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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교육과 노동의 역을 정책 인 차원에서 극 으로 연계시키려는 시

도들이 세계 으로 활발히 시행되어왔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고등교육 맥락에서 ‘성인’을 학습자로 바라보는 성인고등교육 정

책이다. 성인들을 한 고등교육 정책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과

거 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성인들을 분산하여 흡수할 수 있는 안 인 

고등교육기   로그램을 ‘공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  

안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의 내용을 모두 제

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형식교육 밖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비형식교육 기회들이 범람해 있으며, 일터 등의 맥락에서 비구조화

된 무형식학습의 역에 한 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어떠한 ‘교육’ 

내용을 ‘공 ’할 것인지에 이 맞춰져있던 정책이 이제는 학습자가 다

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한 결과’들 포 으로 리하고 ‘인정’하는 시스

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이 다루는 ‘선행학습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은 이

러한 맥락에서 뜨거운 쟁 이 되고 있는 제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선행학습인정이란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를 포

하여 교육자격이나 직업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들이 가

지고 있는 다양한 학교 밖에서의 경험들까지도 인정 상으로 치 지우

고, 그 에서도 특히 노동의 경험을 학이라고 하는 교육  경험 안으

로 융합하려는 시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의 경험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낸다는 에서 실제 용 상은 재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

는 성인2·3기 가운데 고등교육에 속한 ‘성인 학생’이 주로 해당된다. 

국내에서도 선행학습인정제는 1990년  말부터의 논의를 시작으로 ‘

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문 학교육 의회의 ‘ 문 학 학사제

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무렵부터 정책 으로 권고되어 왔으며, 

2013년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 밖에서 획득한 지식·기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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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포 으로 인정하여 학 화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 학 장에서는 선행학습인정제가 시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는 국내 학뿐만 아니라 소  성공 인 것처럼 보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과 노동의 역을 극 으로 연계시키려는 선행학습인

정이 학에 도입되고 용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는데 목 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첫

째, 선행학습인정제의 개념과 제도는 세계 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형

성되고 진화해왔는가. 둘째,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된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선행학습인정제를 국내 학에 용하는 과정에서 어떠

한 양상이 표출되는가. 본 연구에서의 발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선행학습인정은 기본 으로 과정기반인정 논리를 공고하게 

유지하던 학에서 결과기반인정 논리를 어떻게 결합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결과에 해 학 을 부여하고 

그것을 하여 졸업장을 수여하는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를 공고히 구

축해왔다. 역사 으로 학습인정의 책임을 학교가 주로 맡아오면서 과정

기반인정은 사회의 형 인 학습인정논리로 통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한 이수 여부와 계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득

한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 자체에 을 맞추어 평가·인정하는 

‘결과기반인정’의 논리가 등장하 다. 이러한 학습인정에 한 논의들은 

고등교육 맥락에 그 로 반 되고 있다. 학은 역사  형성과 발달 가

운데 과정기반인정 논리에 근거하여 구축되어온 학 와 학  제도를 통

하여 학문 지식을 리해왔다. 그런데 최근 학 밖에서 습득한 상당한 

수 의 지식들을 보유한 성인 학생들의 증가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면

서, 학 밖 지식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쟁 이 되기 시작하 다. 성

인들의 풍부한 재직경험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내는 결과기반인정 논

리의 추가가 시도되는 것이다. 

둘째, 선행학습인정은 다양한 철학  토  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제

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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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인 개념 층 에 반 되고 있다. (1) 선행학습인정이 토 하고 있는 

사회통합담론, 평생학습담론, 지식기반경제담론은 각각의 지향 이나 구

체 인 철학은 조 씩 다르지만 그 지향에 도달하기 한 수단으로서 학

습인정체제가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한 가치

를 평가·인정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공통 으로 논의하고 있다. 

(2) 이러한 담론들을 토 로 선행학습인정이 실제로 제도화되는 양상은 

하나의 통일된 모형으로 구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맥락에 따라 다

양하고도 복합 인 양상으로 구축되고 있다. 학의 자율권이 높고 고등

교육 보편화가 상당히 개된 북미의 경우에는 ‘ 학’이 선행학습이나 경

험에 해 평가하여 교육자격을 부여하는 ‘ 학형 선행학습인정제’의 유

형으로 구축되어왔다. 반면에, 상 으로 엘리트 심 고등교육체제가 

강하고 복선형 교육체제와 자격체제가 발달되어온 유럽의 경우는 ‘국가

자격체계형 선행학습인정제’의 유형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는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을 아우르는 국가자격체계(NQF)라는 거시 인 역량 지도 안에

서 개별 학습결과들의 수 과 치를 가늠하는 가운데, 다양한 학습결과

들을 추출해내기 한 핵심 인 작동기제로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논의하

는 유형이다. (3) 이 게 다양한 유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제

는 련 용어와 개념에도 학습인정의 복합 인 층 가 반 되고 있다. 

상 으로 포착되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나들며 교육  학습활동 

반을 포 으로 융합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학습’과 ‘인정’ 개념을 견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층 의 학습과 인정 개념은 학습활

동에 해서 공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은 결코 단층 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을 드러낸다.

셋째, 고등학습인정 련법들 에서도 특히 고등교육법은 학이 견

고하게 형성해 온 학문 심, 기 심, 성인1기 심의 학 인정논리의 

경계 변화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선행학습인정 조항이 추가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고등교육법 논리구조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보수  

타 과 경계화 양상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90년  이후, 성인2・3기에 

주목하면서 학 밖에서 습득한 학습경험들을 법 으로 인정하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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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학습인정 련법들은 평생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역에서 ‘배제’하고 ‘포함’하는 고등학습의 성격과 그 인정논리를 보여

다. 평생교육법제에서는 비형식, 무형식학습 등 삶의 여러 역에서 획득

한 능력들을 통합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들이 마련되었으며, 

직업교육법제들에는 산업체 근무경력이나 자격증, 입상경력 등 성인들이 

직업 역에서 획득한 학습결과들까지도 학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

거 조항들이 마련되었다. 반면에 고등교육법에서는 학문 심, 기 심, 

성인1기 심의 학 인정논리가 보수 으로 유지되어왔다. 표 으로 

고등교육법의 학 인정 조항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일반학생이 

다른 학에서 습득한 형식학습에 한 학 만 호환 인정될 수 있는 정

도로만 개방되었다.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경험들을 인정하는 논리

들은 고등교육법의 외곽에서 법제화되어 탄력 으로 용되어온 것이다.

2013년 선행학습인정 조항이 추가되는 과정에서도 통 인 학이 새

로운 학습인정의 논리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기존 경계 구조가 여 히 

공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선행학습인정 조항은 결과 으로 문 학과 

산업 학이라는 제한된 지형에서 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문 학과 산

업 학 내에서는 학 안에서 완결 짓는 형태의 학 ・학  수여방식과 

학 밖 직업세계에서부터의 학습경험도 인정하는 학 수여방식이 병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체제 체로 봤을 때는 성인들이 학 

외곽에서부터 습득해온 학습결과들이 인정되는 비 이 커진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엄 히 논의하면 문 학은 본래부터 일의 세계와 가까운 

학으로서 새로운 학습인정 논리가  이질 이지 않은 고등교육기

이었으며, 새로운 학습인정의 논리가 이질 이었던 일반 학에는 이러한 

논리가  보충되지 않은 것이다. 

넷째, 선행학습인정제는 법 으로는 허용되었지만 등록  산의 문제

와 학사 리의 문제 등의 실 인 장애요인과 함께 교육부가 ‘과정이수

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료주

의  행정력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

에 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과정이수 없이 자격증 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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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 을 부여한 학들을 감사에서 지 하여왔으며, 이에 학들은 새

로운 학 인정 논리들이 법 으로는 허용되었어도 감사 지 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극 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계 확장 논리

가 반 된 새로운 학습인정 방식이 용될 틈이 없는 것이다. 요컨 , 교

육부의 이 구속 논리는 포  학습인정이 실천되기 어려운 상황을 구

조화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부의 이 구속에도 불구하고 략 으로 선행학습인정제

를 실천하고 있는 소수 학들이 있는데, 이들 학들은 선행학습 과정

을 문서화하고, 선행학습인정에 한 질 리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선행

학습인정제를 학체제개편과 연계 속에서 운 함으로써 이 구속의 틈

새 찾기를 하고 있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사례 학들은 학 밖

의 학습경험에도 나름의 학습과정들이 있었음을 객 으로 증명하는 시

스템(새로운 인정표 )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학과  본부 차원의 

원회를 통하여 선행학습인정의 질 리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자기방어

를 하고 있었다. 셋째, 선행학습인정제를 학체제개편의 핵심기제로서 

논의함으로써, 그것이 편법 인 학 수여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임 아님을 

보여  수 있는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들은 교육부의 

이 구속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학사 리 차원에서 보수 이고 

료주의 인 학 인정 논리를 강조하고 새로운 학습인정의 논리들은 억

르려고 하는 교육부를 설득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학습인정제의 역사 인 흐름부터 세계 인 제도화 동향들,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항들, 학 장에서의 미작동 양상, 

실천 장에서의 응 등 여러 층 들에서의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선행학습인정이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과 실제 작동양상이 드러내었

는데, 이를 토 로 학에 선행학습인정이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

서의 개 양상을 종합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선행학습인정은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 논리를 학 

안에서 결합하는 시도이다. 서로 다른 맥락과 역에서 별개의 시스템으

로 구축되던 상이한 학습인정논리들이 결합하는 시스템이 학 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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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인 것이다. 

둘째, 과정기반인정 논리와 결과기반인정 논리라는 이질 인 두 가지 

논리를 학 안에서 결합시키려고 하면서 긴장 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

는 필연성이 있음을 논의하 다. 이러한 두 논리간의 긴장 양상은 재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 층 , 교육부의 행정력이 작동하는 층 , 그리고 

학들에 선행학습인정이 용되는 층 에서 공통 으로 표출되고 있음

을 분석하 다. 

셋째, 학 선행학습인정제에는 필연 으로 긴장 계가 내재되어있지

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이러한 긴장 계를 충돌양상으로가 아닌 포

 ‘융합’ 양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본래  지향이 실제로 구

되는 방식으로 학 밖에서 습득한 학습결과에도 ‘고등수 ’의 ‘학습과

정’이 있었음을 증표하는 학습인정의 차와 기 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

었다. 

넷째, 학 선행학습인정제에 내재되어 있는 긴장 계를 충돌양상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닌 포  ‘융합’ 양상으로 이끌어내려는 지향은 보다 

거시  차원에서는 고등교육체제에 한 확장  재구조화로 연결됨을 논

의하 다. 학 선행학습인정제에는 상반된 학습인정의 논리들이 상호 

조응하는 방식으로 진화되면서 학체제 자체가 서로 다른 논리들을 포

으로 담아낼 수 있는 랫폼으로 확장시키는 지향이 있다. 

다섯째, 학습인정의 논리  측면들은 표면 으로 드러나지 않아 논의

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만, 학습인정의 논리구조에 한 정립 없이는 

실 이고 표면 인 충돌 양상만이 부각되는 과거의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학에 선행학습인정을 용함에 있어 학습인정 논리구조에 

한 고민이 요함을 논의하 다. 

주요어: 선행학습인정, 고등교육, 학, 학 , 학 , 자격, 성인학습자, 

일, 학습, 과정기반인정, 결과기반인정 

학  번: 2010-3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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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노동과 교육의 역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성인들의 계속교육을 지원하

는 정책  시도들이 세계 으로 활발히 개되어왔다. 지식과 기술을 

지속 으로 학습하지 않고서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지식기반사회가 이를 더욱 추동하고 있다(Hargreaves, 2003; 

ILO, 2000;  Jarvis, 2001; OECD, 2005a). 그런데 성인들의 일과 학습을 

연계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고등수 의 계속교육과 련되어 있다. 등교육 보편화가 이미 실 된 

국가들에서 성인계속교육이 성인기 교육 심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이

행하고 있으며, 결과 으로 성인학습에 한 정책  지원도 고등교육 맥

락과 목되고 있는 것이다(Kasworm, 2003; Knapper & Cropley, 2000).

고등교육의 팽창은 선진국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이며, 이는 

비단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의 성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보

편화의 단계로 어들고 있다(Schofer & Meyer, 2005; Trow, 1970; 

1972; 2007; 한숭희, 이은정, 2015). 고등교육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Martin Trow에 따르면, 소수 엘리트 집단의 특권이었던 고등교육은 상

으로 다수에게 기회가 열린 화 단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 만인

의 권리가 되는 보편화 단계로 이행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고등교육은 더 이상 특수 엘리트 집단의 유물이 아니라 직업의 문성

을 지향하는 성인 일반의 문교육의 시작 이자 그 완성을 향해 수없이 

반복되는 ‘재귀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한숭희 외, 2014: 62-63). 

이 게 고등교육을 구성하는 인구의 성질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고등교

육체제에 한 보다 극 인 변화와 정책  지원이 사회 으로 요청되

어왔다(Burgstahler & Cory, 2008; Trow & Burrage, 2010). 1997년 

국에서 발간된 디어링 보고서 「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은 이러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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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을 여실히 보여 다(Dearing, 1997). 고등교육 보편화가 일 부

터 시작된 북미지역은 물론 소수 엘리트 심의 고등교육체제를 고수하

고 있던 유럽조차도 ‘평생학습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성인들을 고려한 고

등교육정책들을 극 으로 개하고 있다. 이에 세계 으로 지난 20

년간 고등교육 취학률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왔으며 그 가운데는 성인 

학생들의 증가 양상도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Osborne & 

Thomas, 2003; Schuetze & Slowey, 2000; 2002; 2013).

성인들을 한 고등교육 정책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지 까

지 정책의 주요한 방향은 성인들을 분산하여 흡수할 수 있는 안 인 

고등교육기   로그램을 ‘공 ’하는 것이었다. 학령기 학생 심으로 

구조화되어있는 통 인 학(university)의 경직성과 폐쇄성은 성인들

의 고등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통 인 학의 외곽에 비

학(non-university)을 기능 으로 분화시키면서 성인들에게 고등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 하는 방식이다(Taylor et al., 2008; Teichler, 1998). 

통 인 학은 소수 엘리트 학생들에 한 기교육과 연구에 집 시

키는 한편, 폴리테크닉(Polytechnic)에서 승격한 신 학(New University)

이나 응용과학 학 등에는 직업교육을, 그리고 일제나 시간제 모두로

도 학에 근하기 어려운 성인들에 한 고등교육은 개방 학(Open 

University)에 맡기는 식이다. 이처럼 비 학의 역들이 소  성인 학

(adult university)으로서 역할을 하는 양상은 많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

고 있다(Bourgeois et al., 1999).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들을 상으로 안 인 고등교육 공 지형을 확

하는 정책들이 꾸 히 시행되어왔다. 교육부는 개방 학, 산업 학, 원

격 학, 사내 학, 계약학과, 산업체 탁교육, 공심화과정, 평생학습

심 학사업, 평생교육단과 학 등 성인들을 한 고등교육 기   로

그램을 구축해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통 인 학문 심 학과는 구별

되는 한국폴리텍 학을 운 하는 등 일과 학습을 상호 연계하는 가운데 

고등교육정책을 극 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안 인 고등교육 

기 들은 횡 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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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종 으로는 학의 역할이 계속교육기 으로서 확장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안 인 고등교육기   로그램을 ‘공 ’하는 데 주

로 이 맞춰져있던 성인고등교육 정책에 최근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

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기 을 통해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학

습의 내용을 모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형식교육 

밖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비형식교육의 기회들이 범람해 있으며, 일터 

등의 맥락에서 비구조화된 무형식학습의 역에 한 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별도의 고등교육 기   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교육’ 내용을 ‘공 ’할 것인지에 이 맞춰져있던 정책이 이제 ‘학습자’

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학습결과’  ‘능력치’들을 포 으로 

리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해서도 심을 두고 있

다.

‘학교 학력을 넘어선 한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과정과 

단계를 통해 총체 으로 인정 가능한가’에 한 고민은 평생학습의 

에서 추동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에서는 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생애에 걸쳐 다양한 삶의 장면과 층 에서 일어나는 학습

의 결과들을 통합 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요한 과제

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평생교육정책 차원에서 학교 밖에서부터 획득한 능력에 

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와 법  근거들이 역사  수면 로 등장하

다. 독학학 제가 근거하는「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 학

은행제가 근거한「학 인정 등에 한 법률」, 「평생교육법」등이 그

것이다. 교육 역에서뿐만 아니라 노동 역에서도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

과들에 해 인정할 수 있는 체제에 심을 가지고 련 법  근거들을 

마련해왔는데, 학교 학력을 넘어선 한 인간의 총체  능력을 포착하고 

인정하는 문제가 비단 교육 역 내에서 완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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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 등에서 성인들의 재직경험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여 학 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등장하 다. 일련의 시도들은 그간 통 인 학

이라는 기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 학습인정의 구조들을 보완하기 해 

등장한 새로운 방식의 학습인정체제 다. 

본 논문이 다루는 ‘선행학습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은 이

러한 맥락에서 가장 뜨거운 쟁 이 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선

행학습인정에 한 정의와 설명방식은 사회  맥락이나 에 따라서 

다양하나, 일반 으로 ‘형식교육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역에서 획득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들을 포 으로 인정하여 교육자격이나 직업자격

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논의할 수 있다(Cedefop, 2009a; EC, 2013; 

OECD, 2006; 2010; UNESCO, 2005; 2012b). 고등교육 맥락에서 활발히 

논의되면서 학이라는 기 을 넘어선 다양한 경험들을 고등수 의 학습

으로 번역해내려는 시도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 가운데서도, 특히 노동의 경험을 학이라고 하는 

교육  경험 안으로 융합시키려는 시도로 논의되면서, 실제 용 상은 

재직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주로 해당된다. 

이러한 선행학습인정은 개별 선진국들에서 제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UNESCO, OECD, ILO, 유럽연합 등 국가 단 에서도 요한 정책 

아젠다로 삼고 논의를 이끌어왔다. UNESCO는 무형식・비형식학습의 

인정에 한 개념  논의와 함께 「비형식·무형식학습의 인정, 인증, 학

인정 가이드라인(UNESCO Guidelines for the 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of the outcomes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을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선행학습인정을 자격체계와

의 연계선상에서 확장 으로 논의하고 있다(UNESCO, 2005; 2012b; 

2013). OECD에서도 형식교육 밖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한 포  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차세  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OECD, 2005b; 

2006; 2007; 2010). 이는 OECD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성인역량조사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조사는 형식학습 참여율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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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학습  무형식학습에 이르는 총 인 학습을 조사 상으로 하면

서, 궁극 으로는 한 사회구조 내에서 생산되는 학습의 총량을 측정하고 

지표화를 목 으로 하고 있다(OECE, 2013a; 2013b). 국제노동기구 ILO 

한 재직 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역량 등을 자격화 하는 것에 

을 맞추어 선행학습인정을 각국에 권고해왔다(Dyson & Keating).

유럽연합 단 에서도 ‘학습결과’의 인정  이  등을 고민해오고 있는

데 이는 유럽학 교환제도(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ECTS)나 

유럽자격체계(European Qualifcation Framework, EQF) 등을 통해 드러

난다(EAECA·Eurydice, 2013; EC, 2006; 2008; 2013).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수행한 로젝트인 ‘고등교육에 있어서 평생학습으로의 근

(Access to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LLinHE)’은 이민

자, 50세 이상의 학습자들, 장애인 등의 성인들이 고등교육에 보다 유연

하게 근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인정 구축방안을 고민하기도 하 다

(Duvekot et al., 2014a; 2014b).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 Cedefop 한 

2008년 「유럽에서 비형식・무형식학습의 인증」보고서와 2009년 「비

형식・무형식학습 인증을 한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면서 포  학

습인정과 련한 논의를 지속 으로 개해왔다(Cedefop, 2008; 2009a).

국내에서도 선행학습인정은 그리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이미 1990년

부터 경험학습결과에 한 평가·인정, 비형식‧무형식학습인정, 선행학

습인정, 선행경험학습인정, 선행학습경험인정, 사 학습인정, 일터경험학

습 평가제도 등의 다양한 용어로 련 논의가 이어져왔다(강 , 2013; 

강정옥, 2000; 김경애, 2007; 김경이, 2009; 김 화, 1999; 박태 , 1999; 

양흥권, 2014; 오석 , 2014; 이시우 외, 2013; 이정표, 2000; 2001; 2003; 

2007; 2008; 2013; 2015; 이해  외, 2011; 정민승, 2010: 123-150; 정지선 

외, 2002; 정혜령, 2012; 2013; 채재은 외, 2009: 178-179; 최돈민, 2000; 

2003; 최상덕 외, 2006). 그 가운데는 선행학습인정의 의의와 논쟁 , 구

축 모델들에 한 분석이 있었으며, 국외  국내 사례 연구, 실제 으로 

구 을 염두에 두면서 학이 선행학습인정을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마련하기 한 연구, 학 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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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인정제 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 다. 

이러한 논의들은 실제 제도에도 반 되는데,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은 

‘ 학’을 심으로 하는 형태로 제도화되기 시작하 다. 주로 재직 인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노동의 경험을 학이라고 하는 교육  경험 안으

로 융합시키는 범주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학습인정이 실제 

정책에 본격 으로 반 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무렵부터 다.  교육과

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시행해온 평생학습 심

학사업이 학부설 평생교육원에 한 체재개편에서 학 ‘정규 학사과

정에 한 체제 개편’으로 사업의 심축이 이동하면서 선행학습인정은 

학에 핵심 으로 도입되어야 할 학사제도로서 권고되기 시작하 다(교

육과학기술부, 2010). 한국 문 학교육 의회에서도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문 학 학사제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선행학습인정제 시범운

’을 지원하면서 제도  실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 바 있다(한국

문 학교육 의회, 2014). 그런데 당시에는 선행학습인정의 법  근거가 

없는 상태로 권고된 것이어서 학에서 추진력 있게 시행되지 못하 다. 

평생학습 심 학사업에 참여하는 학들은 법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하 다.

마침내 2013년 8월 13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성인들이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평가하여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학 선행학습인정의 법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논의된다(양흥권, 2014; 

이희수 외, 2014; 이정표, 2015; 조 연 외, 2015). 이 조항은 일반 학은 

제외하고 산업 학과 문 학에만 용되는 제한이 있지만, 학이 학

은행제 등을 거치지 않고도 성인 정규학생들의 재직경험까지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발 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 학습자들이 자신의 재직경험이나 비학 과정에서의 학습경험을 포

트폴리오 등으로 작성하여 학에 제출하면, 학은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정식 학 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의 논의와 시범 사업이 있었으며 이제는 시행할 수 있

는 법  근거까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 장에서 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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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가 시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선행학습인정제는 하나의 부품이 

장착되듯이 학에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

의 통 인 학 수여방식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어 학들은 구태여 

새로운 학습인정체제의 보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학에 용되면 학

 수여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학들은 이 제도

의 도입과 활용을 오히려 기피하고 있었다. 학들은 여러 장애요인들과 

부딪히고 있는데, 컨  선행학습인정제를 활용할만한 성인학습자들이 

부족하다는 문제로부터 인정 기 의 불명확성  법  가이드라인 미흡, 

학사 리에 한 부담감, 산의 불안정성, 경험학습 가치에 한 사회  

정당성 부재 등이 쟁 이 되고 있다(오석 , 2014; 이정표, 2013; 2015). 

선행학습인정을 극 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소수의 학들에서는 선행

학습인정에 찬성하는 구성원과 반 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 상황에 직

면하고 있다.

재 학의 선행학습인정제는 무엇에 부딪히고 있는 것인가? 평생학

습차원에서 생애 , 사회 으로 획득한 학습결과들을 통합 으로 인

정하고자 하는 선행학습인정의 지향이 학에 용되기 어려운 지 은 

무엇인가? 일과 학습을 상호 연계시키는 가운데 성인들의 다양한 학습경

험을 인정하기 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  시도는 어

떠한 상황에 있는가? 선행학습인정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고등교

육체제에서의 쟁 들과 문제는 무엇인가? 선행학습인정제의 불필요성이

나 산 부족 등의 해 요인들이 사라지면 선행학습인정제가 원활히 작

동할 것인가? 일련의 질문들과 련하여 명확한 해답이 있지는 않는 상

황이다. 다만, 선행학습인정의 담론  논의와 실천이 한국 사회보다 오랫

동안 개되어온 해외 선진 사례들에서조차도 학 장에서 선행학습인

정제의 원활한 작동은 어렵다는 이 보고되고 있다. 성공 인 것처럼 

보이는 해외 사례들도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여 히 정착 과정 에 

있는 것이다.

학에 도입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 선행학습

인정이 학에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양상이 보다 분명히 분석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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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체 으로는 학의 통 인 학   학  제도가 지닌 학습인

정의 방식과 메커니즘은 무엇이었으며, 선행학습인정제가 지향하는 가치

와 학습인정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자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어떠

한 양상이 표출되고 있는지에 한 분석과 함께 궁극 으로는 학에 선

행학습인정제가 결합된다는 것이 근본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학습인정이 학에 도입되고 제도

화되는 양상을 분석하는데 목 을 둔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1) 지구  차원에서 

선행학습인정의 개념과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어 왔는가? (2)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된 과정은 어떠한가? (3) 선행학습인정

제를 학에 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이 표출되는가? 구체 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1) 선행학습인정의 개념과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어 왔는가?

2)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된 과정은 어떠한가?

3) 선행학습인정제를 학에 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이 표출되

는가?

첫째, ‘선행학습인정의 개념과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어 왔는

가?’라는 질문은 ‘ 학 선행학습인정은 무엇인가’를 개념 으로 드러낼 

필요에서 도출되었다. 이를 해서는 선행학습인정이 토 하고 있는 (1) 

학습인정의 기본 인 개념과 개 방식에 한 분석과 (2) 그것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고등교육 맥락에서 학습인정의 흐름에 한 이해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이는 ‘ 학 선행학습인정’이 학습인정의 역사철학  

체 지형 에서 어디에 치하고 있는지 악할 수 있게 하며,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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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와 지향 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종  분석에 이어서 횡

으로는 (3) 선행학습인정이 무엇인지를 본격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이와 련해서는 구체 으로는 선행학습인정이 등장하게 된 담론  

토 와 지구  제도화 동향, 그리고 개념의 층  구조를 분석한다. 

둘째,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된 과정은 어떠한가? 국내 학

에서 개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의 도입과 개 양상을 검토하는 차원

에서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 과정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제화 과정

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분석될 것이다. 먼 , (1) 2013년 이 에도 존

재해왔던 학습인정 련 법제  제도들이 어떠한 학습결과의 범주와 방

식으로 성인들의 다양한 학습경험들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학습인정 련법들은 고등교육법의 선행학습인정 조

항이 추가되기까지 맥락으로 향을 미친다. 다음으로는 (2) 2013년 고

등교육법에 추가된 선행학습인정 조항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앞서 학습

인정 련법들의 개 양상과 비교 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 학 선행

학습인정’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국내 고등학습인정 련 법제

의 체 지형 가운데 선행학습인정제가 지닌 치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한 그것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학습인정제도와 련

한 여러 논쟁 들을 드러낼 수 있다.

셋째, 선행학습인정제를 학에 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이 표

출되는가? 선행학습인정제가 국내 학에 법  제도 으로 실제로 용

되는 과정에서의 양상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개 양상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하나는 (1) 다수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작동

시키지 않는 양상에 한 분석이다. 학에 유연하게 학 과 학 를 수

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기면 학 수여가 남발될 것이 우려되었지

만, 막상 학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다수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의 도입은 어떠한 상황에 착해있는가를 살펴보

는 것이 첫 번째 양상으로 분석이 될 것이다. (2) 두 번째는 다수 학

에서 선행학습인정이 미작동하는 가운데, 선행학습인정제를 극 으로 

운 하고 있는 소수의 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  틈새 찾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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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실 맥락에서 학 선행학습인정제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게 한다.

3. 연구방법  차

본 연구는 선행학습인정제라는 제도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을 둘러

싼 ‘맥락’들을 구조 이고 입체 으로 드러내고자 하 다. 그래서 학이 

학습인정체제를 구축해온 역사철학  맥락, 선행학습인정이 논의되는 

지구 인 담론의 맥락, 국내 고등교육법에서 선행학습인정 법제화의 맥

락, 국내 학들이 당면한 사회구조  변화 맥락과 정책  흐름 등을 이 

연구를 통하는 ‘맥락’을 검토하면서 선행학습인정의 도입  제도화 양

상을 분석하 다. 인간의 행 는 맥락 안에서 연구될 때 잘 이해될 수 

있다는 을 가진다(Bogdan & Biklen, 1992; Merriam, 1998; 2015). 

질  연구방법은 구체 인 ‘맥락’을 추 하여 특정 사례에서 내재하는 이

슈를 발견하고 이해하기에 합한 방법론으로서 ‘특정 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라는 연구 질문에 합한 연구방법론이다(Schwandt, 

1997). 이에 연구자는 선행학습인정을 둘러싼 맥락들을 다각도로 살펴보

는 가운데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질  연구는 1) 사회  실체와 상

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며, 경험되고 생성되는가와 2) 자료가 창출되

는 사회  맥락이 어떠한가에 심을 두며, 3) 분석과 설명 방법에서 복

잡성, 세부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데 을 둔다는 (Mason, 

1996: 20)에서 다양한 자료(문서, 통계, 면담, 시각자료 등)를 폭넓고 엄

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선행학습인정과 련

된 문서자료와 면담자료를 폭 넓게 수집하 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선행학습인정의 개념과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어 왔는가?’를 논의하기 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학습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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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 제도 , 개념 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 다. 분석의 주요 문건

은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Cedefop), 유럽 원회(EC), 국제노동기구(ILO), 

경제 력개발기구(OECD), UN교육과학문화 문기구(UNESCO) 등으로

부터의 발간된 선행학습인정 련 보고서와 그 밖에 학술 연구물들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된 과정은 어떠

한가?’에 한 분석을 해서는 문헌연구와 질 면담을 실시하 다. 먼

, 문헌연구의 상이 되는 자료들은 (1) 국내 학습인정 련 법률(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2) 법률 설명자료, 그리고 (3) 국회 회의록 (4) 

선행학습인정 련 교육부 문건 등이다. 주요하게 검토한 학습인정 련 

법률은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평생교육법」,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

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고등교육법」과 각각의 시행령, 시

행규칙의 해당 조항이며, 법률과 법률 설명자료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하 다. 

국회 회의록은 고등교육법에서 선행학습인정 조항이 추가되는 법제화 

과정을 분석하기 한 자료로, 2012년 9월 24일 교육부가 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이후 국회 교육과학기술 원회, 법안심사

소 원회 등의 회의록, 그리고 수석 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수집하 다. 

이 자료들에는 선행학습인정이 제안된 법률안의 취지부터 심의․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논쟁 지 들을 검토할 수 있었다. 련 

자료들은 국회운 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하 다. 

그리고 선행학습인정 법제화의 실제  맥락을 검토하기 해 선행학습

인정 련 교육부 문건들을 분석하 는데, 주요 분석 자료는 선행학습인

정을 권고했던 평생학습 심 학사업 련 문서,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계

획, 평생교육백서 등이었다. 한 선행학습인정제를 발의하 던 교육부 

부서 담당자, 평생학습 심 학 교수  담당직원, 선행학습인정제 시범

사업을 운 한 계자 등을 인터뷰함으로써 법제화의 맥락에 한 추가

인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선행학습인정제를 학에 용하는 과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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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양상이 표출되는가?’에 한 분석을 해서는 문서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하는 한편 질  면담을 수행하 다. 자료를 수집하는 상인 학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 다. 첫 번째는 범주는 선행학습인정제 

시범사업을 운 했던 학, 평생학습 심 학사업 운  학, 평생직업교

육 학사업 운  학, 그리고 유사제도로서 재직경력을 학 화할 수 있

는 계약학과 등 성인학습자에 심을 가지고 련 사업이나 학과를 운

해왔던 학들 가운데 선행학습인정제를 극 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

는 학들이다. 두 번째 범주는 선행학습인정제를 극 으로 시행하려

고 노력하는 학들로서, 성인학습자 심의 사업을 해왔던 학들 가운

데서도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들과 련된 문서로는 학 인정 련 학 규정(학칙, 세

칙, 지침 등)을 수집하 는데, 선행학습인정제 련 조항뿐만 아니라 자

격증, 재직경력, 장실습 등을 학 으로 인정하는 학 규정들을 폭 넓

게 수집하 다. 이러한 규정들이 학이 통 으로 학 을 리해온 방

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유사 혹은 립되는 논리구조가 있는지를 분석

할 수 있는 자료 다.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의 경우에는 

본부 단 와 학과 단 의 선행학습인정 련 문서들을 수집하 다. 선행

학습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A 학에서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만난 

제보자가 제공해주어, 본부의 선행학습인정 심의 원회의 2년간(4학기) 

회의록과 학과 단 의 문서(선행학습인정 련 기 , 신청서류, 평가서

류, 회의록)을 수집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첫째, 학과의 선행학습이수

인정 틀이 되는 평가 거표와 평가 항목서, 평가 질문서들을 수집하

으며, 둘째, 학생들이 제출한 선행학습인정 신청서류들(선행학습이수인정 

신청서, 선행학습이수 인정 교과목 신청서, 선행학습이수인정 교육/근무 

기술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재직증명서, 자격증, 기타 증빙서류)와 셋째, 

이를 평가한 개별 교수의 선행학습이수인정서 평가서와 총  평가서, 실

기 평가서, 평가 원회 구성기록 넷째, 학과의 선행학습평가 원회의 회

의록을 수집하 다.

면담은 상 기 의 선행학습인정제 운  황에 한 1차 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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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토 로 반구조화된 질문 목록을 구성하여 실시하 다. 면담의 

상이 되는 주요 기 은 학습인정 련 법률이 용될 수 있는 학들이 

핵심이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선행학습인정과 층 는 다

르지만, 성인들의 재직경력 등을 학 화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두고 

있는 계약학과, 한국폴리텍 학와 선행학습인정제가 사업 계획에 포함되

어있는 평생직업교육 학들도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시하는 학의 경우에는 보다 깊이 있는 면담을 실시하 다. 인터뷰는 

주로 학에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운 에 여한 보직교수  본부 실무

자, 학과 교수, 실무자 등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선행학습인정

제 시범사업을 운 했던 담당자들과 평생학습 심 학사업에 여했던 

교육부 담당자 등에 한 인터뷰도 함께 이루어졌다. 면담자 목록은 다

음과 같다.

연번 이름 성별 소속 기 소속 부서(직 ) 횟수

1 남○○ 남 A 학교(평 ) 사업단(직원) 2

2 김○○ 남 A 학교(평 ) 본부 교무/사업단(장) 1

3 심○○ 여 A 학교(평 ) 교수 1

4 이○○ 여 A 학교(평 ) 교수 1

5 고○○ 남 B 학교(평 ) 본부 교무입학(직원) 1

6 홍○○ 남 C 학교(평 ) 교수 1

7 박○○ 남 D 학교(평 ) 본부 교무입학(직원) 2

8 김○○ 여 E 학교(평 ) 사업단(직원) 1

9 박○○ 여 F 학교(평 ) 교수 1

10 김○○ 남 G 학교(평 ) 교수 1

11 홍○○ 남 H 학교(평 ) 교수 1

12 강○○ 남 I 학교(평직) 본부 성인교육(직원) 1

13 유○○ 여 I 학교(평직) 본부 수업(직원) 1

<표 Ⅰ-1> 면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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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이름과 학교명은 익명 처리함

*평 : 평생학습 심 학, 평직: 평생직업교육 학, 계약: 계약학과

문서자료  면담자료 등 1차 수집한 자료에 한 역분석(domain 

analysis)을 실시하여 의미있는 주제어 목록을 작성하 다. 이는 추가 자

료 수집을 한 단계로 행해진 분석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자료수

집의 범 와 면담 상과 면담에서 다 야 할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었

다. 면담 후 사한 내용은 수차례 정독하면서 반복되고 의미있는 주제

14 김○○ 남 J 학교(평직) 본부 특성화 (직원) 1

15 강○○ 남 J 학교(평직) 본부 사업단(직원) 1

16 정○○ 남 K 학교(평직) 사업단(장) 1

17 문○○ 여 L폴리텍 학 본부 학 (직원) 1

18 이○○ 여 M폴리텍 학 본부 학사(직원) 1

19 신○○ 남 N폴리텍 학 본부 학사(직원) 1

20 임○○ 여 O폴리텍 학 본부 학사학 (직원) 1

21 신○○ 남 P 학교(계약) 본부 교무(직원) 1

22 강○○ 여 Q 학교(계약) 단과 (직원) 1

23 조○○ 남 R 학교(계약) 학원(직원) 1

24 박○○ 남 S 학교(계약) 본부 산업교육(직원) 1

25 김○○ 여 T 학교(계약) 본부 특성화교육(직원) 1

26 남○○ 여 U 학교(계약) 단과 (직원) 1

27 이○○ 여 V 학교(계약) 학과(조교) 1

28 건○○ 남 W 학교(계약) 학과(조교) 1

29 김○○ 여 문 학교육 의회 (직원) 1

30 이○○ 남 문 학교육 의회 (직원) 1

31 김○○ 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직원) 2

32 이○○ 남 교육부 계약학과(직원) 1

33 박○○ 여 교육부 학원(직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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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찾아내고 범주화하 다. 연구자는 주제어를 찾는 과정에서 애 에 

가지고 있었던 제들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 다. 역분석 후

에는 이를 체계화하는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분류분석은 역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제어의 하  범주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분류체계를 작성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분류분석은 논문의 체 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역분석  분류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학 선행학습인정 안에 붙박  있는 립 인 논리구조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논리구조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주요 범주  학  범주

를 구성하여 해당되는 내용들을 배치하 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복 이고 순환 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료의 

구조화와 분석 과정에서도 맥락에 한 검토는 병행하 다. 질  연구는 

항상 해석을 포함한다(조용환, 1999). 질  연구과정에서는 장에서 해

석  찰이 이루어지고 사례의 제보자들과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자 자신을 ‘연구 도구’로 삼아 연구자의 가정과 

을 가지고 앎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Polanyi, 2001), 연구자의 독단과 

편견을 조정하여 연구 사례에 한 포  이해를 얻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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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습인정의 역사철학  이해

어느 사회에나 학습을 리하는 방식의 총체인 ‘사회  학습 리기제’

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진행된다(김신일·박부권, 2005; 한

숭희, 2006; 2010). 사회구성원들이 학습에 근할 수 있도록 진 혹은 

강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방임 혹은 억제하는 방식까지 포 하는 개념

인 것이다. 사회  학습 리기제는 그 사회의 역사와 통, 문화  맥락

과 하게 련을 맺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해왔다. 가령, 어떤 사

회는 특정 집단에게 특정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도록 유도하거나 의무화

하는 반면에, 같은 지식과 기술이라도 다른 사회에서는 학습할 기회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임하거나 억제 혹은 지하는 경우도 있다.1) 

이러한 사회  학습 리기제는 주로 교육 역을 심으로 구축되어왔

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주요 단 로 개되어왔다. 그러나 사회  

학습 리기제는 교수학습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를 

사회  가치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평가·인정해내는 것도 포

함한다. 교육으로 표되는 사회  학습 리기제란 학습기회를 분배하고 

분배되 학습과정을 리하여 그 결과를 평가인정하고, 이를 둘러싼 정책, 

제도, 문화 등이 구성해내는 시스템을 총체 으로 일컫는다. 학습인정도 

사회가 학습을 리하는 총체  시스템 안에서 핵심 인 요소로 부각되

는 것이다. 이 게 시스템  에서 바라보면 학습을 인정하는 체제는 

한 사회의 교육시스템을 비롯한 반 인 학습 리기제를 이해하는데 핵

심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Ⅱ장에서는 학 선행학습인정을 본격 으로 논의하

기 에 그것이 놓여있는 사회  학습인정체제의 체 인 지형을 살펴

본다. 먼 , (1) 학습인정의 기본 인 개념과 개 방식을 검토하고, (2) 

이어서 선행학습인정이 주로 논의되는 ‘고등교육’ 맥락에서 학습인정의 

1) 사회 으로 학습을 리하는 스펙트럼을 좀더 세분화하면 학습을 지-억제-방해-방

임-권장-지원-강제하는 방식의 스펙트럼이 있다(김신일·박부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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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개를 살펴본다.

1. 학습인정

   
1) 학습인정의 개념화

인간의 학습은 다층 으로 이루어지며, 학습결과를 하나의 층 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jarvis, 2012). 교육학에서는 행동주의 이후 인간의 학

습을 모종의 행동이나 활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 다. 이 경우, 학

습이란 인간의 행동 혹은 활동에 모종의 항상 인 향을 미치는 과정으

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학습을 하나의 체계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

도의 하나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의 제2세  이론을 구축한 

Leont'ev(1972; 1978)는 학습이 일어나는 차원을 생리  조건화

(conditioning)에 의해 변형되는 작동(operation)의 측면, 심리  목 에 

의해 추구되는 행동(action)의 측면, 그리고 사회  맥락에서의 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활동(activity)의 측면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인간이라

는 본질 자체가 생리  유기체임과 동시에 심리체계  차원을 가지고 있

고, 그 외곽에는 사회체계로서의 특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학

습은 이러한 생리 , 심리 , 사회  차원 등의 층  변화를 모두 포

한다고 보는 것이다(Engeström, 2001).

학습인정과 련하여, 이러한 다양한 층 와 스펙트럼의 학습결과를 

모두 인정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컨 , 생리  차원에서의 학습결과는 이미 환경에 한 체계의 반응이

라는 형태로 인간 행동에 반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결과를 인정

하고 그 형태로 증거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은 단순 

분명하며, 그러한 학습결과를 보이기 해서는 단지 몇 가지 시범만으로 

족할 수 있다. 한 어떠한 경우에는, 한 가지 학습이 반드시 한 가지 학

습결과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떤 능력이 어떤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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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추리하기도 힘들기도 하다. 말하자면 학습의 '

결과'인 능력치는 그 '원인' 행 와의 일 일 응을 통해 나타나는 그

런 고립 인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설사 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습은 행동과 기술  차원에서 결과를 남기지만, 어떤 학습은 

 측정이 불가능한 역에서의 결과를 남기기도 한다는 에서 그 '결

과'를 제시하는 일이 반드시 모두 가능하지만은 않다. 컨   학습

을 통해 주 으로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객 으로 증명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요컨 , 학습결과

를 한 가지 표 화된 잣 로 제시하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이처럼 학습결과에 주목하여 인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인정하는 이유는 학습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  가치’가 있음

이 증명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학습결과에 한 인정은 결국 

어떤 능력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존 할 것인가 하는 ‘사회  가

치 평가’를 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인정’이라는 개념이 기본

으로 ‘타자’를 내포하는 개념이라는 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

(Honneth, 1994; Sandberg & Kubiak, 2013). 사람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타

자로부터 인정받기를 기 한다. 가장 기 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욕구 

 정서  본능에 해서 배려 받고 인정받기를 기 하며, 때로는 자신

의 권리를 법 , 제도  차원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며, 한 자신

의 고유한 능력이나 업 에 해 정당한 사회  가치를 부여 받기를 기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정서 , 문화 , 그리고 제도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타자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은 인정에는 타자로부터의 가치 부여 즉, ‘사회  가치’를 담지하고 있어

야 한다는 이다.

