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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평생교육담론은 학령기, 학교라는 시공간을 넘어 삶의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배움에 주목한다. 한국에서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로 학교 바깥의 다양한 평생교육 실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학력을 얻기 위한 경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학점은

행제를 통해 고등학력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평생교

육시설에 대한 학력인정제도도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하지만 학교 바깥

의 교육기관을 학력제도의 틀로 포섭하려는 시도, 즉 ‘비형식교육의 형식

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제도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과정이 개입될 때, ‘다양한

교육실천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

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비형식교육의 형식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에 비형식교육기관에 대

한 학력인정이 시작된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해 각 성

인문해교육 기관의 학력인정제도 수용양상이 어떠한지를 탐구했다.

먼저 각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의 역사적 맥락과 특징에 따라 기관에서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

다. 첫째, 사회운동성을 지닌 기관, 둘째, 전문 문해교육 기관, 셋째, 평생

학습관, 넷째, 초등학교이다. 사회운동성을 지닌 기관들은 성인문해교육

에서 공동체적 경험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런 기관들은 학력이 중심이 되는 학력인정제도에 어느 정도 거리

를 두고 기관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중심으로 문해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 문해교육 기관들은 성인문해교육에서

학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고 있다. 이런 기관들은 학력

인정제도를 검정고시를 대체하는 경로로 활용하며 기관 차원에서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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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생학습관들 역시 전문 문해교육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현행 학력인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은 아니다. 평생학습

관들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과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에 근거해 자신

들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고, 또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는 자

세로 학력인정제도를 채워가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력인정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처음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운영경험이 부족하고 또 교육청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학력인정제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이렇게 학력인정제도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은 성인문해교육 실천에 있어 학력인정제도의 영향력이나 의미가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도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현

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파트를 구

성하여 운영하는 등 성인문해교육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필요가 있

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력인정제도는 본격적인 성인문해교육 법제

화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동안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성인문해교육 실천에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학력인정제도에 규정된 내용을 기관에서 그대

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교육과정이나 교원관리 양상, 행정사무의 양

에 대한 변화가 있다. 또한 학력인정제도에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만들어놓은 조건에 의해 기관에 유발된 변화들이 있다. 학력인정

기관에서는 학력인정제도의 3단계 시스템에 포괄되지 않는 수준의 학습

자들을 위한 과정이 새로 개발하기도 하고, 학력의 수여를 학교의 이미

지와 연결해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장치로 활용하기도 한다. 마지

막으로, 초등학교가 성인문해교육 생태계에 등장하며 나타난 변화가 있

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성인문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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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은 초등학교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과 문해교육 기관들 사이에 갈등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은 성인문해교육 실천의 표준화로

정리할 수 있다. 표준화는 가능성인 동시에 한계이다. 기관마다 천차만별

이던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표준화로 인해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 되는 것

이 가능성이라면, 기관의 사정상 맞지 않는 교육과정도 꼭 지켜야 한다

거나, 행정사무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한계이다. 그렇다면 표준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준화에 포

함되는 규정을 최대한 느슨하게 가져가는 방법, 혹은 학력인정기관을 선

정할 때 기준을 강화하되 선정된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

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표준화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 하나는 초등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실시이다. 학력인정제도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초등학교의 평가방식,

초등학교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성인문해교육 영역으로 들여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국가 주도의 교육, 표준화, 획일성, 공공성 등을 표상하

며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실천, 다양성 등을 표상하는 문해교육 기관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는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 교육실천 영역에 제도가 개

입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청,

민간의 문해교육기관, 초등학교는 성인문해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

너이다. 서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학력인정제도 뿐만 아니라 성인문해교육 법

제화라는 큰 흐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실천에 대한 국가의 지원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매번 민과 관이 충돌하는 양상을 반복하는 것은 다분히

소모적이다. 이 연구는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사례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실천이 기초가 되는 영역이 제도의 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제도의 틀에 기초해 예

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제화 과정에서 현장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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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이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메꾸지 못하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은 평생교육영역의 법제화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비형식교육, 형식화, 표준

교육과정

학번: 2010-2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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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흔히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

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간은 아마도 학교일 것이다. 교육학

의 탐구영역 역시 오랫동안 학령기-학교라는 시공간에 머물러 있었다(장

상호, 2000).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배움은 결코 학교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출판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다양한 인물들의 자서전은

그들의 삶이 배움의 과정으로 가득 차있음을 보여준다.

평생교육담론은 삶의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배움에 주목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고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생애(life-long)

에 걸쳐, 전 사회(life-wide)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인간 활동이다. 물

론 평생교육담론 이전에도 사람들은 학교 바깥에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

고 배우는 활동을 해왔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을 통해 우리는 학교

바깥의 교육실천을 보다 의미 있게 포착해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론이

단순히 현상을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구성해

낸다는 관점(Kang, 2007)에서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이 가지는 함의

는 더욱 커진다. 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교육 등 학교 바깥의 교육

실천에도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점차 학교 바깥의 교육실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자리

를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결과’

를 인정받는 방식은 국가가 주관하는 학력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일상생

활의 경험을 통한 학습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자격을 증명할 때 잘 가시

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터와 커뮤니티 등 학교 바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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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을 학력과 자격으로 인증하는 경험학습인증체제의 구축은 평생

학습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정표,

2003).

한국에서 경험학습인증체제의 구축은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다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력’을 얻을 수 있

는 경로는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점은행

제이다. 학점은행제는 1998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꾸준히 기관과 학습자

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규 고등교육과정과의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양태도 아주 다양하다(백은순, 2009). 1998년부터 2010년

까지 총 55만명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했으며, 모든 종류의 학점원

을 합쳐 총 3500만 학점 이상이 인정됐고, 22만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b).

학점 수준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이 정식으

로 수여되는 학력인정기관들도 존재한다. 대안학교처럼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학교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김성기, 2004), 혹은 다른

교육기관들처럼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학력인정이 가능한 평생교육시

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갖춰야 하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 그럼

에도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력인정제도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양병찬, 2004; 이경아 외, 2007; 채재은, 2005; 허준, 2008).

<평생교육법>에서 이렇게 학교 바깥의 교육기관에 학교와 같은 ‘학

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

육실천을 장려하는 동시에,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기 위

해서이다(양병찬, 2004; 허준, 2008). 하지만 학교 바깥의 교육기관을 학

력제도의 틀로 포섭하려는 시도, 즉 ‘비형식교육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제도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과정이 개입될 때, ‘다양한 교육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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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존중’이라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력인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문

제를 겪어온 교육기관이 있다. 바로 대안학교이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

라 대안교육 운동에서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간디학교’와 경상남

도 교육청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속칭 ‘간디학교 사태’라 불리며 이후 대

안학교 인가와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되었다(강대중, 2002).

갈등의 시작은 간디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중학교 과정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다양한 교

육의 가치를 주장하던 간디학교는 교육청의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고, 점

차 갈등이 커져 원래 특성화 고등학교로 운영하던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중학교 과정이 경상남도를 떠

나 충청북도 제천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간디학교 사태는 마무리되었지

만, 2년여의 갈등과정을 통해 ‘제도’가 ‘제도 바깥’의 교육실천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다(여태전, 2004). 간디학교 사태 이

후로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기 위한 기준은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교육

과정, 시설물 기준, 교원의 자격 등등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

이 여전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는 ‘학교’의 틀에 맞춰져 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력인정도 비슷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 2007

년에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

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성인문해교육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거의 백여 년에 걸친 야학운동은 그동안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던 시민들의 문해능력 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 형성에 기여해왔다

(황종건, 1990).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도 종교/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바깥에서 이뤄지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꽤 많이 존재하며 이런 프

로그램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변종임,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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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06). 이렇게 학교 바깥에서 자신들만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성인문

해교육 프로그램들이 학력인정과정으로 지정되는 것은 자칫 성인문해교

육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기능 습득 정도로 단순화하고, 획일화된 교

육환경(시설, 커리큘럼, 강사 등)을 조성함으로써 현장의 역동적인 학습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학력인

정은 그동안 방치돼있던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또 다른 의미

가 있다. 비문해는 개인이 감당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즉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이다(김신일, 1990). 한국은 해방 이후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의무교육 체계를 빠르게 구축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한 문해교육은 그동안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민

간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이희수 외, 2002). 지금이라도 구성원들

의 문해능력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움직

임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으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해교육을 담당하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초등학교는 시설, 교원의 질, 접근성 등 여러 측

면에서 기존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

고 있다. 더군다나 그동안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들이 ‘학교에

못 다닌 한’을 풀고 싶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지혜, 2011), 초등학교에

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요까지 흡수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학력인정은 이제 겨우 3년차에 접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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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이며, 그렇기에 섣불리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리라고 단

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국의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은 다

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오래 전

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학력인정

만큼은 철저히 시험을 통해서 이뤄진다(채재은, 2005). 영국과 뉴질랜드

역시 국가자격체계 안에서 경험학습인증의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야만 학

력(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이혜영 외, 2009). 대안학교나 미등록교육

시설과 같은 비형식교육기관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본의 경

우, 그 대상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진주 외, 2008). 즉 성인문해교육에 한해서 보면 개별 학습자가 시험

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교육기관의 프로그램만 이수했을 때 학력

이 수여되는 방식은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실험적인 시도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서 실제 그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섬세하게 탐구하는

작업이다. 그 과정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

로 실제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교육실천을 장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력인정제도를 구성해갈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학력인정제도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 ‘설치’하

