 으로 행동하는 독립성이다.독립성은 자

율성과 통제의 개념과도 유사한데,통제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치있

는 것들을 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Guglielmino(1977)가 제시한 주도성과 독립심,Candy(1991)가 제시한 개인

자율성과 학습자 통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성에 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기주도학습자란 내재 동기,

개방성,독립성 등을 지니고 있는 학습자를 의미하며,자기주도학습이란 이

러한 인성 특성이 발휘되며 길러지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성에 한 연구들은 타당성과 련하여 문제

(Guglielmino,1989;Long,1989)가 제기되고 있다(배 주,2005).자기주도

성과 련된 척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성공 인 자기주도학습

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능력들이 어떠

한 장면에서 어떻게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하는지 밝히는 작업들이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에 한 연구들이 지 을 받기도 하지만 학습자

를 주체 인 존재로 제하 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배 주(2003)는

자기주도학습론이 학습자의 능동성에 주목했다는 에서 인식론 토 로

구성주의를 제시했다.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통 인 교육에서는 객 인 지식이 존재하고 이를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달하고 학습자는 이를 수용하는 존재로 상정했다.

하지만 구성주의 입장에 의하면 객 인 지식의 존재는 부정되고 학습자

각자의 경험에 따른 주 인 지식이 구성된다.학습자는 지식을 그 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구성하는 존재인 것이다.이러한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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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지식을 세계에 하여 있는 그 로의 객 실체로 보지 않는다.

즉,지식은 주체가 구성하는 산물이며,각 주체마다 다르게 구성한다.주체

는 외부에서 주어진 지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자신에게

의미가 있도록 주체 으로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둘째,구성주의는 지식이

보편 으로 어디서나 타당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 이고 맥락 인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황윤한, 2003; Lave & Wenger, 1991; von

Glasersfeld,1995;배 주,2003재인용).주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향을 받으며,이러한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구성하는 지식은 주체마다 다

를 수밖에 없다. 인 진리(Truth)는 존재하지 않으며,상황에 따라 가

변 인 진리(truth)만이 존재하는 것이다.따라서 주체는 어떠한 지식이든

비 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구성

주의는 주체가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를 요하게 본다.지식의 의미

가 먼 확립되고 주체는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

성의 주체는 자신이 면하는 지식의 성격과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

성해 나가는 것이다.

에서 보듯이 구성주의는 학습자를 능동 주체로 보고 이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시한다.자기주도학습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를 주

체 인 존재로 악한다는 에서 구성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

다.

3)자기주도학습의 모형

자기주도학습의 모형은 크게 세 가지의 모형 즉,선형 모형과 상호작용

모형,교수방법 모형으로 나 수 있다.선형 모형을 제시한 표 인 학자

로는 Tough(1979)와 Knowles(1975)가 있다.

먼 Tough(1979)는 캐나다 성인을 상으로 ‘학습 로젝트(learning

project)’연구를 시행했다.그는 학습 로젝트에 하여 “특정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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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얻고 유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매우 의도 노

력이며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기 해서는 학습하는 시간이 최소한 7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Tough,1979:6).최소한 7시간이라는 것은 6개월의

기간 안에 일어나야 하는 기 시간이다. 한 모든 학습 로젝트는 3∼4

개 이상의 에피소드(episode)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는데,에피소드는 약

30분에서 60분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단 를 말한다.연구 결과 모든

학습 로젝트의 70%가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발견

하고, 학습 로젝트를 수행하는 성인학습자의 ‘자기-계획 학습

(self-plannedlearning)’의 과정 차를 13단계로 제시하 다.① 학습할

지식 혹은 기술을 결정하기,② 학습을 한 활동,재료,자원,도구를 결정

하기,③ 학습할 공간 결정하기,④ 구체 인 학습 도달 시기와 간 목표

정하기,⑤ 학습의 시기 결정하기,⑥ 학습의 속도 결정하기,⑦ 재의 단

계나 과정을 평가하기,⑧ 학습의 방해요인과 부족한 들을 탐색하기,⑨

합한 자원이나 도구를 획득하기,⑩ 학습을 한 물리 조건 비하기,

⑪ 학습을 한 비용을 확보하기,⑫ 학습 시간을 모색하기,⑬ 학습 동기

를 고양시키기가 그것이다.

특히 Tough(1979)는 성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의 변화를 구

했다.즉 교육자들이 성인학습자들에게 내용을 가르치는 임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

이다.여기서 자기주도학습이 교육자를 완 히 배제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통 인 교육자와 자기주도학습에서 제하는 교육자와의 차이

을 알 수 있다.즉 자기주도학습에서의 교육자는 학습할 내용을 정하여

달해주던 기존의 권 인 교육자의 치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이

끌어 갈 수 있도록 조력자, 진자의 치로 바 는 것이다.이것은 교육자

의 상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달라진 것일 뿐이다.Knowles도 교육자는

교수자가 아닌 진자(facilitator)로서 성인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도록 안

내해야 한다고 하 다.자기주도학습론에서 교육자를 진자로 상정한 것

은 타인의 진 인 도움만으로도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 으로 이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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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며,더 나아가 타인의 간섭과 통제가 배제된 환경

이 자기주도학습을 더욱 진한다는 기본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자기주도학습의 토 를 마련한 Knowles(1975)도 자기주도학습의 과정

인 단계를 제시했다.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학습자와 교사를

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이는 학습 목표를 학습자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실천 가이드다.그는 자기주도학습의 단계를 제시하며 자기

주도학습을 한 학습의 도구와 진자의 역할 등을 서술하 다.

Knowels(1975)가 제시한 자기주도학습의 단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

다.1단계는 학습욕구를 진단하는 단계로,학습자들이 구체 으로 어떤 학

습을 얼마나 하고싶어 하는지 진단하는 단계다.학습자가 스스로 진단한

욕구는 외부 으로 진단된 욕구보다 학습을 하는데 더 큰 동기로 작용한

다. 한 자신이 재 자기주도학습을 하는데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

며 앞으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하여도 진단할 것을 요구한다.1단

계에서 역량을 진단한 것은 마지막 단계의 학습 평가와도 연 되어 이를

평가한다.

2단계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학습자들이 구체 이고 명시 인

목표를 서술하도록 하는 단계다.여기서 Knowles(1975)는 Taba(1962)의

목표분류학을 인용하여 자기주도학습의 목표진술 형식은 내용과 행동이 포

함되어야 한다고 하 다.여기서의 행동은 ‘종착 행동’으로 서술해야 하

는데,‘종착 행동’은 학습이 끝났을 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한

목표는 지식,이해,기술,태도,가치를 포함하여 서술해야 한다고 하 다.

3단계는 학습을 계획하는 단계다.Knowles(1975)는 학습을 계획하기

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학습계약서’를 제시

했다.이는 자기주도학습을 진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학습자가 스

스로 목표를 세우고 학습 내용과 방법 등을 교사와 상하거나 스스로 검

토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형태다.Knowles가 제시한 학습계약서의 기본

인 양식에는 학습 목 ,학습자원과 략,성취 증거,학습 증명이 포함

되어 있다.그는 학습계약서를 학습자 스스로 체결할 것을 권한다.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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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체결함으로써 학습을 구체 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어느

지 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는 자기주도학습자

가 될 수 있도록 이끈다.

4단계는 구체 으로 학습을 실행하는 단계로 학습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가장 합한 학습 략을 택하여 실행해 나간다.학

습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

악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학습

략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해 스스로 어려운 들을 해소해

나가는 학습활동이기에 학습자의 주도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그는 학습

도구로서 목표의 종류에 따른 한 학습 방법을 시로 제시하 다.즉

목표의 종류를 지식,이해,기술,태도,가치로 나 고 이를 각각 성취하기

한 합한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 5단계는 학습욕구와 목표에 맞춰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단계다.

Knowles는 평가 워크시트를 제시하기도 하 는데 학습자로 하여 스스로

여러 가지 평가기법들과 친숙해지도록 하여 목표나 상황에 따라 한 평

가를 할 수 있도록 하 다.여기서 평가는 단순히 학습의 성과를 측정한다

는 의미보다는 평가를 다시 이후의 자기주도학습에 반 하여 학습 과정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Tough(1979)와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의 과정 차를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하지만 학습자는 진공 상태에서 오로지 독자

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의 향을 받는다.학습은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 향을 주고받지만 Tough와 Knowles는 이를 충분히 반

하지 못했다.

한 Knowles의 자기주도학습 모형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를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측면에 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학습자가 방법 으로 어떻게 효율 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을 두었기 때문이다.즉 학습자의 주도성의 범 를 심각하게

따지기 보다는 학습의 방법 차원에 한 결정과 선택을 교사 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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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정민승,2011).

이러한 비 이 제기되면서 자기주도학습은 선형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는 주장(Garrison,1997)이 생겨났

다.이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의 두 번째 모형인 상호작용 모형(interactive

model)이 생겨났다.

자기주도학습의 상호작용 모형은 표 으로 Garrison의 ‘종합 모형

(comprehensivemodel)’이 있다.그는 기존의 자기주도학습론을 수용하면

서도 인지 활동들을 부각시켜 학습의 과정을 강조하며 자기주도학습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 다.‘자기- 리(self-management)’,‘자기- 검

(self-monitoring)’,‘동기(motivation)’가 그것이다.세 가지의 차원은 서로

긴 하게 향을 미친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자기주도학습의 차원

(출처:Garrison,19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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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차원인 ‘자기- 리’는 학습과 련된 여러 가지 차들이나 활

동들을 통제해 나가는 것으로,학습을 수행할 때 학습자가 선택권과 결정

권을 행사하는 것이다.즉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 련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학습에 필요한 자원들을 조정하며 목표에 비추어 결과를 평가하

는 것이다. 한 이 게 학습을 리하는 것은 효능감,자원,독립성이라는

요소들의 조화에 달려있다.효능감은 학습자의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하고,

자원은 학습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독립성은 학습자의

선택과 결정을 의미한다.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조화에 따라 학습자 ‘자기

- 리’의 수 은 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인 ‘자기- 검’은 학습의 과정에서 구사하는 학습 략들을

검하고,이 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인지 이면

서도 학습을 성찰하는 메타인지 과정이다.이러한 ‘자기- 검’은 책임감

과 련되어 학습의 의미를 구성한다.즉 학습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

은 학습 과정을 스스로 검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해

새로운 략들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학습자는 학습의 과정에서

이 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통합되어 의미를 구성한다.Garrison(1997)은

‘자기주도학습자’는 ‘비 으로 생각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비 으로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을 시했다.

마지막으로 ‘동기’는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힘으로,참여 동기와 과제 동

기가 있다.참여 동기는 학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맥락 인 특성의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과제 동기는 학습활동을 지속하게

끔 하는 동기로,학습자의 의지가 핵심 이다.그는 이러한 동기가 있어야

만 ‘자기- 리’나 ‘자기- 검’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자기주도학습론이 학습 기법들에 을 맞추었다면

Garrison(1977)은 인지 인 특성과 심리 인 특성을 포함시켜 보다 종합

으로 자기주도학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세

차원 에서 주목하여 볼만한 차원은 ‘자기- 검’이다.이는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고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한다는 에서 메타학습과도 련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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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메타학습은 “어떠한 학습상황에서나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거나 처리하는 일”(Smith,1982)이며,자신의 학습에

한 “성찰의 과정”(Roth,1997)이다(이지혜,2000재인용).메타학습을 통

해 학습자는 학습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자신의 강약 을 분석하거나,

학습을 기획하고 운 하고 학습의 자원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일

에 능숙하게 된다(이지혜,2000).즉 학습자는 학습활동을 성찰하는 메타인

지를 하며 그 속에서 학습에 한 학습인 메타학습을 하는 것이다.

자기주도학습 모형을 제시한 국내의 연구로는 표 으로 학습활동 모형

(배 주,2005)이 있다.배 주(2005)는 자기주도학습 활동들의 계 양상을

‘입문’,‘반성’,‘메타학습’,‘자기평가’,‘동학습’으로 나눠 설명하 다.

첫 번째 활동인 ‘입문’은 학습자가 학습의 구체 인 사태로의 참여를 시

작하는 것이다.특히나 성인학습자는 삶 속에서 학습하거나 삶과 련된

학습을 하기에 학습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향을 고려하여 학습을 시작

한다.

두 번째 ‘반성’은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성인

학습자는 학습활동의 매순간마다 극 으로 자신의 학습에 하여 반성

으로 성찰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학습활동을 시행해 으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반성’은 학습이 본격 으로 시작되기 의 단계에서도 작동

하는데,학습자는 반성을 하며 무엇을,왜 학습하고,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하여 학습의 시작 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질

문한다.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을 자신의 삶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다.

세 번째로 ‘메타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활동에 해 성찰하면서 학

습의 능력을 습득하거나 자신이 재 수행하는 학습활동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통해 학습자는 효과 인 학습의 방법 측면을 넘어서 학습

자체에 한 포 인 이해와 체험을 형성하게 된다.네 번째 ‘자기평가’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해 반성 으로 성찰하며 학습활동을 개선해 나

가는 일종의 학습 략이다.학습자는 ‘자기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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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객 인 평가 못지않게 엄격하게 평가한다.이는 학습을 지

속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자기주도학습의 필수 인 활동

이다.다섯 번째 ‘동학습’은 교육 인 계를 학습자들 스스로가 형성하

고 학습자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개되는 모습이다. 동학

습은 학습자들간의 소통을 통해 자신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지식에 한 지

식,즉 메타지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로의 학습에 한 반성을 통해 메

타학습이 가능하다는 에서 요하다.〔그림 4〕는 배 주(2005)가 제시

한 자기주도학습 활동들의 계 양상이다.

〔그림 4〕 자기주도학습 활동들의 계 양상

(출처:배 주,20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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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 실선의 원은 순차 인 차원으로 표 된 것으로 학습설계,지도의

수용 등은 ‘입문’에 해당하고,반성 실행,문제 탐색 후 해결의 노력은

‘반성’에 해당한다.그리고 메타인지와 메타학습은 ‘메타학습’에 해당하며,

타자 평가를 수용하는 것과 자기평가는 ‘자기평가’에 해당한다.안 쪽의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동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하 활동들이다.안 쪽

의 원은 바깥 쪽 실선의 원에 해 편재 인 차원을 형성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에 꾸 히 향을 미친다.