학습인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학습에 어떠한 공

인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능력을 소유한 학습자가 결정할 

문제라기보다는 그 능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역이 외재  차

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컨 , 인간의 능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  교육기 이나 노동시장 등이 어떤 학습결과에 어떠한 사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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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  차원에서 역량이 향상된 

것만으로는 공식 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물론, 인간의 학습은 당연

히 개인의 주 인 흥미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배움 자체도 요하지만, 공식 으로 인정의 상이 되는 학습결과는 주

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인 차원에서도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

다. 요컨 , 학습인정이란 사회 으로 가치가 있는 학습결과를 외재 인 

차원에서 ‘공식 ’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 학습결과가 외재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것은 그 학습결과가 ‘교

환가치’를 획득한다는 의미이다. 사회  인정은 특정 개인 는 집단이 

지닌 고유한 능력이나 ‘앎’ 그 자체에 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이후 경

제  이득, 사회  권리, 문화  지 의 획득과도 하게 연동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학습인정은 단순히 역량을 외 화 하고 능력의 우열을 

가리거나 순 를 매겨서 선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보다 훨씬 포 이

다. 학습결과가 교환가치를 부여받음으로서 사회의 다른 역과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인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과 집단은 당연하게도 공정한 평가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라며, 자신의 능력이 공신력 있게 인정받

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고자 한다. 오늘날에는 학교가 가장 공신력 

있는 학습인정기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교를 통해 학습을 하려고 하

는 것은 당연하다. 안 인 학습인정체제는 사람들의 학습양식을 변화

시키기도 하는데, 컨  이류학 라는 오명이 있기는 하지만 독학학

제나 학 은행제 등의 안 인 학 제도가 구축되자 그에 따르는 학습

의 양상이 확 되기도 한다. 요컨 , 사회 으로 학습을 인정하는 방식이

나 시스템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획

득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요한 단 기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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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가지 상반된 학습인정

(1) 과정기반인정

역사 으로 사회  학습인정의 책임을 학교가 주로 맡아오면서 학교의 

학습인정 방식이 사회의 형 인 학습인정 방식인 것처럼 통용되어온 

측면이 있다. 학교의 학습인정방식은 학교가 제공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결과에 해 학 을 부여하고 그것을 하여 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식을 기본틀로 한다. 좀 더 구체 으로는, 법  설립 요건을 갖추어 설

립된 하나의 ‘학교 기 의 경계 안’에서 공식 으로 등록한 일제 학생

이 교수자가 미리 ‘구조화시킨 교육과정’에 따라 사 에 ‘정해진 학교 교

육공간’과 ‘정해진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투입한 ‘학습활동의 시간’과 ‘교

육과정의 내용을 이수한 결과’에 해 평가하여 성 을 부여하며, 기  

이상의 학 을 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인 ‘교육과정’을 잘 따랐는지 여부가 학습인정의 

요한 기 이 된다. 

이처럼 내용, 공간, 시간 인 측면에서 구조화된 ‘커리큘럼(교육과정)’

을 따라 이수한 형식학습결과에 해 학 과 학 를 부여하는 방식과 논

리를 본 논문에서는 ‘과정기반인정’으로 개념화 한다. 이때 과정기반인정

이라고 해서 오로지 과정만을 평가하고 학습의 결과는 평가하지 않는다

는 것은 아니다. 학습 평가에 있어서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획득된 학습 산출물에 한 평가는 기본 으로 포함된다. 다만, 과정을 

강조한 과정기반인정이란 미리 구조화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

진 ‘형식학습의 결과만’을 상으로 삼아 평가하고 인정하여 교육자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의 개념화이다. 

과정기반인정을 표 으로 보여주는 학교에서 학습인정의 산물은 학

과 졸업장이다. 컨  매주 한 시간씩 15주 동안 15시간을 투입한 학

습활동에 해서 우리 사회는 ‘1학 '이라는 인정단 를 부여한다. 이것

이 마치 블록처럼 쌓임으로써 120학 에 도달하면 ‘학사학 ’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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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원의 학습결과인정이 이루어진다. 즉, 미리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에 투여된 에 지와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능력을 ‘학 ’이라는 양  단 로 환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 ‘졸업장’이라는 외 화 된 교육자격을 발행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은 근  학교가 생겨난 이후 지 까지, 학교가 발행한 교

육자격이 개인의 능력을 단하고 상 으로 뛰어난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 인 증표로서 통용되어왔다는 이다. 학교의 졸업장은 곧 그 사람

의 총제 인 능력을 의미하며, 그에 근거하여 직업으로의 환이 당연한 

듯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교의 학습결과인정방식에 의존하여 상  서

열화가 만들어지고 그 서열 가운데 일정 부분의 상  집단을 선발하는 

하는 방식에 의존하여 상 학교 진학 혹은 노동시장 진입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정기반인정만으로 개인이 가진 총체  능

력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을 곧 알 수 

있다. 원래부터 사회의 학습을 총체 으로 리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학

교가 으로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학교가 학습을 지원하

고 리하는 핵심 인 교육기 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행하는 활동만이 

교육과 학습활동의 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능력의 범

가 학교교육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가 ‘학교 밖’에서 획득

한 능력까지를 포함한 역량의 총체를 드러내기 어렵다. 비형식 교육기

에서도 교육과 훈련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에 한 인정 기

능은 거의 없었으며, 무형식 학습은 더더욱 인정의 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학교는 수많은 교육기   하나로서 사회가 리하는 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뿐이다. 학습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는 다양한 

학습활동 가운데 ‘교육과정’에 따른 ‘형식학습결과’만을 주로 다루어온 

‘형식학습 심의 학습인정체계’를 구축해온 것이다. 즉, 지 까지 학교의 

학습인정체계는 능력 가운데 일부인 형식학습결과를 증표 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능력 체에 해 보증하지는 않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가 발행해왔던 학 과 졸업장은 학습자가 실제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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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구체 인 역량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학교 성 표에 나타난 정보는 단지 과목명과 학  정도이다.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능력을 획득했는지 등의 내용정보는 나

타나있지 않다. 졸업장 한 개별 지식이나 기술을 드러내기보다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기 되는 능력을 상징 으로 담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

면 지 의 학교교육의 결과로서의 졸업증명서와 성 표는 여러 가지 

에서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교의 학습인정방식의 불완 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공신력 있게 인정받기 해 개인들은 학교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학습인정기능을 가지는 거의 유일한 기

이었기 때문이다. 학교가 발행하는 학 과 졸업장만이 개인이 지닌 역

량을 증표함과 동시에 이후 경제  이득, 사회  권리, 문화  지 를 획

득할 수 있는 독 인 교환권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학습

리방식의 구체 인 양상은 각 사회마다 다양하지만, 학교가 학습인정의 

권한을 갖는 핵심 인 역할을 해왔다는 은 거의 공통 이다. 최근들어 

학교 밖에도 학 과 학 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등장하기는 했

지만, 인정의 ‘권 ’와 ‘공신력’ 측면에서 학교는 여 히 가장 우세한 ‘학

습인정기 ’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인정권한이 학교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은 학교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은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자격을 획득하고자 학교 체제에서의 학습 방식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는 학교 체제가 그들 능력의 고양을 반드

시 보장하거나 능력의 총체를 증명하지도 못함에도 말이다. 

련하여 탈학교론의 표 인 학자인 일리치 등 많은 학자들이 근본

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교육시스템은 비단 학교교육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며 학교 밖 교육 한 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 히 사회

는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역할을 포함하여 교육에 한 기능과 책임의 많

은 비 을 학교에 과도하게 지우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는 외부로부터 

부과된 온갖 과제들로 과부하 걸려있다(Illich, 1970; Gieseck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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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기반인정

학교체제를 심으로 체계 으로 개되어온 과정기반인정이 합하지 

않은 맥락도 있다. 컨 , 학교 밖에서부터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

양한 능력치들을 지니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의 경우에는 과정기반인정의 

논리가 용되기 어렵다. 학교 심의 학습인정체제를 통해서 확보한 ‘인

재'에게 기 했던 능력이 그다지 사회 으로 요구되는 능력군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회의감이 오래 부터 있었고, 최근 들어서 학교 

밖 지식들에 한 가치와 요성도 높아지면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포

착하기 한 실천 지능이나 역량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역사에 선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학교 밖 다양한 학습결과들을 평가·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학습인정체제에 한 고민이 활발히 개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취득되는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들은 학교라는 공간 , 

시간  테두리 안에서 획득되는 형식학습결과와는 비되며 이를 인정하

는 방식과 논리도 학교의 그것들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게 

‘학교에서 수업(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았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

득한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 그 자체를 주목하여 평가하고 인정

하는 방식을 ‘결과기반인정’으로 개념화한다. 한 학교에서 완결 으로 공

된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형식학습결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형식·무

형식 등으로부터의 학습결과들을 포 으로 평가 상으로 포함시키며 

그 최종 역량에 해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과정기반인정의 논리가 학

교 기  안에서 완결되는 인정 논리라면 결과기반인정의 논리는 학교기

 안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방 으로 인정하는 논리로 볼 수 있다. 

과정기반인정 논리와 결과기반인정 논리는 어느 하나가 으로 옳

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인정의 맥락에 맞는 인정의 논리를 용되면 되

는 것이다. 컨 , 교육과정이 핵심인 학교에서는 과정기반인정을 용

하되,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은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해서는 결과

기반인정을 보완 으로 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인정은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 최근 국내외 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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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의 형식학습인정체제가 인간의 능력을 총체 으로 반 하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형식학습 결과뿐만 아

니라 학교 밖 비형식‧무형식학습 결과를 모두 포 하여 인정의 상으로 

보는 의 인정시스템으로서, 과정기반인정 논리와 결과기반인정 논리

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사회마다 학습결과를 측정하고 인정하는 방식들을 구축해왔는데, 여기

에는 어떤 분명한 논리  지침이 선행하거나 학습의 결과 가운데 주목하

려는 차원과 방식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거나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를 들어, ‘지능검사'는 가장 기 이면서도 체계 인 학습결과를 수량

화하고 가치화한 학습인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지능은 유 자

으로 향을 받기도 하지만 모종의 학습을 통해 실제 능력으로 형성된

다는 에서 지능검사는 학습인정방식  하나이다. 그런데 기 비네-

스탠포드 검사가 아카데믹한 능력과의 상 계가 높은 반면, 실제 인 

사회생활에 한 측력이 떨어지는 에 착안하여 나타난 감성지능

(EQ), 성공지능(SQ) 등은 동일한 지능을 검사하더라도  다른 차원

에서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말하자면 지능을 양화하는데 있어 그 차원과 

방식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습결과

인정체계 한 그 인정하려는 학습결과의 차원, 범주, 그리고 방식이 선

험 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학습결과에 해 인정하는 과정기반인정 논리를 따르고는 있지만, 그 

한 변화할 수 있다. 학에 도입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은 그러한 변화

의 흐름을 보여 다.

2. 학 학습인정체제의 역사  개

앞서 학습인정에 한 기본 인 논의는 고등교육 맥락에 그 로 반

되고 있다. 오늘날 학은 곧 고등교육을 표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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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지만, 학은 다양한 고등수 의 교육기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학 밖에서도 그 사회의 고등수 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수  높은 교

육들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학이라는 경계 

안에서 담지하고 있는 학문지식을 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서 ‘과정기

반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학   학 제도를 구축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데 오늘날에는 학 밖에서 습득한 지식의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러

한 지식들이 학 안으로도 유입되고 있다. 그 변화의 주요 맥락은 고등

교육에서 증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에 기인한 것이다. 성인학습자들이 

학 밖에서 획득한 비형식·무형식학습들은 학이 역사 으로 공고하게 

구축해온 과정기반인정 심의 학습인정방식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다. 본 에서는 학의 형 인 학   학 제도의 역사  진화양상

을 살펴보고, 최근 학 밖 비학 지식들에 한 인정이 주목받게 된 변

화 양상을 비 으로 조명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이후 Ⅲ장부터 본

격 으로 다룰 ‘ 학 선행학습인정’이 토 하고 있는 ‘고등수 의 학습인

정체제’의 체 지형을 악하고자 함이다.

1) 고등수  학습과 교육의 다양한 원형

고등 수 의 학습과 교육은 논리 으로 그 사회의 보통 수 을 넘어서

는 고등지식을 다루는 것으로, 그 범주는 ‘수 ’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형

태’나 ‘내용’을 기 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고등수 의 학습은 평생학습

의 한 단계로서의 일회 이 학습이 아니라 생애학습이 끝나는 지 까지 

계속된다. 평생학습을 단계 이고 지속 인 학습수 의 변화라는 차원에

서 등수 , 등수 , 그리고 고등수 으로서의 단계를 가진다고 보면, 

고등수 의 학습은 등과 등 수 의 학습 이후에 학문  혹은 문  

역에서 계속 이고 순환 이며 재귀 인 복수  경험으로서의 학습으

로 재인식될 수 있다(한숭희 외, 2014: 62-63).

오늘날 고등수 의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 학(universities)’ 경계 안

에서의 교육을 생각하지만, ‘고등’ 수 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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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수 의 학습과 교육에는 학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양상을 발견

할 수 있다. 학은 세상의 모든 고등지식을 담지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가르치는 유일한 고등교육기 은 아니다. 이

는 학의 기원과 발 과정을 역사 으로 들여다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학은 고등수 의 인간 학습과 교육을 표하는 교육기  의 하나일 

뿐, 역사 으로 다양한 양상의 고등교육과 그에 상응하는 자기고등학습

이 존재해 왔다. 학 밖에서도 학문이라는 형태를 자임하지 않고 그 학

습결과를 학 라는 형태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학의 학문  지식보다 

결코 ‘수 이 떨어지지 않는’ 지식들이 개발되고 수되어왔다. 

Olaf Pederson(1997)은 그의 책 The First Universities에서 고등교육

의 기원을 고  그리스의 아카데미아(academeia)에서 찾는다. 라톤은 

모든 시민을 한 교육을 할 목 으로 기원  393년 아카데미아를 만들

었는데, 여기서는 철학을 심으로 수학, 음악, 천문학 등을 가르쳤다. 아

카데미아에서 20여 년 동안 교육을 받은 아리스토텔 스도 훗날 리 이

온(Lykeion)이란 학원을 세웠으며 철학, 수학, 음악, 천문학 이외에도 수

사학과 변론술, 논리학, 의학, 자연학 등을 가르쳤다고 해진다(김원기, 

2007; 이 주, 1997: 19; Himanka, 2015; Pedersen, 1997). 아카데미아에

서의 교육을 고등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지 의 ‘ 학’으

로서 존재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  최고 수 의 지식을 수하고 있었다

는 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세 유럽, 종교 역에서도 학이 등장하기 이 부터 당  최고 수

의 학문과 교육이 존재했다. 세 반기에는 수도사를 양성하기 해 

수도원에 설립된 부설학교 던 수도원 학교(Monastery School)에서 부

분 으로 일반인도 수용하여 등과정을 가르쳤으며 일부 7자유교과가 

포함된 고등과정도 가르쳤다고 해진다.2) 수  높은 교육을 통해서 교

회 성직자를 양성하기 해 학문 으로 체계화한 기독교 교의를 가르치

2) 수도원 학교의 등과정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본 교과와 음악, 라틴어, 문법, 

시편 암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농경, 목공, 야 , 직물 등의 일을 통해 노동

의 신성성의 요성을 강조하 으며, 고 을 필사하고 보존하여 고 의 문화를 수하

는 역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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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당 학교(Cathedral School)를 각 교구의 성당 소재지에  설립

하 다(Jaeger, 2000: 46-48). 이 학교의 교사들인 스콜라티쿠스

(Scholasticus)들이 신학과 련된 다양한 철학이론들을 양산해면서 스콜

라 철학이 개되었다. 이러한 교육기 들은 당시에 학이라는 형태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종교분야에서 당 의 최고 수 의 학문을 다루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고등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나 종교 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

었다. 학이 학문 역을 공고히 해왔던 것과 달리 학문은 아니지만 당

 최고 수 의 기술지식들도 학의 경계 밖에서 연구되고 재생산되고 

있었다. 길드는 기본 으로 이 다 할 사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시

기에 특정 분야 종사자들이 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지 와 안정성을 보장

받기 해 만든 조합이었다. 사 인 공동체로서 길드에서는 경제 , 사회

 이해를 추구하면서 조합 내 직무수행 규정 등을 정하기도 하고, 해당 

분야 기술의 질 리를 해 문 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도제제도

(apprenticeship)를 갖추고 있었다. 생산자 길드(guild) 역에서도 최고수

의 기술이 있었고 이러한 기술을 수하는 일련의 과정은 고등수 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De Munck et al., 2007; Ogilvie, 2011). 

도제제도는 장인(匠人, master) 수하에 수련공(도제, apprentice)이 수

년간의 찰과 지도 아래 일을 하면서 배우는 제도이다. 도제는 장인과 

수업 계약을 맺고 2년-8년 정도의 정해진 기간 동안에 수업료를 지불하

고 도장에서 침식을 하면서 기술을 연수하 다. 도제 기간을 마치면 직

인(職人, Journey)으로 승진되었고  다시 3년 정도의 과정을 거친 후 

기능심사에 합격하면 한 사람의 장인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Ainley & 

Rainbird, 2014; Aldrich, 1999; 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1995). 도제 교육

은 특정 분야의 최고 기술을 지닌 숙련자를 배출해 내는 체계  시스템

이었던 것이다. 

길드의 장인들의 기술은 학문의 토 가 될 정도로 그 수 이 상당하

다. 그들 가운데서는 기술을 학술 으로 근하여 발 시켜 고등수 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기술자들이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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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학문 으로 근하여 일정한 규칙들을 고안해내고 새로운 학문을 

생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컨 , 독일의 아그리콜라(Georgius 

Agricola, 1494-1555)는 당시 산업에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물학으로 

발 시켰다(Weber, 2002; Craven, 1997). 그는 일생동안을 산 에 살면

서 탐 ·채 · 석의 운반, 갱내 환기, 배수의 펌  장치, 야  기술, 

부의 조직· 료·건강 리에 이르기까지를 범 하게 조사·기술한 『

속에 하여(데  메탈리카)』(1556년)을 술하기도 하 고 ‘ 물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이 게 기술의 역에서도 고등수 의 기술을 

지닌 장인과 그들이 행하는 고등수 의 도제교육이 있었던 것이다

(Patiniotis, 2008). 이러한 고등수 의 도제교육(higher level 

apprenticeship)은 특히 유럽 사회를 형성하고 발 시키는데 요한 역할

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오늘날 고등수 의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학 경계 안에서

의 교육을 생각하지만, 학은 고등교육을 주목 으로 태동한 기 으로

서 고등교육의 일부분만 담당할 뿐이다. 학 경계 밖에서도 학문, 종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고등교육은 존재해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고등수

이란 인 수 이 아니라 당 의 지식 체계에 있어서 가장 상층부

에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상 인 개념으로, 그러한 고등수 의 지식이 

다루어지는 곳이면 그것이 학 경계 밖이어도 고등교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학 학   학 제도의 진화

(1) 학  제도 

학은 처음부터 사회의 핵심 인 고등교육기 의 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 학은 오히려 수공업자와 장인의 길드  통을 본떠서 

조직된 교수조합과 학생조합에 불과했다(de Ridder-Symoens, 2003). 

학의 어원인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는 사실 학에만 국한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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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에 공통 으로 용되는 용어 다는 은 

이를 뒷받침한다.3) 그러던 학은 차 그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가면

서 사회 으로 향력을 키워나갔다. 우선, 13세기가 되면서 몇몇 우니베

르시타스들이 행정 기능을 갖는 법인4)으로까지 발 했고, 시 당국에 우

니베르시타스의 자치권을 청원해서 획득하기도 하 다. 동시에 정련된 

학문지식을 체계화해나갔으며, 이러한 학문체계를 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 다. 학이 다른 고등교육 조직의 우 를 차지할 수 있게 한 결

정 인 요인  하나는 ‘학   학 제도’의 발 이다. 학은 역사  

형성과 발달 가운데 유한 학문지식을 다른 고등교육조직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학 와 학 제도를 독특하게 구축해온 것이다. 여기

서는 학의 학   학 제도가 진화해온 역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 

다양한 고등수 의 교육기  가운데 하나 던 학이 고등교육에서 가

장 표 인 고등교육기 이 된 것은 학 라고 하는 독특한 학습인정제

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학 학  제도의 역사  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Henry Malden(1835)의 서 『 학과 학문 학 의 기원(On 

the origin of universities and academical degrees)』에 따르면, 학은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로 학  제도를 13세기 경 부터 갖추어나간 것

으로 보인다. 창기에는 학생들이 표  문헌에 한 강의를 일정한 

햇수동안 수강하고 지식의 내용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 일정한 시험을 통

과하면, ‘공인된 주석에 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서 학 가 수여되었다(Boyd, 1964). 학문세계 내부 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부여하는 ‘내부 인 인정’ 기능이 학 의 주요한 기능이

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 는 학문세계 내부에서의 인정을 

3) 조합의 명칭은 조합이라는 의미의 우니베르시타스와 집단명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

이 일반 이었다. 학의 경우에는 교수조합이라는 의미의 우니베르시타스 마기스트로

룸(universitas magistrorum)이나 학생조합이라는 의미의 우니베르시타스 스콜라리움

(universitas scholarium) 등이 사용되었다(이 주, 2008; de Ridder-Symoens, 2003) 

4) 이 법인은 여러 개의 스투디아 제네랄 (Studia Generale)가 연합한 형태 다

(Pederse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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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차 학 밖의 역에서도 보편  능력의 증표로 통용될 수 있

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학들이 국왕, 교황 혹은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서 학 학 의 보편  타당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학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 학의 학 에 한 상  

가치를 부각시키기 해서 다. 학 ‘내부 인 인정’ 기능을 넘어 학 

밖 사회 역의 가치 단이 개입되는 ‘외부 인 공인’ 기능을 장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 에 한 공인은 학생들의 수 과 학문의 질을 보증하는 역

할을 하는 한편 동시에 학이라는 기 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

동하 다(Boyd, 1964: 200). 이러한 양상은 세부터 근 , 그리고 재

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면서 기존의 고등교육의 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래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고등수 의 교육 가운데, 학에서 개되

는 ‘학 와 연계되는 고등교육’이 고등교육을 표할 뿐만 아니라 ‘ 학 

학 교육 = 고등교육’으로 일치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다. 학 와 연

계되지 않은 ‘고등교육과 학습의 다양한 원형들’은 차 고등교육의 범주

에서 논의되지 않게 되었다. 요컨 , 학 제도는 학문의 지식수 이나 내

용을 사회 으로 ‘공인’함으로써 학이 고등교육의 표주자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하 다.

(2) 학  제도 

오늘날 학이 학습자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학이 

제시한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에 해 평가하여 학 을 부여하

고 그러한 학 이 일정 기 에 맞게 되면 학 를 수여하는 방식을 

기본틀로 한다. 여기에는 형식 인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법  설

립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고등교육기 에 공식 으로 등록한 학생이 사

에 ‘정해진’ 교육공간과 ‘정해진’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투입한 학습활동

만을 평가의 상으로 하여 학 을 부여하며, 기  시수 이상의 ‘정해진’ 

커리큘럼을 하여 이수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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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내용, 공간, 시간 인 측면에서 구조화된 커리큘럼을 따라 이

수한 ‘형식학습’에 해서 평가하는 ‘과정기반인정’의 논리가 기반에서 작

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는 학 제도 뿐만 아니라 학

제도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 으로 진화되어 왔다. 

오늘날 보통 학 (credit)이란 고등교육기 에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

는 50분간의 교수-학습 상호활동을 나타내는 단 이다. 일반 으로 1학

의 단 에는 장소의 개념(교실), 시간의 개념(50분), 교육의 내용(교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학 이 모여서 일정 기 에 다다르

면 된 학 은 학 로 치환된다. 이 게 볼 때, 학 제도는 학사학

에 한 자격조건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러한 학 의 개념

은 무 친숙해서 당연히 존재하는 보편 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한 학 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세부터 

에 이르기까지 학 이 진화해온 역사  개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3세기 세 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당시에는  의미로서의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수학해야 할 연한과 습득해야 

할 지식의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해 턴에 따르면, 세 기 학에서 

강의의 진행은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강의에 오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등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출석이나 결석 개념도 없었으며 코스

를 마치고 받게 되는 학 이나 성 표 같은 제도가 없었다(한숭희, 2006: 

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학에서 학 를 수여받기 해서는 (1) 

이를 습득하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2) 무엇보다도 그 분야의 ‘내용’

에 한 충분한 습득이 요했다. 학생들은 일정한 ‘수학연한’을 마친 뒤

에, 주어진 ‘표  문헌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습득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가감 없이 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은 뒤에 학 를 획

득할 수 있었다. ‘과정기반인정’에 의해 학 가 수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컨 , 학의 기원으로 언 되는 당시 볼로냐 학과 리 학에서 

학 의 의미, 그리고 학 수여 요건과 차를 살펴보면 당시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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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체계를 잘 따르는 것이 학  수여의 요한 요건임이 드러난다. 볼

로냐 학의 경우,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5년간의 수학을 마친 뒤에 

법률 문헌의 한 장에 해 강의할 것을 학장에게 신청하여 강의를 하면,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책 체를 강의하는데 이러한 차를 통과하면 학

사학 (Bachelor)5)를 받았다(Boyd, 1964: 197). 리 학의 학생들은 학

 취득을 한 졸업시험을 치 는데6) 교과목에 지정된 교재 내용에 

해서 시험을 봤다. 교재 내용과 반하는 입장의 교재를 채택해 시험을 볼 

경우에는 총장이나 혹은 그 교과분야의 권 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했

다. 13세기 반에 이르러서는 학 과정에 일정한 법제 인 차와 기

이 마련되었다. 학사가 되기 해서는 어도 4년 이상 공부하도록 했는

데, 첫 2년은 강의를 듣고 다음 2년은 교수의 감독 아래에서 토론에 참

석한 후 비시험에 응할 수 있었다(지 실, 2010: 40). 요컨 , 교사가 

하는 강의를 수강한 후 일정한 ‘햇수’가 지나고 지식의 ‘내용’을 충분히 

갖추면 학 가 수여되는 방식이었다. 

세 학에서는 ‘학 ’이라는 구체 인 개념은 없었지만 오늘날 학  

 학 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과정기반인정’의 기틀이 다져지는 과정이

었다. 이러한 과정기반인정 논리에 토 한 세 학의 학 제도는 당시 

통 인 학 모형에서는 한 학습인정의 방식이었다. 학 의 목

이 학문공동체의 질을 리하고 학문을 발 시켜 나가기 해서 학문공

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체계의 핵심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증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학문공동체의 표 화된 지식을 재생산할 사

람을 양성하기 해서는 학이 제시한 체계 인 교육과정을 기 과 

차에 맞게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가 가장 요한 학습인정의 기 이

었다. 이에 학이 과정기반인정 논리에 근거하여 학 를 수여하던 방식

5) Bachelor는 세 라틴어의 Baccalarius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13세기 말까지 길드나 

학의 신입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 다. 민간 어원에서는 학업  성공이나 명 에 

수여하는 월계수(laurels)의 열매인 바카 라우리(bacca lauri)를 뜻하는 것이었다( 키

피디아, 검색일 2015.07.08.). 이것이 학문 세계에서는 학문 으로 졸업한 사람 에 가

장 낮은 단계(the humblest)의 사람을 지칭했다(Malden, 1835: 23).

6) 이에 한 기록은 소르본 학을 설립한 로베르 드 소르 (Roebert de Sorbon, 

1201-1270)의 『양심론(De Concientia)』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지 실, 20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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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목 에 합하 다고 볼 수 있다.

학이 커리큘럼이라는 틀을 정교하게 하고 그러한 커리큘럼에 기반한 

인정체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시도는 20세기 에 정 을 었다. 1905년 

미국 학교교육 체계를 개 하기 해 고안된 ‘카네기 단 (Carnegie 

Unit)’는 커리큘럼에 기반한 과정기반인정 논리를 강화한 표 인 사례

로 볼 수 있다. 카네기 단 의 학 은 교육하거나 학습하여야 할 내용뿐

만 아니라 수업시간까지도 세분화·표 화하고 엄 하게 정의해서 커리큘

럼으로 제시했다. (1) 4년 동안 운 해야 하는 교양과목  공과목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했으며, (2) 졸업을 해서는 기본 으로 참여해

야 하는 수업 받는 ‘시간’까지도 표 단 로 제시하 다. 컨 , 50분 수

업시간을 1학 으로 할 때 특정과목을 매주 3학 씩 15주 동안 참여하면 

하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카네기 단 는 교육내용

과 수업시간까지도 표 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통 인 과정 심인정 방

식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배움을 제도 으로 앉아있는 시간으로 학

습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한 비 도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카네기 단 는 학습을 포착하는 논리로서 세계 으로 통용되고 

있다(Tyack & Cuban, 1995; Wolanin, 2003).7) 우리나라도 1950년  처

음 미국식 학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 까지도 이 학  제도를 유지하

고 있다.

요컨 , 세부터 에 이르기까지 학의 학   학 제도는 큰 

틀에서는 학이라는 기  안에서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 붙박인 정해

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참여한 형식학습결과에 해 인정하는 과정기반

인정 인정을 정교하게 진화시켜왔다. 즉, 다양한 고등학습의 원형들이 있

는 가운데 학은 교육과정을 따른 학습결과를 인정의 상으로 채택해

온 것이다. 이러한 학의 학 와 학 제도는 무 친숙해서 당연히 존

재하는 보편 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서 학 와 학 이 

7) 이러한 학 은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학생들의 학습성취, 학 수여의 조건을 나타내는 

단 일 뿐만 아니라 학의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기본 단  등의 고

등교육과 련된 행정의 기본단 로 폭넓게 사용된다(Wellman & Enrlich, 2003; 한숭

희, 2004).



- 34 -

형성된 역사  개과정을 통해서 이 한 역사 속에서 구성된 학습인정

방식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3) 고등학습인정의 새로운 수요

앞서 교육과정을 따른 학습결과를 인정의 상으로 채택해온 학의 

학습인정방식은 무 친숙해서 당연히 존재하는 보편 인 방식으로 생각

하기 쉽지만, 사실 이 한 역사 속에서 구성된 학습인정방식 가운데 하

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학 밖에서 습득한 지식의 가

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러한 지식들이 학 안으로도 유입되고 있다. 

그 변화의 주요 맥락은 고등교육에서 증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에 기인

한 것이다. 성인학습자들이 학 밖에서 획득한 비형식·무형식학습들은 

학이 역사 으로 공고하게 구축해온 과정기반인정 심의 학습인정방

식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후에서는 이 게 새로운 고등학습인정을 등

장시키고 있는 주요 맥락을 살펴본다. 

25세 이상 비 통 인 성인학습자의 부상은 오늘날 학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Kasworm et al., 2000). 성

인학습자를 연령에 따라 성인1기 학습자(18-24세의 학령기 집단), 성인2

기 학습자(25-64세 집단) 성인3기 학습자(65세 이후의 집단) 세분화한 

한숭희 외(2014)의 성인학습자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성인1기 학습자 

심으로 구조화되었던 학에 ‘재직 경력이 있는 학령기 이후의 성인2·3

기 학습자’의 비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학에서 과정기반인

정 논리가 역사 으로 강화되어온 가운데 최근 결과기반인정의 요함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등교육 맥락에서 실제로 성인학습자 특히 

성인2기가 증가한 것이 직 이고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고등교육 맥락에서 성인학습자 존재 양상의 변화는 지구 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실증 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국가

들보다 고등교육 화가 이르게 진행되었던 미국의 경우, 학령기 학생



- 35 -

이 증가 못지않게 25세 이상 성인학습자들의 증가 양상을 분명히 보여주

고 있다. 미국 국가 교육통계에 따르면, 1944년 은퇴군인재교육법(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에 의해서 2차  이후 은퇴

한 군인들에게 학 입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 내에서 성인학습

자 수가 속도로 증가하 다(Olson, 1973). 198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학령기 학생의 비 은 다소 감소하는 한편 25세 이상 성인학생의 비 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에 24세 

이하 학령기 학생 수는 12,097명에서 20,994명으로 증가하 지만 학 내

에서 차지하는 비 은 61.6%에서 57.7%로 감소하 다. 반면에 25세 이

상 성인은 같은 시기 4,646명에서 8,884명으로 증가하 으며 학 내에서 

차지하는 비 도 38.4%에서 42.3%로 증가하 다(Snyder & Dillow, 

2013). 고등학교 졸업자  50% 이상이 학에 진학한 단계를 고등교육 

보편화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한 Martin Trow(1970)는 미국은 성인1기 

학령기 학생에 해서뿐만 아니라 성인2기 이상의 학습자에 해서도 보

편  고등교육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았다. 

학문 심의 소수 엘리트 고등교육체제를 고수해오던 유럽도 최근 들

어 학에서 성인2기 이상 학습자들의 비 이 증가하고 있다(Schuetze 

& Slowey, 2002). 유럽은 불과 1971년만 하더라도 고등교육 총취학률이 

오스트리아 12.5%, 핀란드 13.1%, 국 14.5%, 랑스 18.7%, 덴마크 

18.9%, 스웨덴 21.7%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의 총취학률이 이미 

47%을 넘어선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1970년 후에 불어닥친 

유럽의 경제 기상황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엘리트 심 고등교육 시스

템에 의문을 제기하 고 각국의 직업교육을 고등수 에서 재정비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유럽 고등교육체제의 재정비

를 추동하고 있는데, UNESC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을 개념 으로 결합시키고 정책화하면서 고등교육 보편화를 가

로막던 장벽의 해체가 요한 정책  과제임을 꾸 히 문제제기하고 있

다. 

이에 유럽 고등교육의 학습자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70,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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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근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꾸 히 증가해왔으며 90년  이

후에는 그 증가세가 특히 커졌다. 2012년 기 , 고등교육 총취학률이 

94%가 넘어가는 북미 륙에 비해서는 여 히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스페인 84.5%, 핀란드 93.7%, 덴마크 79.6%, 아일랜드 71.2%, 오스트리

아 72.4%, 스웨덴 70%, 국 62% 등으로 1970년  에 비해서 30-40%

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OECD, 2014). 

출처: OECD 통계 자료(2014.07.30.)

이 게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유럽의 학습자들은 양 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인구구성 한 다양화되고 있다. 소  비 통  학습자로 분

류되던 인구집단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면서 학습자들은 연령뿐만 아니

라 사회계 , 성, 인종, 고용상태와 가족환경, 고등교육에 진입하기 까

지의 인생 경로, 학습 동기와 목 , 학습양식과 학습내용, 학습결과의 활

용방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 양상을 보인 것이다. Eurostat의 교육

국가/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호주　 27.47 31.69 33.02 33.73 36.14 36.88 37.6 38.34

오스트리아　 13.9 17.75 17.6 17.58 18.06 19.04 19.28 19.34

캐나다 40.09 45.94 46.91 48.22 48.76 49.5 50.59 51.32

핀란드 32.61 34.62 35.14 36.35 36.58 37.26 38.14 39.31

독일　 23.49 24.55 23.94 24.29 25.4 26.38 26.6 27.56

아일랜드 21.61 29.07 31.09 32.39 33.9 35.82 37.29 37.72

한국 23.92 31.6 32.93 34.61 36.55 38.66 39.71 40.4

뉴질랜드　 28.85 38.99 37.86 40.71 40.1 40.06 40.66 39.33

스웨덴　 30.12 29.64 30.52 31.32 32 33.03 34.17 35.17

국　 25.67 29.7 34.19 35.53 35.21 36.98 38.18 39.41

미국　 36.49 39.03 39.48 40.27 41.1 41.21 41.66 42.44

OECD평균 22 27.01 27.57 28.02 28.85 29.94 30.67 31.5

<표 Ⅲ-1> 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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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와 OECD 통계는 고등교육 신입생의 평균연령, 졸업생 평균 연령 

 연령 분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성인들이 비 이 높아

지면서 고등교육에 속하고 있는 연령층이 상당히 두터워지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Eurostudent의 보고서에서도 잘 분석되고 있

다. 2009/2010학년도 기 으로는 입학시기가 늦어진 성인들의 비 은 유

럽 평균 13.1% 정도인데, 국가에 따라서 스웨덴은 60%정도로 월등히 크

고, 덴마크 37.9%, 아일랜드 34.6%, 노르웨이 31.6%, 핀란드 25.5%, 에스

토니아 21.5%, 체코 19.4%, 오스트리아 19.4%, 독일 14.5%, 등으로 고등

교육과 성인교육의 이 상당히 확장히 확장되어 있다(EACEA, 2012). 

성인학습자의 비 이 높은 국에서는 성인학습자가 더 이상 ‘비 통  

학습자’가 아니라는 논의가 등장하기도 하 다(THES, 1994; Schütze & 

Slowey, 2000)8). 요컨 , 엘리트 심 학 체제를 지니고 있었던 유럽

조차도 성인 1기 학습자들과 더불어 성인 2기 이상 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25세 이상 비 통 인 성인 학습

자의 부상과 그에 따라 학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오늘날 

학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2기 이상의 성인 학습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통 인 학령기 학

생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Kasworm, 2003). 고등교육 단계에서 

통 인 재학집단은 후기 등교육을 졸업 혹은 이수한 직후 곧바로 고

등교육에 진입하는 성인1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연령은 체로 만 18~24

세에 분포하며 학에 재학하면서 취업을 비한다. 반면에, 비 통 인 

학 재학집단은 고등교육 단계에 진학하기 에 다양한 교육  사회배

경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는 재 재직 인 일·학습병행자이거나 과거 

재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가 많다(Schütze & 

8) 국에서는 1992년 계속 고등교육법 이후, 고등교육 기회 확 (WP) 정책이 지속 으

로 이루어졌고 21세 이상의 성인학습자가 신입생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비 통  학습자가 아닌 ‘새로운 다수’로 부상했다. 이에 성인학습자를 

여 히 비 통  학생으로 볼 것인가에 한 논쟁이 있었다. 1994년 교육부 리포트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 THES 1994)에서는 “일부 학에서는 18~21

세 학생이 오히려 소수이므로 성인 학생(mature student)을 비 통  학생으로 말하는 

것은 부 (misnomer)하다”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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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ey, 2013). 이러한 성인들은 통 인 학 재학집단에 비해서 학

나 학벌보다는 직업 문성의 신장에 진학의 목 을 두고 2차 학   비

학  계속교육 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1차 학  

로그램을 활용하여 업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며, 혹은 인생과 삶에 

해 성찰하기 한 목 으로 학 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성인 학생들은 학교 밖 경험들을 통해서 특히, 재직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학의 학문지식 수  못지않은 고등수 의 지식, 기술, 역량들이 

있다. 그리고 비 통 인 학습자가 학에 들어와 배우는 내용 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기술, 역량들과 복되어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Ian Scott(2010)이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선행경험학습인증의 수사

와 실제’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실제를 논의하고 있다.9) 이러한 특징을 

지닌 25세 이상 비 통 인 성인학습자의 부상은 과정기반인정 논리만으

로는 고등수 의 지식을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성인1기 

학습자들은 부분 직업세계 등의 학교 밖 경험이 은, 그래서 학 내

의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평가하면 충분하 지만, 성인 2·3기들이 지닌 

일터에서의 풍부한 경험들은 과정기반인정에 의해서 포착할 수 없다. 

학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 구조가 바 면서, 성인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쟁 이 되기 시작하 다. 성인들의 

풍부한 재직경험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내는 즉, 학 밖 다양한 학

습결과들을 평가·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인정체제에 한 논의가 

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학이 기본 으로 따르고 있는 과정기반인

정 방식만으로는 고등수 의 지식을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에 착하면

서 학습인정체제가 변화될 것을 요청하는 시  흐름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들은 비 통 인 학습자가 학 안에서 소수집단으로 존재

할 때는 크게 쟁 화 되지 않았다. 기존의 학시스템이 소수의 성인학

습자들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성인들이 기존 학 시스

템에 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Sissel et 

9) 논문의 원문 제목은 ‘But I know that already: rhetoric or reality the accredita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 in the context of work‐based learn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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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 성인학습자들은 고등교육기  안에서 학업 측면에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심리 , 문화  측면 등 다각 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면서도 학령기 학생 심의 학 생활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Kasworm, 2008). 역사 으로 고등교육이 성인1기를 심으로 구조화됨

에 따라서 성인2․3기는 고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양상을 보 다. 이

러한 고등교육체제에서는 성인2기 학습자가 진입하기 어려울뿐더러 학업

을 지속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비 통 인 학습자라고 일컫기로 애매할 만큼 그 규모가 증가

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양상은 성인들이 기존 학의 시스템에 일방

으로 응해야마나 했던 상황이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다. 

고등교육 학습자들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성인 학생의 비율이 증하면

서, 비 통 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통 인 학 시스템의 불합리한 상

황들이 부각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이러한 학교 밖에서 획득한 지식

에 한 가치와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포착하기 한 개념과 방식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에 성인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입학 형, 교육과정 등 고등교육기 의 

반 인 학사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와 정책이 활발

해지기 시작한 것이다(Kasworm et al., 2002).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제

도와 련해서도, 성인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

이며, 그것들을 수용하고 난 후의 학습을 지원하기 해 교육과정을 어

떻게 재구조화할지에 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논문이 다루는 ‘ 학 선행학습인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두되고 있

는 학 경계 밖에서 획득된 학습결과 한 학의 학습인정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체제 내에서 성인들의 존재 

양식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이미 획득한 지식, 기술, 역량들을 어떻게 총

체 으로 리할 것인가 하는 제도  고민이다. 교육과정이 없이도 이들

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경험’과 ‘사  학습경험’을 학이라고 하는 ‘교

육  경험’ 안으로 융합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는 기본 으로 과정기반

인정 논리를 공고하게 유지하던 학에서 결과기반인정 논리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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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할 것인가에 한 고민과 다름이 아니다. 통 인 학이 가지고 

있던 과정기반인정의 독  배타성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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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학습인정의 지구  형성과 진화

앞 장에서는 학습인정에 한 논의를 토 로 고등학습인정체제의 개

와 최근 논리 변화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을 담론 , 제

도 , 그리고 개념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선행학습인정이 형

성되고 진화되어온 양상을 횡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는 (1) 

선행학습인정이 태동하게 된 배경들을 담론  차원에서 짚어보고, (2) 제

도로 구축되고 있는 지구 인 동향을 검토하는 한편, (3) 다층 으로 

진화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의 개념 층 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선행학습인정 태동의 담론  토

선행학습인정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통합담론, 평생학습담론, 지

식기반경제담론 등이 토 가 되었다. 선행학습인정의 기 논의는 주로 

형식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제한 이었거나 낮은 성취를 보 던 집단을 

사회 인정의 선순환구조 안으로 통합시키려는 의도의 사회통합담론으로

부터 출발하 다. 통 인 학교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왔던 집단들이 형

식교육 밖의 환경에서 획득한 지식, 기술, 역량을 가시화시키고 공식 으

로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을 이후 노동시장이나 정규교육시스

템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서 구 되어왔다. 여기에는 취

약집단들을 공식 으로 인정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그들의 삶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결과 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는 기 가 있었다(Cleary et al., 2002). 

이러한 사회통합담론 차원에서 논의되는 선행학습인정의 주요 상자

는 실직자나 이민자, 노인층 등이며, 주요 구축 방식은 이들 집단에게 고

등교육에의 근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왔다. 컨 ,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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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계  이후 미국에서는 1944년 은퇴군인재교육법을 제정하고 2차 

세계  이후 은퇴한 군인들의 훈련이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역량들을 

인정하여 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이는 교육  훈련기회

를 제공하여 궁극 으로 군인들을 다시 민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기 

한 방안 가운데 하나 다(Rose, 1991).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와 사회  트  양자가 력하여 실

직자 혹은 실직할 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노동 역으로 다시 진입시키

는 매개로 선행학습인정을 활용하고 있다(UNESCO, 2012b). 컨 , 네

덜란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노

동자들과 구직자들의 역량을 인정해주기 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슷

하게 덴마크에서는 숙련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디 로마 학 과정으

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인정을 략 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르투

갈에서도 낮은 수 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구체 인 상으로 하여 선

행학습인정과 연계된 성인교육훈련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한 캐나다와 랑스, 북유럽 국가 등 이민자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민자가 모국에서 습득한 학습결과를 이민국에서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이민국의 노동시장이나 다음 단계의 교육기 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선행학습인정이 논의되고 있다(Souto-Otero & Villalba-Garcia, 

2015). 컨 , 2000년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선행학습인정에 한 연구

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이민자들을 상으로 한 선행학습인정제도가 활

발히 논의되어 왔다(Andersson et al., 2004; Andersson & Fejes, 2010). 