거나 평생교육시설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즉 학력인정제

도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정책대상은 학습자라기보다는 기관이다. 그렇

기에 이 연구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학력인정제도가 어떤

양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그동안 성인문해교육 프로

그램 운영기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원/평가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양

적인 지표 중심의 접근이 이뤄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인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성인문해교육 기관이 학력인정제도를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

지고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인문해교육 실천에 학력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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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어떤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과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학력인정’기관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각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학력인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력인정기관이 된 이후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가? 학력인정이라는 제도가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의 ‘생태계’에 끼칠

전망은 어떠한가? 이렇게 학력인정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 성인

문해교육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야만 하는 질문들이

존재한다. 연구문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의 역사적 맥락과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성인문해교육의 역사는 유구하다. 그동안 수많은 기관들이

각자의 지향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따라서 같은

성인문해교육 기관이라고 해도 기관마다 그 특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떤 범주 아래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작업

을 통해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2)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은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의 역사적 맥락과 특징이 서로 다르다면 학력인

정제도 역시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각 성인문

해교육 기관들은 학력인정제도 수용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

고 그 태도의 차이는 무엇에서 기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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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인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학력인정제도

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성인문해교육 기관에 나타난 변화

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력인정제도는 본격적인 성인문해교육 법제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성인문해교육 기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들이 꽤 포

함되어 있다. 이 규정들로 인해 성인문해교육 기관에 어떤 변화들이 나

타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력인정제도 도입 이후 성인문해교육 실

천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질문들

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이 성인문해교육 기관에 초래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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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성인문해교육의 의미

한국에서 한글 문해교육은 가까이 잡아도 일제 강점기부터 멀리 잡으

면 훈민정음 창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황종건, 1990). 하지만 그 오랜 역사동안 문해(literacy)의 개념이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다. 문해의 기준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 윤복남

(1990a)은 유네스코의 기준을 참고해 비문해(Illiteracy) - 반문해

(Semi-literacy) - 기초문해(Basic Literacy) - 기능문해(Functional

Literacy)의 네 단계로 문해의 수준을 구분한다. 여기서 비문해는 문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상태이고, 기초문해는 어느 정도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상태이다. 반문해는 비문해와 기초문해의 중간단계를 뜻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초문해라기 보다는 기능문해이다. 김신일(1990)은 일반적

으로 국가들이 적용하는 문해의 기준은 기초문해라기보다는 기능문해(사

회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은 수준의 지식, 능력)에 가까우며, 이 기

능문해의 기준이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정보문해(변종임 외, 2006; 이

희수 외, 2000)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보문해는 정보화 사회에

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처리능력이 있고, 그러한 능

력 역시 문해교육 수준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

지만 크게 보면 정보문해는 기능문해의 관점에서 정보의 수집과 처리능

력을 추가한 것에 가깝다. 질적으로 기능문해와 차이가 나는 문해담론은

프레이리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비판문해이다(신미식, 2010; 한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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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신미식(2010)은 한국사회 문해교육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에서 지

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문해가 지나치게 실용성, 도구성, 기능

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체제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소

개하고 대안담론으로서 비판적 문해교육을 제시한다. 비판적 문해교육은

기능문해와는 달리 문해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기능에도 주목한다(한숭

희, 1997). 기능문해담론이 학습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

하는 반면, 비판문해담론은 학습자의 정체성 확장과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비판문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능문해담론에 비판

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있다. 이지혜(2003)는 문해를 판단하는 기준 자

체가 학교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학습’이 보다 전면에

등장하는 사회에서 문해가 가진 의미, 즉 문해교육이 지식과 기능을 쌓

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도약의 의미를 가

지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은 동질감/멤버십의 형성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관계를 확장하며 세계

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이지혜, 2011).

문해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기능문해적인 의미, 비판문해적인 의

미, 학습자의 자기확장과 관련된 의미는 모두 중층적으로 드러난다. 즉,

각각의 문해담론들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상황맥락에서 문해의 의미가

규정되는지, 누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문해의 의미를 질문하는지와 연관

된다(Merrill & West, 2009). 다시 말해 연구자의 관심과 의도에 따라 개

별 연구에서 문해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학력인정제도 수용양상을 이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문해교육’을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한

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 문해교육의 개념은 학력인정제도에 규정된 내

용을 따르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2012a: 6)에 따르면, “문자해득교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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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아주 광범위하

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정의이다. 제도의 틀 안에서 다뤄지는 문해교육

을 기능문해에 치우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나(천성호, 2009),

실제로 제도적 지원을 받는 성인문해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경험은

정체성의 발견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그리고 문해교육 이수

이후의 후속학습/심화과정에 대한 욕구 증대와 같이 기능문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백종주, 2002; 이경아 외, 2007; 허

준 외, 2011). 다만 이 연구의 초점은 문해교육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2. 성인문해교육 정책

비문해는 결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

제이다(김신일, 1990).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공민학교를 운영하며 문맹

퇴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김종서 편, 2001). 뒤이어 정부는 <교육

법>에 성인의무교육을 명시하고 1954년부터 5년간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국문맹퇴치계획을 시행한다. 그 결과 문맹률은 1954년 14%에서 1958

년 4%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윤복남, 1990b). 5개년 계획 종료

이후, 박정희 정권의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거친 뒤 문해교육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국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해방 이후 밀도 있게 전개

된 문맹퇴치운동과 높은 의무교육 취학률로 인해 비문해자의 수가 줄어

1) 제도적 차원에서 문자해득교육은 문해교육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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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는 믿음이 확산됐기 때문이다(황종건, 2001). 이로 인해 국가 차원

의 문해교육 정책은 1990년대까지 휴지기를 맞는다(허준 외, 2011). 본격

적으로 문해교육이 다시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비문해율에 대한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

2000년 기준으로 한국 국민 중에 학교에 전혀 다닌 적이 없는 비문해자

는 265만명에 달하고, 유네스코에서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해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요구가 다시 힘을 얻었다(이희수 외, 2001).

이에 따라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으

로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특별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터 시작한 이유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평균 33.5%인

데 비해 저소득층의 참여율은 15%로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성격이 강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2년에도 이어져 교육인적자원부의

‘제 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기초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문해교육이 중

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이희수 외, 2002).

이렇게 소외계층의 비문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진

행되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이고 우수한 문해교육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성인문해교육에 활용할

교과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백은순 외, 2002; 변종임 외,

2006; 김재춘 외, 2006, 2007), 그리고 실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관의 실태는 어떠한지(공은화, 2007) 등을 다루는 연구들은

본격적으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공은화

(2007)는 사례조사를 통해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학습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밝히고, 성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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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병찬(2004)과 채

재은(2005)은 해외의 성인문해교육 정책들을 분석하며 한국의 성인문해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먼저, 의무교육이 정착

하기 이전 세대의 성인비문해자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

지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비문해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법 규정을 명문화하고, 국가 차

원에서 종합적인 문해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뿐만

이 아니라 성인문해교육과 다른 교육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같

은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하면서, 한국교육개발

원 평생교육센터에서는 2006년 시범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시

행했다. 그리고 문해교육 참여 학습자, 문해교육 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담

은 보고서(이경아 외, 2007)에서는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삶의 질적인 변화 추적’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언

급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나 지역, 교육기관의 역사에 따라 다양한 방

식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2006년 시범적으로 시행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12년까지 계속

유지됐다. 허준과 노일경(2011)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참여 학습자들의 문해력 향상, 지

역사회 차원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실제 문해율과 직결되는

지표에서 유의미한 향상효과를 거뒀음을 확인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시작됐다(이지혜 외, 2004). 그동안 검정고시 시험의 부적절성, 저학력 성

인의 자존감 회복 등의 이유에 따라 학력인정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 13 -

존재해온 상황에서(김재춘 외, 2007) 2007년 개정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이 가능해지자, 학력인정제도 구축은 급물살을 탔다. 교육과학기

술부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학력인정을 위한 문해교과서가

만들어졌으며, 문해교원 양성과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5개, 기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15개를 대상으로 학력인정프로그램을 설치․지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 2012a). 이후 시도교육청의 학력인정제도는 다른 지자체

로 점차 확대되어 2011년 말 기준 6개 교육청에서 모두 42개의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에

서 전개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과 각 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학력인정제도는 일원화된 체계로 통합된 것이

아니며 별도의 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즉 학력인정제도는 말 그대

로 수료 조건을 충족시킨 학습자에게 학력이 수여되는 것일 뿐, 그에 따

른 추가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학력인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사 연수의 강화 혹은 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c; 서울시교육청, 2012a)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허준(2008)은 탈근대적 학습사회

론에 비추어 성인문해교육의 법제화가 가지는 의미를 탐색했다. 그에 따

르면,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학력인정은 학령기 중심의 학력패러다임을

넘어섬으로써 학습사회의 원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문해

학습경험을 학교 체계의 ‘학력’이라는 인정체제로 포섭한다는 점에서 오

히려 학교 체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별개로 문해학습경험을 인증할 수 있는 체제



- 14 -

를 구축해,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학력인정’이 모든 제도적 지원의 중심

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성호(2009)는 우리 사회에서 100년 이상 이어져온 야학운동의 맥락

에서 문해교육을 조망하며, 문해교육 기관이 제도에 포섭될 때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성과 자율성을 상당히 잃어버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만약

학력인정이 본격화된다면, 여러 문해교육 기관들이 원래 야학운동이 추

구하던 풀뿌리민주주의, 해방적 주체의 가치를 담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적인 학력취득 교육기관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