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의 선형 모형과 상호작용 모형은 학습자가 수행

하는 학습의 차와 상호작용의 요소를 제시하 다.그러나 학습자의 자기

주도 수 에 따라 교수방법이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 하에 교수방

법 모형이 제시되었다. 표 으로 Grow(1991)의 ‘단계 자기주도학습

(StagedSelf-DirectedLearning:SSDL)’모형이 있다.

Grow(1991)는 학습자를 의존 학습자,흥미를 가진 학습자,참여 학

습자,자기주도학습자로 구분하 다.1단계는 의존 이며 자기주도성이 낮

은 학습자다.의존 인 학습자는 결함이 있는 학습자가 아니라 구든 새

로운 학습에 직면할 때는 일시 으로 의존 학습자가 될 수 있다.2단계

는 흥미를 가진 간 수 의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습자로서 동기부여가 되

어있고 자신감이 있지만 학습할 내용에 해서는 잘 모른다.3단계는 간

수 의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습자로 학습에 개입하는 학습자다.이 유형의

학습자는 기본 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할 비가 되어있고 좋은 안

내자가 있으면 특정한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4단계는

높은 수 의 자기주도성을 가진 자기주도 학습자로 타인의 도움이 없더라

도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자의 역할도 권 자,가이드, 진자, 임자로 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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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학습자의 수 별 자기주도학습 모형

(출처:Grow,1991;143)

〔그림 5〕에서 회색 부분을 제외한 흰색 부분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

습 장(learningfield)’으로서 각 단계별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

도록 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제시되어있다. 컨 ,S1의 의존 학습자에

게 교수자는 T1의 권 자나 문가,T2의 가이드나 동기부여자로서

수 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강의를 한다.S4의 자기주도 학습자에게 교수

자는 T3의 진자나 T4의 임자로서 독립 로젝트나 학생주도의 토

론을 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자기주도학습자의 특성에 한 연구와 자기주도학습의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모두 의의가 있다.자기주도학습자 특성에 한 연구는 자기주도학

습이 이루어지는 데 발휘되며 길러지는 인성 요소들을 제시하 다는 의

의가 있으며 자기주도학습의 모형은 학습 과정의 차와 요소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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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더 나아가 이 두가지 즉,자기주도학

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 상호작용 모두를 고려한 모형이 생겨났다.

표 으로 Brockett과 Hiemstra(1991)가 제시한 ‘개인 책임 지향 모형

(PersonalResponsibilityOrientationModel)’이 있다.〔그림 6〕은 이들이

제안한 ‘개인 책임 지향 모형’이다.

〔그림 6〕개인 책임 지향 모형

(출처:Brockett& Hiemstra,1991:25)

PRO모형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심에 있다.‘개인의 책임’은 학습자가

사고와 행동의 주인으로서,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의 과정에 을 둔 것으로 학습

자 외부 특성인 교수-학습 상호작용의 특성을 반 한 것이다.즉 여기에는

욕구진단,평가,학습자원,교수자의 역할,독학 등이 포함된다. 한 ‘학습

자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개인 특성을 말한다.이는 학습자 내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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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학습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학습에서의 자

기주도성’은 학습자 외부 특성과 내부 특성을 모두 반 한 차원이다.따라

서 PRO모형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개인의 책임’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과 ‘학습자 자기주도성’이 연결되며,두 역의 조화 정도에 따라 ‘학습에서

의 자기주도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요한 것은 바깥 부분을 둘러싼 원이다.이는 자기주도학

습이 사회 인 맥락 속에서 일어남을 표 한 것이다.즉 학습자가 자기주

도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 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인 차원의 요

성을 강조한 것이다.

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의 모형은 어느 부분을 으로 두었느냐에 따

라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었다.종합해 보자면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을 둘러싼 맥락 속에서 스스로 계획,수행,평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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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은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이를 해 연구자는 질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질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상황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행 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 맥락과 이 맥락이 행 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함”이다(Maxwell,2004:26). 한 질 연구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하

는 것인데(Merriam,1998),이는 질 연구가 최종 인 결과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기 함이다.즉 질 연구는 어떠한 상에

하여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수행하는 것이다(Cresswell,1998).따

라서 질 연구는 독학학 제 학습자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지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합하다.

이 장에서는 연구참여자 선정,자료수집,분석 해석,연구 윤리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1.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질 연구로 연구에 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의도 표본추

출을 하 다.이러한 의도 인 표본 추출은 깊이있는 연구를 한 기반을

마련해 다(Patton,2000).본 연구에서는 의도 표본추출을 함에 있어서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구체 으로 드

러내기 해 몇 가지 거를 정하 다.

첫째,독학사 시험을 4단계까지 비하고자 하는 자들과 이미 독학학

를 취득한 자들을 선정하고자 하 다. 학부설 교육기 의 독학학 취득

과정 참여자에 한 연구(정혜경,1992)에서 ‘정규 학에 편입하겠다

(62.6%)’는 의견이 ‘독학학 과정을 계속하겠다(36.0%)’는 의견보다 더 많

다고 하 다.이는 독학사 시험을 4단계까지 응시하는 자가 1단계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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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시하는 자들에 비해 크게는 5배까지 차이나는 이유에서도 볼 수 있

다.학 만을 취득하기 해 독학사 시험 주로 1단계와 2단계만 응시하

고 4단계까지는 응시하지 않는 것이다.이들은 학 은행제와 병행하며 학

을 취득하려는 목 이기에 독학학 제로 학 를 취득하려는 목 과는 다

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독학학 취득자와 4단계까지 시험

을 비하는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이들의 자기주도학

습 과정을 보다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독학학 제 학습자의 일반 특성을 반 하기 하여 학업을 주업

으로 하지 않는 자(92.3%)이면서 연령 가 많이 분포한 20～49세(92.6%)를

상자로 선정하고자 하 다.20 이하(0.2%)와 50세 이상(7.1%)은 비율

이 으며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인 성인의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외하 다.즉 직업과 연령을 비교 유사한 범 내로 제한함

으로써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

라 단하 다.

셋째,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포 으로 드러내기

해 동학습(일명 ‘학습 스터디’)을 하는 자들도 선정하고자 하 다.독학

사 시험을 비하는 방법으로 부분이 ‘혼자서 공부(88%)’하지만 ‘학습 스

터디(2%)’를 하는 경우도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독학

학 제 학습자가 학습 스터디를 구성한 것은 자신의 맥락 속에서 합한

학습활동을 모색한 것이다.즉 이는 독학학 제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하기

해 자신의 맥락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이다.이러한 학습 스터디의 과

정을 으로써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의 역동 인 모습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학학 제의 특성상 학습자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학습하

는 것이 아니기에 연구의 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그러던 독

학학 제 련 인터넷 카페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음을 발견하 는데,인터

넷 카페는 개인이 운 하는 카페도 있지만 사설 기 에서 운 하는 카페도

있었다.이러한 카페들에는 독학학 제 공별로 게시 이 개설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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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시험에 한 정보들은 물론 스터디 모집 고의 들도 있었다.

먼 연구자는 인터넷 카페에서 스터디를 모집한다는 을 쓴 사람들에

게 쪽지를 보내 연구 참여 여부를 타진했다.그러나 다수가 원이 모이

지 않아 스터디가 단된 상태 고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 모임에서

는 불편하다며 거 하 다.그 연구 기 단계에서 4명으로 구성된

문학 스터디(“김경환의 스터디 모임”)의 동의를 얻어 참여 찰을 할 수 있

었다.하지만 이후에 원들이 변경되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더

이상 참여 찰을 할 수 없었다.그러던 , 문학 스터디 원들 한 명

이 자신의 친오빠 스터디(“김민철의 스터디 모임”)를 추천해 주었고 이들

의 동의를 얻어 참여 찰을 하 다.

혼자서 시험을 비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독학학 제

련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 다.이들이 쓴 을

보며 의 거들을 충족시키는 학습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동의를 구하

다. 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독학학 검정센터에 의뢰하여 그 에서

본 연구 거의 범 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를 소개받기도 하 다.

2.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독학사 시험 비 스터디 모임의 참여 찰과 개

별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한 면담을 주된 방법으로 하 다.

이 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 등을 보조 으로 활용하 으며,독

학학 제 련 인터넷 카페에 주기 으로 방문하여 학습자들의 상황에

해 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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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참여 찰 내용 (분')

2012.3.4. 김경환의 스터디모임-19세기 미시 (180')

2012.4.24. 김민철의 스터디모임-회계원리 (90')

2012.5.11. 김민철의 스터디모임-경 정보론 (60')

2012.7.27. 김민철의 스터디모임-재무회계 (120')

2012.8.3. 김민철의 스터디모임-모의고사 풀이 (90')

1)참여 찰

참여 찰은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계에 비교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찰,기록,해석하는 것”이다(조용환,1999:117).즉

연구자가 “주의 깊게 찰하고,체계 으로 경험하고,의식 으로 상황의

많은 측면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다(Glense,2006:46).

연구자는 독학학 제 학습자들의 스터디 모임을 참여 찰하며 이들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악하고자 하 다.참여 찰은 면담을 실행하기

한 라포(rapport)를 형성해주기에 학 취득을 한 연구참여자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는 김경환의 문학 스터디 모임에 한차례 참여 찰 하 으나 도

에 원이 변경되어 참여 찰의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이후 김민철의

경 학 스터디 모임과 연결되어 동의를 구한 후 5차례 참여 찰을 하 다.

하지만 원들의 개인 사정들에 의해 스터디는 3단계 시험 후 단되어

더 이상의 참여 찰이 어려웠다.스터디의 모둠원 면담은 ‘조장’인 김경

환과 김민철을 상으로 하 다.참여 찰을 하는 도 에는 이들의 태도나

자세 등에 하여 필드 노트를 작성하 다.<표 12>는 참여 찰의 일정과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 12>참여 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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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담

면담은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다(seidman,1991:3).본 연구는 독학학 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면담을 하 다.즉 독학사 시험을 ‘어떻게’ 비하는지에 한

방법 측면을 넘어 학습자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왜 비하게 되었는지

를 이해하기 해서는 면담이 합하다.따라서 면담을 통해 이들의 맥락

을 살펴 으로써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독학학 제 스터디 모임에서의 연구참여자들과 그 외의 개별

연구참여자들을 면담하 다.스터디 모임에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스터디의 조장을 상으로는 따로 추

가 인 면담을 진행하 다.그 외 혼자서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연구참

여자들은 면담만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연구자는 풍성한 자료수집을

해 면담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리 몇가지의 질문들을 메일로 보냈다.하

지만 모든 질문들을 사 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모든 질문들을 연구참여자

들이 악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과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와의 라포형성을 하여 면담 기에는 열린 형태의 비구조

화된 면담을 실시했으며 이후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 질문을 구체화하 다.

질 연구를 수행하면서 질문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질문으로

체”되기도 한다(Glense,2006:68).따라서 면담은 연구자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질문 외에도 새로운 질문들과 구체 질문들로 진행하 다.

면담은 1회당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모두 기본 으로 한 차례의

면담을 하 으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의 면담을 더 진행하 다.면담은 연

구참여자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근방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연구자는

면담이 이루어지기 에 연구 내용과 면담 과정에 해 설명하 고,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한 연구의 동의서를 서명 받았다.

좋은 면담자는 면담을 하는 동안 잘 듣는 청취자(Cresswell,19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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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연구자의 자세는 연구참여자들이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하게

끔 이끈다.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말에 최 한 집 하여 듣기 해

노력하 다.

녹음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녹음 내용은 모두 사하

다.녹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한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최 한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풀어썼다.면담 진행 시 학습 교재,정리노트,오답노

트,계획표,스터디 자료,인터넷 등도 수집하 으며,추가로 궁 한 사

항들은 메일 혹은 화로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표 13>과 같다.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며,<표 13>에 제시된 이들의 연령과 직업은

당시의 상황을 반 한 것이다.

<표 13>연구참여자의 인 사항 면담 일시

 
 

 

별

연 

령
 공 직  업

스  

여

독  

취득 도

담

( ′)

1 고 남 28
컴퓨  

공

컴퓨

련 사
× 2013. 2.

2012. 6. 26.(90′)

2013. 5. 5. (90′)

2 경 남 23 어 문 어강사 ○ 2013. 2.
2012. 3. 4.(50′)

2012. 9. 11.(95′) 

3 미란 여 33 어 문 무직 × 2013. 2.
2012. 10. 2.(90′)

2012. 5. 2.(100′)

4 민철 남 27 경
평 ,주말 

알
○ 미 2012. 9. 8.(60′)

5 승우 남 30
컴퓨  

공
× 2011. 2.

2012. 9. 15.(100′)

2013. 5. 18.(60′)

6 보미 여 24 어 문 × 2011. 2. 2012. 9. 22.(80′)

7 미 여 25 간 간 사 × 2012. 2. 2012. 10. 9.(100′)

8 수 남 49 공무원 × 2012. 2. 2012. 10. 20.(70′)

9 철우 남 25 어 문 × 2012. 2. 2012. 9.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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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 해석

질 연구에서 분석은 “자료를 강화하고, 이고 해석하는 것으로,이는

자료에 내포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Merriam,1998:178).본 연구에

서는 먼 면담 자료와 참여 찰 자료의 코딩 작업을 하 다.코딩은 “연

구 목 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조각들을 분류하고 정의하고,이를 재정의

하고 재분류하는 반복된 진 과정”이다(Glesne,2006:135).

연구자는 면담 후 녹음 내용을 모두 사하 고, 사 후에는 내용을 다

시 읽으며 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구․문장을 표시하 다.표시한 부

분은 포스트잇에 어서 분류하 는데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

의 언어 체를 옮겨 었다. 한 구의 면담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밝히기 해 연구참여자들 각각에 숫자를 부여하여 구분하 다.구분된 코

드에 하여는 한 일에 정리해 두었다.

이러한 코딩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학습 동기’,‘학습 자료’,‘제도에

한 생각’,‘개인 략’,‘주변 사람들의 향’,‘학습에 한 생각’등의 코드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일부 내용이 여러 코드에 겹치기도 하 는데

원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어 첩되는 곳 모두에 분류해 두었다.

이러한 코딩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에 익숙해질 수 있었으며

각각의 조각들에 한 구성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잘 이해되지

않거나 새로이 궁 한 에 하여는 메모를 하여 추후의 자료수집에 참고

하 다.