한 노르웨이에서는 이민자, 노년층, 그리고 죄수자들을 선행학습인정의 

주요 상 집단으로 하여 제도를 구축해왔다(Andreas Fejes, 2010). 

요컨 , 선행학습인정은 사회 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경

험자원들을 주로 학습경험 안으로 융합시킴으로써 이들의 임 워먼트를 

지원하는 기제로서 논의되고 있다(Singh, 2014). 한편에서는 통 으로 

후기 등교육  훈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일과 학습 경험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것이라고 기 했던 선행학습인정 논의는 

다른 한편에서는 비 을 받기도 한다. 취약집단들을 오히려 사회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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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차별화하는 기제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Bowman,  2003; 

Cameron, 2004; 2006; Wheelahan et al., 2003). 그러나 오늘날 세계 사

회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계약제, 임시취업, 아웃소싱 등 비정규 근로형태

의 고용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규모 실업증가로 사회  약자로 락

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재기하는 것이 구조 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의 노동 이동이 국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선행학습인정은 근로자들이 장에서 습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공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

운 삶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더욱 요하게 논의된다(Houl, 

1976: 39; Dyson & Keating, 2005; OECD, 2005: 39). 

평생학습담론에서는 인간의 학습은 생애에 걸쳐 다양한 삶의 장면과 

층 에서 일어난다고 보면서, 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는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뿐

만 아니라 학교 학력을 넘어선 한 인간의 총체  능력이 어떻게 구성되

며 어떤 과정과 단계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지에 해 심을 갖는다. 

평생교육 에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그리고 무형식학습을 별개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  학습 리 시스템 상에서의 구분이며 제도  편의

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오히려 학습의 총체  흐름을 인 으로 가르는 

제도일 뿐이다.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학습은 필요에 따라 형식학습이기

도 하고 비형식 혹은 무형식학습이기도 한 것으로, 인 인 구분과 그

에 따른 인정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La Belle, 1982).

이러한 평생학습담론의 향으로 소외계층에 한 사회통합 기제를 

심으로 논의되던 선행학습인정은 그 논의의 상과 범주가 확장되었다

(김신일, 2005; 정혜령 외, 2012). 즉, 소외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이

들의 다양한 생애경험과 그 과정에서 획득한 ‘앎’을 학습의 에서 총

체 이고 통합 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확 된 것이다. 학교를 넘어 

생애  혹은 사회 으로 형성된 인간학습을 포 으로 인정하는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상으로 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다(UNESCO, 2005; 최상덕 외, 2006; 한숭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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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생학습담론이 지식과 기술을 지속 으로 학습하지 않고서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지식기반경제담론과 

속하면서, 선행학습인정은 일과 학습을 보다 순환 으로 연계하는 기제

로서 보다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식자본주의  그에 터한 경제체제

는 기존의 학교 심의 학습인정방식이 경제  생산에 필요한 능력군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한다는 을 비 해왔다. 더불어 학교에서 획득한 능

력 이외에도 일상생활과 생산 장에서 획득한 능력에 한 자산가치 표

시에도 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사회 으로 표상화되는 인간 능력 에 

실천지능이나 직업역량 등이 노동시장에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시

작한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담론을 토 로 인간의 학습은 확실한 자본축

의 과정이며 다양한 경험과 학습결과는 그 성과지표로 인식되기 시작

한 것이다(Evans, 2000).

이러한 맥락에서는 일터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공 ’하는 방식으로 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습득한 직무  학습 경험을 포착하여 

자산화 하는 것이 세계 으로 요하게 논의되고 있다(Ryan, 2002: 

17).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무형식학습으로부터 획득된 개인들의 

직업역량들을 가시화함으로써 총체 인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어 노동자

들 입장에서는 고용가능성을 지속 으로 높이고,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한 인력을 선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OECD, 2005a; UNESCO, 2013). 지식기반경제담론을 토 로한 선행학습

인정의 구축은 특히나 유럽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일과 학습을 연계하기 해 형식학습의 인정에 맞춰져있던 통

인 자격 시스템을 교육자격  직업자격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자격

체계로 환하는 가운데,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까지 인정의 상으로 

포 하는 선행학습인정의 제도화를 개해나가고 있다(EC, 2006; 2008; 

2013; Duchemin & Hawley 2010). 이는 미국에서 일 이 선행학습인정

을 논의하기 시작하 을 때 유럽에서 이를 유토피아 인 아이디어로 취

되었던 상황과  달라진 모습이다(Elhers, 2010). 련하여 국가별

로도 강력한 정책들이 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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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70년 후에 불어 닥친 세계  불황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속

에서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가운데, 성인들이 고등교

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장시키기 해 직업경험을 인정하여 

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 다. 소  ‘제3의 경로

(third way)’로 불리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구축되기까지 독

일에서는 오랫동안 노동과 교육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하는 과정

들을 거쳤다. 컨 , 1969년 연방정부는 그동안 산발 으로 흩어져 있던 

개별 인 규정들을 통합하여 직업교육훈련법(Berufs bildungs gesetz)을 

제정한 바 있으며, 연방직업교육연구원(Bundes institute fur Berufs 

bildungs for schung, BIBB)을 설립하여 직업교육 련 연구를 극 으

로 지원함과 더불어 교육시스템의 인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Cockrill & Scott, 1997; Deissinger, 2004; 최희선․정미경, 2013). 

랑스의 경우, 1930년 부터 시작하여 선행학습인정의 제도화가 개

되었다(Valk, 2009: 83). 일 경험과 생활경험을 지닌 상당수의 성인들이 

학에 진입하기 해 지원하는 수가 증가하 고, 경험학습에 한 인정

을 받고자 하는 개인 차원에서의 필요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Haeringer, 2006). 이는 랑스 고용주들이 피고용인들의 재직경험이나  

역량보다는 자격이나 학 에 따라 보수를 지 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직

업경험들을 인정하여 교육자격이나 직업자격을 부여하는 경험학습인정제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AE)가 구축되어왔다. 

국은 1960년  이후 직업자격체제와 교육자격체제 각각을 표 화하

는 정책을 개하는 한편,10) 더 나아가 이 양자를 호환시킬 수 있는 통

합 인 기 을 지속 이고도 강력하게 발 시키는 가운데 선행학습인정 

논의를 활발하게 개해온 표 인 사례이다. 학업분야와 직업분야의 

10) 1986년에는 국가직업능력자격 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직업능력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NVQ) 제도를 마련하 으며 1993년에는 일반국가직업자격

(General NVQs: GNVQ) 제도를 추가 으로 마련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문 인 

능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체계화시켜나갔다. 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 인 

능력에 한 인정을 한 일반국가직업자격(GNVQ)과 학문분야에서의 능력 인정을 

한 통일된 기 도 1980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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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 리를 강화하기 한 목 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개해온 것

이다. 1992년에는 통 인 학과 고등직업교육기 인 폴리테크닉에 

한 재정기구를 고등교육재정 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로 통합하 으며11), 1995년에는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시도하 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조직 개편을 지속 으로 단행

해왔다.12) 그러한 가운데 교육과 노동의 역에서 학습결과들을 평가·인

정하는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다. 그 밖에서도 통합 인 

자격에 한 질 리를 한 기구를 설치하고 평가인정기 을 정비하는 

노력도 꾸 히 해왔다.13) 일련의 흐름들은 일과 학습을 연계하고자 하는 

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장기 인 정책들을 보여주는 단 인 사례들이

다. 

11) 1992년 고등교육기 의 일원화 정책으로 계속·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폴리테크닉 등에 한 재정배분을 맡고 있

던 PCFC와 학 재정지원을 하던 UFC를 폐지하고 새로운 HEFC(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가 설치하 다. 이로 인해 폴리테크닉과 학교는 동일한 재정기구로

부터 자 을 받게 되었다. 

12) 국은 1995-2001년 인 자원개발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에 고용부문의 업무를 

추가하면서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DfEE)로 명칭을 

변경하 다. 2007년 6월 고든 라운은 취임 직후 내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존 교육기

술부의 등교육 련 업무를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로, 학교육과 과학기술 련 업무를 신 학기술부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로 분할하 다. 신 학

기술부(DIUS)는 이 의 교육기술부 소 이던 고등·평생교육분야에 기존 통상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기술․과학분야 업무를 통합 할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더 나아가 기존 신 학기술부(DIUS)와 

기업산업규제개 부를 통합하여 기업 신기술부(Dep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를 신설하 다. 이는 연구개발과 기업, 고등교육 분야 간 연계 강화  신산업 

창출을 한 목 이었다.

13) 국에서는 1997년 학교교육과정  학력평가원(SCAA)와 국가직업자격 원회

(NCVQ)가 통합되어 자격인증  교육과정원(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이 설립되었다. QCA는 학교평가  기 평가뿐만 아니라 자격제도까지 장함

으로써 학업능력와 직업능력의 상호 인정의 틀을 구축해왔다. 한 1997년에는 고등교

육평가원(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QAA)이 설치되어 기  

 학과 평가뿐만 아니라 학 인정을 한 기 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 으며, 2001년 

고등교육질보증국(Quality Assurance for Higher Education: QAA)은 ‘잉 랜드, 웨일

즈, 북아일랜드를 한 평가인정기 ’을 발간하여 개발된 평가인정기 이 범 하게 

활용되고, 합하게 용될 수 있도록 극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내 지침서에

는 평가인정기 의 개발 필요성, 평가인정기 의 역할과 ‘학 (credit)’의 개념  원리, 

학  수 별 표시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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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인정이 태동의 토 가 된 사회통합담론, 평생학습담론, 지식기

반경제담론은 구체 인 철학과 지향 은 조 씩 다르지만, 그 지향에 도

달하기 해서는 학습인정체제가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무형식학

습결과에 한 가치도 평가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편되는 것의 요

성을 공통 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교육 역에서 학습결과에 

해 학 을 유연하게 수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과 노동, 학문과 직

업, 학습과 일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 능력을 통합 으로 인정하기 

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시도들임을 보여 다. 선행학습인정이 많

은 국가들에서 장기 인 실업과 낮은 경제성장, 비정규 근로 형태의 고

용  노동이동의 증가 등의 사회경제  문제에 한 국가 차원의 정책

 조치로 논의되고 있다는 에서 알 수 있다. 

2.  선행학습인정의 제도화 동향

   

사회통합담론, 평생학습담론, 지식기반경제담론을 토 로 한 선행학습

인정의 지향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로 연결된 것은 ‘고등교육 

맥락에서 성인들의 학습 수요가 증가한 것’이 직 이고도 주요하게 작

용했다. 이미 등교육 보편화가 실 된 상황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과 교육이 고등교육 역과 목되고 있으면서, 선행학습인정 한 고등

교육 맥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제도화되고 있다. 성인들을 일과 학습

에 한 연계를 지원하기 한 지원기제로서 마련된 선행학습인정은 

EU, UNESCO, OECD, ILO 등 국가 단 에서eh 요한 정책 아젠다

로 삼고 강조되어왔다(Cedefop, 2008; EC, 2013; ILO, 2000; OECD, 

2005a; 2006; UNESCO, 2005; 2012b; 2013). 한 개별 국가  기  단

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실제 제도로 구축되고 있다. 

국가별 양상을 개 으로 살펴보면, 랑스는 1900년  반부터 논

의가 진행되면서 독자 인 선행학습인정제도를 구축해온 선행학습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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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깊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은 세계  이후 국가 정책

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후 고등교육 보편화 흐름과 맞물려 학 자율

으로도 제도를 정 하게 구축해왔다. 국은 고등수 의 교육과 직업 

역을 연계하면서 1980년 부터 선행학습인정 논의를 활발히 개해왔

는데, 이러한 향을 받아 호주, 뉴질랜드, 남아 리카 공화국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선행학습인정제도가 마련되어 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도 선행학습인정 논의가 활발하며 제도

으로 구축되어왔으며, 엘리트 심 학체제를 고수하고 있던 독일조

차도 최근 성인들의 학 밖 경험을 인정하여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으로 선행학습인정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Aarts et al., 1999; 

Dyson & Keating, 2005; Valk, 2009). 

일련의 시도들은 하나의 통일된 모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선행학습인정제은 형식학습결과에만 국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 한 공식 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라

는 에서는 공통 이지만, 사회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도 복합 인 양

상으로 구축되고 있다. 학의 자율권이 높고 일 부터 고등교육 보편화

가 개되었던 북미의 경우, ‘ 학’이 선행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획득한 

학습 결과에 해 교육자격을 부여하는 유형으로 구축되고 있다. 상

으로 엘리트 심 고등교육체제가 고수되었고 복선형 교육체제와 자격체

제가 발달되어 있던 유럽의 경우는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을 아우르는 국

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라는 거시 인 

임 안에서 학습결과들을 포 으로 인정하는 핵심 인 작동기제로서 선

행학습인정제가 논의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이 제도로 구

되는 양상 가운데 학형 선행학습인정제와 국가자격체계형 선행학습인

정제를 개념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해서 좀 더 구체 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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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형 선행학습인정제

‘ 학’이 선행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획득한 학습 결과에 해 교육자격

을 부여하는 선행학습인정제의 유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 학

형 선행학습인정제’라고 명칭하고자 한다. 선행학습에 한 인정은 다양

한 단체나 기구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인정 결과의 수용 여부나 학  

수여 자체는 학의 고유한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유형을 일컫는다(김신일 

외, 1996: 103). 이 유형은 다시 ‘ 학 근형 선행학습인정제’와 ‘ 학학

형 선행학습인정제’로 세분화할 수 있다. 자는 성인학습자들이 재 재

학하는 학 밖에서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받아 학에 진입할 수 있

는 입학자격을 부여받는 유형이며, 후자는 학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받아 재 재학 인 학의 졸업요건의 일부 혹은 체 학 으로 

인정받는 유형을 일컫는다.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한 학 에는 학

학 형 선행학습인정제보다 학 근형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이 더 많다고 논의된다. 이는 학 내에서 선행학습의 결과를 진입 

티켓으로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학 화하는 것은 보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Castle & Attwood, 2001; Donoghue et al., 2002).

(1) 학 근형 선행학습인정제

오늘날 학 입학을 허가받기 해 필요한 형 인 요건은 후기 등

교육 졸업장과 일정 수 이상의 학수학능력시험 성  등이다. 이는 

후기 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곧바로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최 화되어

있는 입학 요건이다. 그 여집합에 있는 학령기 이후의 성인들은 차후에

는 학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Livingstone, 1999). 그런데 고등교

육의 보편화를 지향하면서, 성인들의 선행학습이나 경험에 한 인증을 

하여 그들에게 안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경로들이 마련되어왔다. 이

러한 유형의 선행학습인정을 본 연구에서는 학형 선행학습인정제 에

서도 특히 ‘ 학 근형 선행학습인정제’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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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세계의 많은 학들에서 제도로 구축되어왔다. 컨 , 

미국은 선행학습인정제 시행 기에 미국교육 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에서 제2차 세계  이후 군인들을 상으로 군 복

무 기간 동안의 훈련이나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을 인증하여 학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김 화, 1999; Sandberg, 2012; Travers, 2011; 

Weil & McGil, 1989). 국은 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 로그램, 학 단

 과정, 모듈화 과정, 운데이션 과정 등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들 과정

을 통해 취득한 Higher National Certificates(HNC), Higher National 

Diplomas(HND), Foundation Degrees(FD) 등의 국가자격이나 하  학

를 가지고 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 다.

스웨덴은 직업경력을 인증하여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오래 부

터 시행해 온 표 인 국가이다(Schuetze & Slowey, 2000). 스웨덴의 

학 입학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크게는 (1) 고등학교 졸업자

격을 갖추어 진학하는 경로14), (2) 학 성시험 성 으로 진학하는 경

로15), (3) 그리고 직장경험을 인증받아 진입하는 경로로 구분될 수 있으

며, 각각의 경우에 학 정원의 3분의 1이 할당되어있다. 앞의 두 경로에

서도 성인들을 고려한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세 번째 

경로는 25세 이상의 성인이 최소 4년간의 직장경험을 갖고 있거나 상응

하는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상 등학교를 마친 상태에 상응하는 스웨

덴어와 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고등교육기 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개별 학에 의해 제시된 특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입학이 허가될 수도 있는데 이는 교육 역에 따라 다양하다.

14) 스웨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 의 90% 이상을 ‘통과(pass)’를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학입학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자격을 충족시

키는 경로 한 다양한데, (1) 학령기 학생들이 정규 고등학교에서 수학, (2) 포크하이

스쿨(Folk High School)에서 수학, (3) 보충교육(Supplementary education) 이수, 4) 

성인고등학교인 콤북스(KomVux)에서 수학하는 경로 등이 있다. 특히 스웨덴의 성인

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포크하이스쿨이나 성인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목을 재

수강하거나 다른 체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이  성 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에 입학 조건을 마련하기도 한다(한숭희, 2005). 

15) 학 성시험(University Aptitude Test)는 고등학교 성 제출이 불리하거나 불가능

한 사람들의 경우 시험을 통해 수를 획득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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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1기 심의 형 인 학체제를 유지해오던 독일조차도 최근 

통 인 학 입학자격인 고등학교 졸업장 아비투어(Abitur)가 없어도 직

업경험을 인증 받아 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경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

에서 학에 진학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아비투어를 소지해야 했다. 

이 에는 성인들에게 통 인 입학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제2의 경로(second way)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학 밖에서의 

직업경험 등을 평가하여 고등교육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제3의 경로

(third way)’를 마련함으로써 학에 진입할 수 있는 문호를 확 한 것

이다. 이것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시되는 데에는 

법  강제성보다도 사회  합의가 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독일 

주 장 회의에서 직업 경력을 인정하여 고등교육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 고, 각 주는 주 장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주에 속

해 있는 학에 권고하고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의 경로를 실시하는 방식은 주마다 다양한데 그 가운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  주가 2012년 제시했던 제3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마이스터 는 이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주의 

모든 학과 문 학에 바로 입학할 수 있다. (2) 최소 2년간의 직업교

육 졸업 후 3년 이상 자신이 교육받은 직업과 련된 직업 경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직업과 련 있는 학과에 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다. (3) 

최소 2년간의 직업교육 졸업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자

신이 교육받은 직업과 련 없는 학과에 입학을 원할 경우, 비 학 

로그램을 통하거나 학에서 개별 으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치러 입학

할 수 있다. 

요컨 , 선행학습인정제가 성인들의 고등교육 진입을 한 유연한 혹

은 개방된 입학제도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구축되는 유형은 지구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 이었던 비 통  

학습자에게 학령기 이후라도 고등교육에 근할 수 있는 제2, 제3의 기

회를 확 시킴으로써 삶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게 한다(Harri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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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학 형 선행학습인정제

선행학습  경험을 인정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학 입학자격을 부여하

는 단계를 넘어서서 학 학 을 부여하는 방식의 선행학습인정제도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 학학 형 선행학습인정제’라고 지칭한 

다. 이 유형은 통 인 학 이 (credit transfer)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통 인 학 이  제도는 한 학에서 취득한 학 을 다른 학의 학

으로 환시킨다는 에서 형식학습결과의 이 에 국한되는 것이다. 즉, 

학 체제 내부에서만 호환이 일어나는 인정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에, 최근 논의되는 선행학습인정제는 형식학습결과 간의 호환뿐만 아니

라 ‘직업 역에서 획득한 학습결과나 비형식 교육 역에서의 학 화’와 

같이 비형식·무형식학습의 형식화라는 질  변환을 포함한다는 에서 

보다 포 인 인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학학 형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 밖에서 획득한 지식을 학이 인증하고 학 화하기 해서는 

그 기 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이기 때문이다(김경이, 2009; 

Thomas, 2000). 실제로 학학 형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시하는 학들

은 학 근형 선행학습인정제보다 다고 보고되고 있다(Castle & 

Attwood, 2001; Donoghue et al., 2002).

미국 학들은 학 인정의 자율권과 결정권이 큰 만큼 학마다 혹은 

학과마다 선행학습평가의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학마다 자율 으로 

선행학습평가 련한 지침을 발간하여 학과에 배포하고 각 학과는 교육

과정의 특성에 따라 이를 용하고 있다. 학들이 선행학습인정을 실시

하는 방식은 무형식학습결과들을 표 화된 시험, 비표 화된 시험, 그리

고 경험학습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서 가시화  문서화하여 평가하고 인

증(validation)의 단계를 거쳐 학 을 부여한다. 

그런데 국가 차원의 기 이 없이 학이 자율 인 기 에 의해 선행학

습인정을 실시하는 것에 한 불신이 있으며 질 리에 한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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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Benton, 1996; CAEL, 2010: 70; Mandell & Michelson, 1990; 

Whitaker, 198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977년 출범한 미국의 

성인·경험학습 원회(Council for Adult and Experiential Learning: 

CAEL)는 선행학습인정의 질을 보장하기 하여 학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평가기 을 제시하 고 학들은 부분 성인·경험학습 원회의 이 

기 을 활용하고 있다(Nyatanga et al., 1998; Saltiel, 1995). 성인·경험학

습 원회(CAEL) 차원에서 선행경험학습 평가를 해 제시한 기  가운

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Whitaker, 1989). (1) 학 은 ‘경험’이 아

니라 ‘학습’에 하여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험을 학습결과로 

변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토 로 학 이 부여되어야 한

다고 본다(Peters, 2005). 한 학 은 반드시 (2)  ‘ 학 수 ’의 학습과 

(3) 이론과 실천을 갖추고 있는 학습에 해서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그래서 평가는 내용 문가와 학문  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내용 문가는 학습자가 련 주제를 얼마나 잘 아는

지를 단한다면, 학문  문가는 학습의 질과 범 가 학의 기 에 

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상이 학문  기 이라면 성인·경험학습

원회는 행정  기 도 제시하고 있다. (1) 동일한 학습내용이 학 으로 

복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 (2) 평가 비용은 인정받은 학 의 양을 

기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들어가는 경비를 기 으로 한다는 , (3) 

학습평가 련 직원들의 문성이 요구된다는  등이 제시되고 있었다. 

평가기

학문

 기

① 학 은 경험이 아니라 학습에 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경험은 투입이

고 학습은 결과이다. 학 은 투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결과의 평

가를 반 한다. 

② 학 은 학 수 의 학습에 해서만 부여되어야 한다. 학수 의 학

습을 정의하는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고 자

격을 가진 문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로그램 목 에 지속성

이 있어야 한다. 

<표 Ⅲ-2> 성인·경험학습 원회(CAEL)의 선행학습인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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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hitaker(1989) Assessing Learning: Standards, Principles & Procedures. Council 

for Adult and Experiential Learning. 강정옥(2000: p.21)에서 재인용.

성인·경험학습 원회(CAEL)는 학 계자들에게 워크 이나 컨설

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 미국 선행학습인

정제도의 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학들은 성인학습자들의 선행

학습경험, 특히 직업경험으로부터 습득한 학습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해 학 을 부여하는데 있어 성인·경험학습 원회와의 력을 하고 있다

(Nyatanga et al., 1998). 

③ 학 은 주제에 합해야 하고 이론과 실천을 갖추고 있는 학습에 해

서만 부여되어야 한다. 학습의 수 을 테스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학

습이 발생한 상황보다 다른 상황으로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

는지를 악하면 된다. 

④ 완성정도의 결정과 학 부여는 내용 문가와 학문  문가에 의해 결

정되어야 한다. 기 을 설정하는 것은 단  과정이다. 학 에 한 의사

결정은 내용 문가와 학문  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 문가

는 학습자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잘 하는지를 단하고, 학문  

문가는 제시된 학습의 질과 범 가 학학 에 합한지를 단하고, 

합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 을 인정할 것인지, 필요시 되는 추가 인 학습

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학 은 그것이 받아들여질 학문  상황에 합해야 한다. 경험학습을 

교육의 자격 기능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기 은 표 화된 코스나 시험

보다는 기 과 학습자들의 학문  목  상황과 련이 있다. 

행정

 기

① 학 인정과 성 증명입학에 있어서 동일한 학습내용이 학 으로 복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② 평가에 용된 정책과 차는 신청을 비하기 에 충분히 그 유용성

이 입증되어야 한다. 

③ 평가를 한 비용은 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인정받은 학 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④ 학습평가에 포함된 모든 직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일에 하여 충분

히 훈련을 받아야 하고 지속 으로 문성 개발을 하여 비해야 한다. 

⑤ 평가 로그램은 정규 으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변화되는 평가 

요구를 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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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자격체계형 선행학습인정제 

앞서 학형 선행학습인정제가 ‘ 학’에 을 맞추어 통 인 학

에의 근(access) 경로 혹은 학 (credit) 취득경로를 유연화하는 방식

으로 구축되고 있는 유형이라면, 다른 유형으로 ‘국가자격체계형 선행학

습인정제’ 유형이 있다. 이는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을 아우르는 국가자격

체계(NQF)라는 거시 인 임 안에서 학습결과들을 포 으로 인정

하는 가운데 그 핵심 인 작동기제로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논의하는 유형

이다. 이 유형은 복선형 교육체제와 자격체제가 발달되어있던 유럽을 

심으로 활발히 개되고 있다. 

이 유형에서도 구체 인 작동과정에서는 학에서의 학습인정을 포함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학형 선행학습인정제와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국가자격체계형 선행학습인정제에서 학형 선행학습인정은 체 

메커니즘 가운데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자격체계형 선행학습

인정제는 학의 교육자격과 동등한 상으로 직업자격이 설계되고 있으

며, 그 각각의 축에서 직업  학업 경험을 형식·비형식·무형식학습의 구

분 없이 수용 인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획득된 직업자격과 교육자격 

간의 호환을 상정하고 설계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틀에서의 자격시스템이 작동되기 한 핵심기제로 선행학습인정제가 논

의된다. 

국가자격체계형 선행학습인정제는 주로 유럽사회를 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제도로 구축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국가 정책 인 차원에서 

학습결과의 수 에 한 참조 틀이 될 수 있는 국가자격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 유럽연합 단 에서 메타 임으로서 유럽자격체계

(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 EQF)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임 안에서 형식·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의 인정  교육-직업 

간 호환을 작동시키는 핵심기제로서 선행학습인정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유형의 선행학습인정제의 구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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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에 한 개입 정도가 상 으로 크고 

복선형 교육체제와 자격체제가 발달되어있기 때문이다.

포  학습결과인정이나 확장  자격체계 구축 등의 주제들이 유럽사

회에서 본격 으로 유의미한 논의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말

부터 다. 유럽 국가들은 고등교육의 역에서 유연한 평생학습경로를 

구축하기 해 유럽단 의 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논의하 다. 1997년 

리스본 조약에서는 학생들의 이동을 목 으로 자격에 한 인정을 논의

하 고, 1999년에는 유럽 학의 경쟁력 강화를 한 유럽 국가들이 력 

논의인 볼로냐 로세스(Bologna Process)16)를 통해 학   자격 인정

의 문제를 요한 문제로 부각시켰다. 

볼로냐 로세스는 그 후 2년마다 2010년까지 세부 진행 단계를 논의

하는 회의를 개최하 는데, 유럽 내에서 유연한 학습의 경로들에 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과정이었다. 2003년 열린 베를린 회의에서 각국의 교

육부 장 들은 평생학습을 실로 실 시키는데 있어 ‘고등교육’의 기여

가 요함을 강조하면서,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는 유연한 경로와 함께 고

등교육 안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한 유연한 평생학습경로를 해 선행

학습인정이 필수 으로 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을 논의하 다(Berlin 

Commuinqué, 2003: 6; Valk, 2009: 84).

한편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에 비해서 선행학습인정제가 유럽 고등교육 

맥락에서 실제로 많은 진 을 이루지 못하 다는 평가도 있었다. 유럽

학연합(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EUA)에서 2005년 발간한 보

16) 1998년 5월 리의 소르본 학 개교기념식에 참석한 독일, 국, 랑스, 이탈리아 

고등교육담당 장 들은 유럽 학의 경쟁력 강화를 한 긴 하게 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르본 선언’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공감하는 유럽 각국이 동참하면서 

이듬해 1999년 유럽 29개국 고등교육담당 장 들이 모여 볼로냐 선언을 한다. 이를 통

해 학사-석사-박사 학 체제의 구축, 유럽 학 교류체제(ECTS)의 활용, 고등교육 질 

보장, 학생․교수․연구자의 이동성 증 , 학   자격 인정 등을 추진하기 시작하

고, 계속 인 지지와 지원, 검과 의견의 교환을 이어나가기 해 매 2년마다 교육부

장  회의를 계획하 다. 학교육개 을 해 유럽 국가들이 장기 인 략을 구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사-석사-박사 학 체제의 구축, 유럽 학 교류체제(ECTS)의 활

용, 고등교육 질 보장, 학생․교수․연구자의 이동성 증 , 학   자격 인정 등을 추

진하면서 학교육개 을 한 장기 인 략으로 구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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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볼로냐 로세스를 실행하는 유럽 학들」17)에서는 선행학습인

정에 한 주제가 볼로냐 로세스에서 간과되고 있으며 많은 학들에

서도 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ichert et al., 2005). 다

른 한편에서는 당시 유럽 학들에서 선행학습인정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

은 사실이며 당장의 획기 인 변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명백히 변화

하기 한 역동기”에 있으며 장기 인 안목에서 “느린 운동(slow 

movement)”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었다(Davies, 2006: 

193-194; Neave & Van Vught, 1994). 

련 논의들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2007년의 런던 회의(London 

Commuinqué, 2007)에서는 부분의 국가들이 유연한 학습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에 동의하면서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정 인 인식이 보

다 증 되었다고 보는 한편에서는 여 히 기 단계이며 발달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비 도 있었다(Valk, 2009: 84-85). 이로부터 유럽 고

등교육 맥락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 으로 

이어져오고 있지만 실 으로 학에 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님

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역에서 직업자격을 교육자격과 동등한 

상으로 설계하면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논의하는 흐름이 있었다. 이는 

2000년  반을 기 으로 진행된 코펜하겐 로세스(Copenhagen 

Process)에서 개되었다. 코펜하겐 로세스는 볼로냐 로세스의 다른 

한편에서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한 유럽 국가 간 력 방안과 실천이

다. 유럽연합이사회는 2002년 코펜하겐 선언(Copenhagen Declaration, 

2002)에서 비형식‧무형식학습의 확인(identification)와 인증(validation)을 

한 공식 인 자격, 이해당사자들의 의무, 신뢰, 합법성 등과 련하여 

몇 가지 공통된 유럽 원칙을 제안하 으며, 이어서 2004년 마스트리히 

성명(Maastricht Communiqué)에서는 더 나아가 유럽 자격 임과 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직업교육훈련을 한 주요한 과제임을 강조하

17) Trends Ⅳ: EUROPEAN UNIVERSITIES IMPLEMENTING BOLO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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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계기로 국가자격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유럽자격체계(EQF)의 구

축이 본격화되었다. 유럽자격체계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률과 련된 

학습결과에 기반을 둔 8단계(수 )의 유럽공통의 자격기 으로, 유럽 각

국이 개별 으로 운 하고 있는 자격체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활발히 하

고 있다(Cedefop, 2010b). 유럽자격체계는 각 수 에서 직업교육훈련 부

문의 자격체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부문과 등교육부문의 교육자격체

계까지 포 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부터 학교육, 문 이고 직업 인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취득된 모든 자격을 반 한다. 유럽자격체계와 

같은 지역자격체계(Reg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RQF)는 국가 간 

자격체계를 연계하는 메타 자격체계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국가자격체계 도입  운 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18) 유럽 원회는 유

럽 각국이 다른 나라들의 자격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진하고, 각 국

가의 자격체계가 유럽자격체계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Cedefop, 

2010b; EC, 2008; Tutschner et al., 2009).

2000년 에 들어 국가자격체계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데19), 

국가자격체계를 통해서 추구하는 정책  목 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Cedefop, 2012b). 첫째, 국내외 으로 국가자격제도를 쉽게 이해하

도록 한다. 둘째, 여러 교육훈련부문을 연결하고 이해도를 높여 자격제도

의 일 성을 강화한다. 셋째, 기존 교육훈련체제 사이에서의 수평 ·수직

 연결을 통하여 교육훈련체제 간의 호환성을 개선한다. 넷째, 학습경로

를 가시화하고 이에 한 근, 참여와 진학을 지원하여 평생학습을 지

18) 유럽자격체계 외에도 ASEAN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간 인력이동을 진하기 한 

아시아자격참조체계(ASEAN Qualification Reference Framework, AQRF) 등 지역 수

의 자격체계 구축이 진행 이다(조정윤 외, 2013). 

19) 유럽 각국은 최근 몇 십년간 성과 심의 자격체제로 개편하고 이를 선행경험학습 인

정을 한 핵심  틀로서 활용해 왔다. Cedefop(2012b)에 의하면 2011년 순을 기

으로 EQF가 용되는 34개국 에서  32개국이 국가자격체계를 개발하 다고 보고되

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 리카공화국에도 표 직무능력(standards)과 평가자의 

자격, 인정(recognition), 질 리 차를 반 으로 포 하는 거 틀로서 국가자격체

계를 구축하고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성과 심자격(outcome-based qualifications) 모델

로 개편해 왔다(Dyson and Keating, 2005: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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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다섯째,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을 포함한 학습결과의 폭넓은 

인증을 돕는다. 여섯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커뮤

니 이션을 개선한다. 일곱째, 국가자격제도에서 공식 인 교육훈련을 벗

어난 자격을 수용할 수 있다. 여덟째, 넓은 이해 계자 사이에서의 력

과 화를 이끄는 장을 창출한다. 아홉째, 교육훈련의 질을 리하는 

거를 제공한다.

정리해보자면, 국가  국가 차원에서 직업  교육 역을 포 한 

자격체계는 한 개인의 능력이 ‘사회의 총 역량 지도’에서 어느 정도 수

에 있는지를 치지우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학습결과인정을 한 참

조 틀로서 역할 할 수 있다. 개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득한 학

습결과에 한 수 을 표 화하여 그 학습결과 간에 등가성을 부여할 때 

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 자격의 구축에서 더 나아가 ‘자격 

간의 연계’에 방 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다(이동임 외, 2003). 학생들이 

국가 간 이동을 하거나 혹은 직업 역과 교육 역 간 이동을 할 때, 이

에 획득한 선행학습결과의 치 확인과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진 학습결과로 취득한 교육자격(Academic 

Qualification)과 학교 밖 일터에서부터 획득한 학습결과 획득한 직업자

격(Vocational Qualification)을 연계시킬 때 기 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조정윤 외, 2013). 한 국가자격체제는 직무분석을 통해 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명확하게 도출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와 내용,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기 을 설계하는 기본 틀이 된다. 

국가자격체계를 통해 교육과 노동을 연계하는 가운데 성인들의 고등학습

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자격체계  유럽자격체계, 그리고 선행학습인정과 련된 논의들

은 자격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격’과 ‘학습’이 하게 연

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양상을 드러낸다(UNESCO, 2013). 실제로 최근 

국제기구들의 문서를 보면, ‘자격(Qualification)’이라는 개념은 ‘학습’ 그

리고 ‘학습결과’ 개념과 한 련성을 맺고 확장 으로 논의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007년 OECD 보고서 「자격시스템: 평생학습으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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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Qualifications Systems: Bridges to Lifelong Learning)」에서는 자격

을 ‘합법 인 주체가 개인이 교육훈련 로그램 는 일터경력 등으로부

터의 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특정 수 의 지식(knowledge), 숙련(skills), 

그리고 역량(competences)을 결정할 때 성취되는 것이며, 거래를 실행하

는 합법 인 실체’라고 정의하고 있다(OECD, 2007). Cedefop(2010a; 

2010b)의 논의에서도 자격의 생성과정에 한 논의에서도 학습결과에 

한 포 인 인정 개념은 요한 토 가 된다. 자격은 학습(learning), 평

가(assessment), 검증(validation), 인증(certification), 인정(recognition)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다. 그 첫 번째 학습하는 단계는 지식, 기술, 역량

을 함양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 평가 단계는 학습결과 는 역량표  등

에 따라 개인의 지식, 기술, 역량을 단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검증의 

단계는 개인의 학습에 한 평가 결과가 정해진 표 (기 )을 충족하는

지, 타당한 평가 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는 인증 

단계로 개인의 학습기록이 승인되고 공인된 기 이 증명서를 발행하여 

공식 인증을 수여한다. 마지막으로 인정 단계는 자격을 가진 개인에 

한 진 , 경제  보상, 상승된 사회  지  등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요

컨 , 지식, 기술, 역량 등 포 인 학습결과에 한 인정된 형태를 확

장된 자격 개념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많은 국가들에서 장기 인 실업과 낮은 경제성장, 비정규 근로 

형태의 고용  노동이동의 증가 등의 상태에 한 국가 차원의 정책  

조치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학습

인정체제가 비단 교육 역에서 학습결과에 해 학 을 유연하게 수여하

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과 노동, 학문과 직업, 학습과 일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 능력을 통합 으로 인정하기 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시도들임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체계형으로 제도화되

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제는 인정의 문제가 단순히 학에서 학으로 학

을 이동시키고 인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을 보여 다. 학교와 학

교 밖에서의 경험들을 가시화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교육자격  직업자

격으로 자격화하고, 그 게 취득한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을 연계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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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일과 학습의 세계를 하게 연계시키는 사회시스템이다. 한 이처

럼 한 사회 안에서의 학교 안 학습체제  학교 밖 자격체제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체 학 구조  다른 사회의 학 구조의 인정, 

한 사회의 체의 학습인정체제  다른 사회의 학습인정체제 등 여러 

층 의 인정체제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국가자격체계의 도입 방향과 추진 략에 한 논의들이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하 으나, 실제로 구 되지는 않고 있어 선행학습인정제 

한 국가자격체계의 틀 안에서 구 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정윤 외, 2013).

3.  선행학습인정의 개념 분석

1) 선행학습인정 련 용어

 

이 게 다양한 유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제는 련 용어와 

개념에도 복합 인 층 가 반 되고 있다. 상 으로 포착되는 학이

라는 기 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고등수 의 교육  학습활동 반을 포

으로 융합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학습’  ‘인정’ 개념을 견지하는 것

이다. 이 게 다양한 개념의 층 들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학습활동에 

해서 공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은 결코 단층 으로 이루

어질 수 없다는 을 분명히 드러낸다. 

선행학습인정은 정규 학교교육 외부에서 획득한 학습결과까지도 포

하여 공식 으로 인정함을 강조한 개념이다(강 , 2013; 김 화, 1999; 

이정표, 2013; 이해  외, 2011; 정혜령 외, 2012; Cedefop, 2008; OECD, 

2006; UNESCO, 2005; 2012b). 인정의 상이 되는 학습결과의 범주를 

확 시키는 인정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학습인정과 련해

서 구체 으로 어떠한 용어가 채택되어 사용되는가는 한 사회가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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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과 방식과 련되 것이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선행학습인

정에 한 이해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 강

조 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OECD, 2007: 4; Fiddler et al., 2007). 

선행학습 련 용어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경험학습결과에 한 평

가·인정, 비형식‧무형식학습인정, 선행학습인정, 선행경험학습인정, 선행

학습경험인정, 사 학습인정, 일터경험학습 평가제도 등의 다양한 용어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주로는 선행학습인정이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

는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Accredita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 (APEL), Accreditation/Assessment of Prior Learning (APL), 

Prior Learning Assessment (PLA), Prior Learning Assessment & 

Recognition (PLAR),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Assessment 

(RPLA),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AE),  Validation of/ 

Valuation for Prior Learning (VPL), Recogni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RVA)  등이 있다. 

국가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PLA를 

주로 사용하며, 캐나다에서는 PLAR을 주로 사용한고 이따 씩 PLA로 

논의되기도 한다. 국에서는 APEL 혹은 APL을, 호주, 뉴질랜드와 남

아 리카공화국 등에서는 RPL 혹은 RPLA가 사용된다. 일 부터 랑스

에서는 VAE을 일반 으로 사용된다. 그 밖에도 유럽 원회(EC)에서는 

VPL을,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에서는 RVA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Blinkhorn, 1999; Cleary et al., 2002; Corradi et al., 2006; Day, 2001; 

Harvey, 2004; Pouget & Osborne, 2004; SQA, 1997; 2014; Stenlund, 

2010; Valk, 2009; Vl sceanu et al., 2004). 이 게 다양한 용어들이 의미

하는 바는 선행학습인정의 개념이 결코 단층 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 

용어들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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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에 한 정의들은 서로 다른 문화 사회  이해에 기반하여 사용되

고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으로 선행학습인정은 ‘형

식교육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역에서 획득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 

등 평생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학습결과들을 포 으로 인정하여 교육

자격이나 직업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논의할 수 있다(Cedefop, 

2009a; EC, 2013; OECD, 2006; 2010; UNESCO, 2005; 2012b). 

UNESCO-CEPES에서는 직업 경험과 무형식 훈련, 생애 경험을 통해 획

득한 기술, 지식, 역량에 한 형식 인 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Vlasceanu et al., 2004: 55), Cedefop(2008)는 선행학습인정(RPL)을 ‘공

식 인 자격 는 학 의 부여나 면제, 취득한 기술과 역량의 인정’으로, 

선행학습인증(VPL)을 ‘개인이 형식, 비형식, 무형식 장면에서 습득한 학

약어 용어

APL 

APEL

PLA

PLAR

RAC

RAS 

RCC 

RNFIL

RPL

RPLA

RVA

RVCC

VAE 

VNFIL

VPL

Assessment of Prior Learning 

Accreditation of Prior Learning

Prior Learning Assessment

Prior Learning Assessment and Recognition

Recognition of Acquired Competences 

Recognition of Acquired Skills 

Recognition of Current Competences 

Recogni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Assessment

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Recognition, Validation, and Certification of Competences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alidation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Validation of/for Prior Learning

선행(경험)학습인정, 사 학습인정, 비형식·무형식학습인정

<표 Ⅲ-3> 선행학습인정 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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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결과(지식, 기술, 역량)가 미리 비된 표 에 비추어 평가인정해서 표

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당한 기 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학습인정의 일반 인 구분은 ‘선행학습’과 ‘선행경험학습’의 구분이

다. 이는 정규 학교교육을 통한 ‘형식학습결과에 한 인정’의 역을 개

념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채택되어 사용되는 용어

들이다. 포 인 차원에서 선행된 형식․비형식․무형식학습을 총칭하

는 경우 ‘선행학습’을 사용하고, 형식학습을 제외하고 주로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만을 범 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선행경험학습을 사용하는 

것이다(OECD, 2005: 5;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9). 이에 선

행학습인정은 형식‧비형식‧무형식학습의 결과를 모두 개념  범주에 포

하여 인정의 상으로 보는 것으로 정의되며, 선행경험학습인정은 ‘형

식 교육훈련 이외의 역에서 습득한 다양한 비형식, 무형식학습의 결과

를 학 이나 자격으로 평가‧인정함으로써 평생에 걸쳐 이수한 다양한 학

습 경험을 공식 으로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강 , 2013; 

김 화, 1999; 이정표, 2013; 이해  외, 2011; 정혜령 외, 2012). 다만, 형

식․비형식․무형식학습을 모두 포 하여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논의

하는 경우에도, 형식학습 심으로 인정을 해온 통 인 학습인정방식

과 비하는 측면에서 무형식학습에 한 인정이 핵심 으로 강조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의 선행학습 련 용어들은 그 의미와 범주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들이 있어왔다. 한 보다 세분화되어 사용되어야 하

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논의

된다. 컨 , 유럽연합 산하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인 Cedefop(2009)는 

다양한 선행학습인정 련 용어들이 반 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하 고, 유럽 교육 원회(European 

Education Council, 2004)에서도 선행학습인정과 련된 개념들  단 하

나의 개념도 이러한 선행학습인정 과정의 복잡함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상 으로 포착되는 학교라는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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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를 넘나들며 교육  학습활동 반을 포 으로 융합하면서 다

양한 차원의 ‘학습’  ‘인정’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 련 

개념들의 분석을 시도한다. 