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한 양병찬(2004)의 연구에서

도 발견된다. 그는 국가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성인문해교육에

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국가의 책임을 대

신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민간 문해교육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 차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다루는 연구들은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 지점을 보여준다. 국가체제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의미한 교육실천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구축하면, 그 제도의 힘이

결국 학습자들의 자발성이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평생교육정책은 평생에 걸쳐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평생에 걸쳐 사회 구성

원들을 학교 시스템에 얽매는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비형식교육의 형식화에 대한 논의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학습활동은 크게 교습과정에 의한 학습(형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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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비형식교육 기관에서의 학습)과 교습과정에 의하지 않은 학습(무형식

학습)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가르는 기준은 교

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국가자격체계에 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이

다. 그렇다면 학교 바깥에 존재하는, 즉 학력과 별개로 이뤄지던 교육실

천에 학력이 부여되는 것은 ‘비형식교육의 형식화’라 이름붙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는 경험학습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이정표,

2003; 신명훈 외, 2003; 이정표 외, 200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07). 이

는 학교 바깥의 실천에 대한 자격 부여라는 점에서 학력인정제도와 겹치

는 부분이 있지만(백은순, 2009), 경험학습인증제와 비형식교육의 형식화,

즉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력인정은 다르다. 경험학습인증제가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라면, 평생교육시

설에 대한 학력인정은 학습자가 아니라 시설과 커리큘럼을 평가하고 인

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역시 원래 국가자격체계 바깥의 평생교육

실천으로 존재하던 영역에 학력이라는 자격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에 맥을 같이 한다.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비형식교육의 형식화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그리고 학점은행

제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맥락과 이론적 쟁점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력인정제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면, <평생교육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사회교육

법>의 제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82년 12월에 제정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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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해 18개 기관이 학력인정 성인교육시설로 지정됐다(조원,

2007). 그 당시 학력인정 성인교육시설의 교육생들은 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한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세계에서의 경험에 걸맞은 교

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지목되었다(박태

준, 1999).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국내외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비형식교육기관, 즉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력인정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교육부, 1997; 조정윤, 2000). 또 1998년 학점은행제가 도입되면

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은 점차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사회교육법>이 제정될 시기만 해도 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학습결손이 발생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미용, 요리, 정비 등 연령대와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

기술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들이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최초에 <사회교육법>으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력인정이 시작된

이후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 시설 자체에 대한 학력인정이 아니라 개

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는 비형식교육의 근본적인 속성과 연관된다. 형식교육의 담지자인 학교

는 기관인 동시에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비형식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이질적인 프로그램들이 한 기관 안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일관된 흐름의 교육과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한숭희, 2009: 75). 또한 하나의 기관에서 학력을 받기 위해 정해

진 이수기준을 모두 채우기 보다는, 학습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자신의

학습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학력인정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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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학력인정제도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의 질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

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공은화, 2007; 이정표 외, 2008; 조원, 2007; 국

가평생교육진흥원, 2007). 심지어 이 문제는 <평생교육법> 제정 이전,

1990년대 후반에도 비슷하게 지적되었다(교육부, 1997). 구체적으로 학력

인정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문제에는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있거

나 비좁은 점, 교원의 확보 및 수준 관리가 어려운 점, 교육과정이 엉성

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조원, 2007).

우리 사회의 교육실천에서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

중이 커져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그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책을 마련

해야한다는 요구가 등장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가기준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밖

에 없다. 하지만 표준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자칫 국가가 학교 바깥의 평

생교육시설까지도 획일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양병찬, 2004; 허

준, 2008). 다양한 교육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오히려 그

다양성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역설은 여전히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력

인정에 관해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2) 대안학교의 법제화

대안학교는 일반적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안학교 인가를 둘러싼 쟁점들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점은행제는 물론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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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대안학교 운동이 싹튼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대안학

교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8년 <초중등교육법>에

특성화학교 조항이 등장한 이후이다. 이 조항은 대안학교를 정규학교 체

제로 편입시켜 학력인정과 더불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

으며, <초중등교육법> 61조의 자율학교 운영 규정과 함께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김성기, 2004).

하지만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다.

대안학교는 각자의 철학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안학교가 특성화학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

민공통기본교과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대안학교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의 자율성이 반영된 특성화 교과 역시 관할 시도교육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안학교의 인가, 즉 법제화를 둘러싼 쟁점은 자발적인 교육실천이

이뤄지던 영역에 정형화된 ‘학교’의 구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의 갈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병환(2007)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법제화는 대안

학교의 특수성에 의해 주어지는 ‘자율성’과 학교라는 제도의 틀에서 요구

되는 ‘공공성’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안학교의 존재와 대안학

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실천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개별 학

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교들과 마찬가

지로 학력이 수여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교육은 국가의 공적사업으로서 안정성

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안학교의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

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강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입장에서 자율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이며, 이에 따라 여전히 많은 대안학교들은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상태의 비형식 교육기관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결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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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대안학교의 현실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이 자율성과 공공성의

유연한 조화점을 찾는 것이다. 대안학교의 교원들은 교육 당국, 특히 학

력인정과 관련해 가장 밀접하게 대안학교와 소통하는 시도교육청의 담당

자들이 대안학교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이병환,

2007: 548).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기존 학교를 기준으로 대안학교의

법제화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

형식의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안학교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기, 2004).

3)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되었

다.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제도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니 학점은행제 전체를 ‘비형식교육의 형식화’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는 어렵다. 학점은행제에는 독학사나 자격증 취득과 같이 비형식교육기

관을 거치지 않고 학점을 인정받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2010년 기준으로,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되는 학점의 약 3분의 2는

평가인정학습과목과 학점인정 대상기관 이수를 거친 것이다(국가평생교

육진흥원, 2011c). 그리고 평가인정학습과목과 학점인정 대상기관의 선정

은 국가학력인정체제의 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비형식교육프로그

램, 비형식교육기관을 형식교육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비형식교육의 형식화 흐름과 맞닿아있다.

학점은행제에서 비형식교육의 형식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제기되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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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표준교육과정이다. 2012년 8월 기준,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은 학사 109개, 전문학사 109개로 총 218개이다. 학

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에

의거한 것으로, 교양 및 전공과목의 학점, 영역별 비율, 이수시간 규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 교

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표준교육과정이 가지는 긍정

적인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학점은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자율

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기능에 대한 우려도 존

재한다(나장함, 2006).

학점은행제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이 자율성 문제를 지

적하고 있다(김재웅, 2005; 나장함, 2006; 신군자 외, 2006; 김재춘 외,

2007; 백은순, 2008). 특히 김재웅(2005)은 자칫하면 학점은행제가 고등교

육 수준의 전 평생교육기관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평생학습의

이념과 달리 국가 주도의 교육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점은행제 표준교

육과정이 그 자체로 모순을 포함한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학점은행제

는 결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사 수준의 학위, 즉 공식적인 학력과 연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학교 학력인정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준이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학위취득이 가능한 기관의 선정요건을 강화하되, 일단 선정

된 기관에는 자율성을 크게 부여하는 방안(신군자 외, 2006)이나 표준교

육과정 자체를 유연하게 구성하는 방안(나장함, 2006)을 내놓고 있다.

비형식교육의 형식화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개

되어 왔다. 먼저,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는 커다란 흐름을 당위적 근거로

삼아 학교 바깥에서 이뤄지는 교육실천, 즉 비형식교육에 학력을 부여해

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법’에 근거해, 비

형식교육기관에 학력 혹은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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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한 방안은 필연적으로 기존 형식교육 기관과의 형평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포함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기준이 각 비형식교육기관에

때로는 가능성으로, 때로는 굴레로 작용한다. 결국 비형식교육의 형식화

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이병환, 2007)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끊

임없이 고민할 때에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4.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관련 현황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학력인정제

도 수용양상이다. 즉,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

으로 진행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을 중

심으로 진행되는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설치․지정사업>이다. 아래에

서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성인문해교육 학력

인정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본다.

1)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2010년 기준, 서울시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는 총 132개였으며, 이 중에 학력인정 프로그램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은 78개였다. 나머지 54개 기관은 ① 학습자 고령화로 학력취득을 원하

지 않거나 ② 기관 자체 교육과정을 고수하거나 ③ 지정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력인정 프로그램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원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들 중에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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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은 50개였다(서울

시교육청, 2010).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에 초등학교 15개, 기

타 기관 15개를 선정해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15개의 경우, 기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없

는 상황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문해교원 연수와 교육과

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따르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치’해서 운영했으며, 기타 기관 15개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

을 만족하는 기관들 중에 적합한 곳을 ‘지정’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기준은 크게 운영주체, 인프라, 운영경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학력인정 성인문해교

육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이거나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타 교육

감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서울시교육청(2010)의 조사에 따

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2010년 기준 132개였으며 이 중에 78

개 기관이 지정을 희망했다. 하지만 학력인정 기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70조에 따르면, 학력인정 성

인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려면 각 학급당 1명 이상 문해교육 교원

연수 이수자가 있어야 하며, 기본 30㎡에 학습자 1인당 0.5㎡씩 가산되는

교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교원연구실도 1실 이상 확보돼있어야 한

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서 고시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평생교육

법> 시행령에 명시된 운영주체, 인프라와 관련된 기준과 별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5년 이상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지정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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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은 총 59개 학급이었다(서울시교육청, 2012a).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학습자, 즉 19세이상 비문해 인구

는 2008년 기준 약 260만명, 전체 국민의 약 7%이다(국립국어원, 2008).