코딩을 넘어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조직화하는 것이다(Cresswell,1998).

연구자는 코딩을 통해 발견한 코드 덩어리를 의미 단 끼리 묶어서 분류하

는 작업을 하 다.같은 분류로 묶인 의미단 에는 각각 제목을 붙 다.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잘 드러내기

하여 체계 으로 조직하도록 노력하 다.이를 통해 연구자는 ‘학습 계

획’,‘여러 학습자원의 동원’,‘선택’,‘조율’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이 상의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해석은 상의 의미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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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작업”이다(조용환,1997:62).연구자는 쓰는 간마다 잠정 인

해석을 하며 새로운 질문들을 메모하고 연구참여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잘 드러내기 해 노력하 다.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맥락과 이들이 수행

하는 학습활동 외에도,학습자가 생각하는 학습에 한 의미의 변화라는

역이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코딩을 통한 자료의 범주화와 새로운 구성을 수반하는 분석은 연구자가

자료수집 과정에서 얻은 발견들을 “성찰해보고,새로운 연결 을 찾고,새

로운 통찰을 얻고,최종 인 을 어떻게 쓸지를 상상하는 시간”이었다

(Glense,2006:137).연구자는 분석을 바탕으로 을 쓰기 시작하 는데,

을 쓰는 과정 에도 분석은 계속되었으며 각각의 발견들을 해석하고 재

배치하 다.이 과정을 연구참여자 검토의 방법으로 공유(Glense,2006:

152)하고자,일부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 혹은 추후의 면담을 통해 연구자

의 일부를 보여주며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이 타당한지를 검토받았다.

이를 통해 독학학 를 취득한 후의 활동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4.연구 윤리

면담은 직 으로 인간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 한 착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Glense,2006),이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평등한 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독학학 제 학습자들은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을 부끄러워하

거나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연구참여자의 직업 특성상 학력이 요하

게 작용하는 직업일 경우 신분이 드러난다면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구 윤리를

수하고자 하 다.

우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평등한 계를 유지하고자 연구자 스스

로를 낮추어 이들을 존 하 다.연구참여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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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 다.

한 연구자는 2012년 6월에 서울 학교 연구윤리 원회(IRB)에 심의를

신청하 다. 비 조사 단계에서 이미 한번 만난 연구참여자들에 하여는

심의서 란의 ‘ 여부’에 체크하여 심의를 받았다.연구참여자의 모집은

부분 인터넷의 독학학 제 련 카페를 통하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모집 도 심의를 받았다.심의의 결과는 8월 순에 발표되었

으며 이에 따라 본격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 모두에게 연구의 목 과 내용을 밝히고 연구참

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며,연구의 자료를 연구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

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연구참여자의 사생활과

신분을 보호하기 하여 연구에 등장하는 연구참여자는 모두 가명으로 처

리하 다. 한 참여 찰의 경우는 연구자가 스터디 모둠원들 모두의 동의

를 얻어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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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결과

1.연구참여자의 삶의 맥락

이 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맥락을 살펴보았다.삶의 맥락은 학사학

취득의 맥락과 독학학 제 선택의 맥락, 공 선택의 맥락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1)학사학 취득의 맥락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학습의 동기가 발되어 학사

학 를 취득하겠다고 결심하 다.이는 자신을 둘러싼 맥락 속에서 자신의

치를 직시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한 심사숙고 끝의 결정이었

다.여기서는 이들이 학사학 취득을 결심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았다.

(1)기회의 제한

연구참여자들은 학사학 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에 하여 공통 으로

한국의 학력·학벌주의 사회를 꼽았다.이들은 학력과 학벌을 증명하는 “

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상황을 하 고 “ 학 졸업장”이 없어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김미란은 이 의 직업에서는 학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다.하지만

직업을 환하려는 시도 에 학사학 가 없어서 기회가 제한되었고 선택

의 폭이 좁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제가 학 타이틀이 없어서 그게 막히더라구요.알아보기는 했는

데.거의 다 타이틀. 문 이상.뭐 그런 걸 요구하니까.나는 능력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그래서 내가 학을 가야겠구나 싶더라구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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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독학학 제 하기 의 일]할 때만 해도 학 가서 뭐해 내가 이

러면서 야심차게 안갔거든요.( 학교)원서를 하나도 안 넣었어요.어리

석은 짓이었죠...어디 한 군데를 갔어야 했는데.그러니까 학 졸업장이

라도 있으면 어디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어요.한국에서

는.내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건 아니고 이거 하나 있는건데.아 이래

서 가야되는구나 생각하고.갈껄...이러면서...(김미란)

이 수는 법원 공무원이다.공무원 생활 도 유학을 보내주는 로그램

이 있어 지원하고 싶었다.하지만 자격 요건이 “학사 이상”이었기에 학사

학 를 지니고 있지 않은 그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이에 학사학 를

취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회사에서 유학가는 게 있어요.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했어요.그런데 그때는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지만 유

학을 갈수가 있었어요.지 은 자격 요건이 없어졌어요.학력과 계없이

어학이 되면 보내주는데 그때는 학사 자격이 있어야 했어요.그래서 언

젠가는 해야되겠다.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이 수)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해서는 “

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따라서 이들은 외재 동기로

학사학 를 취득하고자 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4년제 학사학 가 없어서 직장에서 차별 우를 받기도

하 다. 컨 아무리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호 체제와 진 체제

는 학 의 유무로 결정되었다.호 과 연 기한이 달라 “상처”를 받고 억

울했다는 이미선과 고 ,진 할 때 학 에 따라 성 이 다르다는 데서

필요성을 느낀 박승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미선은 서울의 3년제 문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하고 있다.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3년제 문 학교를 나오든 4년제

학교를 나오든 일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그녀는

단지 3년제 문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4년제 학사학 를 소지한 자들

과는 다르게 호 이 책정된다는 것에 해 억울함을 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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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병원 같은 경우는..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내 수능 수로

는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 3년제를 갔어요.간호학과에 한 지식이 없이

지방 4년제는 당연히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한 거 요.그러고 나서 아무

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방 4년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거 요.그

러고 나왔어요.나왔더니...내가 지 호 체제에서 주니어 투(2) 요.신

규 간호사는 주니어 투(2)로 시작하거든요.1년 뒤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후배는 4년제를 나온 후배 요.근데 얘는 4년제 나왔다는 이유로 들어

오자마자 주니어 쓰리(3) 요.작년에 들어온 는 올해 주니어 쓰리(3)

가 거든요.그런데 얘는 이미 주니어 쓰리(3)인 거 요.되게 심한 박

탈감을 느끼죠..진짜 내가 학 선택을 뭘 얼마나 잘 못해서...단지 4년

제라는 이유로 얘를 주니어 쓰리(3)로 올려주나 싶기도 하고...(이미선)

4년제 학사학 가 없어 연 기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고

도 이미선과 동일하게 학사학 가 없는 것에 한 차별로 인해 이를 취득

하고자 결심하 다.고 은 서울에서 4년제 학교 컴퓨터학과를 다니다

가 컴퓨터 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자퇴를 했다.그러나 직장에서

‘학력란’에 “고졸”로 는 것에 한 아쉬움을 느 고 “연 기한”도 학사학

가 없어서 다르게 책정된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

박승우는 재 군인이다. 에는 컴퓨터 쪽의 회사를 다녔고 크게 학사

학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하지만 이후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해

군 에 갔고 직업군인이 성에 맞아 직업군인이 되었다.그러나 고졸인

그는 학사학 가 없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진

과 그가 원하는 교 을 하기 해서는 학사학 가 필요한 것이었다.

요즘에는 군 에서도 학력을 서.인사고과 수제로 되어있어서.

토익도 보고 그 다음에 학력도 문 ,학사,석사에 따라서 진 할 때

수가 달라요.(박승우)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사학 가 없어서 연 과 진 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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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태(2011)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학력과 학벌을 추구하는 이유는 학

력과 학벌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피하기 함이며 교육을 통한 실용

인 목 즉,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 부의 증 와 사회 지 향상을

기 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연구참여자들은 학력과 학벌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리고자 학사학 를 취득하겠다

고 결심한 것이다.

(2)개인 인 동기

연구참여자들은 사회 인 맥락 속에서 학사학 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지만 개인 인 경험에 의해 학사학 를 취득하기로 결심하기도 하 다.

즉 생애 발 인 사건에 의해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기 해서 학 를 취

득하고자 한 경우도 있고 이 의 성공경험이 학사학 를 취득하게끔 이끌

기도 하 다.

박승우는 결혼 후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속상”함을 느 다.

부모의 학력을 는 란이 있었는데 고졸인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다.그는 부인과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이는 학사

학 를 취득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학력이 없으니까 제일 아쉬웠던 것은 첫째 애기 출생신고 때 어요.

2009년도 4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2010년도 4월 달에 애가 태어났는

데 출생신고를 했어요.출생신고 제일 에 칸에 부모의 학력을 는 칸

이 있어요.난 몰랐죠.어떤 목 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어떤 통계나

이런거 통계자료를 만드는거 같기는 하더라고요.그런데 와이 랑 같이

가서 는데 이제 와이 가 먼 고 제가 었는데 와이 는 졸 쓰

는데 는 고졸쓰니까 그 에 그런 학에 해 꿇린다.내가 이런건 없

었는데 그때 처음..아 좀 속상하더라구요.그걸 계기로 어느 정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나름 로는..(박승우)

박승우는 생애 발 인 사건이 학습의 요 동인으로 작용(배을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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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78)한 것이다.이외에도 학습을 시작하도록 이끈 동기 에는 학습

에 한 성공경험이 있다.이 의 학습에 해 성공경험을 하면 이는 다

른 학습으로 이끄는 것이다.김미란의 경우가 표 이다.그녀는 우연히

“언니”권유로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도 하게 되었다.경쟁률이 높은 가운

데 그녀는 붙었고 이 자신의 “운”과는 달리 단번에 합격을 하게 되어 자

신감을 얻었다. 한 “도 하는 재미”도 생겨 다른 것에도 도 하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그 와 에 그녀는 “한국어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으며 이를 해 학사학 를 취득하겠다고 결심하 다.

언니가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안 해보냐고.나이가 있는데.지원서를

잘 써야 된 요.제가 나이로 마지막인데 한번 도 이나 해볼까.안되

면..안되면 안되는 거고..도 안하면 나 에 진짜 후회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한번에 합격한 거 요.그때 제가 2 까지 따고 1 시험

본 상태 어요.일본어는 일단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나

에 도 하는 재미가 있어서..그런데 만화할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뭐

해도 되게 이상할 정도로 탁탁 막혔거든요.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잘

되어서 이게 내 길인가보다.자신감도 생겨서 독학학 제도 도 하게

되었어요.(김미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맥락 속에서 외재 동기에 의해 학

취득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개인 인 동기로 학 취득을 결심하기도 하

다.학사학 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가 외 으로는 학 라는 증명서를 취

득하겠다는 ‘합리성’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들의 ‘감정’과

‘열정’과 같이 정의 인 요소들도 복합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독학학 제 선택의 맥락

연구참여자들은 학 를 취득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여러 가지 학사학

취득의 제도들을 탐색하 다.이들은 자신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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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독학학 제를 선택하 다.여기서는 이들의 독학학 제 선택의 맥락

을 살펴보았다.

(1)시․공간 측면의 고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맥락을 고려하여 학사학 를 취득하는 데 최

한 시간 ,공간 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제도를 원했다.이들이 처음에 학

사학 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들을 조사하니 학 은행제,시간제 강의,방

송통신 학교(이하 ‘방송 ’)가 있음을 발견하 다. 부분은 독학학 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 고,“우연히”독학학 제를 알게 되었다.이처럼

독학학 제를 “우연히”알게 되었다는 것은 독학학 제가 그만큼 사람들에

게 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정보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 한 정보를 수집하며 제

도를 탐색해 나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료수집을 통하여 학사학 를 취득하기 해 방송 나

사이버 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고 더 조사해보기 해 “검색검색 하

다가”독학학 제를 발견하 다.김미란과 윤보미,박승우,고 은 학

은행제에 한 정보를 알아보던 인터넷 사이트에 독학학 제가 “연결”

되어 있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 다.김민철과 김경환은 주변의 사람들로부

터 들었고,장철우는 서 에서 우연히 독학학 제에 한 책을 발견하여

알게 되었다.

처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 은행제가 제일 먼 에 띄더라구요.

그리고 방송통신 학 그 다음에 사이버 학 이 게.처음에는 3가지만

가지고 고민을 했죠.그런데 다 아쉬운 들이 하나씩 있더라구요.학

은행제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은근히.방송 도 4년의 시간이 필

요하고.돈은 생각보다 은데 결코 은 돈도 아니 요.사이버 학은

일반 학과 비슷한 수 이고 시간도 들고.그래도 자격증 몇 개 하고

하니까 학 은행제가 제일 좋더라구요.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우연히

독학학 제를 알게 되었어요.(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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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독학학 제를 “우연히”알게 되었지만 어떠한 제도인지

탐색하며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 다.연구참여자들 김미란을 제외하고

는 독학사 시험 비 당시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일을 했다.이들이

학업과 직장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학사학 를 취득하기 해

학교를 다닌다면 퇴근 시간에 일 나와야 하는데 “ 치”가 보여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장 자신에게 합한 제도인 독학학 제를 선택하 다.

이미선은 3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 학원 진학을 원했다.하지만

학원에 진학하기 해서는 4년제 학교 졸업장이 필요했고,그러던

선배가 독학학 제를 한다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간호사의 문 학사

과정인 RNBSN(서울의 4년제 학교에서 운 하는 간호사 문 학사학

과정)을 할까도 했지만 2년을 더 다녀야 한다는 에서 “소모 ”이고 학비

가 부담이 되었다.방송 는 출석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그녀에

게 “족쇄”처럼 느껴졌다.결국 그녀는 간호사라는 삶의 맥락과 자신의 입

장들을 고려하여 독학학 제를 선택하 다.그녀는 이를 “어쩔 수 없는 선

택”이라고 하 다.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생각도 하

지 못하고 그나마 시간 으로 자유롭게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원을 학부 때부터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그

런데 학원을 가려면 학사를 필요로 하는데 학사를 따려면 첫 번째는

돈이 들고,둘째는 시간을 내가 오 를 따로 내서 받아서 해야되는데 그

러기에는 막내라서 치가 무 보이고 하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들

을 찾다가 여러모로 돈도 약되고 하니까...(이미선)

독학학 제는 연구참여자들과 같이 직장을 다니는 성인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에서 독학학 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시공간 제약에서 자유로워 비교 “학사 따기 쉬운 방법”으로 인식되기

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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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 측면의 고려

연구참여자들은 시․공간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하기도 하 다.독학학 제와 유사한 학 은행제를 할까도 하 지만

학 은행제는 경제 으로 부담이 되고,독학학 제는 교재비와 응시료 정

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독학학 제를 선택한 것이다.