2) ‘선행학습’ 개념의 층구조   

앞서 제Ⅱ장에서 학습은 생리 , 심리 , 사회  차원 등의 층  변

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학습결과를 하나의 층 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과 그러한 학습결과를 포 으로 포착하여 인정하는 일은 더욱이 간

단치 않다는 을 논의한 바 있다. 혹여 학습결과가 측정 가능한 역에 

있어 포착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을 한 것인 여부는 사회  가

치가 따라 달라진다. 즉, 학습결과를 공 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어떤 

능력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가 하는 ‘사회  차원에서의 가치 부여’가 

핵심 이다. 

그간에는 학습의 가치에 한 공 인 인정은 주로 ‘국가’라고 하는 독

특한 사회체제의 인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가에 의해 공인된 ‘학교 안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과정)’을 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었고, 개별 

학습자가 학교 밖에서 획득한 학습결과는 학습인정체제의 경계 안에 포

함되지 않았다. 국가의 학습인정체제 안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학습은 주

로 학교를 통해서 획득된 형식학습의 결과 던 것이다(OECD, 2005a; 

2005b; Cedefop, 2009).20) 이때 학교로 표되는 형식교육기 에서 이루

어지는 형식학습의 결과는 처음부터 국가인정체제 안에서 설계되면서 그 

20) OECD의 정의를 따르면, 형식학습은 교육기 , 성인훈련기 , 직장에서의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을 통한 학습으로, 학 나 자격증의 형태로 사회 으로 공식 인정되는 학

습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존의 비형식학습이나 무형식학습은 국가학습인정체체 밖에 

있으면서 인정의 상이 되지 않는 학습들이었다. 비형식학습이란 교육 로그램을 통

한 학습활동이지만 공식 으로 평가되어 학 나 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습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직장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  백화  문화센터 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무형식 학습은 일상 인 

직업 련 활동이나 가사, 여가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하며, 무형식학습 

 가장 주목받는 역은 직업 활동을 통해 습득한 근로경험학습이다(OECD, 2005a; 

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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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과가 공 인 학력, 학  등으로 이어지는 반면, 비형식학습의 경우 

조직화된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가

자격체계 내에서 설계되지 않았다는 에서 학력과 학 가 수여되지 않

는다. 더욱이 조직화, 체계화된 교육 없이 자기주도  활동 안에서 이루

어지는 무형식학습은 공 인 인정체제 안에서 고려의 상이  아니

었다. 말하자면, 학습이 국가자격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형식

학습과 비형식학습을 구분하는 형 인 기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rostat, 2005). 교육과 학습활동의 유형에 한 다음의 도식은 학습유

형이 구분되는 과정에서 형식학습 심의 국가자격체계가 핵심 인 기

이 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림Ⅲ-1] 형식학습 심의 통 인 학습인정체제 

출처: Eurostat(2005)

이러한 학습인정체제는 불과 몇 십 년 까지만 해도 한 사람의 능력

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으로 비형

식학습·무형식학습의 가치와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Erau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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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ick & Watkins, 2001), 포 인 국가자격체계 안에서 비형식·무형

식학습의 결과까지도 수용하여 평가하고 공식 으로 인정하는 개념의 선

행학습인정의 구축이 요한 과제도 두되었다. ‘결과 으로 획득된 지

식, 기술, 역량’이라면 학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형식학습뿐만 아

니라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까지도 인정의 상으로 포함시키는 포

인 학습인정체제에 한 요구가 커진 것이다. 

포  학습인정에 한 요구는 실제로 교육기  밖에서 학습자가 구

성해온 학습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들도 가시화시켜 인정의 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Bjornavold, 2000). 기존 학습인

정체제의 경계를 해체하고 확장 으로 새로운 경계를 재설정해나가는 것

이다. 선행학습인정은 이 게 학 시스템과 학 밖 시스템을 매개하면

서 국가자격체계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선행학습인정으로 표되는 

포  학습인정에 한 시도들은 ‘국가자격체계’를 ‘확장’시키는 것과 다

름이 아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자격체계 임 맥락에서 선행학습인

정을 논의하는 이유가 이것이다(Singh & Duvekot, 2013; UNESCO, 

2013). 이 게 확장된 학습인정체제 안에서 형식학습과 비형식·무형식의 

상호 연계성은 높아지고 있다(Malcolm et al., 2003).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서 선행학습인정에서 ‘선행학습’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선행학습이란 단순히 시간 으로 앞서서 수행했던 과거의 학

습만이 아니라 기존의 형식학습 심의 국가자격체계 밖에 있던 학습을 

모두 포 하는 것이다. 즉, 재 교육체제의 경계를 기 으로 학습자가 

이 경계 밖에서 수행했던 혹은 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들을 포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학습은 시간 으로 선행한 학습, 교수자가 

구성한 커리큘럼 없이 시행된 학습, 학 공간 밖에서 이루어진 학습, 비

형식․무형식학습결과, 직업지식 등의 학습 층 들을 담아낸다. 특히, 고

등교육 맥락에서의 선행학습은 상 으로 포착되는 학이라는 기 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고등수 (higher-level)의 교육  학습활동 반을 

포 으로 융합한다는 개념  지향 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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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 개념의 층구조     

다층 인 학습의 결과를 포 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한 가지 통일된 

양상과 개념으로 논의될 수 없다. 인정의 상이 되는 선행학습이 다층

인 것처럼 인정의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는 ‘인정’, ‘인증’이라

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어에서는 ‘validation’, ‘recognition’, 그리고 

‘accreditation’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선행학습에 

한 인정이 다양한 층 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인정’과 

련한 용어들은 그 의미와 범주가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

다(Cedefop, 2009; European Education Council, 2004). 그래서 인정의 

층 인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validation’, 

‘recognition’, 그리고 ‘accreditation’을 심으로 ‘인정’과 련된 개념들을 

분석을 시도한다. 

 

(1) 인증

Cedefop(2009)에 따르면 validation은 ‘공공 당국, 교육기 , 문직 단

체가 개인의 학습결과를 평가한 이후 학 , 문자격증 등의 공식 인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논의된다.21) UNESCO(2012)는 validation을 ’

공식 으로 승인된 기 이 미리 정의된 평가 방법과 기 을 가지고 개인

이 획득한 학습결과나 역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학습

인정의 맥락에서, 어의 validation 개념은 주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

에 해 공식 인 가치를 부여하여, 학 나 자격증 등 공 인 문서의 발

으로 이어지는 인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증의 상이 되는 학습은 형식화, 공식화 차가 필요한 차

원의 학습들이다. 형식학습은 이미 인증을 받은 기  내부에서 이루어진 

21) 이와 비교 인 차원에서 identification은 개인의 학습결과를 기록하고 가시화하고 공

식  인정을 한 기 를 제공하나 공식 인 증명서나 졸업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

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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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기에 추가 인 인증 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인증의 상은 이

에 형식화 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가 된다. 

즉, 기존 국가인정체제에서 공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던 학습결과

들이 그 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식 인증기 ’에 의한 ‘비형식·무형

식학습결과의 형식화’가 validation의 핵심이며, 그것이 학 나 자격증 등

의 공 인 증명서의 발 으로 이어지는 것이다.22)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떠한 문서나 행 가 정당한 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

 기 이 증명함’을 의미하는 ‘인증’이 validation에 응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

(2) 학 이

선행학습인정의 맥락에서 accreditation은 “공식 으로 승인된 기 이 

다양한 목 과 방법에 의해 획득된 학습결과와 역량을 평가하여 ‘학 을 

부여’하거나 ‘학 을 면제’해주거나 련 문서를 발행해주는 일련의 과

정”으로 어의 credit transfer(학 이 )와 유사한 의미로 정의된다. 앞

서, 인증(validation) 개념이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해 공식 인 가

치를 부여하는데 강조 을 둔 개념인 반면에, accreditation은 공식 인 

가치 단의 차를 거쳐 이미 학 으로 형식화된 학습결과에 한 교환

과 거래에 을 둔 개념이다(Pouget & Osborne, 2004: 51). 

흥미롭게도 선행학습인정 맥락에서 credit transfer의 의미로 논의되는 

accreditation는 선행학습인정 맥락과 결합되지 않았을 때는  ‘기   

로그램에 한 인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 이다. 고등교육기

의 증가와 고등교육체제가 다양화됨에 따라 질  수 의 격차가 커진 고

등교육 기   로그램에 해 질 보증 차원에서 평가한다는 의미의 

‘인증’이다(Ratcliff, 1996). 컨 , 미국에서는 학이 학 설립과 운

22) 인증 결과 발행되는 인증서는 사회  가치, 시장 가치 등을 지니기 때문에 인증 과

정은 문 집단에 의해서 강하게 통제되는 경향이 있다(김 화, 1999; Colardyn, 1994; 

Fragnier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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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많은 수의 학이 설립되어 있

으며 그만큼 학 간 질  수 의 학 간 격차도 크다. 이에 질 보증을 

한 학평가인증제가 지역별 종합평가와 학문분야별 로그램 평가로 

운 되고 있으며, 이때 질 보증을 한 기   로그램 평가  인증

의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어의 accreditation이다(Vl sceanu et al., 

2004).

이러한 accreditation이 선행학습인정 맥락에서 ‘학 이 ’의 의미로 

환되어 사용되는 것은 얼핏 연 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논리 으로 

생각해보면 이 두 개념은 불가분의 계를 가지고 있다. 학 이 은 기

획득한 학 을 부여한 고등교육기   로그램에 한 신뢰를 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컨 , 한 국가 내에서 인증 받은 교육기 들 사이

에는 학 이 이 상 으로 용이한데 이는 이들 기 들은 이미 해당국

가의 자격체계 인증체계에 한 인증 차를 거친 기  로그램이기 때

문이다. 외국 기  로그램으로부터 획득한 학 학 는 별도의 검토를 

거친 후에 학 이 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 학이 해당 국

가에서는 권  있는 학일지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인증의 차를 거친 

기 이 아니어서 결과 으로 미인증기 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외국 

학으로 편입시 학 이 이 상 으로 까다로운 이유가 이것이다. 즉, 

학 이 과 인증은 한 계가 있는 것이며, 이로부터 일반 으로 기

  로그램에 한 인증의 의미로 통용되는 accreditation이 선행학

습인정의 맥락에서는 학 이 의 의미로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

다.

선행학습인정 맥락에서는 선행학습의 유형에 따라서 학 이 이 이루

어지는 경로는 달라질 수 있다. 인증(accreditation) 받은 기 에 의해 획

득한 형식학습의 경우에는 이미 취득했던 학 을 곧바로 이 (credit 

transfer)만 하면 되지만, 학 밖에서부터 취득한 비형식․무형식학습결

과의 경우에는 학습에 한 앞서 논의했던 인증(validation) 차가 필요

하다. 인증(validation)을 통해 ‘수 에 한 검증’뿐만 아니라 ‘비형식·무

형식학습의 형식화’라는 질  변환과정을 거쳐서 교육자격을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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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학 이 (accreditation)이 진행가능하다.

(3) 인정

마지막으로 어의 recognition은 기본 으로 앞의 개념들을 포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으로 앞서가 설명하지 못하는 개념들까지 포 하

는 의의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인정’ 개념과 응해

볼 수 있다. UNESCO(2012)는 ‘인정(recognition)’은 ‘학습결과와 역량에 

공식 인 지 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한 사회 내에서 학습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 Aune Valk(2009)에 의하면, 

인정(recognition)이라는 용어는 ‘기술과 역량에 하여 평가(assessment)

하고, 공식 인 지 를 부여하는 공식  인정  학 부여는 물론 사회

 가치에 해 인정(acknowledge)하는 포  의미의 사회  인정

(social recognition)’ 개념을 모두 내포한다고 본다(Tissot, 2004: Valk, 

2009). 련하여 Cedefop(2009)은 형식  인정(formal recognition) 개념

을 ‘기술과 역량에 공식 인 지 를 부여하는 과정, 수료증·학  등의 자

격 부여를 통한 학 부여·학  면제, 기술과 역량에 한 인증을 모두 

포함’하는 차원에서 논의한다.

요컨 , 선행학습에 한 개념  분석으로부터 선행학습인정은 교육기

 밖에서 학습자가 구성해온 학습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들도 가시화

시켜 인정의 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

다. 즉, 기존 학습인정체제의 경계를 해체하고 확장 으로 새로운 경계를 

재설정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층 의 학습과 인정 개념으로부

터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학습활동에 해서 공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

하는 시스템은 결코 단층 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형식학습 

심의 인정체제를 학교 밖의 학습  교육활동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확

장  재구조화를 함에 있어서 보다 세분화된 메커니즘에 한 설계가 필

요함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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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

앞서 Ⅲ장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의 배경이 되는 담론  토 , 지구  

제도화 동향, 층 인 개념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해 지구  선행학습

인정의 총체 인 지도를 그려볼 수 있었다. Ⅳ장과 Ⅴ장에서는 선행학습

인정의 체 지형 가운데 국내 선행학습인정은 논의, 제도, 그리고 실천 

측면에서 어디에 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Ⅳ장에서는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 과정을 검토하며, 이어서 Ⅴ장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이 학에 실제로 용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8월 13일 문 학과 산업 학에서 산업체에서 근

무한 경험까지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시

기를 분기 으로 국내에서도 고등교육법에 학 선행학습인정의 법  근

거가 본격 으로 마련된 것으로 논의된다(양흥권, 2014; 이정표, 2015; 조

연 외, 2015). 본 장에서는 국내에 선행학습인정이 도입되어 법제화되

는 과정에 해 분석한다. 2013년 이 에도 학 밖 지식을 인정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 Ⅳ장의 1 에서는 

2013년 이 에도 존재해왔던 학습인정 련 법제  제도들이 어떠한 범

주와 방식으로 성인들의 다양한 학습경험들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 련 법제들의 역사  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선행학습인정 조항

이 이 의 련 법제들과 어떠한 에서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한 

어떠한 에서 구분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2) 이어서 Ⅳ장의 2 에서

는 고등교육법에 선행학습인정 조항이 추가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로

부터 ‘ 학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된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학 선행

학습인정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과 쟁 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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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인정 련 법제의 개, 1990-2012년

2013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선행학습인정 조항이 추가되기 에도 

학 밖 경험이나 학습결과들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  근거들이 

무했던 것은 아니다.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 「평생교육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 「고등교육법」 등에 

흩어져 학 밖 경험들을 인정해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본 

에서는 다양한 학습경험들을 인정하는 일련의 법령들을 ‘학습인정 련

법’으로 통칭한다. 이러한 학습인정 련 법제들은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이 

고등교육 역과 목되는 상황에서 고등수 의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법

 근거의 비 이 크다. 기존 학의 학   학 제도가 포 하지 못했

던 다양한 학습경험들에 주목하여 공식 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시도들이

다. 본 에서는 학습인정 련법들이 각각 어떠한 상과 범주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성인들의 다양한 학습경험들을 인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해당 법령이 운 되고 있는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23)

1) 평생교육법제의 포  학습인정 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을 한 고등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은 평

생교육정책 차원에서 개되어왔다. 그 양상은 한국방송통신 학교, 개방

학교, 원격 학, 사이버 학, 평생학습 심 학 등 안  고등교육기

이나 로그램의 공 이기도 하지만, 독학학 제도, 학 은행제도 등 

안  학 취득제도도 성인학습자들의 고등교육정책의 상당부분을 차지

해왔다. 안 인 학 취득제도는 고등교육기 에 등록하지 않고도 학

이나 학 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격 인 고등학습 모

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독학학 제는 교육과정 이수 없이 개별 학

23) 이하 법률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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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 것에 해 검정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인정하려는 목 으로 1990년 

마련되었으며, 학 은행제는 다양한 경로의 학습에 해 학 을 부여하

는 법률로서 1998년부터 운 되고 있다. 각각은 1990년 마련된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과 1997년 제정된 「학 인정 등에 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

의 일생에 걸친 교육과 학습 체를 지원하는 법률로서 제정되는 가운데 

「학 인정 등에 한 법률」과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

과 연계하여 포 인 학습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제들은 경험학습  비형식교육기 들에 공  가치를 부여하

면서 기존의 교육법들이 포 하지 못하던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의 상당

부분을 제도화의 틀 안으로 수용하면서 학 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1)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

 1990년 출범한 독학학 제는 개별학습 후 4단계의 국가시험에 검정하

고 합격한 자에 하여 교육부 장  명의의 고등교육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 근거가 되는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이하 독학학 법)이 제정된 목 은 정규 학에 입학하여 학교

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개별학습 후 고등교육학 를 취득할 수 있

게 한 것이었다(김종서 외, 1989).24) 제정이유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

제 ·시간  제약 때문에 학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학자습

을 하거나 다양한 교육기 과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한 후 국가기 이 실

시하는 시험 차를 거쳐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 하고, 개인의 자아실 과 국가사회의 발 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 명시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

일: 2015.12.15.).

독학학 제가 학습을 인정하는 구체 인 방식은 시험면제과정과 검정

24) [시행 1990.4.7.] [법률 제4227호, 1990.4.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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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통해서이다. 독학학 제는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 2단계 공

기 과정 인정시험, 3단계 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단계 학 취득 종합

시험까지 총 23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가운데, 1-3단계까지는 교육

부에서 지정한 학에서 운 하고 있는 17과목의 시험면제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단계나 특정 과목의 독학학 시험을 면제시켜 다. 시험면제

과정은 2015년 재는 덕성여자 학교 평생교육원, 서울교육 학교 평생

교육원, 북 학교 평생교육원, 총신 학교 평생교육원, 동국 학교 평

생교육원에서 운 하고 있다. 안  고등학 제도가 학 부설 평생교

육원을 심으로 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학학 제의 1-3단계까

지가 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심의 시험면제과정으로 주로 운 되고 

있다는 은 독학자들의 학습결과를 인정해 다는 본래 취지가 왜곡된 

것이며, 정규 학의 부설 시스템에 의한 이류 학 정도로 인식된다는 

에서 비 이 있기도 한다. 

 

내용

제1조(목 ) 이 법은 독학자(獨學 )에게 학사학 (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 하고 개인의 자아실 과 국가·사회의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문개정 2007.12.21.]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한 응시자격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5.3.27.>

제6조(학  수여 등) ① 교육부장 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학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 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 취득 종

합시험의 합격증명, 학 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 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

(발 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학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15.3.27.>

<표 Ⅳ-1> 독학에 의한 학 취득에 한 법률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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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단계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 하고 있는 학 취득종

합시험에서 6과목 총 600  만   360  이상을 득 하면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다. 2015년 이 까지만 하더라도 독학학 제는 교양과정 인

정시험, 공기 과정 인정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 으로 거치도

록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단계 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25) 이 제도를 통해서 1993년 147명이 

학사학 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345명이 

학사학 를 취득하 으며, 2014년 961명이 학사학 를 수여받았다(교육

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89). 

 

(2)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고등교육기 에 등록하지 않고도 학 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다른 제도로 학 은행제가 있다. 이는 1995년에 열린 평생학습

사회 비 을 제시한「5.31 교육개 방안」에 포함되었고, 1997년 제정된 

「학 인정 등에 한 법률」(이하 학 인정법)을 근거로 하여 1998년부

터 운 되고 있는 제도이다(최돈민 외, 1997; 1999). 학 은행제를 통해

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취득한 학 을 하고 이를 인정받아 학 (

문학사, 학사학 )를 취득할 수 있다. 1997년 제정 당시 학 인정법26) 제

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  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사회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

기  등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2)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

거나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3) 국가 자격 는 시험에 합

격한 자 등에게 학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이는 “교육개 의 

일환으로 학교교육 외에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객 으로 평가인정된 학

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정받은 학

이 되어 일정기 을 충족하는 경우 학력인정  학 취득과 연계

25)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3호, 2015.3.27., 일부개정]

26) [시행 1997.3.1.] [법률 제5275호, 1997.1.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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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

에 한 교육에의 근기회를 넓히는 등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쳐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 하기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함

이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15.12.15.). 

이후 학 인정법은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 범주를 확 시켜

나갔다(백은순 외, 2003; 2008). 2001년 일부개정시에는 “ 요무형문화재

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그로부터 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그에 상당

한 학 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 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 학 는 

원격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학 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 다.27) 그리고 2007년 일부개정시에는 “ 역병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문   학 재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  취득이 단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해 평가인정을 거쳐 학 이 인

정되는 학습과정을 운 하는 교육훈련기 에 군의 교육·훈련시설을 추

가”하 다.28) 

2007년 개정부터 최근까지 학 인정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  

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는 평생

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이북지역에서 학교육에 상응하는 교

육과정을 마친 자 (3)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

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 보   진흥에 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수교육을 받은 

사람 등이다.29) 이처럼 학 은행제는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비정규학습

결과까지도 포 으로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 학 이 

일정 정도 되면 학 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한 개방형 학 체제라는 

27) [시행 2001.6.29.] [법률 제6434호, 2001.3.28., 일부개정]

28) [시행 2007.4.4.] [법률 제8167호, 2007.1.3., 일부개정]

29) [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2015.3.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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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의가 있다.

내용

제1조(목 )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 인정

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 취득의 기회를 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 하고 개인

의 자아실 과 국가사회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 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

업교육훈련기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 "이라 한다)이 설치·

운 하는 학습과정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7조(학 인정)  ① 교육부장 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

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 을 인정한다.

② 교육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 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 보   진흥에 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로 인정된 사람과 그 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 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 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 수여) ① 교육부장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 을 인정받고 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 를 수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 을 인정받고 학

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 를 수여할 수 있다. 1. 학의 장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  학 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로 교육부장 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 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표 Ⅳ-2>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제7조(학 인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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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교육 공 주체의 범주를 격 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고등교

육단계의 다양한 제도와 기 들을 포 으로 연계하는 특성을 지닌다

(한숭희 외, 2006). 실제로 학 은행제와 연계되는 교육과정들은 학부

설 평생교육원, 시간제 등록제, 문 학의 심화과정  특별과정, 독학

학 제, 국가기술자격제도,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직업훈련시설, 학

원 등이다. 학 은행제가 운 된 이래 등록한 학습자수는 2013년 재 

약 94만 명으로(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학 은행제가 독학사

제도 보다 성인학습자를 한 안 인 학사학 제도로서 활발히 활용되

고 있음을 보여 다. 

 

(3) 평생교육법

 

1996년 교육부에 평생직업교육국이 출범한 평생교육정책들이 본격 으

로 개되어왔다. 1982년 12월 제정되었던 사회교육법을 1999년 부개

정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교

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일생에 걸친 교육과 학습 체를 지원하는 

법률로서 제정되었다.30) 학습인정과 련하여, 1999년 부개정된 평생

교육법에는 이  사회교육법에는 없던 ‘학  등의 인정’ 조항(제28조)이 

추가되었다.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도 앞서 

학 인정법과 연계하여 학 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한 학  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교 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

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 학교·

산업체 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

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수교육을 받은 자 한 학 인정법에 따라 학

30) [시행 2000.3.1.] [법률 제6003호, 1999.8.31., 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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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당시 평생교육법의 학 인정원은 학 인정 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 등록에 의한 

학습과목 이수, 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하생 학 인정 등이며, 평가

인정 상기 은 학교․ 문 학 부설 평생교육원, 공과를 둔 고등

기술학교․특수학교, 학원(기술계, 어학계, 사회계, 체능계), 공심화과

정․특별과정을 둔 문 학, 학력인정이 되지 않은 학교․ 문 학에 

하는 각종학교, 직업훈련원, 직업 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요무형문화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 다.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이 부개정 되었는데, 이때 학 인정 조항도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8조가 ‘학  등의 인정’

개정

시기

학 인정 

근거
내용

1999.

8.31.

부

개정

평생

교육법

제28조 (학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

생교육과정외에 이 법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는 학 인정등에 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  

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 인정등에 한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  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 학교 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는 자격취득

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 학교·산업체 는 민간단체등이 실시하

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

하생 으로서 일정한 수교육을 받은 자

③각 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내외의 각 학교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취득한 학 ·학력 

 학 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표 Ⅳ-3> 평생교육법 제28조(학  등의 인정) (1999.8.31. 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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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41조 ‘학 , 학력 등의 인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 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 인정법에 근거하여 학  는 학

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이  평생교육법 포 하

고 있지 않던 독학학 제 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 (3) 학   학

력 인정과 련된 내용들이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리·인정’이라는 

분류로 범주화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당시 개정은 다양한 ‘경험학습’과 국내외의 ‘각  학교  평생교육시

설’에서 취득한 학 ․학력  학 의 상호 인정을 총체 으로 리하고

자 했던 목 이 있었다. 이러한 목 이 단 으로 드러나는 가 바로 평

생교육법에 독학학 법을 연계시킨 것이다. 당시 부개정의 주요한 이

유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하여 국가와 역·기  자치단체 단 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 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

원의 평생교육센터·학 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 학교의 독학학 검정원 

3개의 기 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7년 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은 2008년 개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 은행제․독학학 제 등을 통합하여 총 하기 한 근거가 되었다. 

제정

시기

학 인정 

근거
내용

2007.

12.14.

부

개정

평생

교육법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리·인정

제41조(학 ,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 인정 등에 한 법률」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  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 인정 등에 

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  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각 학교 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는 자격취

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 학교·산업체 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

<표 Ⅳ-4> 평생교육법 제41조(학 , 학력 등의 인정) (2007.12.14. 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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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독학학 제와 학 은행제는 통합 인 운 에 한 요구는 지속

으로 제기되어왔다. 평생교육 문기 들이 평생교육센터(KEDI), 학

은행센터(KEDI), 독학학 검정원(한국방송통신 학교)에 탁・ 임하여 

분산・운 되면서 국가 수 의 체계 , 종합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었

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김재웅, 2005; 백은순 외, 2002). 그런

데 2007년 부개정으로 인해 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평생교육 담기구로

서 법  근거를 마련하 으며 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업무로 학 인정법  독학학 법에 따른 학  는 학력인정의 

역할이 추가되었다(제19조). 1998년부터 한국방송통신 학교 독학학 검

정원에 임되어 운 되던 독학학 제와 1997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KEDI) 학 은행센터에 탁되어 운 해오던 학 은행제가 국가평생교

육진흥원에서 통합 으로 운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각각의 인정체제

는 법 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로 통합되었으나 실제 운 에 있

어서는 여 히 비통합 이고 비호환 으로 운 되고 있다. 각 인정체제

가 통합 으로 운 되기 해서 필요한 체 틀이 없이 운 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물리 으로 결합만 하 기 때문이다. 

(4) 평생교육법제의 학습인정

평생교육법제들이 제정되기 이 에는 통 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

던 비형식·무형식학습들은 ‘사  학습’, ‘제도 밖의 학습’에 지나지 않았

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무형문화재 보   진흥에 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

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수교육을 받은 사람

5.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 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

내외의 각 학교·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기 으로부터 취득한 

학 ·학력  학 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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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교육만이 공  역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화된 교육과 

학습이었고, 학교 밖 학습은 곧 비제도화된 학습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공 으로 인정받아 마땅한 수 의 학습결과까지도 형식학습 심의 국가

인정체제의 틀에 의해서 인정 상의 범주 밖에 있었다. 그런데 평생교육 

법제들로 인해 기존의 교육기본법, 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포 하지 

못하던 학습결과의 상당부분들을 제도화의 틀 안으로 수용되었고 공 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교’  ‘비학교’의 차별을 제한 으

로 극복하고, ‘학원’이었던 기 들에 해 ‘평생교육기 ’이라는 공  정

체성을 부여하여, 이러한 평생교육기 에서 취득한 학습결과에 해서도 

인정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 기  밖에서의 무형식학습들에 해

서도 제한 이지만 포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었다. 

평생교육 련법들은 기존 고등교육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포 인 학습

결과인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서 진 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제도내 학습에 한 성격규정방식을 변

화시킨 것인데, 구체 으로 학 을 인정하는 수단 이고 방법 인 차원

을 넘어 교육체계에 한 새로운 철학과 수단을 제공하 다고 볼 수 있

다(한숭희 외, 2016). 제도 내 학습은 곧 학교교육이라는 공식에서 벗어

나, 비형식학습이나 무형식학습도 제도내에서 리되고 인정될 수 있다

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평생학습이 가지는 두 가지 차원, 

즉 시간 인 종  통합성으로서의 생애 (lifelong) 측면과 사회

(lifewide) 측면의 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면을 통합 으

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정책 차원에서 통합 으로 리하면서 

학교교육기회를 넘어 평생학습기회의 차원을 ‘공 ’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 다. 

문제는 학 밖 비형식․무형식학습에 해 이론 이고 법체제 인 측

면에서 공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실에서는 학에서의 형식

학습결과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일정한 평

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  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4조 제4항), 이에 학습자는 직업훈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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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등에 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 학의 시간제, 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이수한 학습 결과를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만 실 으로 평생교육법제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 이 같은 교환가

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련법에 의해 부여받은 학 과 

학력은 이류, 삼류 학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법제에 의한 학습인정의 결과가 고등수 의 학 과 학 로서

의 가치를 제 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요한 이

유  하나는 개별 인정체제의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한 인정 기

과 차가 모호하고 질 리가 제 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다. 특히,  

학 은행제는 일부 학의 이해 계와 맞아떨어지면서 교육  철학을 가

지고 운 된다기보다는 기 의 수익사업으로 락한 경우들이 있다. 그

리고 학 은행제를 운 하는 기 들의 양 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업계

획서 등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사운 ㆍ 리가 제 로 이

루어지지 않는 등 학 인정에 한 제도가 부실하게 리ㆍ운 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질 리가 되지 않은 채 평생교육의 지향성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는 학 은행제를 ‘성인학습자들에게 고

등교육의 기회를 확 시켜주는 제도’라는 명분하에 계속 운 해야 하는

가에 한 비 도 나오고 있다(김재웅, 2005; 한숭희 외, 2006). 

최근 평생교육법제의 학   학 제도에 한 질 리를 강화하기 시

작하 다. 컨 , 학 인정법의 경우 2015년 일부개정시31)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이 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사항에 한 

인정을 다시 받도록 하 다(제3조제3항). 그리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부실하게 운 하는 경우,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 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 하는 기 이 보유ㆍ 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

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등에 한 사항을 법률에 직  규

정하여 신고 의무 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 될 

31)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9호, 2015.3.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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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2) 직업교육법제의 진  학습인정 추구

                            

직업교육 역에서는 1982년 개방 학, 1991년 사내기술 학, 1996년 

기술 학, 1997년에는 산업학사학 를 수여하는 기능 학, 2003년 계약학

과, 2006년에는 한국폴리텍 학 등과 같이 산업체 근로자들을 한 고등

교육 공 지형들을 꾸 히 마련해왔다. 이러한 성인 재직자들을 수용하

는 고등교육 기   학과들은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방식도 학령기 학생 

심의 통  학(university)과는 다르게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

다. 여기서는 표 으로 한국폴리텍 학이 근거하고 있는 법령인 「근

로자 직업능력 개발법」과 계약학과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인 「산업교육

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이 학습결과를 인정을 하는 방식과 

그 운  실태를 분석한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2006년 설립된 한국폴리텍 학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24개의 

기능 학과 19개의 직업 문 학이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다. 재 한국폴

리텍 학에서는 비학 과정으로서 1년제 직업훈련과정뿐만 아니라 문

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주어지는 산업학사학 과정(다기능기술자과

정)과 학사학 과정으로 공심화과정을 운 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

개발원, 2013a; 2013b). 학 와 련한 한국폴리텍 학의 역사  개를 

간략히 살펴보면,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해 비학 과정의 자격증과정을 제공하던 기 에서 학 과정을 제공하

는 고등교육기 으로 확장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김철희 외, 2013). 1968

년 산업인력이 국가 으로 많이 필요했던 시기에 문기능인력을 양성하

기 해 만들어졌던 ‘국립직업훈련원’은 비학  교육기 으로 출발했다. 

차 산업인력 육성을 한 고등교육제도의 확 가 강조되면서 1977년 



- 86 -

기능 학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문 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

기는 했지만 공식 인 학 는 수여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이후 1997

년「기능 학법」의 개정으로 기능 학도 ‘산업학사 학 ’를 수여할 수 

있는 법  근거를 갖게 되었다. 

한국폴리텍 학은 학교법인의 설립이나 인가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

나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의 리․감독을 받는 고등교

육기 이다. 그 근거법 한 교육부 소 의 고등교육법을 우회하는 고용

노동부 소 의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법)을 근거로 

하면서, 입학정원, 교육과정, 학사 리 등에 있어서 통 인 학이나 

문 학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들이 시행되고 있다(이성 외, 

2010). 이러한 방식들은 한국폴리텍 학이 고동노동계에 보다 한 고

등교육기 이기에 가능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을 두고 있는 학  부여와 련해서, 한국폴리텍 학

에서는 2010년 개정된 직업능력법32)에 제 41조 ‘학 의 인정  학 수

여’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학습경험에 한 학 인정이 가

능해졌다. 직업능력법의 이 조항에서는 학생이 국내외 다른 학에서 취

득한 학 , 학 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한 학 뿐만 아니라 한민국명

장․숙련기술 수자․ 국기능경기 회 혹은 국제기능올림픽 회 입상

자, 산업체에서 공학과와 련된 기능․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에 해서도 인정하여 학 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의 학들이 (1) 편입

생이나 군복무 인 재학생이 아닌 일반 학 일반학생들은 학 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 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2) 자격증을 학 으로 인정받

은 경우에는 교육부 감사의 지  상이 되었던 사례들에 비교해볼 때,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폴리텍 학은 고등교육법의 외곽에서 학 인정방

식을 상 으로 유연하게 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체 근

로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 를 해서 고등교육 내용과 방법의 인정 범

32) [시행 2011.1.1.] [법률 제10338호, 2010.5.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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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연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일부개정시 33)에는 학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추가되

었는데, 컨  「병역법」에 따라 입  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 , 그리고 다른 학교·연구기  

등에서 공학과와 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

체에서 공학과와 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

간자격 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 으로 마련되었다(국가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16.5.10.).

33) [시행 2016.7.28.] [법률 제13902호, 2016.1.27., 일부개정]

조항

신설

학 인정 

근거
내용

2010.5.31.

본조신설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법

제41조

 제41조(학 의 인정  학 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에

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 학에서 취득한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

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

2.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 에서 취

득한 학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  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 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7.>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한민국명장으로 선

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 수자로 선

정된 사람

<표 Ⅳ-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학 의 인정  학 수여)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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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학의 학 인정규칙을 주로 활용하는 학생들은 야간과정의 

재직자들이다. 주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입학한 

학생들이여서 인정받을만한 재직경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야

간 학생들의 경우는 재 부분 재직 인 근로자들로서 장 근무경력

을 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야간 학생들은 기본 으로 일과 학

습을 병행한다는 제하여 산업체 장에서의 재직경험 장실습으로 인

정해주는 것이다. 

(1) 학생들이 장실습을 필수로 나가야하는데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했던 경력

으로 체해줘요.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장실습이 정해져있거든요. (재직연한

을 기 으로) 6개월, 12개월 식의 기 이 있어서 그 기  이상이면 인정해주고 그 

기  이하이면 인정하지 않는 식이 요. ( 략) 희가 주간과 야간이 있는데, 주

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부분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

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2년제 학사학 를 따러 오시는 분

들이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 으로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어요. 야간 

경우에는 재직 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 재직경력을 인정받고요. 재직경

력을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소수 요. [L 한국폴리텍 학 본부 학  담당자]

(2) 주간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후 오는 학생들이고,　야간은 재직자들이 있어서 28학

 범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N 한국폴리텍 학 본부 학사 담당자]

직업능력법의 큰 틀에 근거하여 개별 폴리텍 학의 학칙이나 규정에서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는 제21조에 따른 국기능

경기 회 는 국제기능올림픽 회에서 입상한 사람

4. 다른 학교·연구기  등에서 공학과와 련된 분야에 학

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공학과와 련

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

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기능 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문학사학 와 같은 수 의 

산업학사학 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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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획기 인 학 인정 조항들이 마련되어왔다. 우선 재직경험에 한 인

정은 다음과 같다. 재 재직 인 야간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에

서 퇴직했을 시에도 야간과정 장실습규칙에 의거하여 재직일자가 당해

학기 4분의 3을 과했거나 주간과정의 련학과에서 담당지도교수가 지

정하는 실험실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학 을 인정한다. 한 장실습 

학  미 취득자라 할지라도 순서를 바꾸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1

년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기 에 따라서 장실습 학 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게 장실습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 시기는 공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입학  근무경력, 재학  근무경력, 그

리고 재학기간 후 근무경력 모두 가능하다는 에서 유연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학 인정의 기 은 장 근무경력이 6개월인 경우 7학 (1

학기 장실습 학 ), 경력 1년인 겨우 14학 , 경력 1년 6개월인 경우 

21학 , 경력 2년 이상인 경우 28학 이다(한국폴리텍Ⅵ 학 2015-2016 

학요람: 148). 재직 연한에 비례하여 양화하여 학 을 부여하는 방식인 

것이다. 장실습에 한 학 인정이 이루어지는 차는 다음과 같다. 학

생이 소정의 차에 따라 회사의 경력(재직)증명서를 각 학과 담당 지도

교수에게 제출하면 학 인정에 한 규칙에 의거하여 학사(소) 원회 심

의를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장실습과목에 한 학 을 부여받는 

다. 

한국폴리텍 학에서는 자격에 해서도 학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인

정의 상이 되는 자격과 상응하는 학  기 은 한국폴리텍 학의 학

인정규칙에 명시되어있다(한국폴리텍Ⅵ 학 2015-2016 학요람:185). 인

정 상이 되는 자격은 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명장, 기능

수자, 기능 회(국제 회, 국 회) 입상자이다. 명장과 기능 수자의 

경우에는 28학 , 국제 기능 회 입상자는 28학 , 국기능 회 ․

은․동상 입상자는 21학 , 국기능 회 장려상 입상자는 14학 을 부

여받을 수 있다. 이를 해서 학생은 명장, 기능 수지원 상자 증명서, 

국기능경기 회 는 국제기능올림픽 이상 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요컨 , 한국폴리텍 학은 자격이나 재직경력을 양화하여 학 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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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학 인정이 가능한 이유는 고용노동부 산

하에서 기존 교육체제가 고수하고 있던 학 인정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학습인정방식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

력 향상을 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학과 계약을 체결

하여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학과”로서 2003년 교육부 소 의 「산업

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이하 산학 력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교육부, 2013b; 2015a). 산업의 격한 발달로 인해서 근로자

의 재교육은 기업과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필수 인 요소

가 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 이 에는 성인 2기 이상이 학에 

근하는 방식은 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비학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

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약학과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학 내부 정규과

정의 문호를 특별 개방하여, 학 정규학 과정에 근로자들이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운 에 필

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 등이 부담하면서 근로자들이 학업에 

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학과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학 내부의 정규과정을 특별 개방한 것

도 격 이지만, 정규 학 내에서 성인학습자들의 재직경력을 인정하여 

학 화하는 방식 한 격 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

과정과 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 산학 력법 시행령 제8조 제8

항에 근거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재직경력을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20% 

이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교육부, 2013c).34) 기존의 

고등교육법에 비하여 학습인정의 범 를 확 하고 인정의 방식을 유연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 [시행 2016.4.12.] [ 통령령 제27092호, 2016.4.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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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특별하게 학 을 인정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사 담당자들은 재직경력의 학 화 조항을 극

으로 실행시키지 않고 있었다.35) 근무경력을 교육과정의 20% 범  내에

서 인정할 수 있다는 법  근거가 명확히 있고  산업체로부터 학생들

의 등록 이 50%까지 지원되어 학교 입장에서 등록  감소의 우려가 

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담당자들이 이것이 실제로 운 하기에는 꺼

림직 함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기되었다. 계약학과 담당자들은 학습자

들이 학 인정을 요청한다면 학 측에서는 학 인정 차를 추진해볼 

35) 지 까지 계약학과는 교육부에서 인허가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학과 산업체 간의 

자율 인 계약에 의해서 운 해왔기 때문에 재 운 황이 총 으로 악되고 있

지는 않다. 정확한 수조사는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일
학 인정 

근거
내용

2003.9.19.

본조신설

산업교육진

흥  산학

연 력 진

에 한 법 

시행령 제8

조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학부의 설치ㆍ운  등) ① 산업

교육기 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학

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 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 · 등교육법」 는 「고등교육법」에 따

라 그 산업교육기 에 설치·운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

학교과정, 문학사학 과정, 학사학 과정, 석사학 과정 

는 박사학 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   

고등기술학교와 학 과정을 설치·운 할 수 있도록 인정되

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학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

을 설치·운 할 수 있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 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산업체등의 부담 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 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⑧ 산업교육기 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

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 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Ⅳ-6> 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법 시행령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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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으나, 학생들이 유  분야의 재직경력이 있다고 하

더라도 학습자들이 특별히 학 인정을 요청하지 않아 굳이 시행할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다른 이유는 재직경력이 있

는 학습자들이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학사 리 차원에서 재직경력을 학

화 하기에는 기 이 애매하며, “ 재 교육부의 시스템 안에서 감사 지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이다. 담당자들은 재직경력의 학 화 조항

이 산학 력법에 근거하여 계약학과에 허용된 특별조항이지만 모순 이

게도 감사지  사항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교육부가 견지하고 

있는 기본 인 학사 리 임과는 상반되는 방식이며, 법  근거는 있

지만 재직  경험을 질 으로 평가하는 차와 기 이 명확치 않기 때

문이다. 실제로 산학 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은 재직경력을 ‘학습’

의 에서 질 으로 변화하는 차가 생략된 채, 단순히 양화하여 학

화 하는 기 만 제시되어있다. 요컨 ,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기 과 

차의 미흡으로 이 조항을 시행하는 것이 교육  원리에 의해서 맞을지에 

한 확신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교육부의 감사지 상이 되지 않을

까 우려도 있는 상황이므로 성인학습자들이 많은 계약학과 조차도 “(

학에) 들어와서는 무조건 표 교과과정 들어야지 재직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는 경향이 있다. 

(3) 들어와서는 무조건 표 교과과정 들어야지 재직경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Q

학교 계약학과 담당자)

(4) 이 학교에는 없다. 미용학과 같은 경우는 재직경력도 길지 않고. 물론 유통물류쪽

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재교육형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서.(U 학교 계약학과 담당자)

련하여 교육부 계약학과 담당자의 입장은 재직  경험을 질 으로 

평가하는 구체 인 차와 기 은 계약학과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

다. 계약학과라는 제도가 교육부에서 인허가를 받는 제도가 아니고 학

과 산업체 자율 으로 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련 조항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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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자체 인 학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1)  “( 략) 학 자율 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학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할 

거고 아니면 교육과정상 수업을 받는 게 더 목  달성에 유리하다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계약학과라는 제도가 교육부에

서 인허가를 받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학과 산업체 자율 으로 운 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9월부터 신고제가 처음 도입이 되기는 합니다. 그 에

는 그런 황까지는 없어요. 학 자체 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할까요. 희도 다

만 그게 100분의 20까지로 되어있는데, 구체 인 사항은 아마 학교에서 산업체 

분야 특성이라든가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서 자체 으로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있

어서. … 학과 산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자율 으로 정하는 부분이죠. 자기 상황

에 맞게. 교육부가 획일 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교육부 계약학과 담

당자)

그러나 우리나라 학이 가진 권한과 계약학과가 체 학지형에서 

치한 입장을 이해하면 자율 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

제라는 논의가 가능하다(엄기용 외, 2016; 최동선 외, 201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의 자율권한과 결정권이 미국 학 등에 비해 상 으로 

다. 그래서 정부가 구체 인 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을 때, 

학 자율로 기 을 정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더욱이 학의 특별학과에 

해당하는 계약학과에서 별도의 학 인정 기 과 차를 정하는 것은 보

다 소극 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학에 제시하는 기본 인 임인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 인정 임을 그래로 둔 채, 학과에 아무리 ‘특

별한’ ‘권한’이나 ‘자율권’을 부여하고 등록 에 구애받지 않는 산을 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요컨 , 계약

학과는 학의 정규학 과정을 부분 으로 ‘특별’하게 성인들에게 개방하

다는 , 그리고 일터에서의 무형식학습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체 학에는 허용되지 않

은 부분을 계약학과만 ‘특별’하게 ‘허용’하 지만, 교육부를 통하고 있

는 보다 일반 인 논리에 의해 ‘ 지’되고 있는 모순 인 상황이 발생하

고 있다. 유연한 학 인정의 법 근거는 계약학과가 실질 으로는 선택

할 수 있는 범  밖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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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법제의 학습인정

한국폴리텍 학, 계약학과 등 안 인 직업고등교육기   학과를 

설치되는 흐름과 병렬 으로 학 밖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학 안의 학   학 와 연계될 수 있도록 법  근거들이 마련되었다. 