2010년 기준 서울시의 각 기관에서 진행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수는 총 7,956명이었고, 2011년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기관의 학습자는 총 1,323명이었다. 학습자들이 성인문해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대중교통 이용, 은행이나 관공서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여가활동이나

친목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 2010)..

3) 문해교육 교원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학력인정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까지는 각 문

해교육기관에서 실제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79%가 자원봉사자였

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교원연수를 이수한 교원은 전체의

6%에 불과했다. 또한 2010년 서울시 전체의 357개 강좌 중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고시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좌는 5%에 그쳤

다. 2011년부터 도입된 학력인정제도에 따르면 반드시 학급당 1명의 교

사는 문해교육연수를 이수한 사람으로 배치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서 나온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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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c).

과정 참여자격
이수

단위

이수

과목
연수방법

기본과정

․ 고졸/140시간 이상

자원봉사

․ 대학졸업자

74 22

집합교육

(6일)

현장실습

(20시간)

심화1과

정

․ 문해교육 3년 이상

근무한 현직 종사자
22 9 집합교육(3일)

심화2과

정

․ 평생교육사, 초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42 13

집합교육(3일)

현장실습(20

시간)

심화3과

정

․ 타기관 주최 연수

30시간 이상 이수자
42 13

집합교육(3일)

현장실습(20

시간)

기관경영

자 과정

․ 문해교육 5년 이상

근무한 현직 종사자
16 9 집합교육(2일)

<표1> 초등 문해교원 연수과정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c)

하지만 서울시교육청(2010)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에서 문해교육 연수를 이수한 강사를 구하

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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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정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 시수 총 이수시간 교육수준

1단계
연간 40주

주 2회, 2시간
160시간 초등 1,2학년

2단계
연간 40주

주 3회, 2시간
240시간 초등 3,4학년

3단계
연간 45주

주 3회, 2시간
270시간 초등 5,6학년

<표2>교육과학기술부 성인학습자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 고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c)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2011년 운영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

그램의 각 단계별 학급수, 학생수는 다음과 같다(서울시교육청, 2012a).

이 자료를 통해 초등학교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단계 프로그램

이, 그리고 기타 기관에 지정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단계와 3단계 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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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

수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학

급

학생

수

학

급

학생

수

학

급

학생

수

학

급

학생

수

설

치
15 3 58 4 72 8 119 15 249

지

정
15 17 438 11 242 16 394 44 1,074

합

계
30 20 496 15 314 24 513 59 1,323

<표3> 2011년 서울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급수, 학생수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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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문해교육 기관이 학력인정제도를 어떻게 수용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인정 문

자해득교육 설치·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서 연구대상을 찾았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시교육청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기 때문이고, 둘째, 학력인정 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이 2012년 기준

30개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0년 한양대

학교에 의뢰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

보고서를 내기도 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학력인정에 적극적

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제도를 처음 시행

한 것은 2011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인정제도는 설치와 지정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치는 초등학교에, 지정은 기존에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원래 운영하던 기관들에 해당한다. 설치와 지정을 모두

포함해 2011년과 2012년 각각 학력인정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다음과 같

다. 설치 및 지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괄호는 관할 지역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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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초등학교 지정 기관

2011년,

2012년

모두

선정

학교

14개

기관

14개

전곡초등학교(동부)

면목초등학교(동부)

수색초등학교(서부)

마포초등학교(서부)

안천초등학교(남부)

가인초등학교(북부)

교동초등학교(중부)

가락초등학교(강동)

대명초등학교(강동)

등명초등학교(강서)

영희초등학교(강남)

삼성초등학교(동작)

동명초등학교(성동)

숭덕초등학교(성북)

푸른시민연대(동부)

양원주부교실(서부)

마포평생학습관(서부)

독산2동주민센터(남부)

도림교회지역사회봉사센터(남부)

마들주민회부설마들여성학교(북부)

한국여성생활연구원(중부)

신명실업학교(강동)

탈북민정착지원종합상담센터(강서)

관악구평생학습센터(동작)

동부밑거름학교(성동)

세종한글교육센터(성동)

성동문화원(성동)

길음종합사회복지관(성북)

2011년에

만 선정

학교 1개

기관 2개

신우초등학교(동작)
청목야간중고등학교(북부)

번동3단지종합복지관(성북)

2012년에

만 선정

학교 1개

기관 1개

서초초등학교(강남) 시립서대문노인복지관(서부)

<표4> 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설치·지정사업> 선정기관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2c)

우선 2012년에만 선정된 기관들은 운영경험이 짧을 것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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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음으로, 2011년에만 선정되고 2012년에는 선정

되지 않은 기관들에 연락해 어째서 2012년에는 학력인정 기관에 지원하

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아보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

로그램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기본방침>에는 기운영프로그램, 즉 2011년

에 선정된 기관이 지속운영을 희망할 경우 우선 설치, 지정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 해 운영을 해보고 난 뒤, 학력인정을 지속

하지 않기로 한 것에는 기관 나름의 고민과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

했다. 확인 결과 이 기관들에서 2012년에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학습자 수의 부족과 기관 자체의 휴업에 따른 결정이었다.

다음으로, 2011년과 2012년 모두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의 운영자와 강사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다. 먼

저, 초등학교가 아닌 지정 기관들에 연락을 돌렸다. 초등학교는 2011년에

처음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규정상 최소 5년 이상, 실제로는 대개 10년 이상 되는 성인문해교육 프

로그램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1년과 2012년 모두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기관들 중에, 6개 기관은 연구 참여를 거절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

지였다. 1개 기관은 기관의 사정을 공개할 수 없다며 연구 참여를 거절

했고, 3개 기관은 업무담당자가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구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 2개 기관은 담당자가 스스로 너무 바빠 짧은

시간도 내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결과적으로 8개 기관에서 성인문

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강사 총 10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지정 기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들로부터 연구 참여자를 구하

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대개 바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 참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총 4개 학교에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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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기관명(가명)
문해교육

운영기간

참여자

(가명)
지위

관련

경력

1 우리한글학교 7년 박종우 운영자 7년

2 녹색여성학교 25년 오주은 운영자, 강사 12년

3 우산문해연구원 35년 고선주 운영자, 강사 13년

4 신천한글센터 24년
이효진 운영자 23년

배주선 강사 24년

5 영인주민회 19년 이하나 운영자, 강사 4년

6 하선주부교실 23년 구은수 운영자, 강사 13년

7
A구

평생학습관
9년

강은모 운영자 9년

서유빈 강사 13년

8 B구 평생학습관 11년 이수림 운영자 11년

9 금선초등학교 2년 나수연 운영자, 교사 2년

10 옥진초등학교 2년 강세현 운영자, 교사 1년

11 미사초등학교 2년 심지연 운영자, 교사 2년

12 누리초등학교 2년
조한결 운영자, 교사 2년

이은하 강사 12년

의 교사와 외부 강사가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 참여자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기관의 문해교육 운영 기간과 참여자의 관련 경력은 2012년

기준).

<표5> 연구 참여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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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방법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

찰, 면담, 문헌수집이다(조용환, 1999). 이 연구에서는 면담과 문헌자료

수집을 채택했으며, 참여관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참여관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 연구의 초점이 성인문해교육 현장에서 운영자, 강사들과

학습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문해

교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해

석을 통해 학력인정제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

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를 시작한 초기에는 기회가 된다면 성인문해

교육 기관의 운영자와 강사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참여관찰하고자 하였으

며, 실제로 기관 측에 몇 차례 요청도 했다. 하지만 대개의 성인문해교육

기관은 전담 실무자 1명과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체 회의 보다는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1:1 소통이 여러 차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 질문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연구 자료는 심층면

담을 통해 수집한 면담 녹취록, 그리고 각 기관에서 제공해 준 문헌자료

로 구성되었다.

1) 문헌자료 수집

먼저 각 기관들의 홈페이지와 성인문해교육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참여기관들과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기 시작

했다. 이렇게 수집한 문헌자료는 주로 기관의 역사와 현황,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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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들이며, 기관에 따라 성인문해학습자들의 학습자료를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이 자료들은 대개 연구 참여자 면담에 앞서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활용됐으며, 일부는 이후에 면담을 통해 수집

한 자료를 분석할 때 참고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면담 과정에

서, 혹은 면담을 마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기관 내부의 자료집

이나 서류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면담녹

취록을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도출할 때 참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서울시교육청 등을 통해 학력인정제도는 물론

성인문해교육 전반에 관련된 정책포럼, 워크숍 자료를 수집했다.

2) 면담

Siedman(2006: 34)에 따르면, 연구자가 교육 단체, 기관, 혹은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주된 방법은 개개인, 즉 그 기관에 속해 있거나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타인들’의 경험을 통하는 것이다. 그는

Ferrarotti(1981)를 인용하며 ‘교육’과 같은 사회적인 관념은 자신의 일과

삶이 바로 그 관념이 형성되는 토대가 되는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학력인정제도는 일

종의 사회적·교육적 쟁점(issue)이다. 그리고 사회적·교육적 쟁점을 떠받

들고 있는 것은 개인들의 구체적인 경험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있는 개인들의 의식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Siedman, 2006: 29). 다시 말해,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실제 기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거쳐야

한다. 그 접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바로 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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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력인정제도 이전과 이후,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문헌자료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이해(Schutz, 1967)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

에 없다. 특히나 학력인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서 나타나는 ‘변화’를 찾아내려면 지금 연구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참여

자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해석이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면담은 연구

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참여자 자신의 설명

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곽영순, 2009).