한 이 수와 박승우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기에 인 부

분도 고려해야만 하 다.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장 자신에게 합한 제도인 독학학 제를

선택한 것이다.이러한 모습은 독학학 제 선택 시 고려사항에 한 조사

(성기선 외,2009)에서 ‘학비 부담이 다(40.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독학학 제가 시․공간 으로 자유롭고 경제 부담이 기 때

문에 선택하기도 하 지만 혼자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여 독학학 제를

선택하기도 하 다.김미란의 경우가 표 이다.그녀는 ‘한국어 교사’가

되기 해 처음에는 독학사 시험을 비하기 에 방송 를 다녔었다.한

학기를 다녔으나,좀 더 경제 으로 부담이 으며 혼자서 공부하기를 원

하여 독학학 제를 선택하 다.이 게 그녀가 혼자서 공부하기를 원했다

는 은 성인학습자의 주도 인 모습이다.즉 성인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하

는 방법과 내용 등에 한 반 인 평가를 통하여 자신에게 합하고 자

신이 원하는 방법과 내용 등을 탐색해 나간다는 이다.이는 성인학습자

들이 왜 혼자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한 연구(Penland,1979)에

서 성인학습자는 자신만의 학습 속도와 학습 스타일을 원하고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학습하고자 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3) 공 선택의 맥락

독학학 제를 하기로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은 무엇을 공으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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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결정해야 되었다.이들은 장래희망과 련된 공을 선택하기도

하 고 자신에게 익숙한 공을 선택하기도 하 다.

(1)장래희망과 련

연구참여자들 에는 자신의 장래희망과 련된 공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김민철과 김미란의 경우가 표 이다.김민철은 “CPA 자격증을

따서 경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해 경 학을 선택했다.

김미란은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던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어 독학학 제 공 국어국문학을 선택했다.

원래는 일본어 통번역을 하고 싶었는데.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흥미가

있더라구요.가서 얘들도 가르치고 했거든요.공식 으로는 아니지만.얘

들 가르치는 것도 재 더라구요.이제 일본어는 하니까 한국어 교원자격

을 따려고요.(김미란)

장래희망과 련된 공을 선택한 이들은 공의 내용이 다소 낯설게

느껴져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 다.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공의 내용을 학습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를 해 좀 더 열심

히 하기로 마음을 다잡기도 하 다.

(2)익숙한 공의 선택

연구참여자들 다수는 삶의 맥락과 맞닿아있는 공을 선택하 다.직

업과 연 된 공이거나 배웠던 것이기에 “익숙한 공”을 선택한 것이다.

공 내용에 한 학습 열망보다는 학 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단 인 욕

망이 강하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쉽게 하려고”익숙한 공을 선택하 다.

이 수는 승진시험의 내용과 독학사 시험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고,자신이 공부한 것을 다시 활용하고자 법학을 선택하 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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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는 처음에 경 학을 택하여 공부하고 싶었지만 경 학 련 책을 보니

어렵게 느껴졌고 단어도 생소하게 느껴져 고민을 하 다.그는 직업군인이

기 에 컴퓨터 련 회사에서 일을 한 이 있어서 컴퓨터 과학 서 을

보니 “살짝 봤는데도 다 아는 내용”이었다.따라서 박승우는 자신이 원하

는 공인 경 학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공인 컴퓨터 과학을 선택

하 다.

맨 처음에 경 으로 하려고 했어요.경 으로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 요.경 학 개론..책 딱 펴봤어요. 공 서 을.그런데 아는

단어도 하나도 없고.컴퓨터 공은 살짝 봤는데도 다 아는 내용이고.그

래서 쉽게 하려고 컴퓨터 공 했어요.(박승우)

자신이 원했던 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독학사 시험을 비하면서 어려

움을 겪기도 하 다.그러다가 결국 자신에게 익숙한 공을 택한 경우도

있는데,윤보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윤보미는 4년제 학교 어 문학과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독학학

제를 하기로 결정하 다.편입하려는 목 과 함께 공을 경 학으로 바꾸

어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독학학 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그

러나 그녀는 “어려워서”결국 3단계부터는 다시 어 문학으로 공을 변

경하 다. 어 문학은 “다 배웠던 거니까”경 학보다는 어렵지 않게 시

험 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경 학을 하려고 하니까 2단계부터 해야되더라구요.2단계 했

는데 무 어렵기도 어렵고.회계 쪽 가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2단

계 치고 안되겠다 해서 문과로 바로 바꿔서 3단계부터는 문과로 보

고.( 문과 내용들은)다 배웠던 거니까.(윤보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삶의 맥락 속에서 독학학 를 취득하겠

다는 동기가 생겼으며,자신의 맥락에 합한 제도와 공을 선택하 다.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학습의 계획과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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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에 있어서 핵심 이다.

2.연구참여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맥락을 고려하여 학습을 주도해 나갔다.즉 이들

은 자신에게 합한 학습활동을 찾아 수행하며 학습을 이끌어갔다.이

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학습활동을 주도하며 학습을 이끌어 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다.

1)“스 ”짜기

연구참여자들은 본격 으로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습의 계획을 세

웠다.계획은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학습할 분량을 정하고 자신을 통제하

기 함이다.자신의 단 을 극복하기 한 방법들도 계획에 포함하기도

하 으며,계획은 학습의 도 에 수정되기도 하 다.계획을 세운 후에는

자신에게 합한 학습자원들을 탐색하 다.

(1)“ 클리 랜”

연구참여자들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목표를 세웠다. 부분의 연구참

여자들은 학습의 목표를 ‘단기간 학 취득’이라 세웠다.독학사 시험이 1

년에 한번 밖에 없어서 되도록 실패없이 한번에 통과해야 단기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독학학 제를 편입이나 학원 진학을 한 “발

”으로 여겨 단기간에 취득하려는 ‘통로’로 이용하고자 하 다.독학학

로 학력을 높인다 하더라도 학벌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는 독학학 제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와도 연 된다.독학학 제에

한 연구(성기선 외,2009)에서 독학학 제를 선택한 것에 한 가족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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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반응에 하여 ‘잘 알지 못했다’가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이것(독학학 )

만 가지고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사회 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인지도가 낮아”독학학 제를 편입이나 학원 진학을 한 ‘통로’로 이용

하고자 한 것이다.즉 독학학 제는 이들이 학력·학벌사회에서 좀 더 잘

살기 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생략)그러면 학사를 따요.그러면 어도 학력은 바뀔수 있는데 이직

을 할 때는 사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요.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를 는데 그게 없는 거죠.독학사를 땄다는 건 거기에 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 요.다시 편입을 해서 어느 학을 나왔다거나 내가

어느 학원을 나와서 어느 학원을 나왔다는 것을 을 수 있는 거지

아직 독학사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그런 문제가 있죠.(고 )

(독학사는)사회 으로 인정을 못받는 거 같아서..독학사는 실질 으로

는 사회 으로 인정을 못받으니까.학사는 딸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정

도 인지도가 있는지..자기만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이

것만 해서 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이거를 발 이 돼서 뭔가를 해

야되지.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김미란)

다수의 연구참여자들과는 달리 이 수는 독학사 시험을 장기 으로

실행해 나갔다.그는 독학학 를 취득하기 해 1992년부터 시작하여 1년

에 한 두 과목, 는 2～3년에 한 두 과목씩 시험에 응시하 다.그가 이

게 장기 인 계획을 가지고 한 과목씩 시험에 응시한 이유는 승진시험과

독학사 시험이 단계별로 겹치는 과목이 있을 때마다 시험을 봤기 때문이었

다.이 듯 그는 장기간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한 과목씩 통과하는 것을 목

표로 두었으며,그 결과 학 이 A+라는 우수한 성 으로 학사학 를 취득

할 수 있었다.

이 수가 장기 으로 여유를 가지고 시험을 본 것은 독학학 제를 어떻

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이 수는 독학학

제 시행 기에 시작한 학습자다.그는 독학학 제 기의 학습자들과



- 62 -

재의 학습자들이 다르다고 하 다.비교를 하자면 제도를 이용하려는 목

이 과거와는 달리 변화되었다고 하 다.과거에는 “순수하게 독학사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학습자들이 많았지만 지 은 학

취득 후 편입하려는 목 을 가진 사람들이 부분이고,독학학 제를 하려

는 사람들 “ 은이”들이 오히려 많다고 하 다.

독학사를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를 들어서 독학사는 조

만 빨리 하면 되니까 이 졸업장을 가지고 좋은 학교 편입하려는 목

이 많죠. 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게 아닌가 싶어요....( 략)...

(독학사 시험을 에는)나이많은 아 마,아 씨들이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지 은 시험보러 가면 아주 나이 많

은 사람들,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지 은 거의

은 사람들이 요. 은 사람들 보면 사법시험 비하는 사람도 있고,

편입을 해 하는 사람도 있고.하지만 학 졸업 못해서 졸업장을 따기

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이 수)

이 수 외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단기간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

고 이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이들이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스 을 짜

서”스스로를 리하고자 한 것이었다.

계획 짜는 거 철 히 짜요.독학사 책들은 보면..다른 문제집도 그 겠

지만 한 강,두 강 이 게 나오잖아요. 를 들어 오늘은 이 닝 출근

에 어디까지 해야지 라고 하고 가죠.내가 나를 통제해야 되는데.내가

그 지 않으면 안되요.(이미선)

계획을 세우고 한거니까 과목이 되게 무 방 했어요. 공 4과목에 그

다음에 고르는 거 2개 합이 6과목인데 이거를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이

유가 항상 같더라구요.책이 이만하면 처음에 이만큼 갔다가 잠깐 쉬면

다시 처음으로 이런 거를 많이 실패하다 보니까 아 안되겠다 계획을 세

워서 스 을 짜서 해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책상에 보면 딱 스

표해서 시험 디데이 있고 월별로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에 이제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클리 랜 그런 수첩 나온 거에 과

목 이 게 고 해서 그나마 괜찮았어요.(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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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의 단 을 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한 노력을 계획에 담

기도 하 다. 컨 자신은 “기억력이 문제”라고 깨달은 이 수는 이를

극복하고자 시간 배분을 하 다.학습 내용을 기억하도록 시간을 배분하며

학습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략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그는 좀

더 효율 으로 학습하고자 “공부법 책”을 보며 “공부는 정독이 아니라 다

독”이라는 을 깨닫고 이를 반 하기도 하 다.

처음에 시험 보면 내가 공부법 책을 많이 봤어요.사람이 기억하는 기간

이런거요.첫날 그다음 날 보면 95 로 기억나고 일주일 지나면 50 로

남느니 어쩌니 이런 책 있잖아요.이런거 본 게 있어요.그래서 공부는

정독이 아니라 다독이다 무조건 많이 야 한다.그래서 시험도 제 계획

으로..처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과목으로 보고 두 번째는 한과목

병행하면서 보고 세 번째 과목 볼 때는 세 과목 돌리고 네 번째 할 때는

네 과목을 돌리고 신에 시간 배분을 처음에 두 과목 할 때는 첫 번째

과목을 30 로 나머지는 70 로 하다 보면 나 에는 첫 번째 과목은

10 로도 안해도 같은 분량을 보게 되니까.(이 수)

연구참여자들의 계획은 학습 도 변화하기도 하 다.자신이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을 악하여 학습 시간을 조 한 것이다.김미란은 자신을 “올빼

미형”이라 단하여 주로 밤에 시험을 비하 고,학습의 효율성을 해

“50분에 10분 휴식”을 하 다.

그러고 보니까 는 왜 올빼미형일까..낮에 공부하려고 시도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구요.그래서 밤에 주로 하기로 하고.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두 세시간 주구장창 앉아있었는데..집 도 더 안되는 것 같은

거 요..그래서 알람 시계 맞춰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구요.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게 시간 맞춰놓고 공

부하고 그랬어요.(김미란)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의 분량과 학습 시간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

하며 계획을 세웠다.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합하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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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학습자원을 선택하 다.

(2)학습자원 정하기

연구참여자들이 처음 독학사 시험을 비하면서는 교재 선택의 폭이 좁

다고 느 다.직 공 서 들을 보며 시험을 비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

만 단계별로 6과목의 시험을 비하는데 공 서 들을 모두 다 보기는 사

실상 힘들다.따라서 이들은 시 의 독학학 제 련 교재들을 선택하 다.

독학학 제가 처음 생길 당시에는 시 의 서 에 독학학 제 련 교재들

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몇 출 사에서 책을 발행하 다.어떠

한 학습자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 모

두 이러한 교재로 독학사 시험을 비하 다.

그러나 첫 시험을 치른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독학학 제

련 교재가 “허 ”하고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학습의 자원들을 찾아 독학사 시험을 비하 다.

이 수는 처음에 독학사 시험을 보고 나니 독학학 제 교재가 내용이 부족

함을 깨달았다.이에 독학사 시험 과목과 련하여 가장 합하다고 단

되는 공무원 수험서로 시험을 비하 다.

독학사 책은 제가 처음에 몰라서 1단계 보고나서 2단계 때도 살까 했는

데 책이 허 하더라구요.그거 가지고는 60 맞아 합격할지는 몰라도

잘 모르겠더라구요.그래서 그냥 공무원 수험서를 봤어요.(이 수)

김경환은 독학학 제 련 교재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재

의 내용 외에 더 알고싶은 내용은 임용고시 책을 활용하여 공부하 다.이

와 비슷하게 장철우는 ‘기본서’로 시 의 독학학 제 련 교재로 시험을

비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해 답

답한 마음을 느 다.답답함을 해소하고자 그는 도서 에서 공 서 을

찾아 공부하 다. 한 인터넷에서 공 련 내용이 요약된 자료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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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도 했다.“요약 정리된 것”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이를 활용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차 학습자원 선택의 폭을 넓

나갔다.즉,독학학 제 교재 외에도 공 서 ,인터넷 카페, 련된 다

른 교재 등 여러 학습자원을 찾아 시험을 비하 다.하지만 모든 학습자

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하여 자신에게 합한 학습자원을 선

택하 다.여러 학습자원들을 활용해 본 후 가장 자신에게 합한 자원들

을 선택한 것이다.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요

령을 터득하기도 하 다.