기존 고등교육법과 비교 으로 분석해볼 때, 직업교육 련 법제들은 재

직경력을 학 화하는 근거조항을 격 으로 마련해왔다. 학 밖의 경

험을 학 안에서 직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비학 과

정과 학 과정의 경계, 형식학습과 비형식․무형식학습의 경계를 유연화

하면서 고등학습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계의 인식론과 가까운 한국폴리텍 학에서는 이러한 

학 조항이 작동하는 반면에, 교육부 소 의 법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계약학과에서는 극 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계약학과에서 작동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경험을 학습결과로 질  변환

하는 기 과 차가 통 인 학의 교육  인식론에 비추어 미흡하다

고 인식된다는 이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 근무경력을 교육과정의 

20% 범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법  근거가 명확히 있고  산업체

로부터 학생들의 등록 이 50%까지 지원되어 학교 입장에서 등록  감

소의 우려가 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담당자들은 학 인정조항을 

극 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학 인정을 하는 방식이 재

직경력을 단순히 양화하여 학 화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있다는 이 

통 인 학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이다. 

재직경험을 인정하되, 학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학습과정과 

학습결과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증명하고 인정할지에 한 구체

인 인정의 메커니즘’에 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통 인 

학의 일부로 존재하는 계약학과이기에 아무리 새로운 방식의 학 인정

을 시행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학의 교육

 경험 안으로 융합시킬 수 있도록 평가하는 차와 교육  기 이 타

당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시행하기에는 험부담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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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제 작동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다.

3) 고등교육법 학습인정 조항의 보수  변화

여기서는 고등학습인정 련법들의 총  지 를 가지고 있는 고등교

육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학 의 인정’ 방식과 논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추 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법은 1997년부터 2013년

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에서는 성인학습자를 고

려하여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들을 인정하는 방식들을 부분 으로는 추

가해오고 있지만, 기본 으로는 학령기 학생 심의 과정기반인정 논리

를 보수 으로 유지해왔다. 

(1) 1997년 고등교육법의 학 인정 조항

고등교육은 국가 교육정책 차원에서도 요하게 인식되면서, 1997년 

12월 13일 고등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36) 1997년 제정 당시 고등교

육법에서 기본 으로 명시하고 있는 학  수여 조건은 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하여 학 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제35조 

1항에서는 “ 학(산업 학·교육 학을 포함하며, 학원 학을 제외한다)

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하여는 학사학 를 수여한

다.”고 명시하 다. 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 학원에서 학칙이 정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하여는 해당과정의 석사학  는 박사학

를 수여한다.”(제2항)고 되어있다. 고등교육법은 기본 으로 교육과정 이

수를 한 형식학습결과들의 인정이 되어 학 가 수여되는 것이다. 이

는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기본 으로 유지되어온 고등교

육법의 학 수여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36) [시행 1998.3.1.] [법률 제5439호, 1997.12.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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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등교육법에는 학 밖에서 교육과정 없이 습득한 학습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부분 으로 있기는 하 다. “국내·외의 다

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 을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당시 고등교육법 제23조가 그것이다. 여러 학에서 

취득한 학 을 모아 학 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학  호환의 경로를 마

련한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부분 으로 개방 인 학습인정체제를 구축

한 것이기는 하나, 학습인정의 상이 되는 범 가 형식학습으로 제한되

어 있었다. 

 

제정일
학 인정 

조항
내용

1997.12.13

고등교육

법

제23조

제23조 (학 의 인정) 학교는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

한 학 을 통령령이 정하는 범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 제15조 (학 의 인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표 Ⅳ-8> 고등교육법의 학 인정 조항 (1997.12.13.제정)

제정일
학 인정 

조항
내용

1997.12.13

고등교육

법

제35조

제35조 (학 의 수여) ① 학(산업 학·교육 학을 포함하

며, 학원 학을 제외한다)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

한 자에 하여는 학사학 를 수여한다.

② 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하여는 

해당과정의 석사학  는 박사학 를 수여한다.

( 략)

⑤학 의 종류  수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에 이를 등록하

여야 한다.

<표 Ⅳ-7> 고등교육법의 학 수여 조항 (1997.12.13.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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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등교육법 제39조에서는 산업 학( 문 학도 포함)에 국한하여 

다른 학교․연구기  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는 실습 등

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산업 학은 

그 목 이 문 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한 고등계속교육의 기

회 제공을 목 으로 하는 만큼(제37조), 형식학습결과에만 국한하여 인정

하는 일반 학에 비해 학습결과들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기 이 용

된 것으로 이해된다.37) 그러나 종합 으로 보면, 제정 당시 고등교육법은 

산업 학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 정규과정 학생들에 

해서 형식학습결과 심의 인정 방식을 엄격히 용하고 있었다. 

 

37) 한 산업 학의 경우에는 수업년한  재학년한에 한 제한을 두지도 않는 등 그 

운 에 있어서 유연하게 산업체 근로자들이 재학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었다(제38

조).

법

시행령

제15조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 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 의 4

분의 1(방송·통신 학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범  안에서 

이를 당해 학교의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학

생과 학원학생의 경우 그 범 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정 1998.2.24.>

제정일
학 인정 

조항
내용

1997.12.13

고등교육

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7조 (목 ) 산업 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는 문 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한 교육을 계속

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와 사회의 발 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 으로 한

다.

제38조 (수업년한) 산업 학의 수업년한  재학년한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 학( 문 학을 포함한다)

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  는 산

<표 Ⅳ-9> 고등교육법의 ‘산업 학 교과목이수의 인정’ 련 조항 

(1997.12.13.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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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9년 고등교육법의 학 인정 조항

이후 고등교육법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형식학습결과 심의 학 인

정방식을 엄격히 하던 일반 학에서 부분 으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

를 수용하는 인정방식들이 추가되는 양상이 있다. 과정기반인정 논리를 

기본틀로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학습인정방식을 병렬 으로 추가하는 방

식이다. 련 근거 조항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부터 다. 1997년 기 고등교육법에서의 제23조

「학 의 인정」 조항에서는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 ’만을 

인정하 는데, 1999년 개정38)을 기 으로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 뿐

만 아니라 학 인정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 까지도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1997년에 

제정된 학 인정법39)과 1999년에 부개정된 평생교육법40) 등 평생교육 

법제들이 고등교육법과 연계되면서의 변화이다. 

이처럼 고등교육법이 평생교육 법제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이

유는 “학 인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학 을 취득한 자도 

학의 편입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 으로 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 자에 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15.12.15.). 

학령기 학생을 심으로 구조화되어있는 고등교육법에 일부 비 통  학

습자들에 한 고려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령기 학생들 심으

로 구조화되었던 고등교육법이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한 인정을 

38) [시행 1999.8.31.] [법률 제6006호, 1999.8.31., 일부개정]

39) [시행 1997.3.1.] [법률 제5275호, 1997.1.13., 제정]

40) [시행 2000.3.1.] [법률 제6003호, 1999.8.31., 부개정]

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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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로 구조화되었던 고

등교육법이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한 인정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생교육법제와의 연계는 1995년「5.31 교육개 」이후 ‘평생학습의 활

성화’가 교육정책 이슈로 부상한 것과 한 련이 있다. 비 통  

학생들을 한 고등수 의 평생학습제도가 신설된 것이 고등교육법에도 

상당한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채재은, 한숭희, 2015). 1990년 는 고

등교육과 평생학습이 목되면서 양자 간에 구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개정일
학 인정 

조항
내용

1999.

8.31

고등

교육법

제23조

제23조의 

2

제39조

제23조 (학 의 인정) 학교는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

을 통령령이 정하는 범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編入學)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 을 학

칙이 정하는 기 이상 취득한 자에 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

2. 학 인정등에 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

제39조 (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 학( 문 학을 포함한다)은 학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  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2000.1

1.28.

고등교육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 (학 의 인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 은 졸업에 필요한 학 의 2분의 1의 범 안

에서 이를 당해 학교의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학

생과 학원학생의 경우 그 범 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28.>

<표 Ⅳ-10> 고등교육법의 학습인정 조항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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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한 분기 이 되는 시기이다. 

(3) 2007년 고등교육법의 학 인정 조항

학 학령인구의 감소가 문 학이나 지방 부터 본격화되면서 성인

학습자에 한 심이 평생학습정책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정책에서의 비

도 커지고 있다. 성인학습자들을 고려한 고등교육정책이 확 됨에 따

라서 2000년 이후 일반 학과 문 학에 진학하는 성인 학생들이 격

히 늘어나게 되었다. 2000년에는 체 학생  성인 학생의 비율이 

7.1%까지 확 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0). 그 에서도 문

학에서의 성인학습자 비 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일반 학의 경우 26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비 이 1982년 4.3% 던 것이 

2013년에는 5.7%로 증가하 고, 문 학의 경우에는 더욱 큰 폭으로 증

가하여 1982년에 1.7%에 머무르던 성인학습자 비율이 2013년에는 8.8%

로 증가하 다. 고등교육 역에서 성인학습자에 한 심은 고등교육

법의 학 인정 조항에도 추가 으로 반 이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 인정의 내용  범 와 

정도를 더욱 확장되는 시기 다. 특히 성인1기 정규학생들에 해서도 

그 인정의 범 가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99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2007년 개정 이 까지만 하더라도 학 인정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한 인정이 있기는 하 으나, 오직 

편입생에게만 용되고 정규입학한 성인1기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부터 정규학

생 체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에게 확  용되었다. 먼 , 2007년 1월 

개정41)에서는 군복무 인 학생들이 학습  학  취득이 단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해 군 복무 에도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 등을 이수

하여 학 을 취득할 수 있게 하 다. 한 2007년 7월 개정된 고등교육

법42)은 “일부 우수 고등학생의 경우 일정 과목에 있어서 학 수 의 과

41) [시행 2007.4.20.] [법률 제8240호, 2007.1.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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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이수하고도 학 진학 후 동일한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낭비

요인이 있어, 학 입학 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학 등에서 학교

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

하고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한 목 ”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한 2007년 개정법에서 정규학생에 한 학습인정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정규입학학생이 ‘선이수’ 형식학습에 해 인

정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2007년 이 에는 정규

입학생의 경우 학 재학 에 당해 학 내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

수한 학습결과만을 인정했었는데, 2007년 개정 이후에는 ‘선(先)이수’한 

학 수 에 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제 23조 1항). 이때 선수학습을 하는 기 의 범 는 

‘ 학’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 ’, 그리고 학교육과정에 상당한 과목을 

제공하는 ‘고등학교’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42) [시행 2007.4.20.] [법률 제8240호, 2007.1.19., 일부개정]

([시행 2007.7.13.] [법률 제8497호, 2007.7.13., 일부개정])

개정일
학 인정 

조항
내용

2007.7.

13. 

고등교육법

제23조

제23조 (학 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의 경우를 포함

한다)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 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는 지원에 의하여 입  는 

복무 인 자(이하 "입  는 복무 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 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학 인정 등에 한 법

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

득한 학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

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 을 포함한다)에서 학교육

<표 Ⅳ-11> 고등교육법의 학습인정 조항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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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의 학습인정

고등교육법은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제가 추가된 법

으로 가장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2013년 8월 까지만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의 제 23조 ‘학 의 인정’ 조항은 정규입학한 일반학

생들에게는 형식학습결과만을 인정하 다. 학습자의 다양한 형식․비형

식․무형식학습결과까지 포 으로 평가하고 학 으로 인정할 것인가와 

련된 조항은 아니었던 것이다. 편입학의 경우에만 학 인정법  평생

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 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고

(1999년 8월 31일), 군복무자의 경우에만 학 인정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 에 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한 으로 확장되었다(2007년) 편입학

이 아닌 일반 정규학생의 경우에는 형식학습을 이수한 것에 해서만 학

으로 인정받도록 되어있었다. 2013년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부분 으로는 과정기반인정 심이었던 고등교육법 내에서 결

과기반인정 방식의 비 이 추가되는 양상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정규

학생들에 해서는 형식학습결과에 해서 학 을 부여하는 통 인 방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학교는 입  는 복무 인 자에 하여 「병역법」 제73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학 취득을 한 등록을 허용하

는 경우 통령령이 정하는 범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취득할 수 있는 학 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문개정 2007.1.19.]

(이하 략: 개정 이  조항과 같음)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 (학 의 인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 은 

졸업에 필요한 학 의 2분의 1의 범 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학원 학생의 학

인정의 범 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 의 상한은 학기당 3학  이내, 연

(년) 6학  이내로 한다.

[ 문개정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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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엄격히 유지해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고등학습인정법제의 특징

  

제1 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을 한 고등수 의 학습인정 련법들이 진

화해온 양상을 분석하 다. 학습인정에 한 새로운 방식은 성인들의 

근이 가장 많은 고등수 의 학습인정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제도화

되며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등교육 보편화가 실 된 상황에

서, 성인계속교육이 성인기 교육과 문해교육 심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이행하 고, 결과 으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과 교육은 고등교육 역과 

목될 수밖에 없는 필연 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평생교육

과 직업교육 에서 제시된 학습인정 련법들은 특히, 학 밖에서 획

득한 학습결과들을 인정하여 자격이나 학 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들로서의 역할이 컸다. 

종합 으로 요약하면, 그간 고등학습인정 련 법제의 개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법제의 시도는 이론 으로 그리고 법체제 으

로 상당히 획기 인 포  학습인정 시도 다. 90년  독학학 법과 학

인정법이 제정되면서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무형식학습에 한 

인정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었다. 다만, 실제 운 상에서 질 리

가 제 로 되지 않은 채로 이류 학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둘

째, 2000년 에는 산학 력법과 직능법의 제정되었다. 이들 직업교육법제

들은 재직경력을 학 화하는 근거조항을 격 으로 마련해왔다. 그런데 

고용노동계의 인식론과 가까운 한국폴리텍 학에서는 이러한 학 조항이 

작동하는 반면에, 교육부 소 의 법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계약학과에서

는 극 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련의 법제들은 성인학습자들을 고

려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통 인 학의 학 인정방식과 그것이 근거하

고 있는 고등교육법이 포 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의 역을 인정하기 

해 유연한 방식의 학습인정을 시도하 다. 법제 인 차원에서 성인학습

자들을 고려하면서 형식학습결과에 한 인정 심이었던 고등교육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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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한 인정의 비 이 확장 으로 추가

되는 양상이었다. 셋째, 고등학습인정 련법들의 총  지 를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법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학 밖에서 취득한 학 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부분

으로 추가하 으나, 기본 으로는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를 보수 으로 유

지해왔다. 

2.  선행학습인정 조항의 법제화 과정, 2010-2013년

고등학습인정 련법들의 총  지 를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법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학 밖에

서 취득한 학 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부분 으로 추가하 으나, 

정규학생들이 학 밖에서 획득한 지식을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

거는 미비하 다. 기본 으로는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를 보수 으로 유지

해온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 2013년 정규학생들의 산업체 

근무경험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고등교육법 안에 마련된 것

은 획기 인 사건이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에서는 본격 으로 고등교육법 내에서 선행학습인정 조항이 추가되는 일

련의 법제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선행학습인정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과 쟁 들을 분석한다. 

1) 법  근거 없이 권고되는 학 선행학습인정 정책

선행학습인정이 국내 학에 정책 으로 권고된 것은 2010년 무렵부터

다.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학 학사구조를 개편하기 한 평생학습

심 학사업의 일환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학들에 선행학습인정제가 

권고되기 시작하 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학 평생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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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학체제개편의 세부사항으로 입

형, 학과개편, 정원조정,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사운 , 교원인사, 교육장

소, 학생복지, 학칙반  등이 논의됨과 동시에 ‘근로경험  이  학습경

험 등 선행학습이수인정제(RPL) 도입’을 함께 논의되고 있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0). 학에서 성인들의 재직의 경험을 어떻게 학습의 에

서 번역해낼 것인가의 범주에서 선행학습인정이 실제로 정책으로 본격

으로 반 되기 시작한 것이다. 

평생학습 심 학사업은 학령기 학생 심으로 구조화된 학들을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체제로 개편하도록 정책 으로 유도하

는 사업으로, 학생모집, 교육과정, 수업 운 , 학생지도 방법 등 학사구조 

반에 있어 신을 유도하고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a). 

본격 인 시행은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직업국 평생학습정

책과에서 추진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미 2007년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서부터도 논의되어온 정책이었다(교육인 자원부, 2007). 이러한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학의 우수한 학습자원들을 학령기 학생에게만 집 할 것이 아

니라 성인 체를 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에서 고등교육을 재구조화하는 평생학습 심 학사업

이 등장하게 되었다.

평생학습 심 학사업은 기에는 학 평생교육원의 개편을 심으로 

개되다가 차 학체제 체를 성인들에게 맞게 개편하는 논의로 

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2; 교육부, 2013b; 교육부․국가평생

교육진흥원, 2014b). 사업의 무게 심이 학 주변부에서 차 학의 

심으로 옮겨간 것이다. 학성인교육의 심축이 학체제개편으로 옮겨

간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에는 학령기 학생 심의 

학체제를 유지한 채로 일부 부설 평생교육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들의 교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채재은, 2008: 173; 채재은, 한숭희, 2015). 물론, 참여

학 가운데는 이러한 시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는 학이 있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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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학 생존에 한 기의식에서 참여하는 등 참여 동기의 차이는 있

기는 하다.43)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들이 체 학에서 차지

하는 비 은 크지는 않다.44)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심 학사업은 

학들이 평생교육 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것인지에 

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에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학체제 개편의 기조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정책의 주요한 

기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생교육단과 학 사업으로까지 확장

되었다(교육부, 2013d; 2015b;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선행학습인정은 이 게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학사구조 개편의 일환에

서 정책 으로 권고되었다. 성인학습자들에게 고등교육기  진입을 확

시킬 뿐만 아니라 복학습을 여 효율 으로 학습 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평생학습 심 학에 참여하는 학들은 

이러한 선행학습인정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근거 없이 권고되었

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행학습인정을 실제로 학칙으로 도입한다거나 운

43) 학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학령기인구의 학 진학률은 1995년에 51%를 넘어갔

으며 2000년 에 들어서는 80%를 상회하 다. 성인2․3기는 질 높은 고등교육을 원하

지만 학들은 성인1기만으로도 충원율이 높았기 때문에 성인2․3기를 고려할 필요

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에 통  고등교육체제는 학령기 학생들을 심으로 재편되었

다. 그런데 학령기 인구의 감소 추세가 측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문 학의 

재  학생 수는 2000년 91만 3,273명을 정 으로 이후에는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14

년 74만 80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학들은 성인2․3기에게도 정규학습자로서의 

문호를 개방할지에 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학들은 이제 성인들을 입학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성인들의 요구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평생학습 차원에서 고등교육 문호의 개방을 요구해도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고등교육 기 의 ‘존립’을 우려하여 성인을 정규학습자로 받아들일지를 고민하

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지방 문 부터 성인학습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토 를 마련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채재은, 한숭희, 2015). 

44) 평생학습 심 학 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은 2014년 45개 학이다.2014년 평생학습

심 학 육성사업은 에는 학 과정으로 후진학 거 학 10개교, 성인계속교육 학 

20개교를 선정하 으며, 비학  문가 과정으로 10개 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

다. 학 과정은 학 내에 2-3개의 성인친화형 학과를 신설  개편하고, 성인학습자

를 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후진학 거 학 10개교는 고졸 재직자의 

고등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해 재직자특별 형 학과 등에 을 맞추며, 성인계속교

육 학 20개교는 성인들의 이․ 직  창업을 한 학과 개설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비학  문가 과정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  일자리 창출을 한 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성인들의 계속교육을 지

원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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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어려웠다. 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도

입했을 때, 사후 발생할 수 있는 학사 리 문제에 한 책임을 학이 

지는 것이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권고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평생학습 심 학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도 있었다. 학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제화 이 에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권고 상황을 두고, 학

들과 교육부,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회상에는 차이가 있다. 교육

부에서는 ‘당시에는 법  근거가 없어서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시

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선행학습인

정 논의는 있었지만 법  근거가 없어서 학에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회상한다. 반면에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학들은 ‘법  근거가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학에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권고되는 상황’으

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 입장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학

습 활성화 국책사업을 하는 제조건이 알피엘 제도를 해야지 선정될 수 

있다”고 이해했으며, 특히 “ 반 분 기는 ‘이 사업하면 다 해야 한다’라

는 분 기가 강했었다”라고 기억한다.

결과 으로는 참여 학들 부분 “법상의 한계가 있어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학이 책임지는 것이지 진흥원이나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

다”라고 단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에 한 요구가 계속되자 학

들은 “참을 수 없어서” 연합하여 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행학습

인정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고 회상한다. 일련의 

상황들은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정책과 법이 이원화되면서 학 장에

서 진통이 있었던 상황을 잘 보여 다. 한 학과 교육부가 법  근거

없이 논의되었던 선행학습인정 권고 상황을 두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보여 다. 요컨 , 기 선행학습인정제는 교육부의 정책 차원에서 권고

되었으나 법과 괴리된 상태에서의 권고 기 때문에 학 장에서 선행

학습인정제의 시행은 요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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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분 기를 만들어 내려면 

실 인 조치를 취하면서 학과 같이 손을 잡아야 하는데. 학한테만 해라 해

라. 선행학습인증제가 특히 그런 이스 잖아요. 거기서 해결 봤으면 돼요. 그러

면 학들이 다 해요. 우리 학교도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기획처장님들하

고 얘기할 때도, 재작년에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할 때도  상 없 요. 학교

에서 마이 스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었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길게 생각하면 

마이 스 아니라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법상의 한계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학

이 책임지는 거지. 진흥원이나 국가가 책임져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못 한다. 이

거는 모든 학들이 했던 얘기에요. 그러면 학한테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연구만 몇 번을 물러가고. 몇 년 동안 그것만 가지고 회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에서 해결될 일 아니에요? 학은 

학 안에서 제도를 제 로 성격에 맞춰서 만들어 내고, 문화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법만 거기서 통과시켜주면 우리는 하겠다니까요. 법을 통과시켜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필요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 주세요 하

면 그건 당연히 하죠. 근데 그 시간이 무 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안 하냐

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는 그 때는 학들이 참을 수 없어서 

다 얘기를 했죠. 법상에 이 게 돼 있는데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 요구는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반 분 기는 이 사업하면 다 해야 하는 거 아

니에요 라는 분 기가 강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학들이 다 연합을 해 버렸죠. 

안 된다. (G 학, 평생학습 심 학사업 운  교수)

2) 2012년 교육부 입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진  모색

이처럼 법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던 선행학습인정제는 2012년 9월 24

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45)을 제출하면서 법제화의 과

정을 본격 으로 밟기 시작하 다. 그런데 선행학습인정은 법제화 과정

이 순탄치는 않았다. 고등교육 역에서 학 을 부여해온 형 인 방식

과 차이가 크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들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기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먼  취업을 

한 후 학에 진학하는 경우 (1) 학 인정 련 법령이나 평생교육 련 

45) 당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의 학 인정제 도입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리 역량 평가․인증제 도입, 원격 학의 특수 학원 설

치 확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법령 등 반에 따른 제재 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을 한 개정안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2012.09.24. 정부 제출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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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취득한 학 과 (2) 다른 학교ㆍ연구기  는 산업체 등에

서 수행한 교육ㆍ연구ㆍ실습 는 근무 경력 등을 재학 인 학교에서 

취득한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하는 마련하고자 함이 목 이었다(안 

제23조). 고등교육법 제정된 이래로 학 인정 조항에서 가장 큰 변화를 

제안한 것이었다. (1) 일반학생들의 경우에도 학 인정법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취득한 학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 고, (2) 다른 학교ㆍ연

구기  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ㆍ연구ㆍ실습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 을 산업 학과 문 학뿐만 아니라 일반 4년제 학에서도 

용할 수 있도록 산업 학  문 학에 제한하는 문구를 제외시키고 

‘학교’로 표기했으며, (3) 학 원에 교육ㆍ연구ㆍ실습뿐만 아니라 근무경

력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4) 다른 학교ㆍ연구기  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ㆍ연구ㆍ실습 는 근무경력 등을 학 으로 인정받을 때 “특정

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한다”는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학선진화과(20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2012.5.2.) 

앞서 30여 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개정되어왔는지를 

추 하여 검토한 것과 비교하면, 일반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형식학습에 

제출일
학 인정 

근거
내용

 2 0 1 2 년 

9월 24

고등교육법 

제23조

제23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

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 인정 등에 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

  4.「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

  5. 다른 학교ㆍ연구기  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ㆍ

연구ㆍ실습 는 근무경력 등

  6.「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지원에 의하여 입  

는 복무 인 사람이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등록하여 취득한 학

제39조를 삭제한다.

<표 Ⅳ-12> 선행학습인정 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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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 만 인정받는 것이 부 다. 학 인정법  평생교육법에 의하

여 취득한 학 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은 편입학시나 군복무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었다. 고등교육‘기 ’에서 고등수 의 ‘과목’을 이수한 것

에 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엄격한 ‘기 심의 학습인정’ 논리가 엄격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과정기반인정 논리에는 학습의 

다양성을 어떻게 학 으로 환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토 로 학 을 

하여 어떻게 학 를 수여할 것인가라는 논리가 수용될 여지가 없었

다. 

반면에, 정부가 제안했던 기 발의안은 일반 학 일반학생에게까지도 

형식·비형식·무형식학습을 모두 아울러 인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것은 비단 학 원 몇 개를 산술 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 ’ 개념을 수용하여 나온 제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 학의 

모든 학생들이 학 은행제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취득한 학 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더 나아가 산업체에서의 근무경력까지도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은 ‘학습’과 ‘학 ’을 바라보는 

의 변화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일학습병행자를 비롯한 

비 통  학습자들을 정규학생의 일부로 고려하면서 기존의 학 학습인

정방식을 면 으로 변화시키려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률안이 선취업후진학자, 일병행학습자 등의 성인학습자를 한 학체

제 개편의 일환에서 논의되는 것임은 당시 해 국회 교육과학기술 원

회 문 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5) 최근 고등교육기 인 학을 통한 평생학습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고졸시

를 해 재직자 특별 형 등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극 확 하고 있는 상황임. 

이 과정에서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 등 개인이 얻은 다양한 경험을  정규교육과정

과 연계하는 선행학습인정(RPL: Recognition for Prior Experiential Learning)을 

확 하고 다른 학교나 다른 기 에서 이 에 받은 학 을 새 학교에서도 인정토

록 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학령기 학생 주의 교육을 넘어서 성인학습자의 

지속 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RPL 용 기반이 구축되어 일과 학습이 연

결될 필요가 있고, 학습자의 수업부담과 시간 ․경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는 에서 고비용 고등교육체제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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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 검토보고서 수석 문 원).

3) 2013년 국회 심의·의결 고등교육법: 보수  타

2013년 문 학과 산업 학에 국한되기는 하 지만 정규학생들 체

에 해서 재 재학 인 학 밖에서 취득한 학습결과들까지도 학 으

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  근거로 마무리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

교육법 신설 당시부터 유지되어온 ‘제39조 교과목이수의 인정’ 조항을 

‘제23조 학 인정 조항으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산

업체 근무에 해 졸업에 필요한 학 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 으로 인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련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일
학 인정 

근거
내용

2013.8.13

고등교육

법

제23조

제23조(학 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 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산업 학과 문 학에 한정한

다.  <개정 2013.8.13>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 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문 학 는 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 가 인

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 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 을 포함한다)에서 학교육과

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  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 을 취득한 경우

5.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제7조제1항 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 으로부터 학 을 인정받은 경우

6. 다른 학교ㆍ연구기  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

<표 Ⅳ-13> 고등교육법 제23조(학 의 인정 등)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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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는 학 밖에서 취득한 학습결과들을 학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장된 측면이 있다. 컨 , 이 에는 군복무

자와 편입생에게만 용되던 평생교육법과 학 은행제가 일반 학 일반

학생들에게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산업 학이나 문 학에서 ‘산업체에

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 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의 과정기반인정의 논리가 엄격하게 유지되어오던 고등교육법에 결과기

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② 학 인정의 기 과 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 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 문개정 2011.7.21.]

제39조 삭제  <2013.8.13.>

고등교육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학 인정의 범   기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 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 의 2분의 1을 

과할 수 없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는 제5호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 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  이

내, 연(年) 12학  이내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

의 4분의 1 이내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 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  인 모집단 (제28조제1항

에 따른 모집단 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연구기

 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는 근무한 경험 사

이에 교육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른 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 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 인정을 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

서 "학 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 인정심의회의 구성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

로 정한다. [ 문개정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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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정의 논리를 용하기 시작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선행학습인정과 련하여 기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육

부가 기 발의한 법률안에는 선행학습인정제를 시행하는 학의 범주에 

일반 학과 문 학 모두를 포함시켰으나, 국회에서 반  의견에 부딪

히면서 선행학습인정제 용 범주에 문 학과 산업 학만 포함시키고 

일반 학은 제외된 것이다.46) ‘학습자’보다는 ‘기 ’의 존립 측면에 방

을 둔 고등교육법의 보수성에 부딪  문 학에서만 시행되도록 법제화

된 것이다. 이는 일반 학이 학 외곽의 학습경험들을 인정하기 해서

는 고등교육법 독자 으로는 어려우며 여 히 그 외곽에 있는 학 인정

법과 평생교육법을 통하여 학 으로 인정받아 호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반 학은 자체 으로 비형식·무형식학습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 은행제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며 그 결과 한 국가평생교

육진흥원을 통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 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엄 히 논의하면 문 학은 본래부터 일의 세계와 가까운 학이다. 

즉, 재직경험에 한 인정방식이 본래 이질 이지 않은 고등교육기 인 

것이다. 반면에 39조에 의해 처음부터 유연한 교과목 이수 인정을 받고 

있었던 학 밖 학습경험에 한 인정방식이 이질 이었던 일반 학에는 

이러한 논리가  보충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법이 새로운 

학습인정의 논리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기존 경계의 구조가 공고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 고등교육법 개정은 근본 인 과

정기반인정이라는 논리구조는 유지시킨 ‘보수 으로 타 한 법제화’로 요

약할 수 있다. 통 인 일반 학(university)의 경우,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습인정이라는 고등교육법이 지닌 핵 인 논리는 그 로 유지한 보수

인 타 에 의해 개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요컨 , 제23조 ‘학 의 인정’ 

조항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추 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유연한 학

인정의 방식도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도 있지만, 그 근 에는 과정기

반인정의 논리가 일 되게 작동하고 있다.

46) [시행 2014.2.14.] [법률 제12036호, 2013.8.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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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인정 법제화의 추진 경 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9월 24일 교육부 발의로 ‘ 학이 다른 학교에서 수행한 교육, 연

구, 실습뿐만 아니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

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선행학습인정은 법

제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고등교육 역에서 학 을 부여해온 형

인 방식과 차이가 크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들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제313회 국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 원회 체회의

에 상정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산업체 근무경력 학 인정 등은 무분별한 

학  남발이 우려되어 보완책을 마련해서 신 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제315회 제1차 법안심사소 원회에 상정되

어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한 

토론 결과,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일반 학에서도 학 으로 인정할 경우 

문 학이나 산업 학의 특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으며, 무분

별한 학 인정으로 교육의 질 하가 우려되어 산업체와 문 학에 한

정’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최종 으로는 2013년 7월 제316회 제

10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앞서의 내용 로 의결되었다. 선행학습인정 법

제화의 추진 경 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

자
추진 경 주요 내용

2012.

09.24

정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출

학이 다른 학교에서 수행한 교육, 연구, 실습뿐

만 아니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출

2013.

02.05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

차 교육과학기술 원회 

체회의 상정, 제안설명, 검

토보고, 체토론, 소 회부

산업체 근무경력 학 인정 등은 무분별한 학  남

발이 우려되어 보완책을 마련해서 신 하게 처리

할 필요성이 제기됨

2013.

03.23
소  명칭 변경

국회법 개정으로 소  교육과학기술 원회가 교

육문화체육 원회로 변경

2013.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

<표 Ⅳ-14> 선행학습인정 법제화 추진 경  (2012.9.-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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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 2013년 4월 15일 국회교육문화체육 원회 법안심사소

원회에서의 논의를 주목하여 분석한다. 이 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 설

명과 련 토론이 이루어졌고, 결과 으로는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일반

04.15
차 법안심사소 원회 상정, 

제안설명, 의결(수정가결)

는 개정안에 한 토론 결과, 산업체 근무경력 등

을 일반 학에서도 학 으로 인정할 경우 문

학이나 산업 학의 특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부분

이 있으며, 무분별한 학 인정으로 교육의 질 하

가 우려되어 산업체와 문 학에 한정하기로 함

2013.

04.22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

차 교육문화체육 원회  

체회의 상정, 의결(수정

가결)

산업체 등의 근무경력을 학 으로 인정하는 신설 

조항은 산업 학과 문 학에 한정하여 용하도

록 수정하 음을 보고

2013.

06.17

제316회 교육문화체육

원회 상임  토의 제2차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을 학 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련해서 모든 학교에 용하지 않고 산업 학

과 문 학에 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실제 

교육부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한 문제가 

제기됨

2013.

06.20

제316회 국회(임시회) 법제

사법 원회 제3차 체회의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체토론, 소 회부

산업체 등의 근무경력을 학 으로 인정하는 신설 

조항은 산업 학과 문 학에 한정하여 용하도

록 수정하 음을 보고

2013.

06.28

제315회 국회(임시회) 법사

 제2차 법안심사 제2소  

상정,의결(수정가결)

의결(수정가결)

2013.

07.01

제316회 국회(임시회) 법사

 제5차 체회의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체토

론, 의결(수정가결)

법안심사제2소 원장이 일부 지 사항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음을 보고

2013.

07.02

제316회 제10차 본회의 상

정, 의결(수정가결)

재석 223인  찬성 209인, 반  2인, 기권 12인으

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

원회의 수정안 로 가결됨

2013.

08.13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법률 

12036호) 공포
공포

2014.

02.14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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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도 학 으로 인정할 경우 문 학이나 산업 학의 특성화 정책

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으며 무분별한 학 인정으로 교육의 질 하가 우

려되어 산업체와 문 학에 한정’하기로 하고 토론이 마무리 되었다.47) 

당시 법안심사소 원회는 선행학습인정이 등장한 배경이나 학 인정방식

의 설계와 련된 내용들보다는 주로 선행학습인정제의 도입으로 경쟁력

이 약화될 문 학 입지에 한 논의의 비 이 컸다. 

하나의 주요한 논의는 문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시행하면 학생

들이 학에 머무르는 재학연한이 짧아져서 운 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

이다. 컨 , 1년에 6학 만 인정하더라도 4학기동안 24학 이 면제되는 

경우, 결국 학의 한 학기 이상이 없어져서 학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는 학습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

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것인

지 등 학습인정에 한 근본 인 논의보다는 학이라는 기 의 ‘존립’ 

문제를 심으로 둔 논의 다고 볼 수 있다. 

(6) 강은희 원 : 를 들어서 자동차회사에 고졸해서 근무했다가 같은 학의 자동

차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이미 이 학생은 충분한 근무 경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배

우는 게 상치된다, 같이 합쳐진다는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취업 후진학에 있어

서 미리 동일한 근무나 실습이나 조건을 한 것을 학에서 인정해 주자 이 부분

이잖아요.( 략) 그래서 이런 산학 력의 보를 좀 터 주자 이런 입장인데 우리 

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그 게 을 때 범 나 이런 것들이 에 아직까지 명

확하게 안 보이니까 기존 문 학이 약해질 가능성, 그다음에 아까 평균 1년에 

6학  정도 인정한다면 6×4=24, 24학 일 경우에는 학의 한 학기 혹은 한 학년

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학 자체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

나 이런 염려들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주요한 논의는 선행학습인정제를 일반 학을 포함한 체 

학에서 면 으로 시행을 하면, 학생들이 4년제 학으로 몰리거나 혹

은 편입이 활성화되면서 문 학을 축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러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은 선행학습인정제를 체 학에 용하는 것

47) 이하 국회 원회 자료 출처: 국회운 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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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문 학의 특성화 정책’에서 목 하는 바와 배치된다고 보면서 일반

학에서의 선행학습인정제 시행을 반 하 다. 

이러한 주장은 선행학습인정제의 용이 일반 학이나 문 학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지, 혹은 일반 학이나 문

학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특징과 부합하는지 등을 토 로 각 학에 선

행학습인정제가 합하고 필요한 제도인 것인가라는 근본 인 논의없이 

단순히 문 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논의 다. 

(7) 유은혜 원: 앞서 제가 산업체 경력과 련한 말 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4년

제 학에 면 으로 다 오 이 되면 문 가 갖는 이 이 없어지면서 4년제 

학으로 쏠림 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 드렸

지만 문 학의 특성화정책, 그러니까 각 역에서 문 학 고유의 이 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과도 좀 배치될 수 있는 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

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 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질의 문제를 

어떻게 리하고 할 것인가의 문제와 지  말 드린 4년제 학에 이것이 다 오

을 경우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문 학 자체의 이 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법안심사 소 원회에서의 논의 이 이처럼 문 학이라는 기

의 경쟁력과 운 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 지형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학의 역할은 무엇이며, 고등수 의 

학습인정체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행학습인정제가 지닌 

의도와 한계는 무엇이며, 우리 학의 여러 유형에 따라 어떻게 용해

야 할지 등의 근본 인 문제들은 본격 으로 논의되지도 못하 다. 이는 

고등수  학습인정과 그것을 둘러싼 고등교육체제와 련한 우리 사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시스템, 문제  등의 재  치를 가늠하게 한

다. 

련하여 선행학습인정제를 고등교육체제의 맥락에서 고민한 논의가 

일회 으로 제기된 바 있기는 하 다. 부분의 원들이 제기한 ‘선행학

습인정제 도입으로 인한 문 학 등이 받을 효과에 한 우려는 공

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지형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체 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선행학습인정제의 의의와 필요성을 고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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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원은 선행학습인정과 련

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를 “평생학습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에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연결고리를 좀 더 체계 으로 만드는 과

정의 일환”이라고 논의하 다. 변화하고 있는 체 고등교육 지형에서 

학의 학습인정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는 발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 문 학의 입지가 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 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서 찾기보다는 “ 문 학의 학년제를 유연화 시키고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는 등” 기존의 틀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8) 소 원장 김세연: 반 으로 평생학습 사회로 우리가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연결고리를 좀 더 체계 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

의 일환으로 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  정부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

다. ( 략) 특히 학입시에 과 하게 교육시스템이 병목이 걸려 있는 이런 부분

을 좀 풀어 주기 해서는 산업체에서의 다양한 실습이나 는 근무 경력이 다양

하게 이런 고등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우리가 좀 만들어  필요는 

있다는 에서 그런 우려도 있지만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 으

며, 이 날의 토론은 ‘ 문 학․산업 학에 국한해서 근무경력을 학 으

로 인정’하는 지 에서 충 으로 마무리되었다. 선행학습인정의 근본

인 원리와 기 이 제 로 공유되지 못한 채 문 학의 존립 문제에 

이 맞춰져서 논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2013년 4

월 22일에는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 원회 체

회의에서 “산업체 등의 근무경력을 학 으로 인정하는 신설 조항은 산업

학과 문 학에 한정하여 용하도록 수정”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리고 이후 몇 차례의 원회를 더 거치면서도 2013년 4월 15일 국회교육

문화체육 원회 법안심사소 원회에서의 결론이 그 로 수용되었다. 

련해서 이후 한 차례 반론이 제기된 바가 있기는 하 다. 201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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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일 제316회 교육문화체육 원회 상임  토의에서는 ‘산업체 근

무경력 등을 학 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모든 학교에 용하지 않고 산

업 학과 문 학에 국한하여 정리된 것은 실제 교육부 사업과 부합하

지 않는다’는 을 근거로 하는 문제 제기 다. 컨 , 재 교육부에서 

개하고 있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업의 경우, 상당 부분이 일반

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안에서 일반 학이 제외되는 것은 법과 정책

의 괴리된다는 을 지 한 내용이었다. 

제316회 상임  토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교육부는 실제로 정책 으로 

학들을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만들기 해 많은 산을 투입해왔다. 

교육부가 2008년 발표한「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성인학습

자들을 한 학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실제로 2008년부터 5년간 총 

170여개 학  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성인친화형 학체제개편을 유

도하기 해 총 200억에 가까운 산을 투입하는 ‘평생학습 심 학사업’

을 진행하 다. 한 2013년 발표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도 ‘ 학 심 평생교육체제 개편’의 추진과제로 ‘성인친화형 학’을 제

시하면서 학의 면  체제 개편을 유도하 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상에는 일반 학과 문 학이 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반 학의 선행학습인정 시행에 한 문제제기는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문 학의 존립 문제에 이 맞춰진 논의

가 이어진 채로 법 제정이 마무리되었다. 요컨 ,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법에 선행학습인정 조항이 추가되어 개정이 되기는 하 지만, 그 법제화 

과정을 면 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 학 보호하기’ 논리에 려 고

등교육체제의 새 짜기를 시도하려는 선행학습인정의 본래  지향 은 

제 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학습인정제의 등장 배경과 본래  목  등에 한 검토가 

없이 시행되면서 평생학습 심 학 장에서는 혼란이 있다. 지 까지 

성인친화형 학체제개편 정책은 문 학과 일반 학의 구분 없이 정책

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선행학습인정의 용 범 에서 일반 학이 빠

지면서 정책과 법의 괴리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성인친화형 학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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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지향해오던 일반 학 심 학은 선행학습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

는 권한, 자율성, 책임을 ‘제도 으로’ 부여받고 싶어한다. 