면담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직접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인간 대상의 연구는 연구윤리위

원회(IRB)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학과에서 논문계획서 승인이

이뤄진 2012년 6월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결과는 7월 하순

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 모집이 7월 하순 이후에 이뤄졌으

며, 8월부터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식을 지향해,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

들 외에도 연구 과정에서 싹튼 문제의식이나 새롭게 드러난 정보/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추가질문을 던졌다. 한 면담에서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

던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의미가 발견될 경우, 다음 면담부터는 질문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이미 면담을 진행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대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 차례 면담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

러워했다. 결국 면대면 면담을 진행한 것은 각 연구 참여자마다 1번씩이

었으며, 꼭 필요한 질문은 전화통화와 이메일로 보충했다.

면담 질문은 참여자가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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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지정 기관들 중 어느 쪽에 소속되어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

으로 구성했다. 학력인정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해온 지정 기관의 경우, 학력인정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법제화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가

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했다. 반면에 학

력인정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설치 초등학교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

로 면담을 진행하되,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로서 학력인정제도나 성

인문해교육 법제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망이 어떠한지도 포함시켰다.

지정 기관들의 경우,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까지 평균적으

로는 1시간 30분 정도씩 면담을 진행했으며, 설치 초등학교의 경우 30분

에서 1시간 정도씩 면담을 진행했다.

자료수집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인

지, 아니면 강사인지에 따라 면담 질문지의 구성에 차이를 두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운영자가 곧 강사였기 때문에 1명과의 면담에서 모든 내용

을 다뤘으며, 운영자와 강사가 분리되어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도 기관의

사정에 의해 면담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되는 경우는 없

었다.

면담을 진행한 뒤에는 녹취록을 작성했다. 녹취록은 모두 연구자가

직접 작성했으며, 녹취록을 작성하기에 앞서 면담 내용 전체를 한 번 들

어보면서 면담의 흐름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녹취록은 빠른

경우에는 면담 당일에, 늦은 경우에도 일주일 안에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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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과정

질적 연구에서 분석은 수집된 자료에 내포된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

이다(Merriam, 1998). 먼저 면담을 진행하고,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서 일차적인 분석이 이뤄졌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참여자의 발언

에 집중하기 위해 많은 필기를 하진 않았지만, 연구자가 관심이 가는 내

용이 등장할 경우에는 노트에 키워드를 표시해두었다. 이렇게 표시해둔

키워드는 면담에서 후속질문의 실마리가 되었으며, 일차적으로 면담 내

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길잡이로 작용했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필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귀로는

듣고, 손으로는 내용을 타이핑하면서 머리로는 끊임없이 연구 질문과 녹

취록 내용 사이, 한 기관과 다른 기관 사이, 제도적 틀과 참여자의 경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잠정적인 분석틀에 대해 고민했다.

이렇게 작성한 녹취록은 모두 출력해 제본했으며,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는 코딩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련 문헌

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한다고

정하기에 앞서 우선 녹취록을 읽었다. 그리고 연구 질문에 관계없이 관

심이 가는 대목에 밑줄을 쳤다. Judi Marshall(1981)에 따르면, 연구자는

녹취록을 읽을 때 의미 있는 주제의 ‘덩어리’들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에 필요한 연구자만의 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첫 단계는 Strauss(1987)가 구분한 개방적 코딩,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의 세 유형 중에 개방적 코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녹취록을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들에 다른 색

깔로 밑줄을 쳤다. 이는 연구자의 관심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에틱

(etic) 코딩에 가까운 과정이었다(조용환, 1999). 첫 번째 읽었을 때와 겹



- 36 -

치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이 차이를 두고 각각의 연

구 질문 아래에 구체화시켜서 새롭게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과 구분해서

빼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세 번째로 녹취록을 읽을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걸리지 않은 내용만을 읽으며 혹시 충분히 의미가 있음에도 빠뜨

린 내용은 없는 지 점검했다. 그렇게 총 세 번, 전체 녹취록을 읽고 밑줄

친 부분만을 따로 분류해 워드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

을 토대로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를 뽑아냈다.

그 뒤에 녹취록 전체가 포함된 파일을 열고, 그 키워드들을 일일이 검색

하며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점검했다. 이 단계까지 마무리 한 뒤에 연

구 결과를 서술할 때 인용하거나 참고할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1수준-2수준-3수준과 같은 방식으로 표를 만들지는 않았으

며, 연구 질문에 따른 구분 수준에서 최대한 참여자의 발언이나 문헌의

덩어리를 그대로 배치한 자료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파일을 활용해

연구 자료 분석 및 기술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코딩은 덩어리져있는

의미들을 조각내어 분류하고, 또 다시 정의하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이해

되지만(Glesne, 2006), 이 연구에서는 최대한 덩어리져있는 상태를 유지

하고자 했다. 비록 연구 결과를 서술할 때는 어느 정도 축소와 편집이

필요하겠지만, 분석 그 자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그 자체의 형태를 유지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처음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연구의 초점은 학력인정제도가 성인

문해교육 실천현장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였다. 하지만 면담을 진행하

고 녹취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보다 중요하게 발화하

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실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아

니라 학력인정제도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즉 학력인정제도가

자신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였음을 발견했다. 이에 연구의 초점

을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학력인정제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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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로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유사한 태도를 가진 기관들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각 성인

문해교육 기관들의 역사적 맥락과 특징을 다시 검토하였고 네 개의 범주

아래 연구대상 기관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학력인정제도의 특징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던 목차를 기관

의 특징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목차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예상했던 목차와 상당히 달랐지만 이는 질적 접근에

기초한 논문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곽영순, 2009)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성인문해교육 기관과 학력인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

여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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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학력인정제도

수용태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지켜야 하고, 교원들이 공식적인 문해교원 연수를 받아야 하고, 시설이

어느 정도 이상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일정한 기준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학력인정제도의 수용 방식, 즉

기관 차원에서 학력인정제도에 규정된 틀에 얼마나 맞춰 프로그램을 운

영할 지는 어느 정도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전국 어디에서든 대개 비슷한 교육과정, 비슷한 자격을 갖춘 교원, 비슷

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막 법 테두리에 들어선 성인문해교육 기

관들은 각 기관의 역사적 맥락과 지향에 따라 학력인정제도를 받아들이

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 그 수용태도는 크게 거리 두기, 활용하기, 채워

가기, 따르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성인문해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

1. 사회운동성을 지닌 기관: 거리 두기

먼저, 학력인정제도의 틀 안에 들어와 있으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관에 요구하는 모든 규정을 그대로 만족시키고는 있지만, 기관에서 운

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학력인정제도의 틀에 맞추어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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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인정제도는 프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한다. 즉 학력인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에서 운

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운

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다보니 기관 전체에서 운영하는 프

로그램들은 많은데 학력인정 프로그램은 소수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대개 야학 등 사회운동성을 지닌 기관들이다.

야학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문해교육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천성

호, 2009). 여기서 문해는 단순히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

어 피억압자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다.

지금도 역사가 오래된 몇몇 문해교육기관들의 경우, 이런 야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운동성을 지니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

다. 연구대상 기관들 중에는 하선주부교실과 영인주민회, 신천한글센터,

그리고 우산문해연구원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선주부교실은 1990년에 야학으로 출발했다. 그 뒤로 운동성을 지닌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문해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00년에 시민단체를 탄생시켰다.

구은수: 대부분 야학을 하면서 한글이나 기초영어를 수업을

하면서 그 운동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중략) 하선 주

민회라는 시민단체를 탄생을 시키고 어머니학교에서

하선주부교실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중략) 주민회

는 이제 시민단체로, 지역 활동을, 환경감시 하는 시

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죠. 주부교실은 이제 문해교육

전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하선주부교실이 추구하는 가치는 ‘삶의 주체로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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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장’, ‘세상과 소통하는 교육의 장’,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

이렇게 세 가지로 특히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교과 수업 외에 ‘나눔 장터’, ‘나눔

의 밥상’ 등 공동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선주부교실의 교장 구은수는 문해교육의 가치를 공동

체와 연관지어 얘기한다.

구은수: 기역 니은 배울 때와 받침 위치를 배우는 반 어머니

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아침에 와서 봐도 다 코 박

고 글씨만 쓰고 계세요. 대화도 안 하시고. 그런데

윗반 정도 되시면 어머니들이 어제 어쨌어, 드라마가

어쨌어, 어제 뭐 갔더니 어땠어, 삶을 나누시는 거에

요. (중략) 이런 공동체적인 체험들을 하고 단순히

한글만 익히는 게 아니라 전체 삶이 변화하는 게 그

런 게 이제 문해교육의 힘이었고, 저희가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하선주부교실이 야학에서 출발해 시민단체를 탄생시켰다면, 영인주민

회는 시민단체의 탄생과 함께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경우이다. 영

인주민회는 1994년 주민문화센터를 설립하고 한글교실을 열면서 지역사

회 풀뿌리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주민문화센터가 아닌 ‘영

인주민회’라는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확장해왔다. 지금은 저학력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글교실 뿐만 아니라 공익 소송 운동, 결식아

동,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후원 등 지역 내의 이슈와 관련해 다양

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인주민회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인 이하나 역시 문해교육에 있어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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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하나: 저희는 시민단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

이 있어요. 이웃사랑 바자회 같은 걸 한다거나 할 때

어머니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처음에

오시는 어머니들은 이제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공동체적인 경험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얘기만 던져드리면 직접 다 어머니들끼리

얘기하셔서 준비해오시고. (중략) 그런 게 이제 문해

교육이 가지는 의미죠.