2)“노트정리”와 시간 활용

연구참여자들은 부분이 직장인이기에 시·공간 으로 독학사 시험을

비할 여건이 충분치 않았다.따라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해 다양한 시

도들을 했고 나름의 요령을 터득하며 시험을 비했다.이 에서는 이러

한 개별 학습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다.

(1)나름의 ‘요령’수행

연구참여자들은 기본 인 학습활동으로 “노트 정리”를 했다.노트를 정

리하는 것은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기에서부터 이루어졌다.독학사 시

험을 비하는 기에는 “무조건 노트에 정리”를 했다.“노트 정리”는 시험

통과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이에 “노트 정리”하는 것이 시험을 비하는

데 매우 요한 학습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에는 “무조건”노트

정리를 했지만, 차 이들은 학습 경험에 한 성찰을 토 로 진화된 “노

트 정리”를 4단계 시험 비까지 지속하 다.

김경환은 노트를 정리하기 과 후를 비교하며 “노트 정리”는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단을 하 다.그가 노트를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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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60 의 수가 나왔었는데 노트정리 하고나서는 96 ”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김미란도 노트를 정리하며 시험을 비하 는데 2단계

시험을 본 후에는 “팔이 무 아 서 타이핑”을 치며 공부하기도 했다.하

지만 “타이핑보다는 필기하면서 하는 게 더 잘 외워지고”집 이 잘 되기

에 다시 “노트 정리”를 했다.그리고 “노트정리”를 하면 핵심 내용을 더 잘

악할 수 있어서 “노트 정리”를 4단계 시험 비까지 지속했다.그녀는

처음과는 달리 “노트가 발 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노트정리 쫙 다 하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게 있어요.각

단원별로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그런게 있어서.그런거는 그냥 한

번 읽어보고.노트정리는 다 하고.집 하는 그게 달라요.(김미란)

이 듯 학습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노트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기출

문제를 풀며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은 이론서를 다 보려고

하니 내용도 많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따라서 기출문제를 먼

풀고 오답노트를 정리하며 독학사 시험을 비했다.

사실 이론서를 공부해도 머릿속에 잘 안들어 오거든요.그런데 기출문제

직 한 3회 정도 풀다보면 패턴이 보여요.그래서 기출문제 풀고 틀린

것만 오답노트에 어요.그러면 나 에 같은 문제 나와도 괜찮다

보니까.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모아놓고 그래요.(고 )

이들의 “노트 정리”는 학습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기출문제를 풀며 오답

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정리한 노트를 보며 다시 한번 복습하

고 요한 부분에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암기할 것들은 암기라고 고,

책에서 요한 부분도 별표 치고 암기”라고 쓰며 요한 내용을 부분에

표시해 두기도 하 다.

박승우는 노트를 따로 마련하여 정리하지 않았다.“노트 정리”를 시도해

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다.하지만 공서 과 독학학 제 련 교재에

요한 내용을 표시하고 필기하여 나름의 노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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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할 때는 공책정리 노트정리 이런 것을..고등학교 때도 하기는 했

어서 해야겠다 해서 공수첩이나 독학사 책에 노트 정리를 했는데 안되

더라구요.그래서 공서 하고 독학사 책을 노트로 만들었어요.그래서

이게 노트가 돼버렸어요.(박승우)

연구참여자들은 “노트 정리”외에도 자신만의 요령을 터득해 나갔다.장

철우는 “외울 게 많은 과목”에 하여는 ‘상 문제’를 직 만들어 보았

다. 상문제를 만들어보니 독학사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됨을 깨달았

다.따라서 나름의 ‘요령’으로 상문제 만들기를 지속하 다.

상문제 이런 것도 린트 만들어서 고.. 상문제 뽑은거 거기서 하

나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신기했어요.내가 출제자라면 나올거 같다 이런

것으로요.그래서 하나가 나오더라구요.이게 웬떡이냐 해서...(장철우)

독학사 시험을 ‘재수’하는 이미선은 년도의 학습 경험을 되돌아보니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간호사 일을 하고 있기에 시간 부족으

로 상 문제만 풀어 개념을 체계 으로 잡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개념 정리를 한 후에 이를 다시 한 번 확실히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고자 ‘마인드맵’을 하 다.

상 문제집은 2010년에 풀었어요.2010년에는 개념을 볼 시간이 없어서

상 문제집만 막 풀었거든요.그러면서 개념을 본 거 요.그래서 약간

머리가 약간 뒤죽박죽 한 거 요.그 다음에는 개념을 좀 더 확실히 봤

어요.사실 상문제가 양 으로 많은데 질 으로는 굉장히 떨어지게 풀

어서..그리고 한 강 끝날 때마다 정리하고 그러고 한 5 정도면 한 장

(chapter)이잖아요.그러면 마인드맵.. 인스토 하고.(이미선)

연구참여자들은 노트를 정리하며 요한 내용을 외우기 해 말하면서

공부하기도 하 다.“가상의 나와 화하면서 하는게 기억이 더 잘 난다”

는 경험에 비추어 말하면서 공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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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짜 많이 떠들었어요.쓰면서 말할 때도 있고.그런데 노트정리하

면 진짜 팔 아 거든요.그래서 계속 말하면서 이런거야～ 이런거야～

이러면서.(김미란)

이러한 학습활동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상황에 합한 학습활동을 찾

아 수행한 것이며,학습을 주도하기 한 노력이었다.첫 독학사 시험을

비할 때의 학습활동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차원이었다면,이후 이들

의 학습활동은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나름 로 터득한 ‘요령’있는 학습활동

을 수행해 나갔다.

(2)‘선택’과 ‘집 ’

연구참여자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무조건 모든 학습의 내용을 습

득하고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 ’을 통해 나름 로 효율 으로

학습의 양과 시간을 조 하 다.

시간 으로 부족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뾰족뾰족”하게 독학사 시험을 비했다.즉 짧은 시간 내에 보

다 효율 으로 공부하기 하여 요한 내용만 ‘선택’해서 ‘집 ’한 것이다.

시험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의 양을 과감히 조율하는 것

은 이들이 요한 부분을 악할 수 있는 ‘’을 갖게 되었음을 말한다.

한 자신있는 과목이 한 과목 이상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자신

있는 과목은 조 만 공부하고 취약한 과목에 집 하 다.이는 자신있는

과목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다른 취약한 과목들을

비하기 함이었다. 어강사인 김경환은 ‘고 어’와 ‘문법’과목의 경

우,자신이 꾸 히 공부해 왔기에 자신이 있었다.따라서 두 과목을 제외하

고 다른 과목에 집 을 하며 독학사 시험을 비해 나갔다.일본어 자격증

을 1 까지 취득한 김미란도 교양 과목인 일본어 과목 시험을 따로 비하

지 않았고 부족한 과목에 집 하여 공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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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어가 일본어를 선택할 수 있어서 공부 하나도 안하고 봤거든

요.그래서 편했어요.일단은 한과목 안해도 되니까.과감하게 안하고.한

번 봤었어요 교재를..어느정도 난이도인가 보려고.그런데 안해도 되겠

다 싶더라구요.잘 다 과목이 하나 었어 이러면서...(김미란)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요하게 조율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었다.연구참

여자들의 다수는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하므로 독학사 시험을 비할 시

간이 충분하지 않았다.직장에서 돌아온 후는 피곤하고 회사에서 공부하면

치가 보여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 다.그럼에도 이들은 각자 삶의 맥락

을 고려하여 나름 로의 방식으로 독학사 시험을 비해 나갔다.간호사로

근무 인 이미선은 출근 에 한두시간 정도 책을 보았고,고 은 출퇴

근 시간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버스에서 책을 보았다.

진짜 나름 로 열심히 시간 쪼개가면서.그런데 나이트 오 이면 밤을

새는 일을 하고 오 를 줘요..그러면 자야죠.그럴 때는 못해요 사실..

만약에 내가 데이면 끝나고 한두시간?이 닝이면 출근 에 한두시간?

이런식으로.(이미선)

회사가 안바쁘면..바쁘면 사실 야근 때문에 거의 못해요 진짜.집에 와

서 이제 짜투리 시간에 하거나. 희는 회사가 10시 출근이 요.10시부

터 오후 7시까진데.차라리 아침에 한시간 일 일어나요.아침에 일

일어나서 책을 좀 보거나....( 략)...출근하려면 좌석버스는 30분～40분

걸려요.그 출퇴근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어요.(고 )

고 은 시간을 좀 더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 “새로운 시도”를 해

보기도 하 다.직장인으로서 시간이 부족했기에 “짬짬이”시험을 비하

기 한 시도로서 ‘에버노트’를 사용한 것이다.

3단계 때는 는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봤어요.에버노트.오답노트를

노트에 안하고 에버노트에 했었어요.그러면 핸드폰으로도 되니까.회사

에서 핸드폰 잠깐 쉬러가는 척 하면서 잠깐 보고.이런 방법도 있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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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구요.왜냐면 이걸로 보면 버스에서나 어디에서나 슬슬 볼 수 있으

니까요.(고 )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학습의 양과 시간을

조율하 다.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독학학 를 취득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3)“자극”과 격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하 다.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한 학습활동으로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여 학습하기도 하

고,인터넷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서로 격려하기도 하 다.

(1)“스터디”활동

연구참여자들은 혼자서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여 학습하기도 하 다.이는 동학습(collaborativelearning)

이라 할 수 있는데 동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구성하려는

공동의 목 과 기 를 가지고 함께 이루어 가는 조직 이며 개인 인 형

태”를 의미한다(Satiel,1998a:7).

연구참여자들이 동학습을 한 이유는 혼자서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컨 시험을 혼자 비하다보

니 모르는 것을 알려 군가가 없었다. 한 혼자서 시험을 비하면서

는 의지력을 꾸 히 유지하기란 힘들다.따라서 이들은 지 욕구를 해소

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동료 학습자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 지지를 기 하

며 “스터디”를 구성하여 학습한 것이다.

여기서는 김경환의 문학 스터디 모임과 김민철의 경 학 스터디 모임

이 어떻게 개되었고 어떠한 학습활동을 수행해 나갔는지,학습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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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 다.

가)김경환의 문학 스터디 모임

김경환은 평일에 어학원 강사로 일을 했다.일을 하면서 독학사 시험

을 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일을 마친 후 새벽까지 공부를 하기도 하

다.그러던 “다른 사람들(학습자)과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 효율 이면

서 재 게 시험을 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스터디 모임을 찾

아 참여했다.평일에는 일을 하므로 스터디 모임 주말의 모임을 찾았는

데 신기하게도 6명 모둠원 체가 어학원 강사로 이루어졌다.스터디 모

임은 2단계 비부터 결성되었으며 6명의 멤버로 고정된 것은 3단계 시험

비부터 다.

이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통 3시간씩 스터디 모임을 했다.장소는

‘스터디 룸’이나 각자 학원의 강의실이었다.교재는 모두 같은 교재로 정하

으며,진행방식은 각자 과목별로 한 단원씩 맡아 공부를 해오고 다른 모

둠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를 들어 미문학과 문학 2권을 가

지고 각자 일주일 동안 한 단원씩 맡아 공부를 해오고 다른 모둠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이 듯 스터디에서는 학습자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

우는 활동이 개되었다.

모둠원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정리하여 유인물로 만들어 나 었다.

“보기 좋게 유인물로 만들면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스터디 모둠원

들과 ‘공유’한 것이다. 를 들어 ‘유인물’에는 ‘19세기 미시’라는 제목으

로 ‘제 2장.William Wordsworth(1770～1850)’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었

다.그 으로는 단원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과 각각 시의 소개 작가

의 생애,그리고 시의 요한 구문들이 정리되어 있었다.아래는 ‘유인물’의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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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 ~2행

Fiveyearshavepast:Fivesummers,withthelengthofFiveling

winters!andagainIhear

5년의 세월이 지남을 알 수 있다.그러면서 화자의 기억에 한 향기와

기쁨과 안도,정신 압감이 드러나 있는 부분

이들은 교재에 제시된 시의 본문을 보며 설명하기도 하고 이러한 ‘유인

물’을 함께 참고하여 보기도 했다.김경환이 먼 자신이 맡은 부분에 하

여 스터디를 진행하 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5years가 나오는데 5에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요.

그러니까 뭐냐면 5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아 내가 5년

에 여기에 왔었지..라고 기억을 되돌아보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고.이

러면서 기쁨도 늘어나고 있고,정신 인 약감도 느낄 수 있고.이것을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버스에서 생각해봤는데 희가 1때 집합

을 배웠자나요.그때는 막 풀었는데 공식 입하고 그러고 고1때 다시

집합을 배웠을 때 아～ 우리가 이래서 그랬구나.이러면서 깨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에서도 아 5년 에는 이랬었지..라고 깨닫는 거죠.5

년이라는 말이 여기서 되게 요한 거죠.(김경환)

모둠원들은 다른 스터디 모둠원들에게 설명해 때 다소 차분한 말투

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다는 확신의 어조 다.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었고

이에 따라 확신의 자세를 보 던 것이다.학습 성취감은 학습을 꾸 히 이

어나가게 하는 매제의 역할을 하므로 학습의 과정에서 요하다.연구참

여자들도 각자가 비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이로 인한 성취의 경험은 이후의 학습을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

이 되었다.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는 련된 문제들을 20문제 가량 같이 읽으며 풀

었다.문제는 그 부분을 맡은 사람이 읽었으며,그것이 왜 답이고 어떤 것

은 왜 아닌지,문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하여는 다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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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통하며 풀어나갔다.

(김경환)3번 5years가 나타내는 것은?아까 기쁨의 안도와～”

(김미혜)2)2번!헉!이럴수가!1번!

(이진호)(웃음)정신 안감.그리고 4번에 코울리지가 1978년이 아니

라 1798년.