(9) 제도 으로 학의 책무성을 주지만, 권한도 주지만 제도 으로 질 리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주면서 학의 자율성과 책임을 같이 주면, 지 보다는 학이 많이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는 학의 정원을 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든 것

만큼의 수요를 성인 학습자에게 줘야 되는 거 요. 정원을 주든지.. 근데 정부가 

정원만 여놨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 열어놨어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해요. 이번에 평생학습 심 학 하는 학들이 그거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 

학들은 활로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정규 학생들이 어드는 것은 어차피 

견 던 거고. 성인 학습자에 해서 다가오기 쉽게 하는 것. 아까 제도 인 부분 

그런 것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4년제 학은 왜 RPL 못하게 하느냐. (G

학교 평생학습 심 학사업 교수)

일반 학에서도 선행학습인정제를 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

정하는 일은 사회  합의가 필요한데, 법제화 과정에서 살펴봤듯이 교육

부가 국회를 설득할만한 논리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 으며 한 이를 뒷

받침할만한 사회  분 기가 부재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 담당자는 

“선행학습인정이 용되는 학 범 의 확 를 해서는 선행학습인정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와 사회  합의가 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처럼 “ 련 주체들이 극 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합의를 

만들어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다시 법 개정을 발의하기에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교육부에서는 재로서는 “RPL은 아직 합의가 안 

돼서 (평생교육단과 학에서도) 추진 자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

육부가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해도 재 4년제 일반 학들의 수요가 표면

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다시 개정 발의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선행학습인정이 용되는 학 범 의 확 를 해서는 선

행학습인정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와 사회  합의가 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학들 내부에서 자율 으로 단한 합의가 필요하며 그러

한 여론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외부로 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육부

가 다시 움직이기 어려움을 내비췄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교육

부가) 성인단과 학 련해서 RPL 규제 노력해보겠다고는 하지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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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이해 계가 얽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혼돈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극 인 움직임은 보이

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 (평생교육단과 학에서) 알피엘은 아직 합의가 안 되서 못 하는 거고 추진자체

가 안되고, (알피엘을) 모든 4년제 학으로 열어 주는냐는 합의를 야 될 것 

같고요. 학 자율 으로 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학에서 단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다시 끌고 가기에는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고. 4년제 학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서든 외부에서 그런 지 이 논의가 시

작되면 모르겠는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 담당자)

선행학습인정제는 평생학습 심 학은 물론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단과 학이 원활히 운 되기 해서 핵심 인 요소  하

나이다. 교육부는 성인 담 「평생교육 단과 학」을 구축하기 해 기

존의 학이 지니고 있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한 추진과제들을 제시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이미 이수한 교양과정‧근무경력의 학  인정 

 학 교류를 확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일반 학에서 선행

학습인정을 실시할 수 없게 법 으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부는 “ 재 법

령에서는 선행학습인정제가 산업 ‧ 문 에서만 가능하므로 일반 학에

서의 선행학습인정을 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교육부, 2015). 학 인정을 함에 있어 선행학

습인정제의 법과 정책간의 괴리는 향후 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을 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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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학 선행학습인정제의 개 양상

앞서 Ⅳ장에서 선행학습인정제의 법제화 과정을 검토한 결과, 선행학

습인정제는 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010년 무렵부터 앙정부의 평

생학습 심 학사업 차원에서 권고되면서, 학들은 선행학습인정제 시

행을 부담스러워 하 다. 마침내 2013년 8월 13일 고등교육법에 선행학

습인정제를 용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선행학습인

정제가 용할 수 있게 된 문 학과 산업 학은 이미 일의 세계와 가

까운 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에서도 평생학습 심 학사

업을 하던 학들조차도 실제로 선행학습인정제의 도입과 활용을 어려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이 개정된 지 3년 가까이 되었지만 선행학습인정제

는 다수 학 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학의 반응은 몇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수의 학들이 속한 범주로, 선행학습인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학들이다. 이들 학들은 기본 으로 성인학습자들

에 한 심이 없어서 재의 학 인정방식을 개편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선행학습인정제 시범사업을 

운 했던 학, 평생학습 심 학사업 운  학, 평생직업교육 학사업 

운  학, 그리고 유사제도로서 재직경력을 학 화할 수 있는 계약학과 

등 성인학습자에 심을 가지고 련 사업이나 학과를 운 해왔던 학

들인데, 이들 학 에서도 다수는 선행학습인정제를 극 으로 시

행하지는 않고 있다. 세 번째 범주는 선행학습인정제를 극 으로 시행

하려고 노력하는 학들로서, 성인학습자 심의 사업을 해왔던 학들 

가운데서도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Ⅴ장에서는 법제화 이후 국내 학에 선행학습인정이 용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 다. 먼  1 에서는 다수의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

가 작동하지 않는 양상에 해서 분석한다. 의 학 범주 가운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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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와 두 번째 범주가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두 번째 범주 

즉, 성인학습자에 한 심을 가지고 련 사업이나 학과를 운 해오면

서 선행학습인정제  유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습인

정제도들을 극 으로 시행하지 않는 학들을 심으로 분석한다. 분

석의 범주에는 평생학습 심 학과 계약학과 운  학이 포함된다. 이

어서 2 에서는 미작동 양상이 다수인 흐름 가운데 선행학습인정제를 

극 으로 운 하고 있는 소수 학의 사례를 분석한다. 

1.  다수 학에서의 선행학습인정제 미작동 양상

1) 표면화되지 않은 성인학습자들의 수요

선행학습인정제를 권고 받았던 평생학습 심 학사업 학이나 선행학

습인정제 시범사업 학들은 련 법  근거가 마련되면 이 제도를 극

으로 시행할 것 같이 논의하 지만, 막상 제도  장치가 마련된 이후

에도 극 인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행학습인정제와 유사 

제도로서 재직경력을 학 화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

던 재직자 심의 계약학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인학습자 심의  

다른 교육부 사업인 평생교육직업 학도 마찬가지로 선행학습인정제 운

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성인학습자에 심을 가지고 련 

사업이나 학과를 운 해왔던 학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인정제를 

극 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주요하게 제기되는 들은 성인학

습자들의 낮은 수요, 학 등록  감소에 따른 불안정한 학 재정에 

한 우려, 학사 리의 문제 등을 논의한다. 

먼 , 성인학습자들의 낮은 수요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제

기한다. 하나는 재직경력을 학 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문성이 있는 성

인학습자가 학에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재직경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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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의 경력이 있는 성인학습자의 비 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학 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재직경력이 있는 성인학습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러한 학

조항을 활용하여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 , 학 입장에서는 선

행학습인정제를 학칙에 도입해서 운 하려고 해도 학생이 없는 상태여서 

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1) “학생들의 연령 가 거의 낮아서 (재직경력이 없어서)” (P 학 계약학고 담당자)

(12) “학습자가 원하면 운 원회를 열어서 인정 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텐데 실제

로 요구하는 학습자가 있지 않아서” (R 학 계약학과 담당자)

그런데 학의 입장이 단순히 한 가지는 아니다. 학 내에는 여러 구

성원들이 있는데, 평생학습 심 학사업의 담당자들은 다르게 바라본다. 

그들이 보기에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잠재  수요는 결코 낮지 않다.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잠재  수요층인 재직경력이 있는 성인학습자들

이 학에 진입하거나 학업을 지속해나가기에 어려운 학체제이기 때문

에 그 수요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재직경력이 있는 성인

학습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제도에 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

요가 표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성인학습

자를 고려한 학사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학 본부나 교

직원들의 반  여론에 부딪히곤 한다. 

(13) 성인학습자 요즘 교육 상황에서 모집 필요성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거부감이 많

이 있어요. 특히 수도권의 학의 경우에는 학령기 학생들이 지 않는 거죠. 강

제 으로 지방 학이 아닌 이상에는 충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넘친다는 

거죠. 굳이 성인을 한 학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희 학교 수도권이

니까. 학령기 학생이 다고 하지만, 치나 상황이 타격을 별로 받지 않는. 그

러니 학교에서는  교직원, 교무처.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하냐 하고, 이걸 어

떻게든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E 학 평생학습 심 학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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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는 구성원들은 아직까지는 학령기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며 성인학습자가 확보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학사제도 개편은 당 인 주장처럼 인식된다. 그들은 향후 학령기 인구

수가 입학 정원보다 감소하 을 때 선행학습인정제가 새로운 입학자원으

로서 성인학습자를 끌어당기는 핵심 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 문 학들은 이미 오래

부터 학령기 학생에 한 감을 체감하고 있으며, 학령기 학생의 감소 

추세가 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인학습자들을 한 

학 학사구조의 개편은 “시간이 더 지나서”, 성인학습자의 규모가 “양

으로 더 커져야” 필요하다고 보는 지극히 “ 실 인 단”들을 하는 것

이다. 재 학령기 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지라도 “지  당장 

학이 무 질 만큼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 은 학령기 학생들을 

끌어 모으는 게 학 경쟁력 차원에서 더 요”하다는 의견이다.

(14) 지 까지는 재 일반 학령기 학생들이 오니까. 원래 학은 서울 쪽에서 도

탈락률 수 을 봤을 때요. 재학률이라고도 하죠. 그걸 봤을 때.. 북까지 재학률

이 높아요. 남 주부터 시작해서 주  우석  원 까지는 재학률이 굉장

히 높아요. 그 이유는...서울권 학생들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권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죠. 아직까지는 일반 학령기 학생들을 모집하고 싶지, 그리고 오고 있지..

비 차원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 시 에서는 일반 학령기 학

생들이 충분히 오고 있는데 굳이 그 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실 인 

이야기잖아요. 지  학 입장에서 요한 것은 우수한 자원을 뽑아서 잘 가르

쳐서..그게 더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F 학 평생학습 심 학사업  담

당 교수)

(15) 그런데 아직은요, 제 단에는 아직도 양 으로 더 커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간

이 더 걸려야 될 거 같아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 드리면 한 5년

은 더 가야 이게 어느 정도 성인교육이 뭐고 성인 학 과정이 뭐다라고 하는 

게, 일반 학들에 인식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양 으로 팽창이 되면 질 으

로 성장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다가 질 으로 

좀 성장이 돼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는 그 시기를 한 

15년 걸릴 것 같아요. 아주 솔직히 말 드리면. 왜 15년을 말  드리냐면, 지  

2023년이 되면 60만에서 40만으로 어든다고 합니다. 문 학이 평생교육이 

뛰어들려면은요, 그 때 이미 피부로 체감해야 돼요. 내 학과에 학생들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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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온다. 그런데 학과를 운 하려면 결국은 입학정원을 채워야 운 이 되니까. 그

다고 굴 찾겠어요. 성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때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15년 정도 흘러야, (G 학 평생학슴 심

학사업 교수)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을 반 하는 학 구성원들은 그 밖에도 여러 반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 으로 선행학습인정이 없이도 학의 

기존 학 인정체계는 잘 작동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별도로 요청한 것도 

아니기에 굳이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 성인학습자들을 한 학사제도는 학령기 학생들이 다수인 재 시

에서 오히려 학령기 학생에 한 형평성에 어 난다고 보기도 하 다. 

재 시 에서 다수인 학령기학생 심의 학사구조를 시하는 기본 입

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인학습자들을 한 학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학 내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16) 모든 거 하나 결정하는 게 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서 찬성

한 사람은 희밖에 없어요. 다 반 하고. 이게 형평성이라는 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한테 주게 시키면 박이 나겠죠. 그런데 왜 거

기는 안 해주면서 여기는 하냐. 형평성이라는 논리에 부분 번번이 막 요. 그

러니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라는 거 밖에는 어필이 안돼요. (H 학 평

생학습 심 학사업 교수)

(17) 기본 으로는 학칙 개정 련해서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업 경감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교무처는 일반학생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성인학습자를 한 학

칙이 일반학생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 난다는 거죠. 하나를 해주면 반론을 제

기한다든지 하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게 되고. ( 략) (학교가) 성인학습자 평생

학습자 필요하다 련해서 많은 부분이 변해야 해요.(E 학 평생학습 심 학사

업 담당자)

2) 학 재정운 의 부담

학 선행학습인정제의 미작동 양상과 련하여, 첨 하게 논의되는 

문제는 이수학 의 감면으로 인한 학 등록 의 감소문제이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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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 학 재정에 있어 학생들의 등록  의존율이 높은 만큼 선행

학습인정으로 인해 입학 이나 수업료가 감면되면 학 운  자체가 어

려워진다는 우려이다. 한 재 학들은 학기당 등록 제를 운 하지

만 선행학습인정제를 운 할 경우 장기 으로 학 당 등록 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학의 재정 구조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시간제 등록이 국내 학에서 허용되지 않

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학생정원에 한 정부 통제와 등록  수입에 

한 학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학기별로 안정 으로 등록 을 

내던 일제 학생보다 학기당 수업료를 게 그리고 불규칙 으로 내게 

되는 시간제등록생을 받을 경우 안정  재정수입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

다. 

한편에서는 장기 으로 학령기 학생이 감한 상황에서는 성인학습자

가 학의 새로운 입학 자원이자 학운 비의 창구로 보고 이들을 한 

지원책을 늘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학

들에서 보이는 양상처럼, 앞으로 학생 미충원을 겪는 학들이 속출할 

경우 학 당 등록이나 시간제 등록제로 인해 등록  수입이 불확실해지

는 험 보다는 성인학습자 확보로 인한 등록  수입 증가의 혜택이 더 

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의 다수 구성원들은 재 시 에서는 성인학습자의 비

이 크지도 않으며, 학 당등록 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져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운 상의 문제로 선행학습인정제 시행을 꺼려

하는 것이다. 이는 재 학의 재정구조가 학생들의 등록 에 의존하는 

비 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학습인정제를 시행하고 있

는 학들조차도 선행학습인정제로부터 될 수 있는 학 당 등록  

등으로 인한 산 문제는 수면 아래에 둔 채로 도입한 경우들이 있었다. 

(18) 암튼 (여 히) 학칙을 변경하는 건 본부에서는 원치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

략) 야 평생교육을 공하니까 평생교육 인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는 일, 필

요하다고 보고 성인학습자들을 한 학칙을 고민하지만요. (E 학 평생학습 심

학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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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 당 등록 제와 같은 이슈들은 개별 학이 풀기 힘든 문제

이다. 학 당 등록 제를 시행하려면 표  등록  등의 기 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학 자체 으로 구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학

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 으로 해결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학사 리의 모호한 기

선행학습인정 미작동 양상의 요인으로 학사 리 부담이다. 학 입장

에서는 학 밖에서 취득한 학습결과들을 인정할 수 법  근거가 생겼다

고 할지라도, 교육부의 철 한 학사 리와 유연한 학사 리의 경계가 모

호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법  가이드라인이 구체 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제도를 운 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 학 입장에서는 학 밖에서 

취득한 학습결과들을 인정할 수 법  근거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법률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학들은 선행학습인정제를 

법(適法)과 법(違法)의 경계에 있으며 철 한 학사 리와는 상충되는 

것처럼 인식”되어 불안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선행학습인

정을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그

간에 ‘교과이수 없이 학 인정’ 사례들이 감사지  사항이었다는 으로

부터 비롯된다. 

(19) 선행학습...교육부에서는 감사 상이었어요. 수업안하고. 세월이 흘러서 권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A 학 평생학습 심 학사업 단장)

(20)  교육을 리하거나 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상으로 희가 맞

게 일하고 있는지 여부가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워

낙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식으로 개설이 되고 운 이 될 수 있지만 나

엔 결국 감사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서 부담감이 항상 뭔가를 진행

할 때 드는 것 같습니다.(S 학 계약학과 담당자)  

련해서 교과 이수 없이 학 인정을 하는 사례에 해 교육부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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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곧 있어왔다. 교육부 내에서 상충하는 학 인정 논리를 보여

주는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하여 ‘학교 

밖에서 획득한 학습결과에 해서 인정’한 사례를 감사에서 지 사항으

로 제기한 것은 표 인 사례이다. 학들은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특별시험  자격증 등을 취득하면 이와 유사한 공  교양과목의 학

으로 인정하는 특별학 인정제를 특별학 취득에 한 규정이나 지침

을 마련하여 90년  말부터 운 해왔다. 학은 특별학 인정과목과 성

평가기 을 미리 정해놓고 학생이 특별학 을 신청하면 자격증이나 성

표를 심사하여 학 을 수여하는 것이다. 부분의 학들은 공인 외국

어시험 수나 컴퓨터 자격증 등이 있는 학생이 특별학 을 신청하면 

련 교양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학의 경우에는 학과에

서 공별 특정학 인정과목과 성 평가기 을 정하여서 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 학들의 련 규정과 특별학 인정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울산과학 학교는 ‘특별학 취득에 한규정’을 1998년부터 제정하여 

사회 사(헌   사활동), 토익(토 )시험, 취업특강, 학 내 문가

과정이수 등에 해 교양 혹은 공과목의 학 으로 인정해왔다. 숭실

학교는 일정 수 이상의 공인 어성 이 있는 학생이 특별학 인정을 

신청하면, 필기시험과 리젠테이션 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통과한 경우 

학 을 부여한다. 인하 학교의 경우, 1999년부터 학칙에 특별학 인정 

조항을 두고 특별학 인정 교과목  학 표 기 에 따라서 어, 컴퓨

터, 한자 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 으로 인정해왔다. 2년이내의 

TOEIC, TOElC Speaking, TOEFL, TEPS 정기시험 성 표를 어과목 

학 으로, 교무처에서 정한 국가ㆍ민간ㆍ국제공인 컴퓨터 자격증을 컴퓨

터과목 학 으로 인정하 다. 한남 학교는 학칙 시행세칙에 특별학  

조항을 두고 매학기 정해진 기간 동안 특별학 을 신청 받아 인정하는

데, 공별 특정학 인정과목과 성 평가기 을 정하여서 공과목으로

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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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남 학교 홈페이지

그런데 최근까지도 교육부는 ‘교과를 이수하지 않고 학 을 인정( 체)

하는’ 특별학 인정 사례를 감사지 사항으로 제기하 다. 2013년 교육부 

감사백서  업무편람의 행정감사 주요 지 사례에는 교육과정 이수없이 

시험성 만으로 일반교양특별학 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출처: 교육부(2013) 감사백서  업무편람. p.157 행정감사 주요 지 사례

감사지 의 법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48)과 고등교육법 시행

령 제14조49)로, 이는 각각 ‘교과의 이수는 평 과 학 제 등에 의하되, 

학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

48) [시행 2016.6.23.] [법률 제13571호, 2015.12.22., 일부개정]

49) [시행 2016.1.1.] [ 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2013 교육부 감사백서  업무편람 - 행정감사 주요 지 사례 <157페이지 사례 3>

 ○○ 학교는“외국어특별학 제 규정”제4조에 따라 외국어( 어, 일어, 국어)공인

시험 성 만으로 교육과정 이수 없이 일반교양 특별학 을 각2학 , 최고 6학 을 부

여할 수 있도록 정하여 1학기에 TOEIC 성 표(605 )를 제출한 ○○○ 공 ○○○에

게 교육과정 이수 없이 특별학  2학 을 부여하는 등 공인외국어시험 성  제출자 

293명의 학생에게 교육과정 이수 없이 특별학 (2∼4학 )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표 Ⅴ-2> 2013 교육부 감사백서의 특별학 인정 지 사례

제74조(특별학 ) ①정규학기수강 이외의 자격증 취득  외부공인시험으로 인정된 성

은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공 는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특별학 은 수업연한 내에서만 취득을 허용하고, 개별 자격증의 종류 는 공인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총 6학 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동일자격증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매 학기 개강 2주차 소정의 기일 내에 특별학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정

자의 경우 외 으로 졸업직  매 년 1월과 7월 셋째 주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④특별학  인정과목  기 은 따로 정한다.

<표 Ⅴ-1> 한남 학교 특별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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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학 은 기본 으로 학기당 15시간의 이수시

간을 기본 으로 충족해야만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특별학

인정과 같이 과목이수를 하지 않고 학 을 수여하는 방식이 고등교육법

에 배된다고 간주한 것이다. 

교육부 감사에서 특별학 인정제도에 해 지 을 받은 학들은 이 

학칙을 폐지해야 했다. 인하 학교의 경우, ‘외부기 으로부터 취득한 성

을 학 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 교육부실화를 래한다’는 이유로 교

육부의 지 을 받게 되자,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특별학 인정 제도를 

폐지하 다. 한국체육 학교의 경우도, 2014년 감사에서 ‘교육과정 이수 

없이 외국어시험 수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사유로 학부생 14명에게 

특별학  부여’했다는 을 지 받고 특별학 인정에 해 제도개선 조

치를 할 것을 지 받았다. 상지 학교 한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학

을 부여한 사례(자격증, 외부기  시험등 학  불인정)’에 해서 교육부 

감사에서 지 을 받았고, 지  사항을 반 하여 학칙의 제31조의5 특별

학 인정(자격증  어학시험 결과) 인정을 폐지하 다. 다만, 경과조치

로 2014학년도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특별학 을 인정하 다. 

개정일 조항 내용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1조(교육과정의 운 )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학 는 외

국 학과 공동으로 운 하는 교육과정에 하여는 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교과(敎科)의 이수(履修)는 평 과 학 제 등에 의하되, 

학 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학 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

과의 이수에 있어 학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

로 한다.

<표 Ⅴ-3>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 )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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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지 학교 홈페이지

요컨 , ‘학교 밖에서 획득한 학습결과에 한 인정’ 사례는 ‘ 학 교육

부실화를 래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도 교육부의 감사지 사항이고, 이 

지 사항에 한 법  근거인 고등교육법의 제21조 ‘교육과정의 운 ’ 조

항과 선행학습인정과 련된 제23조 ‘학 의 인정’ 조항 간에 계에 

한 정리는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기존의 고등교육 에

서 만들어진 학 인정방식과 새롭게 평생교육 에서 제기된 학 인정

방식이 고등교육법 내에서 공존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 인 

랫폼 에 올릴 것인가 하는 고민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사 리 부담과 련된  다른 사례는 교육과정기반 장실습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들의 장 응력을 높이고자 장교육과 실습을 

     행 변  경  안

제31조의5(특별학  인정) ① 학생이 본

교 재  에 취득한 자격증, 외부기 의 

시험성 이나 사회 사활동에 하여 특

별히 이수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외부기  시험의 범 는 특별학 인정

내규로 정한다. 

③ 특별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부기

의 사회 사활동의 범 는 사회 사활

동에 한 특별학 인정내규로 정한다.

제31조의5(특별학  인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학 인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의5(특별학 인정)가 폐지됨에 따

라 조건을 갖춘 재학생은 2014학년도 매

학기 별도기간까지, 휴학생은 복학 학기 

별도기간에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특별학

을 인정할 수 있다. 

<표 Ⅴ-4> 상지 학교 학칙 신구조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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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근래에는 한 학기 내내 실습을 나가있는 장

기 장실습제도 등도 운 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서 근거하고 있

는데 제22조에서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장실습수업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장 

응력을 높이기 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

제를 운 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법

 근거를 두고 장실습을 강조해왔으며 2013년에는 「 장실습 운  

매뉴얼」배포하기도 하 다.

장실습의 기본 인 방식은 ‘재학  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

여 실시하는 장학습’이며 이러한 범주에서 실시된 장학습에 해서

만 학 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3년 교육부가 발간한「 장실

습 운  매뉴얼」에서는 ‘ 장실습’을 ‘ 장 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

재 양성을 해 학과 기업(기 )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

안 국․내외 산업 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 을 부여

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개인 으로 기업을 섭외한 경우에는 

학이 직 인 주 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실습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3) 장실습 운  매뉴얼.

※ 장실습은 취지  운 형태가 학의 직 인 주  하에 실시하는 것이어야 

함. 즉, 학생이 개인 으로 기업을 섭외하거나 (공채)인턴 등에 합격한 경우는 학생 

개인의 목 (아르바이트, 임  등)  기업의 목 에 따른 형태로, 학이 배제된 상

황이므로 장실습으로 볼 수 없음. 

※ 학과 장실습 기  간 장실습에 한 약 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장실습은 제외

  - 약 는 문서는 장실습 이 에 체결 는 시행하여야 함 

  - 문서를 근거로 할 경우 방 간 의사합의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표 Ⅴ-5>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장실습 제외 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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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학들은 학생들의 장실습을 ‘과목이수’, ‘ 로그램 이

수’가 기본이 되는 장실습과 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다. 

장실습을 하나의 교과로서 실시하여 실습시행 기간에 따라 장 실습

한 것에 해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컨 , 경남과학기술 학교는 산업

체 장실습에 한 규정(제정 2015.2.27. 규정 제239호)에서 산업체 

장실습이란 ‘국·내외 산업체 는 각  기 과 상호 약에 따른 장교

육, 장실습, 인턴십 등 산업체에서 장실습 련 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로그램에 한 ‘이수’를 명시하고 있다. 한 경상

학교도 ‘각 학과에서 개설한 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 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이수에 근거하는 방식은 장실습에 한 질

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선행학습인정제가 학에서 시행될 

때는 어떠한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한 논의는 개되지 않고 있다.  

선행학습인정제와 련해서 학의 학사담당자들은 선행학습인정제가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장기 장실습학기제와 “상충”한다고 보고 있

으며, 이에 한 명확한 정리와 통합 인 틀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규정들과 다른 방식으로 학습인정을 하는 선행학습인정을 장에서 수용

해도 될지, 그 다른 방식들을 서로 어떻게 조율할지, 학이 임의로 조율

해도 되는 문제인지에 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21) 교육부에서는 늘 교무학사 철 히 하라고 하잖아요, 선행학습인정을 운 하려면 

합리  틀이 필요한데 실제로 교무학사운 에 있어서는 10%도 허용하지 않으니 

선뜻 하기가 그 죠. 구체 인 가이드라인, 법률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그

지 않으면 이 게 상충, 충돌하고 확정 안 된 제도를 운 하기가 좀. 실례로, 장

기 장실습학기제 장려를 하는데 그거와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G 학 평생

학습 심 학사업 교수)

장실습제도와 선행학습인정제는 학 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서로 다

른 학 인정의 방식을 드러내는 단 인 인 것이다. 과목이수에 기반한 

장실습은 여러 측면에서 선행학습인정과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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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학의 장실습은 그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 인 학생 

집단인 ‘성인1기 학습자’를 상으로 하며, ‘재학 ’ 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는 형태로 운 되고 있다. 반면에 선행학습인정은 

‘재직경력이 있는 학습자’를 상으로 하면서 개 성인2기 이상의 학습

자가 해당이 되며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재직경력’을 평가하여 인

정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장실습과목과 선행학습인정제는 명시

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묵 으로 모호하게 상을 구분해서 

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인1기 학생만

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규정과는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에 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 게 학 내에서 학습을 인정하는 방식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들은 선행학습인정제를 학칙으로 도입해놓고도 

“먼  나서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22) “교육부에서 한편으로는 학에서 교무학사를 철 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RPL

은 가이드라인 없이 학 자율로 시행하라고 하니, 학 차원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에서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RPL 련해서도 학 차

원에서 규정(안)을 만들어는 놓고 여차지 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비는 해두었

지만, 실제 먼  나서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B 학 본부 교무 담당자)

장실습과 선행학습에 한 학 인정 간의 계를 학 자체 으로 

정리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컨 , 경남도립거창 학의 ‘학생 장실습 

 인턴 규정’인데 이 규정안에 ‘ 공과 련된 업무에 재직 경험이 있거

나 재 재직 인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학 은 기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4조)’고 정리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 자체 으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한 경우는 드문 상황

이다. 그리고 개별 학에서 정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부의 장실습

과 선행학습인정제로 표면화된, 앙정부 차원에서 권고되고 있는 서로 

다른 학 인정의 논리를 어떠한 통합 인 랫폼 에서 개해나갈지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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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과학기술 학교 홈페이지

출처: 경상 학교 홈페이지

요컨 , 앞서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교육부는 한편에서는 장성을 강

조하기 해서 학 외부에서 습득한 능력에 해서도 인정하려는 노력

들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학 교육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학습경

험에 해서 인정한다는 원칙을 보수 으로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학 인정방식들이 교육부 내에서도 통합 으로 조율이 안 된 상황

이다. 이 게 학사 리 기 이 모호한 상태에서, 학이 새롭게 시도했던 

학 인정방식들이 감사지  사항이 되는 경험들도 있었다. 이제 학들

은 교육부가 정책 으로 권고하는 새로운 학 인정방식인 선행학습인정

제를 이 구속처럼 느낀다. 정책 으로 권고받고는 있지만, 막상 시행했

제 정 2015.  2. 27. 규정 제23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 이 규정은 「경남과학기술 학교 학칙」 제67조에 따라 장실습을 통하

여 장 응력 있는 인력양성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경남과학기술 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업체 장실습(이하 ”

장실습“ 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산업체 는 각  기 과 상호 약에 따른 장교

육, 장실습, 인턴십 등 산업체에서 장실습 련 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

다.

<표 Ⅴ-6> 경남과학기술 학교 산업체 장실습에 한 규정 (부분)

제5조(교육과정 이수원칙) ①각 학과( 공)에서 개설한 장실습 과목 이수시 최  21

학 까지 공학 으로 인정한다.

②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 주 하는 인턴십 과목은 최  30학 까지 일반선택 는 

공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장실습  인턴십 과목 이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졸업에 필요한 학 을 상향 

이수하여야 하되,  인턴십 과목은 학 인정 해당 역의 학 을 상향한다.

 1. 장실습Ⅲ(15학 ) 이수자 : 공 소요학  6학  

 2. 인턴십Ⅳ(15학 ) 이수자 : 6학

 3. 인턴십Ⅴ(20학 ) : 9학

 4. 인턴십Ⅵ(30학 ) : 12학

<표 Ⅴ-7> 경상 학교 장실습운 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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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감시와 리의 상이 될 것이 측되기 때문이다. 학 입장에

서는 학습인정에 한 포 인 철학과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

태에서 제시되는 선행학습인정제를 운 하기에는 어려움과 험부담이 

있는 것이다.

2. 소수 학에서 실천의 틈새 찾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교육법 내에 법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인정제가 실제로 학에서 작동하지 않는 양상이 다수

에 해당한다. 이는 선행학습인정제 시범사업을 운 했던 학들, 평생학

습 심 학사업의 일환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권고 받았던 학들, 그리

고 유사제도로서 재직경력을 학 화할 수 있었던 계약학과 등에서 공통

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선행학습인정제는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마

련만 되면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장착하듯이 학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

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의 미작동 양상들 가운데에서도 선행학습인정제를 

학칙으로 도입하여 운 하고 있는 소수의 학이 있다. 소소의 사례이기

는 하지만 사례 학들은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용할 수 있는 가

능성과 한계를 탐색해볼 수 있게 한다. 본 에서는 이 부터 산업체 근

로자 과정과 평생학습 심 학 사업을 운 해 온 지방 사립 문 학인 

A 학을 심으로 ‘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하고 운 하고 있는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학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차

와 방법으로 선행학습인정을 도입하고 있는가, 개의 학에서 보이는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

인정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한 

과제는 무엇인가, 선행학습인정제가 학에서 작동되기 해 필요한 여

건이나 조건은 무엇인가에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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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학의 맥락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되면서 일부 학에서는 선행학습인정제 련 

학칙을 마련하기 한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하 다. 학칙에 선행학

습인정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학마다 다양하다.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한 학들은 몇 가지 범주로 나 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선

행학습인정제의 정책  취지에 한 이해나 공감 없이 정부 정책 차원에

서 추진되는 제도이니 일단 도입해보는 학들이었다. “일단 제도를 만

들어 놓고 실제로 운 하는 부분에 해서는 향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

자”,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나 에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

에서 도입한 경우이다. 다른 범주는 이 부터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성인학습자들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졌거나, 성인친화형 학체

제 개편 사업에 참여하거나, 학내 구성원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변

화에 한 기본 인 인식을 공유하거나, 학 자체 으로 성인학습자 수

용에 한 문제의식이 높은 학 등으로 선행학습인정제의 목 이나 취

지를 이해하고 도입한 학들이다. 

A 학의 경우 후자에 속하는 학이다. 오래 부터 문 학으로서의 

특성화에 주력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산업맞춤형 직무기반 교육과정을 

본격 으로 개편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2013년 성인친화형 학체제 개

편 국고사업에 참여로 이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앞서의 사업들에 참여

했던 학내 련자들을 심으로 선행학습인정제에 해서도 자연스럽게 

심을 가지게 되었다. 

 

(23) 지방 문  자나요. 서울에 있는 4년제가 아니라. 여기는 완 히 교육환경도 다

르고. 희는 직업 문인 양성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과 가까워야 

하고. 장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했었고.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이왕 틀을 깨야 한다면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면 학교 고생스럽겠지만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산업수요맞춤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업체. 그 다음에 평생

교육사업을 했고, 그다음에는 선행학습인정…. (A 학 피부건강 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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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이 성인학습자와 하게 연계해온 역사 인 흐름을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학은 1967년 학교법인으로 설립된 이

래, 1973년 문학교로서의 설립인가를 받아 1974년 당시 간호과 80여명

의 학생이 재학하는 ○○간호 문학교로 개교하 다. 1979년 문학교에

서 문 학으로 변경되었으며, 1997년 ○○산업 문 학, 1998년 ○○산

업정보 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2012년 재의 교명 A 학교로 변

경되었다.

한 A 학은 산업 장과의 연계를 강화한 교육과정을 운   개편

하는데 주력해오기도 하 다. 2003년에는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주

 ‘ 소상인 교육연수사업’ 교육기 으로 선정되어 연수 로그램을 운

해왔으며, 소기업청의 지정으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산업체 탁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한 산업체 맞춤형, 실무 심, 수요자 심으로 학과(계

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 한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맞춤형 직무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오고도 있다. 이를 해 ‘학과 

교육과정개발 원회’와 ‘교육발 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개발에 

한 개발, 심의를 하며, 교육과정개발 시에는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반

하기 해 산업체  재학생의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산업체 인사를 참여

시키고 있다. 한 NCS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행․재정 인 지

원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장과 가까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흐름은 이후 자연스럽

게 성인들을 한 평생학습 심사업의 운 으로 이어졌다. A 학은 산

업 문 학의 역사로부터 이미 1987년 부설 평생교육원을 개원하 으며, 

2004년부터는 평생교육원에서 교양교육과정 상담심리 외 7과목으로 학

은행제를 운 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성인학습자 심 사업들이 

차 확 되어, 2013년부터는 매년 교육부의 평생학습 심 학으로서 성

인계속교육을 한 학 과정 개편에 주력해왔다. 2013년 2학기부터 성인

학습자들을 한 학 과정으로 20명 정원의 피부건강 리과 야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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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 고, 이어서 2014년에는 정원 40명의 사회복지과 야간과정으로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두 번째 학 과정을 신설하여 재까지도 

운 해오고 있다. 

련해서 A 학은 평생교육 로그램의 학사 리를 담당하는 담부서

를 두었으며 평생교육원은 원장 1명, 행정 장 1명, 원 1명으로 구성하

여 운 하고 있다. 평생교육 로그램개발과 평가에는 련 학과나 공

분야 임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학 인정 평생교육 로그램의 

경우 정규 학 과정과 동등한 교육의 질과 수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

속 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오고 있다(A 학 2013년도 학 은행제 자체

검보고서  2012년 운 원회 회의록).

2) 선행학습인정제의 표층  도입 

A 학은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 평생학습 심 학사업, 산업맞춤형 교

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서 성인학습자들과의 교류가 오래 부터 있어왔으

며, 이에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할 수 있는 토 가 구축되어 있던 편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 선행학습인정제의 도입이 자연스럽게 진

행되지는 않았다. 선행학습인정제로 표되는 성인학습자를 학에 수용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두고 학 내에도 여러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의 입장은 하나가 아니었던 것이다.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은 주로 평생학습 심 학 사업단 혹은 평생교육원의 장과 

담당 직원(이하 평생학습사업 담당자)이었으며, 나머지 학내 구성원들에

게는 심 이슈가 아니었다. 

이에 기에는 평생학습사업 련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로 선행학습

인정제 도입이 시작되었다. 학 평생학습사업 담당자들은 선행학습인정

제를 도입하기 해 학내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하기에 ‘ 략 ’으로 근

하 다. 평생학습사업 담당자들이 보기에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으로 학

을 운 하는 입장에서 우려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컨 , 학 당 등

록  감면 문제나 조기 졸업에 한 요구 가능성 등의 측면은 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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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켰다. 특히, 학 당 등록  문제는 학내에서 첨 한 문제가 될 수 있

기에 그 내용이 학내 다른 구성원들과 거의 공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학들의 재정구조가 학생들의 등록 에 의존율이 높은 만큼 학 당 등

록 제가 시행되고 선행학습인정제로 인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감면되

면 학 운 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평생학

습사업 담당자들은 선행학습인정제로 인한 성인학습자 유입이 장기 으

로는 등록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측하지만, 련한 학내 구

성원들의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학 당 등록 제의 경우와 

같이 학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학이 단독 이고 

자체 으로 풀어나기 어려운 이슈들에 해서는 후면으로 미루고 개해

갔다. 련해서 평생학습사업 담당자는 이러한 가능성에 해서 ‘ 산부

서나 총장님은 잘 모르신다’며, 만약 그  효과에 해서 알았다면 

(선행학습인정) 상을 이거나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고 언 한다.  

(24) 학령기 학생도 상이 될 수 있게. 말 드렸듯이 학 을 인정해주면 그만큼의 

등록 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을 산부서에서 다른데서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런 들을 활용하셔서 규정을 통과시킨 거죠. 총장님 결재로. 학 을 인정해주

는 효력은 있다 라고 생각하지 잘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산부서나 총장님도 

행정 으로 효과를 아신다면 그 상을 이거나 내용을 수정할 거 요.(A

학 평생학습사업단 담당자)

이처럼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사례 학의 평생학습사업 

담당자들은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을 해 선택한 략  선택을 하 다. 

이러한 선택 이고 “ 략 ” 정보 공유와 논의는 상되는 실  충돌 

지 이나 “ 효과”를 학내 다른 구성원이 “모르게” 한 채로 “일단 학

칙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기는 표층  수 에서 선행학습인정을 학

칙으로 도입하는 것에 한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학습

인정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입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해

야 하는가 정도의 논의는 있었지만, 선행학습인정제가 근본 으로 논의

하고 있는 성인학습자 심의 학체제 개편이나 그로부터 상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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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능성에 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선행학습인정제가 근

본 으로 제기하고 있는 학령인구의 변화와 고등지식의 양상 등 학을 

둘러싼 사회 변화는 어떠한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이 어떠한 방식

으로 응해야 하는지, 련해서 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인정시

스템을 논의해야 하는지, 새로운 인정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구축되어야 

하는지 등 깊이 있는 고민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 략 ’으로 학칙에 

반 되기는 했지만, 선행학습인정에 해 모든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문

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이다. 이에 련 이슈에 해 찬성하는 입장

과 반 하는 입장의 갈등구조는 남아있었다. 평생학습 심 학 사업을 

하는 담당자들 이 보기에 학내 구성원들 에는 여 히 성인학습자에 

해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25) 교육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 었다고. 그런데 그거를 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 가 못 따라가냐. 학 교수들이 제일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게 지  안타깝

지. 시간이 좀 흐르면 꽤 흘러야 될 거 같은 생각은 든다.(A 학 평생학습사업

단 단장)

물론, 많은 학들에서는 선행학습인정제의 학칙 도입이 본격화되기 

못하고 있다는 을 상기하 을 때,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에 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까지도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다. 이 만큼도 진행될 수 있었

던 평생학습사업 사업단장의 “의지”와 “추진력”, 사업단장의 본부 교무기

획처장 겸임, 그리고 평생학습사업 직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하 다. 이

게 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선행학습인정제에 무 심하거나 

거부감을 가졌던 학내 구성원들에게 선행학습인정제의 필요성을 극

으로 달하는 작업이 있었다. 

(26) 단장님 뵈면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심이 워낙 많으세요. 워낙 의지와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셔서. 주  분들 설득하고, 안 따라갈 수 없어요. (A 학 

평생학습사업단 담당자)

(27) 단장님은 재 교학운 처장이셔서 학 과 같은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데 단

장님은 이 문제가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시고  학과에 들어갈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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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A 학 피부건강 리과 교수)

3) 학습인정의 새로운 표 과 차 구축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이 내부 으로 합의된 뒤 A 학의 평생학습사업 

담당자는 학칙 개정과 함께 선행학습인정 운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련하여 교육부의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며 선례

들도 많지 않아 학칙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선행학습인정제 학칙

을 구축한 선례가 되는 일부 학이 있기는 했지만 련 자료를 구하기

는 힘들었다. 왜냐하면 학 자체 으로 개발한 학칙 등이 평생학습 심

학 사업의 성과이자 자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련 자료들을 공유하

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 학 담당자는 선례를 가진 

다른 학의 담당자들에게 공식 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못하고, 지인들

을 통해서 어렵게 자료를 입수하여 참고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A 학은 2014년 4월 25일 A 학의 ‘선행학습인정

에 한 지침’을 제정하 다. 지침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을 “학습․연구․

실습 는 근무경험 등에 하여 지침의 평가인정 차에 나와 있는 평가 

차를 거쳐 학 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으면서(제2조),  졸업에 

필요한 학 의 1/4 범  안에서 학과(계열) 자율 으로 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학 인정의 범 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는 고등교육법의 

선행학습인정 조항을 수하여 만든 것이었다. 

이 지침에서는 운 체제에 한 지침도 명시하고 있는데, 운 체제의 

구성은 본부단 의 학 인정심의 원회(제6조)와 학과 단 의 선행학습

인정평가 원회(제7조)으로 하고 있다. 먼 , 심의기구로서 학 인정심의

원회는 교학지원처장, 입학홍보처장,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원으로 

하고, 직은 련학과 교수 1인과 산업체 인사 에서 총장이 하

는 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원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평

가기구로서 학과 단 의 선행학습인정평가 원회는 학습자의 학습·연구·

실습 는 근무경험 등의 결과를 객  차를 통해 평가하고 공식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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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하기 한 운 체제이며, 그 구성은 해당 학과에 학과장을 당연

직 원장으로 하며, 학과장을 제외한 학과소속 임교수 체를 당연직

원으로하고, 겸임교수 는 외부 문가를 직 원으로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선행학습이수

인정 평가 요소별 거’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구성 항목은 내용 일치

성, 내용 숙달도, 재  가능성, 경험 빈도, 검증 가능성 등이다. A 학의 

선행학습이수인정 평가요소별 거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선행학습이수인정 평가 요소별 거

평가

요소
거 비고

내용

일치성

상
• 평가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인정

할 수 있음.

- 경험의 내용 

련성

- 각 교과목의 주

별 강의계획(선행

학습인정 교육  

근무(직무) 기술서 

작성 시 활용)

• 평가항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련성을 갖고 있음.

하 • 평가항목과 련한 역량을 인정할 수 이 못 됨.

내용

숙달도

상
• 평가항목의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뿐 아니라 그 이

유 (배경)를 정리할 수 있음.

-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 인식정도
• 평가항목에 한정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하 • 평가항목과 련한 수행에 무리가 있음.

재

가능성

상
• 평가항목을 어느 순간에라도 차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산출 시성

- 산출 정확성
• 평가항목을 약간의 도움(안내서, 인  지원)을 얻으면 

독자 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하

• 독자 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

• 안내서 는 인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

시 할 수 있음.

경험

빈도

상

• 평가항목과 련한 수행을 주기 이고 반복 으로 3

회 이상 실시

• 평가항목과 련한 수행을 간헐 으로 5회 이상 실시
- 과거 경험

- 빈도
• 평가항목과 련한 수행을 일정 기간 내에 반복 실시

• 평가항목과 련한 수행을 간헐 으로 3~4회 실시

<표 Ⅴ-8> A 학 선행학습이수인정 평가요소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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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의 지침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의 차도 정하고 있다. 먼 , 학생

들은 학입학 허가시 부터 졸업이 까지 매학기 선행학습인정제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선행학습을 평가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학

기 수강신청 4주 에는 신청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학생이 

선행학습인정을 신청하면 학과 임교수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에 한 

작성 지도를 시작한다.

내용일치성을 단하기 한 서류로는 ‘선행학습이수인정 교육․근무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직무내용, 교과목과의 련

성, 경험 시기  빈도, 숙달 정도, 련 직무 수행 시 고려할 사항 등 

교육․근무경험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검증가능성 항목을 증

빙하기 해서는 자격증, 수상경력, 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기보고서  증빙서류 이외에도 면담, 필기평

가, 실기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일련의 평가  인정방식은 경험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내는 기 이 있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한국폴리텍 학이

나 계약학과 등에서 주로 재직연한을 양화하여 학 으로 수여하도록 제

도가 설계되어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4) 선행학습인정제를 활용할 주체 발굴

선행학습인정제 련 학칙과 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표층 으로 도

하
• 평가항목의 수행 경험이 2회 이하이거나 반복 수행했

다고 보기 어려움.

검증

가능성

상

• 공인된 문기  는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평가항목 련 역량을 확인 받음.

• 평가 원이 포트폴리오 등의 산출물을 직  검증함. 자격증, 수상경력, 

증명서, 포트폴리

오 등의 증빙서류 

제시 가능

• 평가항목 련 역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인된

문기  는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확인 받음.