야학이나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이슈와 결합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신천한글센터 역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신천한글센터의

설립목적에는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봉사 및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

써 주민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천한글센터가 위

치한 D구는 서울에서도 비교적 고립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에 신천한글센터에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

고 성인문해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효진: 저희가 지역신문을 만들어요.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봉사자들이 배부를 했거든요. 배부하는 중

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줘도 못 읽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고 젊은 분들도 잘 못 읽는데.. 하는 반응이 많

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센터에서 일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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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대표님하고 상담하고 회의를 한 끝에 그러면

이 지역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충 얼마나 될까

해서 한글학교를 열게 됐죠.

마지막으로, 우산문해연구원은 특정한 시민단체나 종교기관과 연결되

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1978년 설립된 이래로 소외계층, 특히 여성에 대

한 교육을 전면에 내걸고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선주: 저희 설립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 옛날에 오빠 형제들만 교육시킨다

고 교육 못 받고 이런, 그렇게 여성소외계층이 있고

다른 사회적 약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한글교육 하고 다른 교육도 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해준다는 거에요. 특히 여성소외계층 교육으로는

여기가 가장 오래됐을 거에요.

이렇게 일종의 사회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 운영자들

이 문해교육에 부여하는 의미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변화, 공동체의 구성과 연관된다. 자연스레 이런 기관들

에서는 학력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 녹색여성학교처럼 전문 문해

교육 기관을 표방하는 기관들은 학력인정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검정고시

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

다. 하지만 하선주부교실이나 영인주민회는 애초에 검정고시에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검정고시는 6개 과목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통과되는, 철저한 점수 중심 평가이다. 따라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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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교육이 가지는 공동체적인 의미에 주목하는 기관들은 검정고시 과정

운영에 행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일종의 윤리적인 부담까지 느끼고 있

다.

구은수: 저희도 검정야학을 해봤는데 굉장히 소모적이고 내

용은 없고 그래서 그만뒀고.. 왜냐면 요구들이 있었

어요. 한 10년 전, 그래서 100 프로 전원 합격 목표

로 막 문제 푸는 거죠. 그때는 여기 대학생들 와서

과학이랑 수학이랑 막 하고 우리는 이제 국어랑.. 그

래서 과목별로 막 해서 죽어라고 문제 풀고.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끝인 거에

요.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아까 얘기한 삶

의 변화, 의미나 가치, 행복감, 이런 게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

지? 그래서 검정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

고.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기관들에게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한 학력인정제도는 좋은 기회였다. 기관 입장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도 학력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있다면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은 받되, 모든 프로그램을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하

선주부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해교육 프로그램 6개 학급 중에 1개

학급만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영인주민회의

경우도 한글교육 프로그램 7개 학급 중에 3개 학급만 학력인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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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주로 상근활동가가 1명 혹은 소수이고

대개 자원활동가들의 봉사활동에 의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

정적인 서류작업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력인정 프

로그램이라고 해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해둔 출석기준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어차피 인정이 되지 않는다.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1년 동안 주 3

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3분의 2 이상 출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등록해 다닐 수 있는 학습자의 비

율이 높지 않다.

구은수: 건강이나 이런 상황들이, 특수상황들이 있는데 아이

들처럼 그런 잣대로 하다 보면 졸업장 받으실 분이

없죠.

이렇게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이 기관의 철학에 꼭 맞는 것도 아니

고, 그렇다고 운영이 용이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학력인정에 부여하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구은수: 이만큼의 문해력을, 읽고 쓰기가 요만큼 안 되면 당

신 1년 꿇어, 라든지 진급 못시켜 이렇게 되면 그럼

이 현장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

서 이제 제도화로 이끌어냈던 쟁점 중에 하나가 선

물처럼 줘라.

이하나: 그래서 저희가 그때 회의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

었죠. 선물처럼 주자는 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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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선물처럼 주라는 것은 엄격한 평가기준을 도입하기 보다는 문

해교육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살리고, 학습자들에게 기쁨과 자극이 될 수

있는 계기로서 졸업장을 주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학력인정제도의 기틀

을 잡던 시기에 이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민간의 기관들도 여

러 경로로 참여해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일반 초등학교의

졸업기준이나 검정고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결국 출석일수를 골자로 하는

수료기준(“잣대들”)을 포함하는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다보니 학

력을 “선물처럼” 주고자 하는 기관들의 경우, 최대한 탄력적으로 교육과

정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교육적 전통과 학력인정제도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선주부교실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평가

지침은 큰 틀에서만 참고하고, 원래 기관에 쌓여있던 노하우(인문학 강

좌, 연극 등)를 활용해 자신들만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구은수: 기본 포트폴리오에서 몇 개 정도를 기본으로 이제

전혀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과정으로

과정을 마쳤다 정도인 거고. (중략) 거기 교육 커리

에는 수학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

걸 조금 더 빼서 (인문학 강좌를) 좀 한다든지.

이하나: 저희가 또 신경 써서 노력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연

극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도해보고 있어

요. (중략) 이게 한글을 얼마나 익히고 이런 것도 중

요하긴 하지만, 문해교육에서는 이제 그 분들이 가지

고 있는 상처나 자존감 이런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해봤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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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교재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품이 많

이 드는 일이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더

라구요. 올해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산문해연구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지침을 기본적으로 지키

되, 학급의 개설방식과 수료기준의 충족에 대한 판단은 기관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정하고 있다. 우산문해연구원에서는 한 학급의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사들이 그 시간에 과목별로 번갈아가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수준별 강좌가 시간마다 개설되고 학습자들이 찾아가서

듣는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운영자가 판

단하는 학습자의 성취에 따라 학력인정 2단계 프로그램과 3단계 프로그

램 사이에 교체가 이뤄지기도 한다.

고선주: 2, 3단계를 나누다 보면 2단계 사람들이 3단계 실력

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

줘요. 서류상에 올려요. 서류상에 올리면서 학년도

올려요. (중략) 작년에 그렇게 졸업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올해 졸업 안 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못 다

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12월에 올려서

2월에 졸업했어요.

이렇게 야학(하선주민회)이나 시민단체(영인주민회), 소외계층교육(우

산문해연구원), 지역사회봉사(신천한글센터)에서 출발해 학력에 큰 의미

를 부여하지 않는 기관들은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만 학력인정 프로그램

으로 운영하거나 전체를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 최대한 기

관의 자율성을 반영해 탄력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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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공통적인 인식은 학력이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은수: 실제로 만족도 조사나 수요조사를 해보면, 졸업장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면 좋은 거죠. 졸업장 때

문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데.

심지어 우산문해연구원의 경우,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와 권한

이 있는 책임자 사이에 학력인정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까지 존재했다.

고선주: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우리 초등과정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서류 낼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때려치우고

중학교 위주로 가자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고집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문해교육 기관의 운영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차적

으로 학력이 문해교육 현장에서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뜻일

수 있다. 학력을 “선물처럼”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선물은 주면

좋은 것이지만, 없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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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문해교육 기관: 활용하기

전문 문해교육 기관을 표방하며 민간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해 온

기관들은 사회운동성을 지닌 기관들과는 상반된 태도로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연구 대상 기관들 중에는 녹색여성학교와 우리한글학교

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녹색여성학교는 1988년 설립된 문해교육기관이다. 녹색여성학교

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성인들을 위한 초등학교인 녹색초등학교의 자

매학교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녹색여성학교에서는 2011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국가학력체계와 가까

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주은: 초등학교는 2005년인가에 최초로 녹색초등학교가 인

가가 났어요. 우리 자매학교에요. 그리고 녹색여성학

교는 여기를 못가고 안 되는 상황들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별개로 격일로 공부를 계속하고 검

정고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또한 녹색여성학교는 성인문해교육 기관들 사이에서 일종의 대명사로

기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역사, 시설, 규모 등도 빼놓을 수 없지만 기

존에 검정고시 합격률이 약 80프로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연구

를 진행하며 만난 다른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운영자나 강사들 중 상당수

가 녹색여성학교를 언급했다.

또 다른 전문 문해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우리한글학교는 2006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하지만 시설만 놓고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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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녹색여성학교 다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박종우: 지금 이 센터는 말이죠. 서울시내 이런 곳이 없어요.

(중략) 기본적으로 교실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요. 빌려서 하기도 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확보된 데

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해요. 법적으로 요구하는 시설

자체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에요.

또한 우리한글학교는 그 설립부터 학력인정제도를 대비해 준비를 해

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박종우: 이 제도가 생긴 지 한 2년 여 되지요. 내가 처음 시

작할 때부터 관련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

문에, 우리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제도가

실행이 되면 모든 걸 갖춰가지고 해야겠다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지요. (중략)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문해교육과정이 법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 전에 우

리는 문해교육 교사 연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마자 법적인 모든 요건을 갖춰가지고 시작을 했

지요.

이렇게 녹색여성학교와 우리한글학교는 앞 절에서 살펴본 사회운동성

을 지닌 기관들과는 달리 학력 취득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성인문해학습자들이 초등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통로는 대개 검정고시였다. 하지만 학력인정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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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제 시험 없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녹색여성학교의

경우, 원래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과정까지 검정고시를 통해 학습자

들이 학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초등과정

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주은: 학력인정은 교과부에서는 작년에 처음 지정해줬고,

그래서 작년에 최종 졸업 학력인정 졸업생 배출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중략) 그 이전에는 그 많은

인원수들이 다.. 1200명 이런 분들이 다 개별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치르고, 고검 검정

고시, 대검 검정고시, 이렇게 치러가면서 단계별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에요.