문제를 푼 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은 외워두어야 한다”며

문제에 ‘별표’를 하 다. 한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작가의 생애가 요하

다 싶으면 조사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작품과 련된 ‘화’를

같이 보기도 했다.매주 토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에 해서 각

자 “빈칸 채우기”문제를 출제하여 자체 으로 시험을 보기도 했다.

스터디 모임을 하며 이들 모두는 독학학 를 꼭 취득하겠다는 의지를

다져 나갔다.이러한 의지는 스터디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 튼실해 졌으

며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는 방어막의 역할도 했다.혼자서 시험을

비할 때는 의지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는

모둠원들의 지지로 용기를 얻어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는 사실 공부 잘 안하거든요.뺀질뺀질. 는 처음에 엄청 놀랐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다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요.근데 진짜 이 게 하다보

니까 도 뭔가 할 수밖에 없는.. 비를 무언가 해올 수밖에 없는 것 같

아요.(김미혜)

이들은 스터디를 하면서 학습 내용에 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다른

모둠원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 다.“남들이 열심히 하기에 나도 열심

히”하게 되고 공부 방법에 해서도 서로가 배웠다.이들은 다른 학습자

들과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방법과 학습 자체에 해 서로

학습했다.즉 이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에 한 학습 즉,메타

학습을 한 것이다.

2) 김미혜는 도 에 학 은행제와 병행한다하여 스터디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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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의 문학 스터디는 4단계 시험 비까지 계속되었다.연구자는

도 에 스터디원들이 불편하다고 하여 더 이상의 참여 찰을 하지 못하

으나 6명 원이 독학학 를 취득하 다.

나)김민철의 경 학 스터디 모임

김민철은 직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여 모둠원을 모집하 다.“혼자서

시험을 비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아”스터디 모임을 구성한 것이

다.2단계 시험 비부터 시작하여 4명의 모둠원으로 출발하 으나,1명은

학 은행제를 한다고하여 2단계 시험 후 탈퇴하 고 나머지 3명은 3단계

시험까지 함께 하 다.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요일에 오 10시 반부터

모여 5시간 정도 스터디를 했다.오 에는 서로 모르는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고 오후에는 각자 공부하는 시간이었다.장소는 스터디 룸을 빌려

같이 공부하기도 했고 도서 에 모여 공부를 하기도 했다.

경 학 스터디의 모둠원은 교재가 서로 달랐다.따라서 내용이 같은 부

분(책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부분)을 과목별로 한 장(chapter)혹은 두

장(chapter)정도 정해서 공부해 온 후 부족한 부분은 서로 소통하며 보완

해 나갔다.모두 독학사 시험을 시작한 첫 해의 공부라 익숙하지는 않았지

만 노트정리도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터디의 모둠원 최우진3)은 독학사 시험 련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

다.미리 강의를 듣고 노트에 정리를 한 후에 스터디 모임에서 다른 모

둠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 다.보통은 최우진이 다른 모둠원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형태 다. 를 들어 ‘회계원리’과목을 공부하며 김민철이

‘분개’라는 개념에 해 어려워하자 최우진은 이를 자신이 정리한 노트와

교재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휴 폰을 이

용했다.인터넷 정보를 찾아 모르는 부분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어려울

3) 최우진은 2단계 시험 비까지 함께하 으나 개인 사정으로 스터디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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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단원은 스터디룸에 모여 같이 동 상 강의를 보며 공부하기도 했

다.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하기 해 요약 정리된 부분이나 련

된 문제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린트하여 함께 보기도 하 다.

이들은 나름 로의 계획을 세우며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다.우선 총 8과

목 서로 겹치는 과목에 한 계획을 세웠다.이들 세명은 2과목 빼고

모두 같은 과목을 응시했기에 겹치지 않은 2과목은 각자 공부하기로 계획

하 다.시험 2주 까지는 개념을 공부하고 나머지 2주 동안에는 문제들

을 풀었다.

그러나 김민철의 경 학 스터디는 3단계 시험을 본 후 해체되었다.스터

디원들의 출석률이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시험 과목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모둠원들은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 힘들고

어려워 학 은행제를 병행하려는 계획으로 바꾸기도 했다.스터디는 해체

되었더라도 이들은 스터디를 하면서 혼자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학습에 한 정보 공유와 정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다른 학습

자들을 보며 “자극”받으며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서로 “좀만 더 열심히

하자”고 격려하기도 하 다.그리고 함께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공부가

“재 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했다.독학사 시험을 혼자서 비하는 연구참

여자들은 같이 공부하며 의지할 동료학습자가 없어 외로움을 느 지만 스

터디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얻어 독학사 시험을

비하 다.이 듯 스터디 모임 즉, 동학습은 학습의 내용을 ‘공유’하는 차

원을 넘어 동료 학습자간의 심리 ,정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주도

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2)정보교류 지지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넷 카페의 가상공간 속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

작용하기도 하 다.인터넷 카페는 주제별로 심있는 자들이 가입하여 정

보교류를 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 기도 하는 가상공간이다.그 독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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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련된 카페들도 많이 운 되고 있다.연구참여자들은 인터넷 카페

를 이용하며 독학사 시험에 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시험의 후기나 학습

에 한 고민 등을 올리기도 하 다.

김미란은 자신만의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며 학습을 즐기려고 했다.그

녀는 독학사 시험을 비하면서 드라마의 인물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련

된 노래가 있으면 부르기도 하 다. 컨 황진이나 허 ,세종 왕 등에

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련된 드라마를 떠올리며 공부했고,청산별곡에

한 내용이 나올 때는 련된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 다.그녀는 이러

한 내용을 독학학 제 련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하 다.김미란이 올

린 에 하여 사람들은 “떠올리며 공부하면 집 이 더 잘 되는 것 같

다”,“공감한다”등의 댓 을 남겼다. 한 김미란과 고 은 독학사 시험

을 치른 후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려 다른 학습자들과 소통하기도 하

다.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에 하여는 카페에 질문을 올리고

댓 을 달기도 했다.

이들은 카페의 들을 읽으며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 다.“그런 사람들

(나이 많은 학습자)보면 의욕”이 생겨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

기도 한 것이다.

카페에서 다른 분들 보면 100 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수가 고

득 이신 분들.카페에서 보니까 교재를 여기 출 사꺼 다 해서 3군데인

가 2군데를 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그분들은 100 받으시고.진짜 독하

신 분들이 요.그런 얘기들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고...(김미란)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독학사 시험을 같이

비하는 동료학습자나 교수자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들에게는 주변

의 격려자들과 지원자들도 큰 힘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주변의 격려자 혹은 지지자는 부분 가족이나 직장

동료 다.지지자와 격려자는 이들에게 ‘기름’과 같은 존재 다.주변의 지

지와 격려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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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언니”의 “응원”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었던

김미란과 간호사로 일하면서 담당 선생님의 “격려”로 많은 힘을 얻은 이미

선의 경우가 표 이다.

처음에 트 이닝 해줬던 선생님이 그 때 많이 격려해 줬거든요.트

이닝도 많이 힘든데 학사 따는 것도 되게 단하다고..트 이닝 받을 때

는 혼을 내지만 다른 때는 되게 많이 격려해주고..열심히 잘 하라고..해

주셨어요.그러면 힘내서 하고 그랬어요.(이미선)

연구참여자들에게 주변의 지지는 이들이 자기주도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버 목’이 되었다.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다른 학습자들의 사례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 지만 주변인들의 이러한 응원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이들은 이러한 버 목이 있기에 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

다.

4)자부심과 조언

연구참여자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한 학습 과정에 하여 스스로 평가

하 다.이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매 단계마다 학습을 되돌아보기도

했지만 시험을 모두 마친 후 자신에 하여 돌아보기도 하 다.이 에서

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성취감과 아쉬움

연구참여자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과정에서 쌓여가는 지식과 함

께 시험을 단계별로 통과하면서 성취감을 느 다.성취감으로 다음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 는데,독학학 제를 하는 목 이 일반 편입을 해서 던

김미란은 2단계까지만 시험을 볼 계획이었으나 모든 과목을 합격하니 자신

감이 생겨 4단계까지 시험을 보기로 계획을 수정하 고 마침내 독학학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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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 다.

한 4단계 시험을 모두 합격한 연구참여자들은 독학사 시험을 스스로

비했다는 것에 하여 자신감과 함께 성취감을 느 다.장철우는 독학학

취득 후 독학학 제 련 인터넷 카페에 <독학사 차별 걱정하지 마세

요.여러분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을 써서 올렸다.독학사 시험을

스스로 비한 자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쓴 것이다.이를 통해 다른 독학학

제 학습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힘을 주고자 한 것이다.장철

우의 을 일부 요약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 편입을 목 으로 독학사 취득했지만 몇몇 편입 비 카페,독학사

카페 등을 들러보니 이런 질문과 걱정거리가 많더군요.‘학원 진학할

건데 독학사 차별받나요’,‘학사 편입시 독학사 불리한가요’,‘독학사는

잘 안 알아주나요.’

는 이런 질문에 해서 답변하기를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고 니다.독학사 학 는 자신을 신뢰하기에 부

끄러움 없는 학 입니다.독학사 학 로 학 딴 것이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나가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시각과 주 에 흔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독학으로,혼자의 힘으로 학문을 해나가는 것 역

시 자신의 자아를 공고히 세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독학사 취득 정이거나 공부 인 여러분도 독학사에 해 자부심을

가지세요.그리고  혼자 공부해 학 취득했다 라는 사실은 어딜 가도

존 받으면 받았지 욕을 먹을 일은 아닙니다.

독학사 공부하는 시간들이 자신의 자아와 가치 을 뚜렷하게 하는 시

간이기를 바랍니다.그리고 학사편입하든 학원 진학하든 자신을 신뢰

하고 자신의 삶에 념하세요.그런 과정을 통해 독학사가 사회에 알려

지고,인정받게 됩니다.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 것 아닙니다.타

고나는 것도 아닙니다.오랜 세월동안 그런 삶들과 흔 들이 되어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 인지도입니다.독학사 수험생 여러분들 자부심 가

지고 힘내시고 제 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철우의 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독학학 제의 “인지도”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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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했지만 독학학 제 학습자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인

지도” 한 높아짐을 확신하 다.이러한 을 쓴 것은 스스로가 학습을

이끌어간 자로서 성취감을 느 으며 자부심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독학학 를 취득한 자로서의 의미와 스스로 독

학사 시험을 비한 자로서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 다. 의 장철우의 경

우와 2단계까지 하려던 계획에서 4단계까지 하기로 한 김미란,독학사 시

험을 장기간 비해온 이 수는 이 두가지 모두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에

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그러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그 지는 않았

다. 부분 후자 쪽,즉 스스로 독학사 시험을 비한 자로서의 의미에

하여는 가치를 느 다.그러나 윤보미와 같은 경우,독학학 를 취득한 자

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독학학 제를 여 히 “결과를 한 과

정”이라고 생각하 다.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이끌었다는 데에는 자신감이

생겼지만,독학학 를 취득한 자로서는 크게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4단계 시험이 끝난 후 후회를 하기도 했다.4단계 시험

은 독학학 제의 마지막 시험으로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학 이 부여되므

로 가장 요한 시험이기도 하다.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더 좋은 학 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 하

다.

지 은 그래도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그랬다면 평 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조 남아요.(김미란)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성취감을

느 지만 한편으로는 후회를 하기도 하 다.

(2)경험담 공유

단계별로 독학사 시험을 보며 시험의 유형과 학습 범 ,내용 등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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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원도 부족하고 학습 내용도 부실함을 깨달았다.

독학학 제 련 교재에 “오타”가 많고 “잘못된 정보”도 있는 것이었다.이

에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시정해 달라는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피력하

기도 하 다.

그런데 3단계 때는 보통 모르는 과목이라 나도 배우는 생각으로 하는데,

자꾸 2단계 때가 생각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요.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건가..아 그때 3단계 때 한번 열받아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제가

을 막 썻어요.(고 )

자발 으로 교재의 잘못된 부분에 하여 의견을 표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에 한 자신감과 이후 학습자들을 한 배려의 마음으로 나온 것이

다.이들은 독학학 제 련 교재의 내용 수정에 한 요구에 그치지 않았

다.제도 자체에 한 문제 도 지 하 다.

독학학 제는 제도의 틀 속에서 존재하므로 학습자는 제도의 향을 배

제할 수 없다.제도의 성격에 따라 학습의 방향이 좌우되고 학습자가 주체

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 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의 성격은 학습자에게

요한 것이다.연구참여자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데 제도에 문제

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운 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 항의하기도

했다.박승우의 경우가 표 이다.독학학 제에 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

험을 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그는 “최소한의 가이드 마련”을 해달라며

편지를 썼다.

연구참여자들은 극 으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자신들의 학습 목 과

부합하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 하 다.이들이

생각하는 독학학 제 련 교재에 한 문제라든지 제도에 한 문제는 공

통 인 생각이었다.하지만 개인 주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그 이

유는 독학학 제의 특성상 학습자의 부분 혼자서 시험을 비하기 때문

이다.

한편 이들은 독학학 를 취득한 후에 ‘멘토’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 81 -

도 하 다.독학사 시험을 비하면서의 경험을 토 로 학 취득 후에는

수험자들에게 일종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들은 독학사 시험

을 비하며 가르쳐주는 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비해 본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경험자”로서의 실질 이고

생생한 경험담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이에 마지막 4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는 일종의 ‘지침서’를 써냈다.

도 거기서 정보를 얻으면서 시작한 거니까.얻은 게 있으니까..베푸는

거.받은 거에 한 베품이랄까.기 앤테이크.그리고 이게 스스로 다

해야되는 거잖아요.독학사가 원래 그 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지

장없는데.. 비하면서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경험

자가 필요하다.그래야 이게 이런 거다..이게 뭔지 모르고 비하잖아요.

막막한 느낌이 들어서..단계마다 후기 쓴 게 뒷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나 스스로도 겪은 문제니까..시험은 야되는데 시험 뭘 비해

야 되는지 모르니까.(고 )

고 과 김미란의 경우,자신이 독학사 시험을 보면서 겪은 문제 과

해결과정을 독학학 제 ‘후배’들에게 알려 으로써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

다.자신도 도움을 받았기에 이를 베푸는 것이다.박승우는 자신이 직

독학학 제 카페를 개설하여 운 하기도 하 다.“컴퓨터과학 공 4단계

를 한 카페”를 운 하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합격 소식을

하기도 하 다.그는 독학사 시험을 비한 자신의 방법을 알리며,다른 학

습자들을 응원하기도 하 다. 한 ‘멘토’로서 후임들에게 독학학 제를 알

리고 끝까지 하도록 격려하기도 하 다.