하
• 평가항목과 련하여 검증 가능하다고 단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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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선행학습인정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분의 

학과에서는 크게 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에는 선행학습인정제를 

극 으로 활용할만한 학과를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A 학에서

는 평생학습사업단 단장이 설득하는 역할을 극 으로 하면서 피부건강

리과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처음으로 용하게 되었다. 

피부건강 리과는 이미 오래 부터 성인친화 인 학사운 에 심을 

두고 운 해오던 과이다.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평생학습 심 학사업에 참여하면서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하

는 학 과정을 야간과정으로 신설한 바 있다. A 학의 피부건강 리과 

교수들은 이 게 성인학습자를 한 학사구조와 교육과정을 개선해나가

는 사업들을 함께 해오고, 성인학습자에 한 경험들을 함께 축 해오면

서 “수요자 입장에서 학 으로 인정해 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선행학습인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

하 다. 그간에 직간 으로 성인학습자들을 한 사업들을 함께 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성인들에 한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성인친화

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학과장의 결단으로 

피부건강 리과가 선행학습인정제 기 용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

었다. 

(28)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가 좋게..성인친화 인 문화가..성인들한테 교수들

도 심을 갖고 무 오래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부감은 다 사라진 상태인 

것 같아요.  시 가 그러하니 성인 학생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구나..이런 

인식의 변화는 상당히 이루어진 거죠..(A 학 피부건강 리과 교수)

많은 학교들이 운 의 부담으로 인하여 야간학과를 없애는 추세인데 

A 학의 피부건강 리과에서는 야간학과를 유지하며 운 해오고 있었

다. 야간 학과의 경우, 이미 학교 밖 경력이 있는 “만학도”가 있는 경우

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한 수업편의를 제공하기 해 주야 교체 

수업운   집 수업제도 등 성인학습자들을 한 교육과정 운 을 강

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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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희도 야간을 운 을 해요. 선행학습인정을 신청하신 분들도 다 야간 분들이세

요. 개인 인 입장에서는 야간 운 하는 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문 학은 

교수들이 출퇴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있으면 끊임없이 손이 가거든요. 

문 학 학생들은  수업도 수업이지만 취업을 시키기 해 장을 뛰어다니기

도 해야 하고. ( 략) 많은 학교에서 야간을 땠어요. 많이 없앴고 (우리가) 미용 

공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야간 남아있는 공이 3개인

가. 결국 직업기술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남겨진 과

요. ( 략) (학과들이 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학과에 이미 만학도가 있는 경우

가 많아요 .이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A 학 피부건강 리과 교수)

이와 같이 성인학습자들을 한 학사제도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기 일이었기에 학과 교수들은 힘들어했지만, 

이들은 학령기 학생의 인구구조가 바 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을 한 기

으로의 변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선행학습인정제도 

비단 제도 하나를 학과에서 수용해서 운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

의보다 더 나아가서 성인학습자들을 고려한 학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과

정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한 제도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30) 학생은 어요. 에 띄게 어요. 결국 학 정원이 10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의 학생은 2000명인데 학입학정원은 3000명이 되는. 그러면 학생을 못

채우자나요. 그럼 학 생존이 문제가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학령기 학생 말고 직업을 바꿔야 될 때 이들이 다만 창업교육

이라도 배우고 가야하는 거 아니야.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교육을 배우는 

기 이 학이 되는 거 요. 학생 구성이 크게 두 패턴으로 나뉘어 지는 거죠. 

고3 한 패턴. 평생교육을 할 사람들, 직업을 바꿔야 되거나 여러 가지 연유로 기

술을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 한 패턴. 두 가지를 가져가야지 그나마 학생 수를 

다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A 학 피부건강 리과 교수) 

이처럼 피부건강 리과가 선행학습인정제 기 용에 극 으로 참

여하게 된 데에는 평생학습사업단의 담당자들의 의지, 평생교육에 한 

경험이 있는 학과장의 결단, 그리고 이러한 시  흐름에 맞는 학을 만

드는 것에 한 비 을 지니고 있는 학과 교수들의 동참으로 가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A 학 피부건강 리과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을 수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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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 다. 

학과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운 할 기 비가 끝난 이후에는 선행학

습인정을 실제로 활용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건이었다. 기본 으

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학에 진입한 “주간반 아이”들은 경력이 

 없어서 선행학습인정제에 신청할 수 없고, “ 보” 경력을 가진 사람 

한 신청할 수는 없다. 이처럼 인정받을 만큼의 경력이 있는 성인학습

자의 비 이 크지 않기도 했지만,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학교 

밖 경험으로부터 취득한 학습결과에 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행

학습인정제를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 제도를 이해한 후에도 신청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인정

받기 해 비해야 하는 많은 서류들과 실기평가 등의 차를 “부담”스

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 선행학습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수업은 

안 들어도 되지만 등록 이 감면되거나 졸업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 상

황이어서 학생들에게 크게 이로운 것 같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학에 

투입해야 하는 돈과 시간은 그 로인데 필수 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만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차라리 수업을 듣겠다”는 반응이 컸다. 성인학습

자들을 지원하기 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문화와 환경  조건이 형성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에 유인가가 

없다고 단되는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제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기에는 

많지 않았다.

이에 선행학습인정제 시행 기에는 학과 교수들이 신청자격요건을 갖

춘 학생들을 발굴하다시피 하여 시행하 다. 선행학습인정제를 신청할 

수 있는 상자들은 두 범주로 나뉘어 졌다. 첫 번째 범주는 공과 

련된 분야에서 경력이 오래된 소  ‘ 문가’ 학생들이다. 이들의 “ 장경

험”으로부터 쌓은 지식이 단순히 “테크닉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단될 만큼 문가들이다. 두 번째 범주의 신청자는 경력이 아주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기 실습과목정도의 수 과 비슷한 재직경력을 가진 경

우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기 과목에 해당하는 학 을 부여받고 복학

습 없이 고 단계의 과목으로 바로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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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알피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피부 리실 경

력이 10년 이상 있고, 자격증도 있고 테크닉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 요. 물론 학

교는 조  더 깊게 들어가고 과학 으로 들어가지만 굳이 차별화 둘 필요는 없

고요. (A 학 피부건강 리학과 교수)

(32) 주간반 아이들은 알피엘(RPL) 안해요. 경력이 없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

오기 때문에. 야간에서 경력 오래되신 분들, 지  장에서 오래 동안 일한 친구

들이 되는 거 요.(A 학 피부건강 리학과 교수)

피부건강 리과 교수들은 상이 되는 선행학습인정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인정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

는 것인지 등에 해서 지도를 하기 시작하 다. 무엇보다도 은 

학 안에서 학습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학습경험과 재직경험 

한 선행학습인정의 상이 될 수 있다는 을 강조하여 지도하 다. 

왜냐하면 재직경력이 오래된 학생들일지라도 과거에 도에 그만두었던 

 학 학 에 한 인정 신청을 하는 등 신청할 수 있는 선행학습의 

범주를 제한 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33)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청하세요 하면 한 두 명이었거든요. 학 인정신청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요? 자기네들도 알아서 학 인정해주세요 뭐 이런 걸 해

요, 이런 식이었어요. 하자라고 했을 때 한 두 명이었는데(A 학 피부건강 리

학과 교수) 

한 학생들은 신청하기 해 비해야 하는 서류와 평가 차를 “부

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입장에 

해서 이해하고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선

행학습인정제를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비하는 과정에서 극 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재직 경험을 

학습경험으로 질  변환하는 포트폴리오를 비하는 작업과 서류들을 검

토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교수자들이 검토하고 추가 으로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는 패턴은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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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했다. 이에 교수자들의 업무 부담이 컸지만, 제도 시행을 해서 교

수자들의 극 인 참여가 요한 역할을 했다. 앞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하고도 잘 작동하지 않는 학들의 경우에는 “학생이 없다”는 것이 

미작동의 큰 요인이었는데, A 학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할 학생수가 많

은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학생이라도 발굴하여 제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극 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34) 일단은 희가 입학하면은 학생들한테 이런 게 있다. 학생들은 몰라요. RPL이라

는 말도 모르고 그걸 풀어서 선행학습이수인정제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

고. 그러니까 가서 어떤 옛날에 뭐 어디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시설, 옛날에 다녔

던 학교에서 혹시 공부하신 게 있으시면, 학과장님에게 말 을 드려라. 그럼 우

리 학교가 합치면 24학 까지 인정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24학  내

에서 가능하면 학 을 인정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제출을 하셔라 라고 하는

데, 그래도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 은 부분 

인정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과거에 학교를 다니시다 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들었던 학 이 있잖아요. 그니까 청소년 평생교육과 같은 데는 상

담 과목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상담이란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과

목을 인정해주는. 뭐 이 정도로만 가고 있습니다. 아직 극 으로 가는 건 안 

되구요. 희가 한 장짜리의 학 인정기술서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출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거를 드리면 다들 못쓰시겠다고 하세요. 차라리 내가 수

업 듣고 말겠다. ( 략) 그래서 그게 잘 된 데가 이 라면서요 호주의. 그래가

지고 거기는  무슨 RPL 코디네이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제 로 되려면 그런 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A 학 피부건강 리학과 

교수) 

(35) 학생들한테 공지를 했는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비가 안 돼 있나, 빨리빨리 

비해서 오라고 하고 가지고 오면. ( 략)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은 친구들 같

은 경우에는 잘 하는데요. 나이 든 분들 에는 컴퓨터 작업 못하시는 분도 많

아요. 서류 못하니까 우리 앞에서 다 하고 나머지는 던져주고 갑니다. 신청서부

터해서 평가서까지. ( 략) 같이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오는 로 이 가 

서류를 맡아서 보완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죠. (A 학 피부건강 리학과 

교수) 

학생들이 교수들의 지원을 토 로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제로 경험해보

면서 선행학습인정제는 차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에 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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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에 한 설명을 들을 때만 해도 그  “부담스러운” 학 인정 과정이

라고 생각했었으며, ‘내 경험이 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도 못하 다. 여 히 신청에 한 부담은 있지만 평가를 받기 한 서류 

비에 차 익숙해지는 모습도 보인다.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제로 경험

하게 되면서 학기가 지날수록 신청자 수가 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특히, 한번 신청했던 학생들은  다른 경력을 가지고 선행학습인정

을 다시 신청하기도 하 다. 학 체에서 참여하는 학과, 교수, 학생의 

비 이 높지는 않지만, 기 시행 단피부건강 리과 내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빨리 빨리 확산되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선행학습인정제를 활

용하는 수요자가 확보되면서 제도 시행의 지속성을 갖는 단계에 진입하

게 되었다. 

 

(36) 요번 학기에 신청자 열 명이었어요. 빨리 빨리 확산되어지고 있고. 많은 산업체

에 계신 분들이 안다면. 내 필요한 거 듣고. 그 분들이 부담스러운 거는 내 아는 

거도 앉아서 참고 들어줘야 하고 그런 것도 사실 힘든 작업이자나요. 근데 인정

해  거 인정해주고 내가 배울 거만 배운다는 거는 그분들한테 학습자들한테 굉

장히 (좋은).(A 학 피부건강 리학과 교수) 

(37) 올해 4학기 차에요. 어느 정도 인지가 된 거 요. 처음에는 모든 서류부터 우리

가 다 해주고. 어디 가서 뭐 떼어오게 알려주고. 그런데 2학기 때는 했던 사람들

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익숙하게 서류들을 제출하는 학생들이 생긴 거죠. 인

원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두 명 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과에서만 열 명이 넘

어가요.(A 학 피부건강 리학과 교수) 

피부건강 리학과에서 사례가 만들어진 후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정원 

40명의 야간과정 성인학습자들을 상으로 선행학습인정제를 시도하

다. A 학은 모든 과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과에서 이 제도를 필수 으로 운 하기보다는 일부 과에서 좋은 사

례를 만들어나가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개하고 있다. 

5) 새로운 학습인정방식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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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교수와 학생들의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

고 참여하는 주체들의 수도 양 으로도 확장되었지만, 새로운 인정방식

을 어떠한 식으로 체계화시켜야 할지는 지속 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로 남아있다. 국가 차원에서 법  근거를 마련하고 운  매뉴얼을 배포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운 해야 하는 학 입장에서 구체 인 지침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개별 학들은 제도 으로 학 부여의 자율권이 

커진 만큼 학 인정에 한 책임이 더 커진 상황이 되었다. 개별 학들

이 선행학습인정에 한 자체 인 학칙을 가지고 운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외부에서는 학이 무책임하게 학 을 남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에 사례 학들은 학 내부에서 선행학습인정의 구체 인 기

과 차를 체계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A 학 사례를 살펴보면, 학 과 학 의 남발로 이어질 것이 외부의 

우려를 여러 기 들을 마련함으로써 해소시켜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실제 평가를 하는 교수들이 선행학습인정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의 기

을 높게 설정하고 있었다. A 학 피부건강 리과 교수들이 보기에 모

든 학생들이 선행학습인정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학에 진입한 “주간반 아이”들은 경력이  없어서 선

행학습인정제에 신청할 수 없고, “ 보” 경력을 가진 사람 한 해당되

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장 경험”으로부터 쌓은 지식이 학교에

서의 학습과 “굳이 차별화 둘 필요는 없을” 정도의 문가 수 이어야 

선행학습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학과 교수들이 성인학습자

들을 고려하는 마음은 기본 으로 있지만, 학 정규과정에서의 학  수

여인 만큼 학  수여에 있어서는 높은 기 을 가지고 있었다. 

보다 체계 인 장치로서 학 인정과 련된 원회를 구성하고 있었

다. A 학의 경우, 학과단 의 선행학습인정평가 원회와 본부단 의 학

인정심의 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학습인정방식을 체계화

하고 있었다. A 학의 선행학습인정제 운 체계는 학과단 의 선행학습

인정평가 원회와 본부단 의 학 인정심의 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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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들이 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선행학습인정에 한 내부 인 질

리 시스템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학과 선행학습평

가 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는 신청교과목별로 실시되는데 선

행학습평가 원회가 각 교과목별로 당연직 원 1인과 직 원 1인을 

포함한 평가 원 3인을 포함하는 과목별 소 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선행학습인정평가 원회는 신청자의 제출자료에 한 면 한 단을 

하여 신청자를 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선행학습인정평가

원회는 교과목별 소 원회 평가결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학생에

게 통보하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를 받아서 다시 평가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차를 거쳐서 A 학에서 2015학년도 1학

기에는 학과단 의 평가 원회를 통과한 선행학습인정 신청건 총 6건  

1건이 본부 학 인정심의 원회에서 승인이 보류되었다. 선행학습인정 

평가 원회와 심의 원회의 합의를 통해서 선례들을 하는 과정은 곧 

새로운 인정의 표 을 만드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다. 

원회에서는 평가  인정의 객 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 이고 표

들을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으로 만들기 해 고심하기도 한다. 새로

운 인정방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 들을 구축해가는 

것이다. A 학은 2014년 이후 매 학기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시할 때마다 

평가의 기 들을 정교화 해나가고 있다. 선행학습인정과 련한 지침의 

용어정의와 기 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추가하

기도 하고, 련 직업분야의 기 은 무엇으로 볼 것인지 등에 해서 학

인정심의 원회에서 논의하고 기 을 만들어가고 있다. 

컨 , 2014학년도 제2차 학 인정심의 원회 회의록에는 선행학습인

정의 결과 실 수를 부여할 것인지 혹은 패스, 패일로 처리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재는 선행학습이수인정 평가결과 평균 

‘ ’ 등  이상인 경우 성 표기는 패스(P)로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

에 해 선행학습의 학 인정도 실 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패

스(P)/패일(F)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립되었다. 이 부분은 

학 인정 리 뿐만 아니라 장학  련 행정업무에 혼란을 빚을 수도 있



- 154 -

는 것으로 단되어 다른 학 사례들을 살펴보는 등 장기 으로 논의하

고 다시 단하기로 하 다.

(38) B 원: 선행학습의 학 인정은 실 수로 처리가 됩니까?

 C간사: 선행학습이수인정 평가결과 평균 ‘ ’등  이상의 교과목 성 표기는 패

스(P)로 처리가 됩니다. 다라서 학 에는 포함되지만 수, 평 계산에는 

제외가 됩니다. 

 A 원장: 우리 학 학 인정의 경우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 의 2분의 1의 

범  안에서 인정하도록 하여 총 40학  공과목은 32학  이내로 되어

있고, 패스과목 인정과 같이 학 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

제 학 이상 수료・졸업자의 성 인정은 학에서 이수한 성 을 

본인의 청원에 따라 총 졸업학 의 1/2범  안에서 학 인정이 실 수로 

인정되어 수, 평 계산에 반 됩니다. 따라서 선행학습의 학 인정도 

실 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니다. 

 D 원: 2, 3년제 학 이상 수료・졸업자의 성  인정은 타 학의 정규교육과정

과 강의계획을 통한 학습내용을 인정하므로 실 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지만 선행학습의 학 인정은 비정규교육과정 는 련 산업체 근무경

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패스(P)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니다. 

 A 원장: 학 인정 종류에 따라 성 계산에 차이가 있어, 학 인정 리와 장학

 련 행정업무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사항으로 논의를 통해 일 성

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장학  성 계산과 학교장학

 성 계산에 혼선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타 학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원들: 동의합니다. 

2015학년도 1학기 본부 학 인정심의 원회에서 승인이 보류된 신청 

내용은 학생이 ‘공 보건  생 리’라는 이론과목에 해 학 인정을 

신청한 경우 다. 이에 해 원회에서는 재직경력을 인정하여 이론과

목의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해 학

인정심의 원회는 논의 끝에, 산업체 근무경험을 이론 심과목으로 인

정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는 합의를 만들었다. 

(39) B 원: 김○○ 학생 공 보건  생 리 과목에 해 살펴보니 이론 과목이며 

학생이 제출한 공 보건 교육이수증에 교육시간이나 일자 등이 불명확하

고, 련 산업체 근무경험간의 련성을 단했을 때에도 이론 심과목

을 인정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실습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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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학 인정을 신청하거나 공 보건  생 리 과목학  인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 원: 동의합니다. 

    A 원장: ( 략) 학과에서 선행학습이수인정 평가 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인정

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B 원 의견

처럼 피부건강 리과 김○○학생의 공 보건  생 리 과목 학 인정

은 유보하고 다른 실습과목으로 변경하여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건강 리과에 연락하여 과목을 변

경하거나 해당과목을 취소하여 재신청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 

김○○, 정○○, 김○○, 김○○ 학생은 학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합니다. 

한 유사직무 기 을 넓게 잡을 것인지 혹은 좁게 잡을 것인지에 

한 문제제기에 따라서, 학과별 련 직업분야의 기 을 어떻게 정할 것

인지에 한 논의도 있었다. A 학에서는 이와 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 을 엄격하게 용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40) D 원: 별지 제7호 서식 학과  련 직업분야의 기 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요?

A 원장: 교육부 공문의 산업체 탁교육 시행지침의 산업체 기 에 부합하는 

기 의 자료를 학과별로 정리하 습니다. 련 자료를 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C 원: 련학과  련 직업분야 기 에 유사직무 기 을 넓은 의미로 해석

하면 사회복지과에 보육 련 산업체도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게 해석

해도 됩니까? 

A 원장: 련 분야의 산업체 재직경력은 다시 정리하여야 합니다. 유사직무 기

은 교육부 기 을 엄격하게 용하여야 합니다. 

한 선행학습인정제 련한 사례집을 배포할 필요성에 해서 논의되

기도 하 다. 학 단 에서 사례집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학과에 

배포하는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학 인정의 결정권이 

큰 경향이 있는 해외 학들이 자체 인 질 리를 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뉴얼 개발에 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한 비용 한 상

당히 소요되기에 단기 으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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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 학생이 신청시 련 사례집, 포트폴리오 사례집 등이 있으면 합니다. 

비해야 할 자료들이 많고 학과에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 차도 재 학과에서 신청서를 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교무지원 에서 먼

 신청서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A 원장: 련 사례집은 앞으로 우수 사례를 모아 학과에 배포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차도 행정부서에서 먼  받은 후 검토하고 학과에 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침을 수정하여 차를 수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컨 , 학들은 선행학습인정제를 운 하면서 인정의 새로운 표 을 

만들어나감과 동시에 학 수여의 질 리를 하기 한 차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의해서 처음부터 명확한 규정이 주어져있는 것

이 아니고 어떠한 구성원도 이에 해 명확한 기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회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 인 기 과 차를 만들어

가고 그 례들을 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들은 교육부의 이 구

속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학사 리 차원에서 보수 이고 료주의

인 학 인정 방식을 강조하고 새로운 학습인정의 논리들은 억 르려고 

하는 교육부의 행정력을 설득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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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분석  논의

‘ 학’에서의 ‘선행학습인정’은 학이 오랜 역사 속에서 견고하게 구축

해온 형식학습 심의 학습인정방식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형식·무

형식학습 인정방식 간의 결합 시도이다. Ⅵ장에서는 학에 선행학습인

정이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의미와 개 양상에 해서 종합 으로 분석

하고 논의한다. ‘ 학 선행학습인정’의 의의는 무엇이며 그 실천은 어떻

게 개되고 있는가?

1. 학 안에서 이질 인 학습인정논리들의 속

학은 역사  형성과 발달 가운데 학 와 학 제도를 오랫동안 체계

으로 진화시켜왔는데,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는 이 학   학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인 논리이다. 학이라는 기 의 경계 안에서 구조

화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형식학습결과에 해서 인정하는 방

식을 기본틀로 한다. 그런데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만으로는 인간의 고등

능력을 총체 으로 증표할 수 없다는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하 으며,  

지식기반사회에서 성인들의 다양한 경험들 특히, 재직경험으로부터 획득

한 지식, 기술, 역량들이 학 수  못지않은 경우들이 부각되었다. 이에 

성인들이 학 밖에서 획득한 고등수 의 지식들에 한 사회  가치 평

가가 높아졌으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사회 으로는 어떻게 외

화 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한 고민이 극 으로 개되기 시작하

다. 차 다양한 ‘학습결과(learning outcome)’들을 포 으로 포착하는 

것의 요성이 커진 것이다(Adam et al., 2008; Otter, 1995). 이러한 고

민들은 실제로 다양한 학습결과들을 수용하여 인정하는 고등학습인정제

도로서 구 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통 으로는 국가자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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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밖에서 존재하던 학습의 장면들을 국가자격체제 안으로 흡수한다는 

에서 그 자체 으로 획기 인 시도 다. 

그런데 이러한 안  고등학습인정체제들은 몇 차례에 걸쳐 변화 양

상이 나타난다. 하나의 유형은 학 은행제와 같이 고등교육기  외곽에

서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방식이다.  다른 유형은 안 인 학

인정제도가 고등교육기  내부에서 마련되기는 하지만 통 인 일반

학(university)는 아닌 폴리텍 학 등과 같은 비 학(non-university) 

안에서 구축되는 유형이다. 즉, 안 인 고등교육기 에서의 안 인 

학습인정의 시도이다. 앞서 두 가지 유형의 학습인정체제는 각각 고등교

육기  외곽과 내부에서 구축된다는 차이 은 있으나 통 인 일반 

학과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된다는 에서는 공통 이다. 

이러한 고등학습인정체제의 구축 양상에 최근에는 상당히 획기 인 변

화가 개되고 있는데, 통 인 학에서도 고등수 이라면 비형식 혹

은 무형식학습결과까지 포 으로 인정하는 방식에 한 설계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안  고등학습인정체제의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학의 학   학 제도의 변화 없이 별도의 안 인 학습인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고등능력에 한 총체  인정이라는 시  

요청들을 담아내기에 역부족하다는 경험을 하면서 ‘ 학’이 직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들을 포 으로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에 해 

정책  고민을 하는 것이다. ‘ 학 선행학습인정제’는 이러한 고민의 흐

름에서 등장한 제도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 선행학습인정과 같이 ‘ 학’ 안에서 형식학습인정방식과 

비형식․무형식학습인정방식,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논리 모두

를 작동시킬 수 있는 통합  학습인정방식은 지 까지 역사 으로 개

되어온 사회  학습인정방식과는  다른 시도이다. 과거의 학습인정

방식은 개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논리를 서로 다른 맥락과 

역에서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정기반인정  

결과기반인정, 형식학습인정  비형식학습·무형식학습인정 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그것들이 결합 으로 개되는 학습인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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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드물었던 것이다. 역사  개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학교에서의 

학습인정방식은 주로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를 따르고 학교 밖에서는 주로 

결과기반인정의 논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식이었다. 즉,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에 주목하여 평가하는 역과 학교 교육과정에 한 이수 없이

도 결과 으로 획득한 ‘학습결과’에 주목하여 평가하는 역에 한 구분

이 명확하 던 것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사회 역에 따라서는 결과 으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한 증명은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을 획득하게 된 ‘학습과정’에 

한 증명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 맥락이 있다. 컨 , 노동시장에서

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결과 인 능력치는 평가 상이 되지만, 그 

능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획득되었는지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다. 물

론, 노동시장으로의 기 진입 단계에서는 과정기반인정 논리를 따르는 

학교 학력을 기 으로 능력을 평가하고 인재를 선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과정기반인정 논리에 기반하여 인재를 선발한다기보

다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 졸업장이 개인의 능력을 표 으로 증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한 것이라고 야할 것이다. 사실, 노동시

장에서는 학교 졸업장을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직업역량들을 검증하기 

해 다양한 평가 방식들을 별도로 개발해왔다. 한 많은 직업자격들이 

‘학습과정’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검정시험을 통해 부여된다. 노동시장

에서는 결과 인 능력치가 획득되는 ‘과정’에 한 평가가 상 으로 

게 주목받는 것이다.   

반 로 결과 인 능력치와 함께 그 능력을 습득하게 된 과정  측면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 역도 있다. 학교를 표로 하는 통 인 

‘형식교육’의 역이 표 인 이다. 학교는 ‘커리큘럼(교육과정)’을 핵

심 기제로 학습을 리해왔기에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방식도 학교의 교

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랐으며 그 교육과정이 목표한 결과치에 얼

마나 도달했는가를 기 틀로 한다. 즉, 결과 인 능력치에 한 평가만이 

아니라 그것을 습득하게 된 학습의 ‘과정’  측면도 함께 증명되어야 함

이 학교 학습인정방식의 불문율과 같은 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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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하는 구체 인 가이드라인 없이 ‘결과

인 재학연한을 양화하여 학 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던 계

약학과의 학 인정 조항이 학에서 원활히 작동되지 않았던 원인이 설

명될 수 있다. 여러 표면  요인들도 있지만 특히 논리  측면에서는 계

량 인 재직연한만으로 학 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학습과정’의 측면을 

증표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의 핵심 인 정체성과 맞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 , 역사 으로 구축되어온 사회  학습인정체제들은 과정기반인

정과 결과기반인정의 논리는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양자가 

결합 으로 개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인간이 지닌 최종 능력치에 해

서는 공통 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능력치가 획득된 ‘과정’을 평가 상

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 역이나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

며 그 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양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서 서로 이질 인 학습인정의 논리인 과정기반인정의 논리와 결과기반인

정의 논리를 학 안에서 모두 작동시키고자 시도하는 학 선행학습인

정은 지 까지의 학습인정방식과는  다른 시도임을 알 수 있다. 

2.  필연 으로 내재되어 있는 학습인정의 논리  긴장 계

앞서 학 선행학습인정제는 서로 상반된 학습인정의 논리 즉, 과정기

반인정의 논리와 결과기반인정의 논리가 학 내에서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합은 역사 으로 구축되어온 사회  학습인정체제의 개 양상

과는 다름을 논의하 다. 역사 으로 사회  학습인정체제들은 개 과

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논리 어느 한쪽을 선택해왔다면, 학 선

행학습인정은 교육과 노동의 역, 형식학습인정과 비형식․무형식학습

인정의 역,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역 간의 통합을 지향하

는 것이다. 여러 층 의 일과 학습을 넘나드는 성인들을 고등교육 맥락

에 유입시키려는 정책이 강조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고등교육 맥락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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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성인들이 증하면서 학 선행학습인정이 정책 으로 차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 논리라는 이질 인 두 가지 논리

를 하나의 랫폼 안에서 담으려고 하면서, 학 선행학습인정제 내에서

는 긴장 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 상호 이질 인 학습

인정논리들의 속으로 인한 긴장 계는 실제 학 선행학습인정제의 

개 양상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분석 결과, 과정기반인정과 결과

기반인정의 논리  긴장 계들은 실제로 학 선행학습인정이라는 상

의 여러 층 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고등교육법에 선행학습

인정 조항이 추가되는 법제화 되는 과정, 교육부가 학 인정에 해 행

정력을 작동하는 과정, 그리고 학 장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하

고 작동시키는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긴장 계들을 분석해보면 다음

과 같다.

먼 , 법제  층 에서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 논리 간의 긴장 

양상이 있었다. 두 논리간의 긴장 양상은 과거로부터 학습인정 련법들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복 으로 드러난다. 학 인정법, 평생교육법, 

산학 력법, 직업능력법 등의 새로운 학습인정 련 법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통 인 형식학습 심인정, 과정기반인정 심의 고등교육체

제 내에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를 추가로 얼마나 어떻게 포함시키고 

배제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기반인정 논리의 비 을 얼마나 늘리고 일 

것인가의 논쟁이 담겨있다. 주로는 형식학습 심, 과정기반인정 일변도

던 학습인정체제에 결과기반인정 논리가 추가되어 비형식·무형식학습결

과를 추가 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개되

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정기반인정의 논리가 강력하게 반발

해온 양상 한 존재한다. 고등학습인정 련법의 총 인 지 를 지니

고 있는 고등교육법에서 일반 학 정규 입학한 학생들에게 만큼은 학 

안에서의 형식학습결과에 해서만 인정하는 과정기반인정의 틀을 고수

하고 있었다.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도 한편에서는 결과기반인정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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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추가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 히 과정기반인정 논리가 강하게 반

발하며 기존의 학습인정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양상이 드러난다. 2012년

의 선행학습인정 련 고등교육법 기 개정안만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

서 결과기반인정의 논리를 획기 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1) 

일반학생들의 경우에도 학 인정법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 고, (2) 다른 학교ㆍ연구기  는 산업체 등

에서 행한 교육ㆍ연구ㆍ실습을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 을 산업

학과 문 학뿐만 아니라 일반 4년제 학에서도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3) 학 원에 교육ㆍ연구ㆍ실습뿐만 아니라 근무경력도 포함

시켜, 산업체 근무경험 즉, 무형식학습 한 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 다. 그리고 (4) 다른 학교ㆍ연구기  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ㆍ연구ㆍ실습 는 근무경력 등을 학 으로 인

정받을 때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한다”는 제한 조항을 삭제하

다. 여러 측면에서 과정기반인정의 기본틀 안에 국한되지 않고 결과기반

인정의 논리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2013

년 결과 으로도 학이 산업체 근무경험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반학생

들도 학 인정법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습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 개정되면서, 고등교육법 내에서도 결과기반인정 논리의 비 이 커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도 과정

기반인정의 논리가 강력하게 반발해온 양상이 존재한다. 결과 으로는 

결과기반인정의 논리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과정기반인정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기 개정안의 제안

들의 상당 부분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컨 , 최종 의결된 고등교육법

에서는 산업체 근무경험을 용하는 범 에 있어 산업 학과 문 학만

을 포함되었지만 일반 학은 제외된 이 단 이 이다. 엄격히 논의하

면 문 학이나 산업 학과 같은 비 학(non-university)은 본래부터 

일의 세계와 가까운 학으로서 결과기반인정 논리가  이질 이지 

않은 고등교육기 이었다. 이러한 문 학과 산업 학에서만 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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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를 용하고, 본래 학문지식을 심으로 구조화되어있어 결과기반

인정 논리가 이질 이었던 일반 학(university)에서는 과정기반인정 논

리가 여 히 엄격히 고수된 것이다. 기의 획기 인 제안들은 최종 으

로는 ‘기 ’의 존립 측면에 방 을 둔 보수성과 과정기반인정 논리에 부

딪  많은 부분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

는 결과기반인정 논리가 이질 이었던 일반 학에는 이러한 논리가  

보충되지 않은 즉, 학에서 학습인정의 근본 인 논리구조는 유지시킨 

‘보수 으로 타 한 법제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구심력으로서 과정기반인정 논리와 원심력으로서 결과기반인정 논리간

의 긴장 양상은 새로운 학습인정조항들이 학에 용되는 실천 층 에

서도 나타난다. 실천 층 에서의 논리  긴장양상은 교육부의 행정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분석 결과, 교육부 안에서 평생교육정책이

나 직업교육정책 차원에서는 결과기반인정 논리의 정책들이 권고되는 한

편, 고등교육정책 차원에서는 과정기반인정의 입장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정력이 작동되고 있었다. 교육부의 행정력이 작동하는 방식

에 있어 논리  모순은 교육부의 감사지 사항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학 밖의 장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면서도, ‘과정이수에 기반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엄격한 감사를 

해온 것이다. 

과정기반인정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과 기 으로 학 을 부여한 

경우 학사 리의 미흡이라는 이유로 감사에서 지 을 당하는 경험을 해

오면서, 학들은 새로운 방식의 학습인정체제에 해 심이 있어도 

극 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분 기가 조성되었다. 심지어는 계약학과와 

같이 안 인 학 인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감

사 지 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학습인정의 논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작동하

는 교육부의 행정력은 학들에게 이 구속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학

에 선행학습인정이 도입되고 개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학 행정력의 

모순 인 작동 방식은 향을 미치고 있었다. 선행학습인정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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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 했던 학, 평생학습 심 학사업 운  학, 평생직업교육 학사

업 운  학, 그리고 유사제도로서 재직경력을 학 화할 수 있는 계약

학과 등 그간 성인학습자에 심을 가지고 련 사업이나 학과를 운 해

왔던 학들 가운데는 일부는 교육부의 이 구속으로 인해 선행학습인정

제를 극 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실천 층 에서의 논리  긴장양상은 학 내부 으로도 발생하고 있었

다(Hussey & Smith, 2002). 유연한 학 인정제도들은 사회  혹은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라는 명목으로 정책 으로 도입되었지만, 학 입장에서

는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만으로도 학   학 제도를 작동시키는데  

문제가 없으며, 결과기반인정의 논리를 따르는 장치들을 추가 으로 삽

입하는 것이 오히려 생소한 것이다. 성인들에게 부분 으로 학의 로

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여도, 기본 인 학사구조를 변경하면서까지 성인들

을 학의 정규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며, 당

장 변화해야 할 시 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학들은 

이러한 제도에 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  성인들에 해 심을 두고 성인학습자 친화형 사업들을 하

고 있는 학 내에서도 마찬가지 다. 련 사업을 맡고 있는 구성원들

은 선행학습인정제의 시행에 해서 동의하는 반면에, 그 밖의 학내 많

은 구성원들은 선행학습인정제의 시행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학 내에서 완결 으로 공 된 형식학습만을 인정해주던 학 입장에서

는 상당한 도 이다. 과정기반인정의 논리에 의해서 학   학 제도를 

체계 이고도 공고하게 구축해왔던 학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습인

정논리를 기반으로 한 제도들이 오히려 학의 정체성에 맞지 않으며 혼

란을 주기 때문이다. 요컨 , 학에 새로운 학습인정방식이 도입되는 양

상을 종합 으로 분석해보면, 련 조항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교육부

의 행정력이 작동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학들에 용하는 과정마다 이

러한 논리  긴장 계가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실 선행학습인정 만큼이나 학의 통 인 학   학 제도를 근

본 으로 흔드는 선례는 찾기 어렵다. 학 은행제의 경우, 비형식․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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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학습을 인정하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학 학습인정체제와는 다른 논

리를 가졌지만 학 외곽에서 고립 인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되면서 

학과의 마찰 없이 운 될 수 있었다. 학에 장착되더라도 평생교육원이

라는 ‘부설’ 기  안에서만 운 되어 학의 핵심 인 학습인정 논리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았다(변종임 외, 2010; 한숭희, 2006). 반면에, 선

행학습인정제는 학의 정규 학사구조에 직  장착되는 양상으로 구축되

면서 학의 기존 학습인정방식과의 충돌이 상된다. 한 선행학습인

정제가 제로 하는 일과 학습의 연계, 그리고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

는 성인학습자들의 유입으로부터 기존 학의 질서에 변화가 래될 것

으로 측된다. 즉, 학   학 제도뿐만 아니라 거시 으로는 그것들이 

터하고 있는 학체제 반에의 향을 래할 수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하기에 많은 학 구성원들이 선행학습인정의 도입과 제도

화를 어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에서 선행학습인

정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제도가 사실 으로 불필요하거

나 혹은 제도 자체의 미흡, 산 부족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변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심층 인 문제들도 있으며, 이러한 복합 인 

요소들이 학들에 우려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인정을 학에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문제는 학이 단순히 새로운 학사장치 하나를 장

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긴장 양상과 변화를 래하는 선행학습인정제를 수용할지의 여

부는 최종 으로 활용할 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성인학습자를 수

용하는 방향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할지, 혹은 성인1기 학령기 학생들을 

심으로 한 학체제를 유지할지에 한 고민은 학마다 다르기 때문

이다. 다만, 재의 문제는 이 선행학습인정제도가 학에 도입되기 부

터 다시 말해, 학 내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 의 법제  층 와 교육부의 행정력이 작동하는 층 에서부터 이질

인 학습인정논리간의 충돌양상이 조율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제 , 행정  층 에서부터 조율되지 않은 학습인정의 논

리들이 학에 이 구속으로 작동하고 있어 학에서의 시행 자체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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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한 분석으로부터 학에 선행학

습인정을 도입하는 문제는 학 안에서 학 을 부여하는 규정 자체를 정

교화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거시 인 차원에서 고등학습인정 련 

법제들과 교육부의 행정력이 작동하는 방식들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두 

논리들을 어떻게 조율시킬지에 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 다. 

3.  학습인정의 융합  메커니즘 구축

학 선행학습인정은 서로 상반된 두 논리를 결합함으로써 두 논리 간

의 긴장 양상이 필연 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

반인정은 학 선행학습인정이라는 상의 여러 층 에서 각각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 선행학습인정제에는 필

연 으로 긴장 계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이러한 긴장

계를 충돌양상으로가 아닌 포  ‘융합’ 양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역사 으로 사회  학습인정체제들은 개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

의 논리 어느 한쪽을 선택해왔다면, 학 선행학습인정은 교육과 노동의 

역, 형식학습인정과 비형식․무형식학습인정의 역,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역 간의 호환을 요구한다.

학 선행학습인정은 과정기반인정  결과기반인정, 형식학습인정  

비형식학습·무형식학습인정이라는 인 인 구분을 지양한다. 선행학습

인정의 에서 이러한 구분들은 학습과 앎의 총체  흐름을 인 으

로 가르는 것이다. 학습자는 필요에 따라 형식학습을 하기도 하고 비형

식 혹은 무형식학습을 할 뿐 학습유형이 학습인정의 상을 구분 짓는 

기 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는 선행학습인정이 생애경험과 

그 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앎에 일성을 부여하여 통합된 삶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진하는 평생학습담론을 토 하고 있다는 에서 분명

하게 드러난다(한숭희, 2009). 학교 학력을 넘어선 한 인간의 ‘총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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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과정과 단계를 통해 포 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심이 있는 선행학습인정은 앞서 살펴본 상반된 학습인정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생략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학

습인정논리를 상호보완 으로 조합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긴장 계를 립되는 요소들의 충돌양상으로 마무리될지 혹은 포

인 융합양상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실험의 장에 있는데, 다만 재 시

에서는 이러한 긴장 계들이 립되는 요소들의 충돌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단 학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을 시도

하고 있는 학들은 그 과정에서 필연 으로 래되는 논리  긴장 계

를 충돌양상이 아닌 융합양상으로 이끌어내기 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하면서 과정기반인정 논리와 결과기반인

정 논리의 융합은 실제로 어떻게 구 될 수 있는가? 

Ⅴ장의 A 학은 이러한 융합  학습인정 메커니즘이 학 안에서 어

떻게 가능할지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A 학이 두 가지 학습인정논

리를 융합하여 새로운 학 인정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 학 밖에

서 습득한 학습결과에도 고등수 의 학습과정이 있었음을 증표 하는 장

치들을 삽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첫째, 학 교육

과정 없이 개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를 인정의 상으로 포함시키

되, 이러한 학습결과에도 학 교육과정에 하는 나름의 ‘학습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든다. 둘째, 학 밖에서 습득

되었던 학습결과도 학 학 을 부여할 만큼 ‘고등수 ’의 지식인지를 증

명하는 차를 거친다. 이러한 증명 장치들을 세 하고 정교하게 개발하

고 삽입해나감으로써 학 선행학습인정이 지향하는 ‘학습인정의 융합  

메커니즘’을 구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 으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학 교육과정 없이 개된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를 인정의 

상으로 포함시키되, 이러한 학습결과에도 학 교육과정에 하는 나름

의 ‘학습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융

합  학습인정 메커니즘의 핵심이다. ‘ 학 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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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학 밖에서 습득한 학습결과들까지 포 으로 평가의 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평가의 상만을 물리 으로 확장시키는 것만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들도 수용하기 해서는 

형식학습결과를 평가하던 기 과는 다른 평가 기   학습인정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학습결과의 범 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새

로운 학습인정의 논리를 필요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논의하 듯이 학습결과만을 평가하는 방식은 과정기반인

정 논리를 공고히 구축해왔던 학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교육과정’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하는 학 내에서 ‘학습과정’없이 학습을 

평가하는 것은 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 학

은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라도 ‘학습과정’을 증표해낼 수 있도록 기 과 

차를 마련하는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학습인정방식이 학이 

기존에 학 을 부여해오던 방식과도 조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었다. 

A 학이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학습인정의 구체 인 기 과 체계 인 

차들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있다. A 학은 재직경험 그 자체를 바로 

학 화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경험 에 어떠한 학습경험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을 토 로 학 을 수여하기 한 차와 표 을 체계화하

는 것을 선행학습인정제도 구축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 이 미국 성인·경험학습 원회(CAEL)에서 선행경험학습평가

를 함에 있어서 ‘경험’이 아니라 ‘학습’에 하여 학 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선행학습인정이란 경험 그 

자체를 인정의 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 가운데 학습의 

에서 번역해 낼만한 경험을 추출하여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선행학습인정이란 모든 경험들을 기  없이 수용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정이 증명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에 해서만 제한

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서는 경험 가운데 학습결과로 

변환해내기 한 기 과 차가 요하다(강정옥, 2000; Peters, 2005; 

Whitaker, 1989). 요컨 , 학 선행학습인정은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

를 인정의 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들에도 나름의 ‘학습과정’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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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표해낼 수 있도록 기 과 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기존 학의 

학 수여방식과의 융합  결합을 지향하는 학습인정체제로 이해할 수 있

다.

둘째, 학습인정의 융합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다른 장치는 학 

밖에서 습득되었던 학습결과도 학 학 을 부여할 만큼 ‘고등수 ’의 지

식인지를 증명하는 차와 기 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 ‘학 ’을 수여

하는 데 있어서 그 수 을 고등수 으로 유지하는 질 리는 요한데, 

이는 미국 성인·경험학습 원회(CAEL)에서 제시한 선행경험학습평가 기

에서도 드러난다. 성인·경험학습 원회에서는 “선행경험학습평가에 의

해 학  부여는 반드시 ‘ 학 수 ’의 학습과 이론과 실천을 갖추고 있는 

학습에 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가 련 

주제를 얼마나 잘 아는지를 단하는 내용 문가와 학습의 수 과 질이 

학의 기 에 합한지를 평가하는 학문  문가가 선행학습인정평가

에 함께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Whitaker, 1989). 재직경험들을 평가

하여 학 을 부여할 때도 이것이 과연 학 수 의 ‘학습결과’인지에 

한 평가가 요한 것이다. 