한국사회에서 영어능력은 각종 공인영어시험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한자도 급수자격증 시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문해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서 수여하는 학교 졸업장 외에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 그러다 보니 문해교육기관 차원에서 문해 학습자들의 배움을 공식적

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

일한 길이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해교육 기관에서 녹색여성학

교처럼 검정고시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문해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개의 경우, 검정고시 대비는 특별반처럼 별도의 학급을

설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마저도 검정고시 전원 합격이 주된

목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효진: 그 전에 검정고시 준비반을 운영을 했어요. 학력인정

받을 수 있는 과정이 검정고시제도뿐이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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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한 반에 한 10명에서 15명? 많게는 20명까지

도 있었어요 그 반 수업에. 그렇지만 시험 응시하는

분은 많아야 다섯 여섯?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검정고시 자체가 가지는

특징 때문이다. 현행 초등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필수이며 그 외 여러 과목들 중에서 선택과목도 2과목을 정해서 총 6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대개의 문해교육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은 한글과 기초사칙연산에 근거한 생활 문해, 즉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의 틀에 맞춰진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수림: (검정고시) 보시려고 하면 보시는데 특별하게는.. 왜

냐면 우선은 그 과목들을, 시험과목들을 저희가 다

터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과정을 만

들어야 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형식성이다. 많은 기관 운

영자들에게 검정고시는 학습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성인 문해 학

습자들이 시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포가 크다는 뜻이다.

이효진: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학급을 하나 운영을 하

던 차에 시험이라는 게 사실 공부를 늘 하던 사람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더 두렵죠. (중

략) 그래서 충분히 봐도 될 만한 분도 겁을 내고 안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 52 -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문해교육 기관들은 시험이라는 까다로운 과정 없이 학습자들에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볼만한 정책으로 받

아들였다.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는 등 기관 입장에서

좋기만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앞 다투어 학력인정을 신청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종우: 제가 알기로는 수십 군데, 아마 백 여 군데가 넘으리

라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이왕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원치 않는

기관이 없으리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유빈: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항상 비문해자를 그렇게 둘

수 없는 거잖아요. (중략)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받

아들이면서, 현재는 힘들지만 목표를 설정해서 졸업

장을 따게 해주고 검정고시 하지 않고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하나를 먼저 인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학력인정제도는 검정고시 없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로

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학력 취득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기관들의

경우, 학력인정제도의 필요성과 중등과정으로의 확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학력인정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성인문해교육 전반에 있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뜻이다.

박종우: 어차피 문해교육과정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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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중략) 우리의 경우는 어차

피 그런 뜻을 가지고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했기 때문

에 그건 의당 조건이나 이런 게 맞으면 법에 의한

자격을 준다고 하면 의당 해야 하고, 또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성취욕이 엄청나리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내가 구상 계

획을 하고 있었고, 거기 맞춰서 했어요. (중략) 좀 속

된 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증이 있어야 돼, 졸업증

이.. 학력인정이, 그거 없으면 말이죠. 현실적으로 또

힘든 거거든.

오주은: 이제 중학교 학력인정이 내년 3월부터 들어가겠다고,

가려고 한다고 교육청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되어져 있어요. 교재 개발은 국어 3년 전인가 했

고, 영어 했고, 수학 개발 작년에 들어갔고, 지금 현

재 사회, 과학 쪽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빨리

개발이 되어야죠.

연구자: 도입이 되면 녹색에서는 받으실 생각이신 건가요?

오주은: 그렇죠. 할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하는 거고.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운동성을 지닌 기관들은 학력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녹색여성학교와 우리한글학교처럼 전문문해교

육 기관을 표방하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가지는 의미를 크게 보

고 있다. 이런 기관들의 특징은 예비반이나 임시적인 후속프로그램을 제

외한 초등과정 정규프로그램들은 모두 학력인정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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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있게 변형하기보다는 제도에 규정된 것과 최대한 가까운 방식으

로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기관의 지향과

역사적 맥락이 반영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인식

의 차이가 결국 기관 차원에서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는 태도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평생학습관: 채워가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인정제도를 공시한 것은 2010년이고, 실제로

정책을 시행한 것은 2011년부터이기 때문에 제도가 자리를 잡기에는 시

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문해교육 현장의 프로그램 운영

자나 강사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학력인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책이 도입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 시행착오와 평가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며

학력인정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는 기

관들이 있다. 바로 평생학습관들이다. 평생학습관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나 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가기관이다. 자

연스레 제도에 규정된 틀을 거의 그대로 맞춰서 학력인정제도를 전면 수

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수림: 저희는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이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렵고 힘들죠. 힘든데....

강은모: 정말 그 제도를 한 걸, 우리는 그대로 시범케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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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략) 계획서를 우리는 FM대로 그 1, 2, 3단

계를 교과서에 따라 계획서를 그대로 실행해봤던 케

이스였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청의 방침에 수동적으

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생학습관들은 가장 적극적으

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기관들이다.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인 B구 평생학습관의 경우, 처음에 학력인정제도의 틀을 잡을 때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서 모델이 되기도 했으며, 지금도 학력인정제도의 보완점

에 대해 교육청의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수림: 실은 학력인정 기초 틀 마련할 때 저희 기관이 논의

가 많이 됐어요. (중략) 중학교육과정도 아마 기초틀

을 저희가 만들어야 할 거에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중략) 계속해서 약간 물어보세요.

교육청에서. 교육청도 알고 있죠. 저랑도 계속 얘기

해요. 중학교 과정 하면 지원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

냐부터 예산지원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학력인정제도와 관련해 중요한 보완점으로 제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후속과정이다. 민간기관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거의 모든 문

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후속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

다. 하지만 실제 교육청과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평생학습관 밖에 없었다. 또한 A구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후속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학력인정제도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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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자체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도 이어가고 있다.

서유빈: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수업하는 기간이 짧다거나

내용이 너무 어렵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우리가 고려하고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착

오를 해서 그게 몇 년이 되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

한 거에요. 처음부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차원에서

는 일단 흐름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따르면서 탄력 있게 대처하면서 중간에 이런 것들은

고민해보자, 이렇게 된 거에요.

강은모: (학력인정제도를) 채워가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평생학습관이 제도를 “채워가는 중”이라 말하며 제도를 수용

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국가기관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국

가기관인 초등학교의 경우,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시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초등학교와 달리 평생학습관의

운영자나 강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채워”갈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운영경험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작년에 학력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평생학습관에서는 원래 한글교실의 형태로 문해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B구 평생학습관은 2002년부터, A구 평생학습관은 2004년부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이 시간동안 운영자와 강사는 물론 학습

자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이 쌓일 수 있었다.

강은모: 몇 년을 계속 한글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글

자를 이제 알기 시작하신 거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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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의논을 했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초등학력인정

도입을 한 번 해볼까요? 했는데 우리는 좀 성공적이

었던 게 4, 5년 동안 선생님이 하신 게 있잖아요.

(중략) 이번 문해 1단계 2단계 3단계는 글자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들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다음으로,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이다. 각 평생학습관에는 전문직인

평생교육사들이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

고 평생교육사들은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문해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수림: 저도 담당이 문해교육 담당만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

이 있지만 저도 제 업무의 거의 60프로는 문해교육

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도 생각해보고 저곳도 생각해보고 하는 거에요. 주

업무를, 가장 비중 있게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들은 대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A구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는 9년, B구 평생

학습관의 평생교육사는 11년의 평생교육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

스레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보완해야 될 부분을 더 잘 포착하게 된

다. 이런 전문성에 근거해, 평생교육사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와 의견

이 달라도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기도 한다.

강은모: 오픈스페이스 한 이유도 선생님이 처음엔, 선생님이

저랑 의논을 많이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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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간 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아니다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할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은 노래방처럼

놀면 좋아하실 거라고 얘기하셨고 약간 저는 교육적

인 의미로 접근하면서 아니다 (중략) 선생님이랑 저

랑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저도 이쪽 선생님의 현장도

이해하면서 저만의 평생교육사로서 교육적으로 접근

하면서 가니까

평생교육사들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무적인 업무가 아니

라,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자 책임으

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자기가 원래 맡고 있던 프로그램

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강은모: 사실 이거 나왔을 때 왜 했냐면,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정책 있을 때 해보긴 해봤냐는 그런 게 있어

서 시행을 해봐야지 정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왜냐면 처음에 할 때 해봐야지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도 있었구요. 그 전에 운영하던 게 있으니

까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던 게 있었고.

또한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은 국가기관이지만 초등학교와는 달리 어

느 정도 민간기관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특징과도 연관이

있다. 학력인정제도는 담론적으로는 교육청과 초등학교로 대표되는 정부

기관과 오랜 시간 제도 바깥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해 온 민간기관이 충돌

하는 장(場)으로 볼 수 있다. 이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평생교육사들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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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이 혼합된 평생학습관의 중간적인 위치, 마찬가지로 공무원이지만

전문직, 계약직인 자신들의 위상과 평생교육사로서 이론과 실천 모두에

걸쳐있는 전문성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모: 평생교육사잖아요. 평생교육사는 공무원이지만 공무

원이 아니잖아요. 전문직 계약직이니까, 그래서 소신

있게 가는데 (중략)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기만의 그

게 있는 거에요. 내가 이게 다야, 내가 보이는 게 내

가 현장이 이게 단데, 이론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어? 현장을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이론을 받아들이

지 않는 게 있구요. 이론가들도 딱 보면 좀 체계적이

어야지, 칸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대립이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론적인

것도 제가 듣고, 얘기하고,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균형 감각이 있기에 평생교육사들이, 나아가 평생학습관이 학력

인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채워”갈 수 있다. 현재 평생학습관의 운영

자, 강사들은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스스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동참하고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

고 있었다. 이들에게 학력인정제도의 안착은 개별 평생학습관의 문해교

육 프로그램은 물론 넓게 보면 민관협력의 영역에 걸쳐있는 평생교육 실

천의 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서유빈: 우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되니까 일단 따르는.