지 보면 군 에 있으면 부분은 요즘에는 학교 1학년 마치거나,1

학년 휴학이나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개 에 10에 한 명 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는 어느정도 모아 놓으면 물어 요.혹시

학 안 나온 사람, 학 안 다니는 사람 있으면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하고 온 친구들 있으면.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2년 안에 학사 따고 나갈

수 있다～ 나가서 학사 편입하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그러니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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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고 하거든요.걔네들은 약간 그룹 외 요.자기가 고등학교 졸

업이라는 것조차도 말하기 좀 그런 분 기가 이 게 있더라구요.그런

얘들 데려다가 더 빨리 갈 수 있어 희들이～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해

주거든요.이번에도 3단계까지.그 친구는 보다 더 단하죠.1단계,2

단계,3단계 마치고 역을 했어요.(박승우)

이는 자신이 주도한 학습 경험을 혼자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

으로써 베푸는 모습이다.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것은 독학사 시험을 비

하고자 하는 ‘후배’들의 학습을 진할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 스스로에

게도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독학학 취득 후에도 이에 련된 활동을 지

속했다.이들은 독학사 시험 비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독학학 제 ‘후배’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 했다.

3.연구참여자가 부여하는 학습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독학사 시험을 비해 나갔다.이

과정에서 이들이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는 변화하 으며 이는 독학사 시험

비 방법과 태도,그리고 이후의 학습과도 연 되었다.

1)학 취득의 통로:“합격만 해야겠다”

독학학 를 취득하겠다고 결심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첫 시험의 비 과

정은 혼란과 복잡의 엉겅퀴에서 허우 거리는 시기 다.따라서 이들이

기에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는 제한되어 나타났다.학습에 한 의미는 곧

‘수단’일 뿐이었다.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독학학 제에 하여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하기 한 ‘연결통로’로 여겼기 때문

이다.

학습의 과정보다는 학습의 결과로 어떠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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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기는 것은 이들이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연구참여자들에게 시험을 잘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시험 과목을 “합격”하는 것이 주 목 이기 때문이다.합격 수인 ‘60 ’을

넘기만 하면 시험을 잘 본 사람과 겨우 통과한 사람간의 차이가 없다.따

라서 기의 학습은 ‘학사 취득의 통로’로만 여겨 더 알고싶은 내용을 찾아

보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시험은 딱 합격 Fail밖에 없잖아요.합격하기 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60 이 커트라인이잖아요. 충 70 을 넘으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되요.내가 이거를 (좋은)학 을 받아야 겠다는 이런 의식이 없어

요.어 든 합격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략을 세웠죠.(고 )

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학습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하 다.자신이 정말로 알고 싶고 심있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독학사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이기에 학습한 것이다.특히나 1단계의 교양

시험은 학습자가 심있는 공의 시험이라기 보다는 공과는 무 하지만

필수 으로 통과해야하는 과목들이었다.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고 은

자신에게 생소한 과목인 ‘국사’와 ‘국민윤리’시험을 비할 때 공과 무

하여 어려웠다고 하 다.

국사랑 국민윤리 공부할 생각하니까. 무 어려웠어요.차라리 컴퓨터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내 과목이 아니라 그거는.(고 )

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학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습해야 할 것’

이 요했기에 효율성있는 학습 략을 내세웠다.빠른 시간 내에 독학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을 비하기 해 각자의 ‘요령’을 터득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학습을 ‘학 취득의 통로’라고 의미부여하는 것은 독학

사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하지만 이러한 학습의 의미는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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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차 상 으로 약해졌으며,내재 인 의미가 오

히려 성장했다.

2)자신을 한 투자,보다 나은 미래 보장:“보답으로 돌아온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학습에 하여 차 내재 인

의미를 부여하 다.학습은 ‘자신을 한 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즉

이들은 “남들도 있는 학사학 를 취득”하기 해서가 아닌,보다 나은 미

래를 하여 자신을 한 투자로서의 학습을 하 다.

이때까지는 보통 이게 고등학교나 학교 때까지는 해야되니까 하는데.

는 이제 남들 다 하니까 하기보다 내가 필요하니까 한다는 생각이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 같고. 자기가 계획짜고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들면

서.못 지키면 괴로워도 하고..통과하면 자신감도 얻고..(윤보미)

한 연구참여자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자신이 학습한 만큼 “보

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따라서 자신의 공은 앞으로도 삶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기에 교재의 내용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더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직 찾아보며 공 지식에 살을 붙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학습이란 ‘자신을 한 투자’라고 여기며 ‘보다 나은 미

래 보장’이라고 의미부여한 것은 학습을 ‘검’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

다.이들은 시험을 잘 비하고 있는지,내용을 어느정도 학습했는지 스스

로 ‘검’하 는데,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방식이 표 이다.

이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시험을 비하기 에 배웠던 교재나 노

트를 다시 보기도 하 다.시험의 내용과는 크게 상 이 없더라도 이 에

배운 지식을 되돌아보는 에 새로운 지식과의 통합을 이루어갔다.

학부 때 공부한 책으로 보면서 아 맞다 학부 때 교수님이 그 게 말

하셨는데..떠올리면서 했을 때는 재 었어요.그런데 독학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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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된 시험이라 시험 내용이랑은 크게 상 없었어요. 학교 때 필

기했던 거를 보고 맞아 교수님이 그때 그 게 설명했었는데.맞아 그

때 이런 거 했었지 이런 기억나고...(이미선)

이들에게 학습이란 자신을 한 것이기에 ‘검’을 통해 다시 한 번 개념

을 되짚어보거나 이 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과의 통합을 이루며 자신의 지

식을 넓 나갔다.

3) 앎의 즐거움,삶의 원동력:“살아있음을 재확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하고있는 학습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며 독학

사 시험을 비하 다.시험을 비하다보니 무언가를 “알아가는 기쁨”과

함께 “재 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윤보미는 “하다보니 재 어졌다”며 ‘어 문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장철우는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비평문’과목에 가장 재미

를 느 다.이들이 이 게 학습에 재미를 느끼는 것은 단순히 수단을 취득

한다는 가치를 넘어 ‘앎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공부하다보니까 재 더라구요.100퍼센트 이하는 안 되더라도 60이나

80정도 이해되니까 재 더라구요.비평문이 제일 재 었었어요.방법론

비평론 통틀어서 비평문이요.사람들 생각이 모여 있거든요.문학에 한

생각도..재 는 것 같아요.이거 공부하면서도 재 었어요.(장철우)

김경환은 “처음에는 얼른 따자는 목 ”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

가는 즐거움”을 느 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하 다.고

도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인생을 알차게 사는 것을 배운 것 같다”고 하

다. 군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독학사 시험을 비했다는

것을 견스러워 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

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그는 시험을 비하며 생긴 자신감으로 다른 것

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 도 을 하기도 했다.그 로 헬스장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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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도 한 것이다.

제가 이거 하면서 사람이 인생을 알차게 사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원

래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냥 살았는데.나도 뭔가 2가지 일을 할 수

있구나.일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내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가 시켜서 한 게 아니

고.(고 )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의 즐거움을 맛보며 학습의 세계를 확장해

나갔다.이들은 학습 자체를 가치있게 여기기도 하 다.한국어 교사의 꿈

을 실 하기 해 독학학 제를 시작했던 김미란은 처음에는 편입을 해

2단계까지만 할 계획이었으나 4단계까지 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마

지막까지 해보며 김미란은 학습이란 꼭 자신만을 한 것만이 아니고 “남

주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야 자신의 제자들도

그만큼 잘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

는 학습이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 같아요.학습이.뭐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배

워야지.제 모토가 그거거든요.배워서 남주자.맞잖아요.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만족일 수 있지만 배워서 남주는 거.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요.어르신들이 말 하잖아요.배워서 남주냐?남주죠.학습이라는 것이..

꼭 이런 공부가 아니더라도 학습을 한다는 게 살아있는 걸..느끼게 해주

는 것 같아요.그걸 부모님을 보면서도 많이 느껴요.엄마가 계속 무언가

를 배우시고 싶어하세요.기타도 하고 서 도 하고..서 랑 시간이 겹쳤

어..이러세요.아빠는 이 나이에 뭘하냐고 하시거든요.약간 부정 이신

데.딱 봤을 때 어떤 분이 더 즐겁게 사느냐..자기가 배우면서 살아있음

을 재확인 하시는 분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죠.그 두 분을 보면서 많

이 느 어요.(김미란)

김미란이 학습이란 “살아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 여기는 것은 그녀

가 독학학 제를 하기 에도 느끼고 있었다.이는 타인의 학습 사례를 보

며 생각한 것이었다.그러나 스스로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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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는 것이지만 학습 이외의 가치가 학습의 “필요”를 이끌기보다는 학

습 자체의 가치가 학습의 “필요”를 이끔을 느 다.즉 학습을 단순히 무엇

인가를 손에 쥐기 한 수단으로서가 아닌,삶의 원동력이라 여긴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는 조 씩

확장되었으며,이는 이들의 학습활동과 태도에 향을 미쳤다.이들은 학습

에 하여 의미부여한 것을 토 로 다시 학습자로 ‘자리매김’하며 ‘자기주

도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장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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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논의 제언

1.논 의

독학학 제에 한 그간의 연구들은 학습자들의 만족도나 제도의 황

을 악하는 연구들이었다.하지만 독학학 제 학습자들이 실제로 독학사

시험을 어떻게 비하는지 이들의 맥락과 학습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요

하다.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시험을 스스로 비해 나가는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살펴본다면 독학학 제와 자기주도학습의 논의에 이론 ,실천

의의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

도학습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 다.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사학 가 없어서 기회가 제한되거나,같은 능력을 갖

추었더라도 승진과 연 에 불이익을 당한 이 있어서 학사학 를 취득하

겠다고 결심하 다. 한 가족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혹은

학습에 한 성공 경험이 학사학 를 취득하도록 이끌었다.이들은 학사학

를 취득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여러 학사학 취득 제도들을 비교하며 자

신의 상황에 합한 독학학 제를 선택하 다.연구참여자들은 공을 선

택할 때도 삶의 맥락 속에서 선택하 다.좀 더 수월하게 독학학 를 취득

하고자 자신에게 익숙한 공을 선택한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크게 ‘스 짜기’,‘노트정리와 시

간 활용’,‘자극과 격려’,‘자부심과 조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첫 번째

로 ‘스 짜기’에서 이들은 우선 목표를 정했다. 부분 단기간 학 취

득을 목표로 정했다. 한 이들은 많은 양의 시험 내용을 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본격 으로 학습을 함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시도해보며 합한 학습활동들을 수

행하 다.기본 으로 학습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름의 요령을 터득하여 수행하기도 하 다.개별학습 외에도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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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타인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하 다.이들은 인터넷 카페의 가상공간에

서 다른 학습자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격려하 다. 한 ‘스터디 모임’을 구

성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시험을 함께 비해 나갔다.마지막으로 이

들은 시험을 치른 후 스스로 해냈다는 것에 하여 성취감을 느 으며,이

러한 성취감은 자부심으로 이어졌다.이후의 학습자들을 하여 독학학

제에 한 문제 이나 교재의 문제 에 해서 지 하기도 하고 자신의 학

습경험을 공유하기도 하 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학습에 부여한 의미가 변

화하 다. 기에는 학습을 ‘학 취득의 통로’라 여겼지만 차 학습이란

‘자신을 한 투자’며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학습은 보

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 주며 삶에서 필요한 것이라 여긴 것이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제

언하고자 한다.

1)학습 동기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에 한 의미는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변화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에 하여 ‘학 취득의 통로’로 여기다가 차 학습을

‘자신을 한 투자 보다 나은 미래 보장’,‘앎의 즐거움 삶의 원동력’

으로 여겼다.이러한 학습에 한 의미의 변화는 학습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학습 동기는 학습에 임하는 태도라 할 수 있는데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외재 동기는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수단으로

결부시키고 그에 따른 결과를 취하는 태도인데 비하여,내재 동기는 활

동 자체를 즐기고 학습 자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이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이 기에 학습을 ‘통로’혹은 ‘수단’이라 여겼을 때는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삼아 통과 수인 60 만 넘기 해 시험

을 비했다.이 때에는 ‘학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습해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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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했다.학습에 한 세 가지 의미 에서도 이러한 ‘통로’혹은 ‘수단’

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했는데,각 단계의 시험을 비할 기간이 짧고 부

분이 독학학 제를 편입이나 학원 진학의 발 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즉

학사학 라는 결과물을 얻기 한 외재 인 동기로 학습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재 동기는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내재 인 동기로

변화하 다.본 연구의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단순히 학 라는 결과물만을

얻기 해 학습하지 않았다.이들은 자기주도학습 과정에서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학습은 삶을 살아가기 해 필요한 것이라 여겼다.처음에

는 외재 인 동기로 독학학 제를 시작했지만 차 내재 인 동기로 변화

한 것이다.외재 인 동기와 내재 인 동기는 Houle(1961)이 구분한 세 가

지의 학습 동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세 가지의 학습 동기 ‘목표 지향

(goaloriented)’과 ‘활동 지향(activityoriented)’이 외재 동기에 해당한다

면 ‘학습 지향(learningoriented)’은 내재 동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내재 동기로의 변화는 학습 자체를 지향하는 학습에 한 내재 의미로

이끄는 것이다.

내재 동기로의 변화에 따른 학습에 한 의미변화는 학습활동을 수행

하는 데에도 향을 미쳤다.연구참여자들이 학습을 ‘수단’으로 여겼을 때

는 학습의 결과만을 시했다면, 차 학습 자체를 가치롭게 여김으로써

학습의 과정을 즐기고 보다 자기 자신의 완성됨을 추구하며 지식에 살을

붙여 나갔다.자신이 학습한 것은 미래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깨

닫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 다. 한 독학사 시험을

비하기 에 습득한 지식을 다시 찾아보며 새로운 지식과의 통합을 시도

하기도 하 다.이 에는 목 이 달성되면 지되었으나 이제는 목 이 충

족될수록 더욱 그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다(장상호,1991).