A 학에서도 선행학습인정제를 통해 인정되는 지식들이 수 을 학 

수 으로 리하기 한 기 과 차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먼 , 선행학

습인정제를 운 하고 있는 학과 교수들은 무엇보다도 선행학습인정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의 기 을 높게 설정하고 있었다. “ 장 경험”으로

부터 쌓은 지식이 학 수 과 “굳이 차별화 둘 필요는 없을” 정도의 

문가 수 이어야 선행학습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한 학

과  본부 차원의 원회를 통하여 학 수 의 학습결과임을 객 으

로 증명할 수 있는 표 들을 체계 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요컨 , 학 선행학습인정제는 비형식․무형식학습에 한 차별을 없

애고 인정의 상으로 포함시키되 그것이 학의 통 인 학습인정방식

과도 조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는 ‘학습인정의 융합  메커니즘’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구 하는 방식으로 비형식․무형식학습 

한 학의 형식학습과정 못지않은 학습‘과정’이 있으며 그 결과 획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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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 학 수 ’이라는 을 증명해내는 차와 표 을 체계화하고 있

는 모델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이 역사 으로 구축해온 학

습인정방식과 새로이 추가하는 학습인정방식을 조응시키면서 융합  학

습인정방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학을 구성해온 핵심 인 학

습인정논리인 ‘과정기반인정’과 선행학습인정이 추가한 ‘결과기반인정’ 

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생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양자가 조응하는 방

식으로 포 인 학습인정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많은 학들은 

선행학습인정제가 학이 기존의 과정기반인정 논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학 선행학습인정제가 작동되고 있는 

실례로부터 서로 다른 학습인정의 논리를 결합시킨다는 것은 학이 오

랜 역사 속에서 구축해온 핵심인 ‘학습과정’을 생략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인정의 융합  메커니즘은 새로운 시도이기에 

아직은 다양한 실험이 개되고 있는 진행형으로 야 할 것이다. 다만, 

성인학습자들의 재직경험을 학습의 에서 교육  경험으로 번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논리를 융합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학 스스로의 교육 인식론  측면에서도 합당한 기

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한 교육부 감사에 해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구조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4.  고등교육체제의 확장  재구조화

선행학습인정은 상반된 두 논리가 결합됨으로써 긴장 계를 래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향하

는 바는 이러한 긴장 계를 충돌 양상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닌 포  

‘융합’ 양상으로 이끌어내려는 것임을 앞서 논의한 바 있다. 련하여 미

시  차원에서는 ‘학습결과’들을 포 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학 밖에

서 획득한 학습결과들이라도 ‘고등수 의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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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을 있었는지를 역으로 증표하는 방식으로 융합 으로 구축되고 

있는 학습인정의 메커니즘을 논의하 다. 학이라는 기  내에서 과정

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의 논리 모두를 작동시킬 수 있는 통합  학습

인정의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었다.

보다 거시  차원에서의 융합양상은 ‘고등교육체제’에 한 확장  재

구조화로 연결된다. 선행학습인정은 한 인간의 능력에 한 총체 인 인

정에 한 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들이 통합 으로 리

될 수 있게 ‘연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고등교육 맥락에서의 선행

학습인정은 상 으로 포착되는 학이라는 기 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

등수 의 학습활동  교육활동 반을 포 으로 ‘융합’한다는 개념  

지향 을 견지한다. 련하여 학습인정의 융합 메커니즘이 어떻게 학 

체제 개편과 연계되는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학이 학습을 인정하던 방식은 ‘ 학 내에서 재 진행되는 학

문지식 심의 형식학습’들을 핵심 인 요소로 개되어왔다. 고등학습인

정체제를 조망할 수 있는 논리 축으로서 (1) 공간  측면에서 학기  

내와 학기  외, (2) 시간  측면에서 학 입학 에 진행된 학습과 

학 진입 후 진행되는 학습, (3) 내용 측면에서 학문지식과 직업지식 등

을 생각해본다면, 그동안에는 학이라는 물리  기  안에서 학 입학 

후 학문지식을 심으로 진행했던 형식학습들을 심으로 학 의 경계가 

정해진 것이다. 조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1) 법  설립 요건을 갖

추어 설립된 학이라는 기  경계 안에 (2) 공식 으로 등록한 일제 

학생이 (3) 교수자가 미리 구조화시킨 학문 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4) 

사 에 정해진 학 내 ‘교육공간’과 (5) 정해진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투입한 학습활동의 시간과 (6) 학문 심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한 형식학

습결과’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능력을 평가하여 양  단 로 환산하

여 학 을 부여하며, 기  시수 이상의 커리큘럼을 하여 이수한 경

우에 이를 증명하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방식은 학의 학문을 체계 으로 질 리를 하는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등지식을 체계 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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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명분하에 그 틀에 맞지 않는 다양하고 풍부한 고등학습결과가 생

략되는 오류가 발행하게 되었다. 학의 학 수여조건을 완벽하게 충족

하지 못하는 학습의 경우에는 그 능력치가 고등수 (higher-level)의 지

식·기술·역량일지라도 고등교육 맥락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구도를 형성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고등능력을 총체 으로 구성하기 한 시도인 학 선

행학습인정은 학 내 형식학습결과와 학 밖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 

학 고등교육과 비학 고등교육, 혹은 학 고등지식과 비학 고등지식, 

에 한 차별을 지양한다. 학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되고 있는 

고등학습들의 가치들이 사회 으로 재평가하면서, 기존에는 학 내에서 

인정의 상이 되지 않았던 ‘학습자가 학 경계 밖에서 구성해온 학습’

들까지도 포함되고 학 틀을 구성하던 기존의 요소들과 ‘연계’된다. 

학 선행학습인정의 에서 학습인정의 상은 공간 으로 학 밖에서 

이루어진 학습도 될 수도 있고, 시간 으로 학 입학 의 학습도 될 

수도 있으며, 학문지식이 아닌 직업지식도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학습결

과들을 포 으로 수용됨으로써, 기존 학습인정체제의 경계 안에 있던 

형식학습결과와 그 외곽에 있던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는 더 이상 립

구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통합된 학습인정체제라는 하나

의 랫폼 안에 들어있는 담겨있는 요소 에 하나인 것이다. 이처럼 

학 선행학습인정은 이러한 고등학습인정체제 논리 축의 외곽에 있던 요

소들을 연계하고 융합함으로써 학이 고수하고 있던 학습인정체제의 경

계를 ‘확장’한다.

학에서 학습자가 자율 으로 리해온 학습결과에 한 인정 비 을 

높인다고 해서, 그간 고등교육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학 학습 리 역할이나 권한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

다. 형식학습을 인정하는 체제는 여 히 요하며, 문성이 강조되는 사

회에서 형식학습 인정체제의 요성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

양한 학습결과들을 학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학에서 리하는 학습의 

역이 오히려 확장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학 선행학습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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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형식학습인정체제에 한 거부가 아니라 형식학습인정체제를 바

탕으로 하되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 인정체제를 추가하고 연계하는 방식

인 확장  재구조화인 것이다.  

일련의 양상은 비형식/무형식학습인정체제가 형식학습인정체제 안에서 

호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다. 정리하자면, 기

에는 형식학습 심의 학습인정체제의 다른 한편에서 비형식학습과 무형

식학습에 한 인정체제가 독립 으로 구축되어왔다. 체 학습결과인정

체제에서 비형식/무형식학습이 차지하는 비 은 차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선행학습인정이 강조하는 것은 학습은 본래 학습자에게 

붙박  있음을 상기시킨다. 학교시스템 안에서 리되는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도 등

가치 으로 유의미하다는 을 강조하면서, 자율 인 다양한 학습의 양

태들도 인정의 상으로 치 지우는 에 그 의의가 있다. 

비형식/무형식학습인정체제는 차 형식학습인정체제와 호환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구축 방식은 국가자격체계형 선행학습인정

제처럼 동등한 수 의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을 구축하고 서로 호환시키는 

방식으로 개되기도 하고, 학형 선행학습인정제처럼 학이 비형식․

무형식학습결과를 형식화하여 입학자격이나 교육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개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양상은 학에서 학교 밖의 

다양한 역들(노동·고용, 문화 등)에서 일어나는 학습결과까지도 ‘포

’이며 ‘호환 ’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게 기존 학의 인정체제 외곽에 있던 요소들을 포 으로 수용

하여 학 의 경계가 확장되는 것은 결국 고등교육체제의 확장  재구조

화와 다름이 아니다. 상반된 학습인정의 논리들이 상호조응하는 방식으

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학체제 자체가 서로 다른 논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과정기반인정’ 논리가 구심력으로 작동

하면서 고등교육체제의 기존 경계를 보수 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반

편에서는 ‘결과기반인정의 논리’가 원심력으로 동시에 작동하면서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를 조 씩 확장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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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장에서 살펴본 A 학은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미시  차원에서 

학습인정방식의 통합  메커니즘을 구축해가는 한편, 거시  차원에서는 

학체제개편과 연계 속에서 선행학습인정의 작동을 고민하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개해온 NCS 교육과정 개발, 성인친화형 평생학습 심 학

사업, 그리고 선행학습인정제도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

라 ‘ 학체제 개편’이라는 거시 인 그림 아래에서 하게 연 되어 진

행되어온 것이다. 이에 A 학은 선행학습인정이 학체제개편이라는 거

시 인 목표를 해 새로운 학 수여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

을 확보하면서, 이것이 학의 편법 인 학 수여방식으로 개되는 것

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늘날 학 개  정책은 엘리트들을 키워내기 한 트랙과 함께 평생

학습사회 실 을 한 성인학습자를 수용하는 학체제개편이 동시에 진

행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 에서의 학체제개편은 그간 학이 고

수해오던 학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래하기 때문에, 학 자체 인 개

편보다는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고 권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생

학습 에서 학체제개편을 한 논의와 정책들이 꾸 히 개되어오

고 있다(곽삼근 외, 2011; 2014; 권인탁, 2009; 김병주 외, 2011; 나승일 

외, 2008; 류장수 외, 2008; 박상옥 외, 2012; 서정화 외, 2006; 양병찬, 

1997; 윤여각 외, 2009; 이희수 외, 2014; 정경순, 2005; 정지선, 2008; 천

세 ․한숭희, 2006; 최상덕 외; 2007; 2008; 2009; 최운실, 2004; 최지희, 

2009; 한숭희 외, 2014). 선행학습인정은 이러한 평생학습 에서의 

학체제개편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이슈이다. 기존 학의 인정체

제 외곽에 있던 요소들을 포 으로 수용하여 학 의 경계를 확장시키

는 궁극 인 목표는 고등교육체제의 확장  재구조화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의 학 선행학습인정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원활히 작동할 만큼의 학체제와의 연계성 속에

서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의 학체제가 결과기반인정의 논

리를 추가하려는 원심력과 그것에 해 항하는 과정기반인정의 구심력

의 작동을 통합 으로 담아낼 수 있는 랫폼이 아닌데, 이러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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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민 없이 법제 , 정책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 으

로 과정기반인정 논리가 견고한 학에 한 체제변환에 한 논의가 동

시 으로 개되지 않는다면 학에 새로운 인정논리가 결합될 수 없는 

구조  한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논리  긴장 계가 융합되지 못하고 

립 인 충돌양상으로 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 학

습인정방식을 재설계하는데 논리  긴장양상을 아우를 수 있는 포 인 

랫폼에 한 고민이 필요함을 논의할 수 있다(한숭희 외, 2014).  

5.  학습인정 논리구조에 한 고민의 요성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의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학 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 인 양상들은 앞서 Ⅴ장에

서 살펴보았다. 학에 선행학습인정제가 도입되는 실제 작동양상을 분

석한 결과, 선행학습인정제는 학에 장착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작동

되는 성질의 제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선행학습인정제를 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수의 학들은 “(신청할만

한) 학생이 없다”,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나서” 성인

학습자의 규모가 “양 으로 더 커져야” 운 할 수 있다고 보는 “ 실

인 단”들을 한다. 재로서는 선행학습인정의 시행이 오히려 학에 

부담을 주는데, 컨  학생들의 재학연한이 감소됨으로써 등록  한 

감소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학의 재정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성인학습자들의 낮은 수요와 학 등록  감

소의 우려 등은 학들이 선행학습인정제의 장애요인들로 주요하게 제시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실 인 장애요인들에 한 해결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학과 교육부 모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

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학습인정제의 역사 인 흐름부터 세계 인 제도화 동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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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제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항들, 학 장에서의 미작동 양상, 

실천 장에서의 응 등 여러 층 들에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그

런데 구자가 보기에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가 작동하지 않는 데에는 

표면 으로 드러나고 있는 와 같은 실  요인들 외에도 변에 잠재

되어 있는 심층 인 문제들도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학

들이 제시한 학사 리의 문제는 ‘학습인정논리’라는 심층 인 요인과 

한 련이 있다. 논리  측면은 표면 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부분의 

논의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만, 분석 결과 논리  측면이 실제 작동

양상에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에서 그것에 한 고민의 요성이  

드러난다.

학에 새로운 학습인정방식을 도입하는데 있어 심층  논리구조에 

한 고민이 요하다는 은 선행학습인정제 운 의 틈새 찾기를 하고 있

는 A 학 사례로부터 드러난다. A 학에서도 성인학습자들의 낮은 수

요, 등록 의 감소 우려, 학사 리의 문제 등이 선행학습인정제 도입의 

장애요인들로 충분히 상되는 바 다. A 학은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 학이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컨 , 인정 상이 될 만한 학습자

를 극 으로 발굴하고는 있지만, 이는 학에 진입하는 성인학습자의 

비 이 격하게 증가하지 않으면 근본 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환경  

조건이다. 학 등록  문제도 개별 학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외부로

부터도 학 당 등록 제나 재정  지원에 한 계획은 보충되지 않은 상

태 다. 한 모호한 학사 리 기 을 해결할만한 교육부의 구체 인 가

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게 실  장애요인들이 보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 학은 선행

학습인정제를 작동시키고 있는데, 그 핵심에 ‘새로운 학습인정논리의 체

계화’가 있었다. 선행학습인정제를 추가하되 학과의 선행학습인정평가

원회나 본부의 학 인정심의 원회에서 학이 유지하고 있던 기존의 학

습인정 임에서도 합당하게 수 할 수 있도록 학습인정의 표 과 차

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는 곧 고등수 의 학습을 포 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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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 ‘새로운 학습인정의 논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다름이 아니다. ‘선행학습인정제가 과연 학의 학사 리 기 에 부합하

는가? 교육부의 감사 지  상이 될 우려는 없는가?’라는 상되는 문

제제기에 방어를 할 수 있는 학 선행학습인정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나

가고 있는 것이다. A 학은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학습인정논리의 

정립이 학에서 선행학습인정제가 작동하게 하는 요한 추동기제가 되

고 있음을 탐색해볼 수 있게 한다.  

학습인정 논리구조의 정립이 요함은 다른 사례로부터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인정논리의 미흡으로 계약학과에 허용된 ‘재직경

력의 학 화’ 조항이 잘 시행되지 않는 양상은 재 선행학습인정제가 

작동하지 않는 양상과 닮아있다. 계약학과는 2003년 개정 산학 력법에 

근거하여 ‘재직경력을 교육과정의 20% 범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법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에 재직 인 성인학습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산업체로부터 학생들의 등록 이 50%까지 지원되어 학

교 입장에서 등록  감소의 우려가 다. 선행학습인정의 실  장애요

인으로 논의되었던 성인학습자의 낮은 비 과 학 감면으로 인한 재정 

감소의 문제가 계약학과에서는 일정 부분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  요인들이 보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담

당자들은 이 학 인정 조항을 극 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핵심

인 원인은 ‘재직경력을 양화’하여 학 을 부여하는 방식이 학의 ‘학

사 리 기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논의된다. 새로운 방식의 

학 인정조항이 과연 교육  인식론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에 한 의

문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학 조항이 철 한 학사 리와 유연한 학사

리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조항의 시

행이 오히려 교육부의 감사지  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재직

경력의 학 화 조항이 학사 리가 미흡한 학습인정방식으로 인식되는 이

유는 다양한데, 그 가운데는 재직경험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낼 수 

있는 차와 기 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핵심 이다. ‘재직경력’이 곧 ‘학

습경험’이나 ‘학습결과’와 동일한 것이 아닌데, 계약학과의 이 학 인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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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재직연한을 단순히 양 으로 학 화 하고 있어 미흡한 학습인정제

도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여타 환경  요인들이 보충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학습을 인정하는 논리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학

인정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요컨 , 일련의 사례들로부터 학에 새로운 학습인정방식을 결합하는

데 있어, 새로운 학습인정의 논리구조가 정립되면 표면 인 장애요인이 

완 히 보충되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학습인정방식이 작동할 가능성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반 로 학들이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  

장애요인이 보충되었다 할지라도 학습인정의 논리  측면이 새로운 학습

인정의 논리가 기존 학의 학습인정의 논리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립

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방식의 포  학 인정이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학 선행학습인정의 작동 혹은 미

작동 양상에 한 추동기제는 구체 인 사례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일

반화하기는 어렵다.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 환경  조건

이 다름에 따라서 응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응되었는지를 일 일 응으로 설명하기는 어려

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사례들은 학에 선행학습인정제

가 용될 때 그 표층  요인들에 한 개선 못지않게 심층 인 논리구

조에 한 고민도 요함을 드러낸다. 

아직 기 단계이기도 하지만 재 학에서 보이는 선행학습인정제의 

미작동 양상은 그러한 논리구조에 한 고민이 미흡한 채 제도를 덧붙이

기 한 결과일 수 있다. 학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인정제의 법  근거가 

생기고 환경  해요인들이 보충되었다 할지라도, 학 밖에서 취득한 

학습결과들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제도를 운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학습인정의 논리구조에 한 정립 없이

는 아무리 실 이고 표층 인 해요인들을 개선해도 새로운 학습인정

제도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과거로부터의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학습인정방식을 설계하는데 있어 논리  측면은 

표면 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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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습인정의 새로운 기 과 차

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과정기반인정의 논리

가 공고하여 형식학습결과를 심으로 인정해왔던 체제 안에 비형식․무

형식학습결과를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규정을 추가하면 되는 문

제가 아니라 근본 인 학습인정의 논리구조  학체제를 재편해야 하

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학이 그동안 쌓아온 정체성에 변화를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하게 연 된다. 이로부터 학에서 선행학습

인정제에 한 거부감은 그 제도 자체가 교육 이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새로운 학습인정의 논리가 학이 그동안 형성해온 학습인정의 논리와 

부합되지 않는데서 오는 거부감으로 볼 수 있다. 

그간 학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습활동에 해서만 인정하는 임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밖의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정할 것인가? 학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학습만을 교육  인식론에 

부합하는 학습으로 볼 것인가? 혹은 교육과정에 기반하지 않은 학습 

한 학 체제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학이 인정하는 고등수  학습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학이 교육 이라고 인정하는 학습활

동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학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를 고민하게 한다. 요컨 , 학 선행학습인정의 기 과 차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기존에 학이 가지고 있던 학습인정의 논리구조를 해체하

고 학습의 범주를 포 하여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다.

재  상황에서는 선행학습인정제를 아직 작동시키기 어려운 조건들

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고 거시 인 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매개

로 학체제를 개편해나가는 학이 있기도 하고, 실  여건이 충족될 

때가지 재의 학체제를 유지하는 학이 있기도 하다. 실 인 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재 시 에서 학에 선행학습인정제를 도입할지, 

혹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 환경  여건이 충족되는 시 에 시행할지, 혹

은 선행학습인정제를 시행하지 않을지에 해서는 학이 자율 으로 정

할 문제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재의 문제는 이러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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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만큼 학 선행학습인정이 무엇을 지향하고 그 의의는 무엇이며, 

재 어떻게 개되고 있는지 등에 한 논의 자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이다. 그리고 논리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

고 있다는  한 문제이다. 특히, 학 선행학습인정이 미시 으로는 

융합  학습인정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한편 거시 으로는 고등교육체

제의 확장  재구조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논의가 미흡하다. 이러한 배경

에서 학 선행학습인정은 ‘오작동’이 시행조차 되지 않는 ‘미작동’ 상태

에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인정으로 표되는 학습결과를 포 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인해 서로 다른 인정논리들이 결합하는 동시에 상호 보완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계

맺음이 나타난다. 논리  긴장 계가 있지만 이를 토 로 기본 으로 지

향하는 바는 다양한 학습인정논리들을 선행학습인정이 포 하는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고등지식과 고등교육을 둘러싼 첨

한 립과 문제들을 수면 로 올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그동안 고등

교육체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묵 져 있던 문제들을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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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결론

1. 요약

교육과 노동의 역을 정책 인 차원에서 극 으로 연계시키려는 시

도들이 세계 으로 활발히 시행되어왔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고등교육 맥락에서 ‘성인’을 학습자로 바라보는 성인고등교육 정

책이다. 과거 주요한 성인고등교육정책은 성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안

인 고등교육기 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  안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의 내용을 모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형식교육 밖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비

형식교육 기회들이 범람해 있으며, 일터 등의 맥락에서 비구조화된 무형

식학습의 역에 한 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어떠한 ‘교육’ 내용을 

‘공 ’할 것인지에 이 맞춰져있던 정책이 이제는 학습자가 다양한 경

로를 통해 ‘학습한 결과’들 포 으로 리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을 어

떻게 구축할지 해서도 심을 두게 되었다.

선행학습인정은 이 게 성인들의 학습과 일을 연계하는 가운데 기존의 

교육체제 내에서는 완결되지 않는 ‘학습’에 주목하면서 정책 으로 강조

되고 있다. 선행학습인정이란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무형식학습결

과를 포 하여 교육자격이나 직업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교 밖에서의 경험들까지도 인정 상으로 

치 지우고, 그 에서도 특히 노동의 경험을 학이라고 하는 교육  

경험 안으로 융합하려는 시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의 경험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낸다는 에서 실제 용 상은 재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인2·3기 가운데 고등교육에 속한 ‘성인 학생’이 주로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행학습인정제는 90년  말부터의 논의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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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된 ‘ 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2010년 문 학교

육 의회의 ‘ 문 학 학사제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권고되어 왔으며, 

2013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 밖에서 획득한 지식·기술·역량을 

포 으로 인정하여 학 화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

나 실제 학 장에서는 선행학습인정제가 시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데, 이는 국내 학뿐만 아니라 소  성공 인 것처럼 보이는 해외 사례

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과 노동의 역을 극 으로 연계시키려는 선행학습인

정이 학에 도입되고 용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는데 목 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 다. 첫째, 선행학습인정제의 개념과 제도는 세계 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형성되고 진화해왔는가? 둘째,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이 법제

화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선행학습인정제가 국내 학에 법  제

도 으로 용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이 표출되고 있는가? 

이에 한 논의를 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개하 다. 2

장에서는 학습인정의 개념과 논리에 한 논의를 토 로 학 와 학 제

도로 표되는 고등학습인정체제의 역사  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학습인정 논의를 토 로, 3장에서는 본격 으로 선행학습인정에 을 

맞추어 그것이 토 하고 있는 담론들, 제도화 동향, 그리고 층 인 개

념구조를 분석하 다. 이어서 4장과 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선행학습인

정의 체 지형에 비추어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이 법제화되는 과정과  

학에 용되는 과정에서 개되고 있는 양상을 검토하 다. 그리고 6

장에서는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논의하 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2장에서는 학습인정의 기본 인 개념과 논리에 한 논의를 토

로 고등학습인정체제의 역사  개를 살펴보았다. 학습을 인정한다는 

것은 학습결과를 가시화함과 동시에 사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래서 학습결과를 포착하여 인정하는 일이 간단치 않음에도 불구

하고 학습에 한 인정은 ‘사회  차원에서의 효용성’이 있을 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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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  가치 단’과 하게 연계되어 있는 학습인

정은 어떠한 사회 역에서 어떠한 목 을 가지고 인정을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이나 논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역사 으로는 학습인정

의 책임을 학교가 주로 맡아오면서 학교의 학습인정방식과 논리가 사회

의 형 인 학습인정방식과 논리로 통용되어왔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결과에 해 학 을 부여하고 그것을 하여 졸업장을 수

여하는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를 공고히 구축해왔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

정을 이수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습득된 학습결과에 한 가치가 재평가

되면서, 이에 한 사회  인정도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이에 학교 교육

과정에 한 이수 여부와 계없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득한 ‘학습

결과(learning outcomes)’ 자체에 을 맞추어 평가·인정하는 ‘결과기

반인정’의 논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2장 1 ). 

이러한 학습인정에 한 기본 인 논의들은 고등교육 맥락에 그 로 

반 되고 있다. 학은 역사  형성과 발달 가운데 과정기반인정 논리에 

근거하여 독특하게 구축되어온 학 와 학 제도를 통하여 학에서 유

하고 있는 학문 지식을 체계 으로 리해왔다. 그런데 최근 학들은  

학 밖에서 습득한 상당한 수 의 지식들을 보유한 성인 학생들의 증

가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학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 구조가 바 면서, 성인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학이 어떻

게 다룰 것인지가 쟁 이 되기 시작하 다. 성인들의 풍부한 재직경험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내는 즉, 학 밖 다양한 학습결과들을 평가·인

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인정체제에 한 논의가 개되기 시작한 것이

다. 이는 기본 으로 과정기반인정 논리를 공고하게 유지하던 학에서 

결과기반인정 논리를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에 한 고민과 다름이 아니

다(2장 2 ).   

3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의 담론  토

, 제도화 동향, 층 인 개념구조를 분석하 다. 선행학습인정이 토

하고 있는 사회통합담론, 평생학습담론, 지식기반경제담론은 각각의 지향

이나 구체 인 철학은 조 씩 다르지만 그 지향에 도달하기 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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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학습인정체제가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에 

한 가치를 평가·인정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공통 으로 논의

하고 있다(3장 1 ). 이러한 담론들을 토 로 선행학습인정이 실제로 제

도화되는 양상은 하나의 통일된 모형으로 구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도 복합 인 양상으로 구축되고 있다. 학의 자율

권이 높고 고등교육 보편화가 상당히 개된 북미의 경우에는 ‘ 학’이 

선행학습이나 경험에 해 평가하여 교육자격을 부여하는 ‘ 학형 선행

학습인정제’의 유형으로 구축되어왔다. 반면에, 상 으로 엘리트 심 

고등교육체제가 강하고 복선형 교육체제와 자격체제가 발달되어온 유럽

의 경우는 정책  차원에서 ‘국가자격체계형 선행학습인정제’의 유형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을 아우르는 국가자격체계

(NQF)라는 거시 인 역량 지도 안에서 개별 학습결과들의 수 과 치

를 가늠하는 가운데, 다양한 학습결과들을 추출해내기 한 핵심 인 작

동기제로서 선행학습인정제를 논의하는 유형이다. 선행학습인정은 한 

단순히 학에서 학으로 학 을 이동시키고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직업자격  교육자격 간의 인정, 한 사회의 체 학

구조  다른 사회의 학 구조 간의 인정, 한 사회 체의 학습인정체제 

 다른 사회의 학습인정체제 간의 인정이라는 거시  차원의 논의로까

지 확장된다(3장 2 ). 이 게 다양한 유형으로 구축되고 있는 선행학습

인정제는 련 용어와 개념에도 학습인정의 복합 인 층 가 반 되고 

있다. 상 으로 포착되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나들며 교육  학습활

동 반을 포 으로 융합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학습’과 ‘인정’ 개념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층 의 학습과 인정 개념은 학

습활동에 해서 공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은 결코 단층

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을 드러낸다(3장 3 ).

이러한 선행학습인정 련 지구 인 지형 가운데, 4장과 5장에서는 

국내에서 개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의 도입과 개 양상을 검토하

다. 4장에서는 국내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 과정을 분석하 는데, 그 맥

락에 한 분석 차원에서 먼 , 1990년부터 2013년 이 까지 존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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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인정 련 법제들이 어떠한 범주의 학습결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

정해왔는지를 분석하 다. 첫째, 평생교육법제들은 기존의 교육법들이 포

하지 못하던 학습결과의 상당부분들을 제도화의 틀 안으로 수용하

다. 이로 인해 학교 밖 학습결과들도 법제 으로는 공  가치를 부여받

게 된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에서는 그 인정 결과가 학 학

  학 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직업교

육법제들은 재직경력을 학 화 하는 근거 조항을 획기 으로 마련해왔

다. 이러한 학  조항은 고용노동계의 인식론과 가까운 한국폴리텍 학

에서는 작동해온 반면에, 교육부 소 의 법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계약

학과에서는 극 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련하여 여러 요인들이 

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경험을 학습결과로 질  변환하는 기 과 

차가 학의 교육  인식론에 비추어 미흡한 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 

셋째, 앞서 결과기반인정의 방식을 수용하는 시  흐름이 있었지만 고

등학습인정 련법들의 총  지 를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법은 과정기

반인정의 논리를 보수 으로 유지해왔다. 1997년부터 2013년 이 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학 밖에서 취득한 학 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부분 으로 추가하 으나, 편입생이나 군복무 인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학생들에게는 기본 으로 과정기반인정의 논리를 

엄격히 고수해온 것이다(4장 1 ). 

이어서 본격 으로 국내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 과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쟁 들을 분석하 다. 고등학습인정 련법들 에서 특히 고등

교육법은 학이 견고하게 형성해온 과정기반인정 논리의 변화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러한 개 흐름에서, 2013년 선행학습인정이 고등

교육법 내에서 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 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문 학에서는 학 밖 직업세계에서부터의 학습경험도 인정하여 

학 수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 히 논의하면 문

학은 본래부터 일의 세계와 가까운 학으로서 결과기반인정 논리가 

 이질 이지 않은 고등교육기 이었으며, 결과기반인정 논리가 이질

이었던 일반 학에는 이러한 논리가  보충되지 않았다. 일반 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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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학생들에게만큼은 여 히 과정기반인정의 논리가 엄격히 유지되고 있

는 것이다. 한 법제화 과정에서 선행학습인정의 지향과 목 에 한 

근본 인 논의는 없이 문 학이라는 ‘기 ’의 존립 측면에 방 을 둔 

채 법제화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에서 국내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는 

고등교육법의 근본 인 논리구조는 유지시킨 ‘보수 으로 타 한 법제화’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통 인 학이 새로운 학습인정의 논리를 수

용할 수 없을 만큼 기존 경계 구조가 여 히 공고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4잘 2 ). 

5장에서는 법제화 이후 국내 학에 선행학습인정이 용되고 있는 양

상을 분석하 다. 먼 , 5장 1 에서는 다수의 학에서 선행학습인정

제가 작동하지 않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에 유연하게 학 과 학 를 

수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기면 학 수여가 남발될 것이 우려되었지

만, 실제로 학 장에서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해 학

들은 낮은 비 의 성인학습자, 재정 운 의 문제, 학사 리의 문제 등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선행학습인정제는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

만 되면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장착하듯이 학에 결합되는 것이 아니었

던 것이다(5장 1 ). 

이러한 미작동 양상이 다수인 흐름 가운데 선행학습인정제를 시행하

고 있는 소수의 학도 있다. 5장 2 에서는 선행학습인정을 극 으로 

도입하고 운 하고 있는 학의 사례를 분석하 다. A 학은 선행학습

인정제의 작동을 막고 있는 해요인들의 일부를 해결해나감과 동시에, 

선행학습인정의 기 과 차를 체계화하면서 실천  틈새 찾기를 하고 

있다. 구체 으로는 학 밖에서 획득한 학습결과들을 학 안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표 을 만들기도 하고, 평가 원회·심의 원회 

등을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질 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A 학은 소

수의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 학 선행학습인정제’를 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게 한다(5장 2 ). 

2장에서 5장까지는 선행학습인정제의 역사 인 흐름부터 세계 인 제

도화 동향들,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항들, 학 장에서의 



- 187 -

미작동 양상, 실천 장에서의 응 등 여러 층 들에서의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선행학습인정이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과 실제 작동양

상을 드러내었다. 6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토 로 학에 선행학습인정

이 도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의 개 양상을 종합 으로 분석  논

의하 다.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선행학습인정은 학 안에서 과정기반인정과 결과기반인정

의 논리가 속하는 것이며, 이는 역사 으로 구축되어온 개 양상과는 

다름을 논의하 다. 서로 다른 맥락과 역에서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

되던 상이한 학습인정논리들이 결합하는 시스템이 학 선행학습인정인 

것이다. 

둘째, 과정기반인정 논리와 결과기반인정 논리라는 이질 인 두 가지 

논리를 학 안에서 결합시키려고 하면서 긴장 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

는 필연성이 있음을 논의하 다. 그리고 이러한 두 논리간의 긴장 양상

은 재 선행학습인정의 법제화 층 , 교육부의 행정력이 작동하는 층 , 

그리고 학들에 선행학습인정이 용되는 층 에서 공통 으로 표출되

고 있음을 분석하 다. 

셋째, 학 선행학습인정제에는 필연 으로 긴장 계가 내재되어있지

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이러한 긴장 계를 충돌양상으로가 아닌 포

 ‘융합’ 양상으로 이끌어내는 것임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본래  지향

이 실제로 구 되는 방식으로 학 밖에서 습득한 학습결과에도 ‘고등수

’의 ‘학습과정’이 있었음을 증표하는 학습인정의 차와 기 을 마련하

는 방식이 있음을 분석하 다. 이는 상반된 학습인정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생략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양자를 상호 

보완 으로 조합하는 문제이며, 궁극 으로는 고등학습인정체제의 경계

를 확장 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임을 논의하 다. 

넷째, 학 선행학습인정제에 내재되어 있는 긴장 계를 충돌양상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닌 포  ‘융합’ 양상으로 이끌어내려는 지향은 보다 

거시  차원에서는 고등교육체제에 한 확장  재구조화로 연결됨을 논

의하 다. 기존 학의 인정체제 외곽에 있던 요소들을 포 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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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 의 경계가 확장되는 것은 결국 고등교육체제의 확장  재구조

화와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정기반인정’ 논리가 구심력으로 작동하

면서 고등교육체제의 기존 경계를 보수 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반 로 

‘결과기반인정의 논리’는 원심력으로 동시에 작동하는데, 상반된 학습인

정의 논리들이 상호 조응하는 방식으로 진화되면서 학체제 자체가 서

로 다른 논리들을 포 으로 담아낼 수 있는 랫폼으로 확장시키는 지

향이 있음을 논의하 다. 

다섯째, 학습인정의 논리  측면들은 표면 으로 드러나지 않아 논의

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만, 학습인정의 논리구조에 한 정립 없이는 

실 이고 표면 인 충돌 양상만이 부각되는 과거의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학에 선행학습인정을 용함에 있어 학습인정 논리구조에 

한 고민이 요함을 논의하 다. 

2.  결론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 선행학습인정은 고등교육체제의 포 이고 확장 인 재구조화라

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선행학습인정은 개인 차원에서의 학습

을 통합 으로 재조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개인들의 학습활동에 해

서 공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에 한 고민이다. 특히 학 

맥락에서는 이 에는 고등지식으로 인정되지 않던 지식을 고등수 의 지

식으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는 학 시스템과 학 밖 시스템을 매개하

면서 학 독 이었던 고등교육의 지형을 재편시킨다. 고등교육체제 

경계의 확장을 추동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일과 학습을 극 으로 

결합하는 가운데 선행학습인정제도를 도입하는 흐름은 ‘평생학습의 

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습사회에서 학은 어떤 존재인

가? 학습사회에서 학은 어떠한 략을 취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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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며 이에 응답하는 방식은 기존의 고등교육체제 안에 갇  있던 

개념들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때 확장이란 성인1기뿐만 아니라 성인2

기 이상을 포 하는 ‘학습자’ 개념의 확장,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경로’의 

유연한 확장, 고등교육을 ‘공 하는 기 과 로그램의’ 확장, 다양한 경

로를 통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방식’의 확장 등 고등교육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의 개념을 해체하고 다시 재개념화 하는 작업이다. 즉, 

학 선행학습인정은 성인학습자들을 고려하는 학체제는 입학 형, 교

육과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습인정체제에 이르는 학의 총체 인 시

스템이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가에 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학 선행학습인정이 학습인정체제  고등교육체제와 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통 인 학이 

가지고 있던 근본 인 논리구조에 충격을 가하면서 변화한 사회 맥락에

서 통 인 학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에 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간 교육체제 연구에 있어서 상 으로 게 주목

을 받았던 ‘학습인정’에 주목하여 교육시스템을 보다 총체 으로 이해하

는데 기여하 다. 교육은 주로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주요 단 로 하기

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

지기까지 학습기회를 분배하는 것, 그리고 학습의 결과를 사회  가치와 

연결되는 어떠한 형태로 평가·인정해내는 총체가 교육이다. 한 이를 

둘러싼 정책, 제도, 문화 등이 구성해내는 총체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

게 시스템  에서 바라보면, ‘학습인정’은 교육시스템의 성격을 이

해하는데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심을 두고 있는 선행

학습인정은 ‘형식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밖 비형식‧무형식학습의 결과까

지도 모두 인정의 상으로 포 하는 의 인정시스템’을 논의함과 동

시에 결국은 우리 사회의 학습을 어떻게 포 으로 리하고 지원할 것

인가 하는 ‘교육’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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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우는 활동 장면뿐만 아니라 ‘학습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

제 한 교육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환기시키는데 기여

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습인정의 논의를 통해 교육시스템을 삶의 다양한 

역과의 연계성 속에서 바라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

는 포 인 학습인정체제로서의 선행학습인정은 비단 교육 역뿐만 아

니라 사회의 다양한 역들에에서 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 다양한 

역들에서 학교 밖 경험들을 학습의 에서 번역해내고 자산 가치를 부

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인정이 단순히 학에서 학으로 학 을 

이동시키고 인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을 보여 다. 한 사회 내에서 

직업자격과 교육자격, 한 사회 체 학습인정체제와 다른 사회의 체 

학습인정체제 간의 연계이며, 궁극 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역과 층

들을 연계하는 거시  차원의 논의로까지 확장된다. 본 연구는 교육학에

서 학습인정의 문제가 사회의 다양한 역과의 연계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안목을 제시하 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제의 법제화 이후의 개 양상

을 본격 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선행학습인정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더욱이 이것이 본격 으로 법제화 된

지 3여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선행학습인정제도를 다루는 것

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도  성과에 한 확인은 장기간의 시간 

경과를 요구하는데 3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를 확인하기는 어

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들은 그 자체로 학에 선

행학습인정제를 용과 련한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볼 수 있는 요

한 사례가 된다.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

나 구체 으로 우리나라 학 장을 심으로 실제로 어떻게 용되고 

있는가를 심층 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

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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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내외 사례 연구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인정체제의 흐름을 역사  맥락에서 살펴보는 한편 

동시  국내외에서 개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의 제도화에 한 분석을 

함께 하 다. 이는 학 선행학습인정이 치하고 있는 종  횡  지형

을 총체 으로 악하기 함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국외에서 개

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의 제도화 동향 등을 면 하게 악하기에는 

실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선행학습인정제가 시

행된 지 3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실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선행학

습인정의 제도화와 련된 체 인 지형도를 보다 면 하게 그리기 

해서는 국내외 사례들에 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사례들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선행학습인정 개념이 논의되고 제

도화되고 있는 맥락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고용주, 문가 회, 학습자 등 학 선행학습인정제와 련된 

보다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포함시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학습

인정제는 입법 담당자, 정책 담당자, 학 담당자, 고용주  문가 회, 

학습자  재직자 등의 다양한 이해 계자가 연계되어있는 제도이다.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가 어떠한 목 과 의도로 학 선행학

습인정제도를 고안하 는지, 입법담당자는 학습결과인정의 범주와 상

을 어떠한 근거로 마련하 는지, 학담당자는 선행학습인정을 통한 학

인정의 조건과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장애요인  갈

등지 에 부딪히고 있는지 등을 주로 분석하 다. 그래서 면담자의 경우, 

학구성원 에는 성인학습 련 사업담당자와 학사 리담당자를 주로 

선정하 고, 학 밖에서는 교육부 등의 담당자가 주로 선정되었다. 그런

데 선행학습인정제는 교육과 노동의 역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고용노동

역에서의 고용주  문가 회, 그리고 재직자  학습자들도 요한 

이해 계자들이다. 이에 고용주, 문가 회, 성인학습자 등의 이해 계

자를 포함하여 선행학습인정제에 한 자료 수집  분석을 하는 연구 

한 후속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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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시 에서 선행학습인정을 학에 도입하기 해서는 보다 체계 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요하며, 고등교육체제와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제

시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 듯이 선행학습인정제는 법  제

도 으로 구축하여 재 학체제에 장착하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부속

품이 아니었다. 선행학습인정제를 둘러싸고 있는 학체제라는 랫폼과

의 연계성 속에서 작동되기 때문이다.

둘째, 학이 구축해온 핵심 인 정체성과 상이한 평생학습차원의 요

소들을 학 안으로 주입하는 선행학습인정제는 학 구성원들 간의 여

러 갈등과 이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고등교육의 범주

에서 배제되어있던 다양한 고등학습의 역을 학습인정체제에 포함시키

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 선행학습인정제는 학, 고용주  문

가 회, 학습자  재직자, 교육부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학습인정에 

한 실  요구와 논리에 한 다각 인 고려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 선행학습인정은 법  근거와 정책만으로는 시행될 수 없는 

문제이며, ‘우리 사회에서 학에서 고등수 의 학습으로 볼 수 있는 범

주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사회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보다 

선행학습인정제가 선도 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논의되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학습인정에 한 제도  안착을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학 수 의 학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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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efforts have been made to link education and labor world 

widely; adult-higher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salient sectors that 

consider ‘adults’ as learners in the higher education context. Emerging 

of knowledge-based society, mastering all learning contents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s been infeasible. There are plenty of  

opportunities of nonformal education outside of formal educ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and unstructured-informal learning at work place 

has been increased with the flourishing of the opportunities outside of 

formal education. Under this circumstances, more policy attentions 

have been paid to ’recognizing’ learning outcomes comprehensively 

through various sources rather than ’providing’ learning contents in 

formal education institution.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 is referred as “a system that 

recognizes one’s learning outcomes as credit or qualification out of 

not only formal but also informal and nonformal learning”. RPL has 

situated adults’ various experiences outside of schools as officially 

recognizable activities and most related endeavors have been made to 

integrate work experiences into higher education credits and 

qualifications (or transactions).



- 214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adoptation and 

implementation of RPL to connect education and labor in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attain this objectiv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raised; first, how have been the concept and 

the system of RPL structured and evolved world widely? second, how 

RPL has gone through the enactment in Korea? Third, how has been 

the implementation of RPL played out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Korea?

The chapters are organiz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  At chapter 2, historical approaches were made to overhaul 

the learning recognition system at higher institutions, such as degree 

and credit, with discussion of the definitions, delivering methods, and 

logics of it. At chapter 3, the backgrounds of its origination, 

institutionalization trends, and multiple-layered definition structures 

were analyzed. At chapter 4 and 5, the enactment procedure of RPL 

and its implementation at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considered. Chapter 6 included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n 

previous chapters.  

This study has four findings. 

First, this study discussed not only superficial but also in-depth 

logical structures of RPL patterns. The obstacles on implementing 

RPL mentioned by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were superficial while 

fundamental logical conflicts of RPL existed; the discussion on these 

conflicts were terse. 

Second, on discussing RPL, tensions between curriculum-based 

recognition and outcome-based recognition were found; these tensions 

were situated at legal, administrational, and practical level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Second, the tensions between two logics (curriculum based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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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based) were evolved to integrating both  rather than causing 

conflict for pursuing the objective of RPL. While the perilous 

procedure of implementation of RPL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the aiming of RPL was more engaging rather than exclusive; the 

border of RPL has been expanded throughout these tension by 

harmonizing rather than exempting one logic to another. 

Fourth, to pursue macro-scopic objective, more micro-scopic 

platforms were required for developing procedure and standard; more 

curriculum-based perspective should be encouraged rather than 

outcome-based perspective.  

Education is the whole procedure from distributi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o connecting learning 

outcomes to social values. This study made contribution to holistic 

understanding of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approach on RPL. 

Furthermore, RPL matters not only inside of education boundaries but 

also economic sectors like job market;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toward RPL is another contribution of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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