학습에 한 의미의 변화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반경에도 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들이 학습을 ‘수단’으로 여겼을 때는 이들의 외 인 조건인 학력

에만 향을 미쳤다.하지만 학습에 하여 내재 으로 의미부여함으로써

살아가는 데에는 학습이 필요하며 독학사 시험 비 경험을 통해 삶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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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차게 사는 법도 배웠다고 하 다.이들은 독학사 시험을 비한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

도 하 다. 한 독학사 시험을 비하며 생긴 자신감으로 아침마다 운동

을 하기도 하 다.즉 학습자들이 학습을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학습은 단

지 학습자의 외 인 부분에만 향을 미치는데 그치지만,학습을 내재 으

로 의미부여한다면 학습자의 학습뿐만 아니라 삶 체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 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학습에 부여한 의미는 자기주도학습 도 에

변화하 다.어떠한 학습 동기로 학습하는지에 따라 학습에 한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이러한 학습에 한 의미변화는 연구참여자들의 학습활동

뿐만 아니라 삶에도 향을 미쳤다.따라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학습자가 학습에 부여하는 의미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2)학습활동과 학습계획의 수정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 독학사 시험에 한 정보가 부족하여 학습자원

을 선택하는 것과 시험을 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따라서 가장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시 의 독학학 제 련 교재들을 선택하 고,학습활

동으로는 학습의 내용을 무조건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었다.이는 독학학

제에 스스로 참여한 학습자이지만 아직까지는 주변 인 참여자로서 제도에

응해 나가려는 자세 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차 독학학 제에 응하며 자율성을 확장시켜

나갔다.주변 인 참여자의 치에서 학습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들은 주변 인 참여자로 제도에 임할 때와는 달리,학습의 주인으로서

학습자원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학습활동에 해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독

학사 시험에 응시해 보니 시 의 교재 내용이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학습

자원들을 찾아 보충했으며 좀 더 효율 으로 시험을 비하기 해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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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을 터득하여 수행했다. 부분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해야했기에 출퇴

근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자신이 부족한 과목에 집 하며 시험을 비해

나갔다.학습한 내용을 확실히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기 해서 마인드맵을

하거나 상문제를 직 출제해 보기도 하 다.그리고 학습에 한 자신

감이 생겨 2단계까지 볼 계획이었던 독학사 시험을 4단계까지 보는 계획으

로 수정하여 독학학 를 취득하기도 하 다.

이 듯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합한 요

령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학습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하 다.이는 연구참여

자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학습에 해 평가하고 학습활동이나 학습계획

을 수정하는 모습이다.자기주도학습에 한 선형 모형은 자기주도학습이

목표설정,학습 계획,학습 실행,평가와 같은 일련의 차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Knowles,1975;Tough,1979).하지만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연구참

여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 이라기보다는 학습자의 평가에 따

라 학습활동과 학습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다.Garrison(1997)의 상호작용

모형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했지만 인지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제

시하고 있기에 여 히 한계가 있다.따라서 자기주도학습론은 자기주도학

습이 실제로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하여 여러 사례들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3)독학학 제 학습자의 상호작용

연구참여자들은 혼자서 시험을 비하는 개별학습 외에도 다른 학습자

들과 상호작용하며 시험을 비해 나갔다.독학학 제는 그 개념에서 내포

하고 있듯이 ‘독학’즉 혼자서 공부하여 학사학 를 취득하는 제도다.실제

로 독학학 제 학습자들이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여 동학습을 한다는 비

율은 1.6%다(성기선 외,2009).독학학 제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들과 상

호작용하는 비율이 혼자서 학습한다는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

존의 독학학 제에 한 연구들은 주로 혼자서 시험을 비하는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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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을 맞추었다(신 규,2002;백은순 외,2002;박난서,2007;이재

력,2008). 한 독학학 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에 한 논의

들(Knowles,1975;Tough,1979;Long,1992;Garrison,1997)도 주로 학습

자 혼자 학습하는 독학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자발 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스터디 모임’을 구성한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독학’을 가정하고 생긴 독학학 제의 성격을 탈바

꿈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이들의 자율성이 토 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넷 카페의 가상공간에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며 격

려해 주었다.독학학 제에 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독학학

제와 련된 ‘카페’를 발견하 고 이러한 가상공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한

것이다.시험을 본 후에는 ‘시험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올려 학습자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 다.이들은 독학학 를 취득한 후에도 독학

사 시험을 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과정을 다른 학습자들에게 알

려 으로써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 다.

연구참여자들 에는 스스로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시험을 비한 자들도 있었다.스터디 모임은 일주일에 1～2차례 이

루어 졌으며,각자가 맡은 부분을 공부해온 후 서로 가르쳐주며 배웠다.이

는 배움과 함께 가르침이 일어나는 모습이고,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완성

해 나가는 모습이다.배움은 가르침 즉,나눔이라 할 수 있는데 Illrich가

말하는 ‘공환성(conviviality)’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그는 공환 인 순간

이란 “개개인을 해 인식의 모든 순간을 학습하고,지식 기술 경험 등을

서로 나 어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순간”이라고 했다(Illrich,1970:27;정

민승,2000;180재인용).학습자들은 배움을 나눔으로써 공환 인 순간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연구참여자들도 ‘스터디 모임’에서 배움을

나눔으로써 학습을 보다 완성해 나갔다.

이 듯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을 주도해 나가기 해서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 다.독학학 제가 가정한 ‘독학’의 형태를 맹목 으로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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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자신에게 필요하고도 합한 학습활동들을 모색하여 수행해

나간 것이다.따라서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러한 상호

작용의 차원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제 언

연구참여자들은 시․공간 ,경제 측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합하다

고 단한 독학학 제를 선택하여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었다.독학학

제에 한 문제 들이 지 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나간다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더욱 도모하는 학습자 심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독학학 제의 개선 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독학학 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연구참여자들이 시험을 비하며 어려웠던

의 하나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어느 정도의 범 에서 시험이 출제되는지,

어떠한 난이도로 출제되는지를 악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따라서 연구

참여자들 에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마련해 달라”며 편지를 쓰기도 했다.

독학학 제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이 자기주

도학습을 하며 시험을 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독학학 제 학습자들의 만남의 장을

극 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연구참여자들은 다수가 혼자서 시험을 비

하기 때문에 정보도 부족하고 심 인 부담도 커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 다.따라서 ‘독학사의 날’을 정해

박람회 혹은 축제의 형식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면 독학학 제 학습자

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독학학 를 취득한 자들을 청하여 조언

을 해 수 있는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독학학 제 학습자들을 해 보다 다양한 학습자원들이 개발되어

야 한다.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독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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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련 교재가 있었지만 내용이 부실하여 학습자원들을 다시 찾아야 할

때도 있었다.따라서 보조 자료와 같은 자원들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이

들이 시험을 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20～49세의 독학학 제 학습자들 일부만을 상으로 하 다.

그러나 20 이하와 50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이들

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살펴본다면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

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독학학 를 취득한 자들이 독학사 시험을 비한 ‘자기주도학습

경험’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즉 독학학 취득 후

‘자기주도학습 경험’을 이와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는지,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자기주

도학습 경험’을 다른 자격증 과목에 도 하거나 한 분야의 문가로서 지

식을 넓 나가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이를 통해

이들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있어서 독학사 시험 비의 학습경험이 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밝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독학학 취득자들을 상으로 독학학 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를 악하는 것도 필요하다.학력 주의 사회에 응하기 해 선택하

던 독학학 취득 후,과연 그 학 를 제 로 인정받고 있는지,독학학

를 토 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이로써 독학학 에 한 사회 인식 개선이나 독학학 제의 활성화를

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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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이 연구는 독학학 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독학사 시험을 3단계 혹은 4단계까지 응시할 정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학교 소속

의 유주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해 것입니다.이 연

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귀하께

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합니다.다음 내용을 신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

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

하게 설명해 것입니다.

1.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 은 시간 ,경제 어려움으로 학습의 기회를 주는 독학

학 제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이 제도가 확산 유지되도록 하

는 것입니다.

2.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10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는 주로 심층 면담을 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심층 면담 시

에는 귀하의 동의 하에 녹음을 할 것입니다.녹음을 원치 않으실 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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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단할 것입니다.하지만 녹음을 안했다 하더라도 면담 내용은 연

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습공동체의 학습자의 경우

학습공동체의 진행과정을 보기 하여 연구자가 학습공동체를 참여

찰할 것입니다(참여 찰은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할 것입니다.녹음 혹은 비

디오 촬 혹은 사진 촬 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도 귀하

의 동의 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원치 않으시면 녹음 혹은 비디오 촬

혹은 사진 촬 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학습 과정에 한 심

층면담이 1시간~2시간 정도 2~3회 이루어질 정입니다. 지문헌(일기,계

획서,노트,교재 등)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한(하는)학습자의 경우

심층면담이 1시간~2시간 정도 2~3회 이루어질 정입니다. 지문헌(일

기,계획서,노트,교재 등)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4.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단기간 참여시 다음과 같이 기재

:약 1~2시간 2~3회 심층면담이 진행될 것이며,참여 찰은 동의가 있

다면 최 한 많이(최 20회)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5.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

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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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이들의

학습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를 악하기 해 연구자는

면담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학습공동체의 경우 부분 으로 참여

찰을 할 것입니다.면담 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연구도 귀하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면

담 혹은 참여 찰을 단할 것입니다.

7.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독학사 시험을 비하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학

습 과정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귀하가 본 연

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강 교수입니다. 희는 이 연구

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

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

원,생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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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않고 련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이러한 사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10,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

정될 것입니다.

10.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_______유 주 ____________

화번호:_________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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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 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

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리인 성명(참여자와 계)          서 명             날짜 (년/월/일)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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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 인터뷰 질문

1.독학학 제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독학사 시험 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독학사 시험을 비하면서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이를 어떻게 극

복하고 있습니까?

3.주변인들(가족,동료 등)의 향 혹은 인식은 어떠합니까?

4.독학사 시험을 비하면서 느낀 은 무엇입니까?변화한 은 무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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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Self-Directed

LearningProcessthosewho

PreparefortheBachelor’sDegree

ExaminationforSelf-Education

YooJuYoung

MajorinLifelongEducation,Departmentof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understandtheself-directedlearning

processthosewhopreparefortheBachelor’sDegreeExaminationfor

Self-Education(BDES).Theresearchquestionsareasfollows:

1.WhatisthelifecontextsurroundingtheBDESlearners?

2.How doestheBDESlearnersperform learningactivities?

3.How doesthemeaningoflearningchangeduringtheself-directed

learning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rough

qualitativemethodology.In-depthinterviewswithnineBDES learners

are conducted.Participantobservation ofthe study group i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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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hefirstfindingofthestudyclassifiesthelifecontextoftheBDES

learners, which includes ‘the context of the Bachelor’s degree

acquisition’,‘thecontextofchoicefortheBDES,’and‘thecontextin

thechoiceofacademicmajor’.In‘thecontextoftheBachelor’sdegree

acquisition,’theBDES learnershadaninteresttoobtainabachelor’s

degreebecausethey werelimitedby challengesorthey gottreated

differently.In‘thecontextofchoicefortheBDES,’theBDESlearners

hadchosenaBDEStakingintoaccounttheirsituation.In‘thecontext

inthechoiceofacademicmajor,’theBDESlearnerstypicallychosea

majorrelatedtotheiroccupation.

A secondfinding ofthestudy classifiestheself-directed learning

processinfourparts:‘tomakeaschedule,’‘notesandmanagementof

thetime,’‘stimulusandencouragement,and‘self-esteem andadvice'.In

‘to make a schedule’,the BDES learners seta goalto obtain a

bachelor’sdegreewithinashorttimeperiod.Inthisstudy,theBDES

learnersfounditdifficulttochooselearning materials.However,the

BDES learners chose learning materials related to their personal

situation.

Mostofthe learners solely prepared forthe BDES while some

learnerspreparedfortheBDESwithotherlearners.Thelearnerswho

solelypreparedfortheBDES performedlearningactivitiesthatwere

suitedfortheirpersonalsituation.Thelearnerswhopreparedforthe

BDESwithotherlearnersactivelyparticipatedinthestudygroup.The

learnerswho solely prepared forthe BDES shared information and

encouragedotherlearnersontheInternet.BecausemostoftheBDES

learners are solo,interactions by the other learners are highly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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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thelearnerscompletedtheBDES,theyself-reflectedandfelta

high sense ofaccomplishmentand high self-esteem.However,the

learnersregrettedresultsoftheBDES.Intheend,theBDESlearners

pointedoutthedeficiencieswiththeBDESandadvisedfuturelearners

abouthow topreparefortheBDES.

Thisstudy reveals themeaning oflearning through the learning

experiencesoftheBDES.Themeaningoflearningchangedduringthe

self-directed learning process.First,the BDES learners considered

learning asa‘passagetoobtain abachelor’sdegree.’However,this

concept changed as the BDES learners realized the concepts of

‘investmentforoneself’and‘guaranteeforanadvancedfuture’.Also,

theBDES learnersconsidered learning asa ‘pleasuretolearn’and

‘motivityoflife’.Thus,themeaningoflearningchangedintrinsicallyfor

theBDESlearnersduringtheself-directedlearningprocess.Ultimately,

theBDESlearnersformedaself-directedlearneridentity.

Thisstudy istheoretically significantin thecaseofself-directed

learning.First,thisstudyrevealsthattheBDESlearnershavechanged

themeaningoflearning.Therefore,thisimpliesthatresearchersshould

comprehendhow thelearnersconsiderthemeaningoflearning.Second,

this study reveals that the BDES learners self-reflect in the

self-directed learning process.This implies thatresearchers should

considertheaspectsofself-reflection.Third,thisstudy revealsthat

somelearnerspreparedfortheBDESwithotherlearners.Thisimplies

thatresearchersshouldconsidertheaspectsofinteractionwithother

learners.

ThisstudysuggestssomeimprovementsregardingtheBDES.First,

theBDES shouldprovidesomeusefulinformationandtipsaboutthe

exam.Second,the BDES should provide seminars for the B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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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to learn from each other.Third,theBDES should prepare

variousmaterialsrelatedtotheexam.Thesesuggestionscanguidethe

BDEStoamorelearner-centeredsystem.

Keywords: the Bachelor’s Dgree Examination System for

Self-Education,self-directed learning,self-directed

learning process,adult learning,lifelong learning,

learningcontext,meaningoflean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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