샘플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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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앞서 정리했듯이 평생

학습관의 지위가 국가기관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현행 학력인정제도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국가기관이 있다. 평생학습관과 초등학교이다. 하지만 평

생학습관과 초등학교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

4. 초등학교: 따르기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인정제도는 그 대상기관이 크게 설치 기관과 지

정 기관으로 분류된다. 설치 기관은 기존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한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들이며, 지정 기관은 기존에 5년 이상, 실제로

는 대개 10여년 이상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평생학습관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

가기관이지만 기존의 운영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 기관이 아닌 지정 기

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원래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기존에도 정규

교육과정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대개는 학교 학

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간혹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인정제도 시행으로 이제 초등학

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아닌, 즉 학교와 무관한 성인들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있고 기자재, 교실 등

시설도 여느 교육기관들보다 훌륭하다. 하지만 문제는 성인대상 문해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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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평생학습관들과는 달리 교육청과 소통하며 정책의 미래를 함

께 만들어가고 있다기 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력인정제도와 관련해 어떤 문제를 느끼더라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변

화를 건의하기 보다는 현황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수연: 안 맞게 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저희는 제도교육권에 있다 보니까 상부기관인 교육

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일단 맞춰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초등학교들의 경우에는 2011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학

습자들의 수준에 맞춘 1-2단계가 아니라 졸업생을 배출하는 3단계를 바

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세현: 1단계는 좀 낮으니까, 1단계는 생략을 하더라도 2단

계를 거쳐 와야 되는데 기초가 없이 3단계부터 하니

까 수업하는 저도 굉장히 어렵고 강사 선생님도 어

렵다고 느끼시고 학습자분들도 어렵다고 느끼세요.

학력인정을 교육청 지정으로 하게 되니까 3단계를

해야 졸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

요.

이렇게 초등학교들은 학력인정제도 수용에 있어 교육청이 이끄는 대

로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원래 성인문해교육 프로

그램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수연 교사가 말하는 대로

교육청이 초등학교의 상부기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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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청의 방침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초등학교가 학력인정제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학력인

정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문해교육기관들과 교육과정을 비교해 봐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을 수여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

그램은 1년에 총 240시간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하루에 2시

간씩(1시간이 초등학교 1수업 기준이라 실제로는 하루 1시간 30분) 일주

일에 3회 수업을 40주 동안 하는 것이 기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이 시

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문해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던 지정 기관들은 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연구에 참

여한 기관들은 대개 이 시간보다 많은 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주은: 능력에 대한 걸 해결을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더

필요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인정되어지는 수는, 인

정되는 수는 하루에 2시간씩 수업하게 돼있는데 우

리는 네 시간씩 수업해요. 두 시간을 더 하는 거죠.

교육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뜻이

다. 초등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재와 서울시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기관들, 즉 원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기관들은 학력인정제도 이전부터 주교재 외에 학습자들의 이

해를 돕기 위해 활용하던 부교재를 지금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박종우:　주 5일간 무상으로 가르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곳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별도 교재를 만들

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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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림: 문해교과서 쓰시면서 보조로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

서, 수학은 별도로 선생님들이 자료 뽑아서 하셨구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의 학력인정제도 수용방식은 지정 기관

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놓

고 판단해 보면 초등학교는 일부러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가깝다. 기존에 문해교육 프

로그램 운영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2010년에 제도가 공시되

고, 2011년부터 바로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5. 요약

지금까지 각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문해교육에서 공동체적 경험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강조하는

기관들은 학력인정제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기관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중심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성

인문해교육에서 학력에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 문해교육

기관들은 학력인정제도를 검정고시를 대체하는 경로로 활용하며 기관 차

원에서 제도의 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생학습관들 역시

전문 문해교육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현행 학력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은 아니다. 평생

학습관들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과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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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고, 또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는

자세로 학력인정제도를 채워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인정제도의 도입

과 더불어 처음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초등학교들은

운영경험의 부족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해, 학력인정제도

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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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력인정제도가 성인문해교육 실천에

유발한 변화

학력인정제도는 2010년에 제도의 틀이 만들어지고, 2011년에 본격적

으로 시행되었다. 시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제도 자체가 정착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지를 우려하는 목소리

들이 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도 학력인정제도가 성인문해교육 실천

에 유발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시적인 수준의 교수-학습 차원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둘

째, 기관 차원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변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이라는 생태계에 초등학교가 진입하며 나

타난 변화가 있다.

1. 교수-학습과 관련된 변화

본격적인 성인문해교육 법제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학력

인정제도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많다. 게다가 성인문해교육은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

던 영역이다. 관리감독이 없다시피 하던 영역에 규정이 새로 생겨난 만

큼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 장에서 정리했듯이, 학력인정 문

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크게 교육과정,

교원자격, 시설, 이렇게 세 가지이다. 이 중에 시설은 학력인정기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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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기준이 될 뿐, 이후의 교육실천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

았다.

1) 교육과정과 교과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채택된 문해교과서를 사용

해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주 2회, 혹은 주 3회씩 총 40주의 수업시간을

지켜야 한다. 문해교과서의 경우, 애초에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교과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력인정제도 도입 이전부터 현재 채택된 교과서를 활

용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다.

박종우: 처음 시작할 때는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거 가지고

했지만, 문해교육 교재가 확보된 이후에는 전부 다

문해교육 교과서로 했어요. 교과부에서 나온.

이수림: 문해교과서 계속 썼어요. 문해교과서 쓰시면서 보조

로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 수학은 별도로 선생님들

이 자료 뽑아서 하셨구요.

공식적으로 채택된 문해교육 교과서가 출시된 건 2007년이다. 학력인

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길게는 20년 이상, 짧아도

10여년의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

로 수업을 진행하던 기관들도 있으며, 이런 기관들의 경우 학력인정제도

로 인해 주교재를 전부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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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빈: 여기는 인정기관이잖아요. 인정기관은 기본 조건으로

교재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재를 제가 예전

에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해지정 기관은 심

의를 받아요. 교재가 이걸로 쓰니까.

우산문해연구원의 경우, 자체에서 개발해 판매까지 하고 있는 문해교

과서가 있었다. 특히 이 교과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자격인정심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교과서와 같은 등급인 A

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문해연구원은 자신들이 개

발한 교과서가 아니라 학력인정제도에 채택된 교과서를 주교재로 써야

한다.

고선주: 우리가 문해교과서가 있었어요. 1-8이 있는데.. 그게

교보나 어디 큰 문고에서도 팔려 나가거든요. (중략)

이 교과서가 나오고 지금 이제 1년 됐잖아요. 국가에

서 강제조항이에요 이거 쓰게끔.

교과서의 변화는 가르치는 내용의 변화와 직결된다. 학력인정제도의

도입 이전에 각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내용은 바

로 문자해득, 즉 한글이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채택된 교과서는 통합교과

로 국어, 수학, 영어, 한자가 모두 뒤섞여있다. 기관의 지향에 따라 학력

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도 기초 알파벳이나 사칙연산, 한자 등을 다루는

경우가 있었지만, 공식 성인문해교육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비록 교과서의 구성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내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수업은 기관의 자율성에 맡겨

져 있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주교재의 구성을 아예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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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려운 일이다.

심지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제 선입견이라고 할까 교과서에 있는 건 다 배워

야 한다는 선입견이 어른들한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쭉 검토하는 수준으로 했고, 지금

2단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국어 이외의 과목 비중을 늘리는 것이나 교과 외의 특별활동, 재량활

동을 운영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강사들은 교육과정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배주선: 특별활동 재량활동이 교육청에서 나온 매뉴얼 북에

들어있어요. 해야 돼요 우리가. 이수를 해야지 되거

든요. 수학여행도 가구요. 이런 그림도 가끔씩 그리

고. 음식도 만들어 나눠먹고, 도시락 싸오는 날 해서

도시락 하고. 청소하는 날 청소하고 학급회의도 하고

다 해요. 어떻게 보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강제성이 있

지만

이효진: 예전에는 그냥 가르치는 것만 했는데

교육과정의 제도화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체계화, 표준화이다. 이는

획일화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각 기관의 상향평준화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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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구은수: 기관도 이제 성장해온 건 사실이에요. 제도화가 되면

서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 정신에는 야학정

신으로만 해왔다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 되면서 교

재개발도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전

문성이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교사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 마련이 되면서 교육과정이나 평가지침

서도 만들고 이러면서 시스템화 됐다고 할까요?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변화 외에, 몇몇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수시간

규정을 맞추기 위해 원래 기관에서 운영하던 학사일정이나 시간표를 변

경하기도 했다.

구은수: 저희가 학기가 6개월 학기였는데 1년 학기로 바뀌면

서 그런 부분의 변화.

이수림: 옛날에는 저희가 상급이든 중급이든 주 2회, 그리고

토요일에 선택수업으로 해서 컴퓨터 수업이라든지

레크레이션, 체육,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

로 해서 교양과목을 좀 넣는데요. 이거를 지정되면서

그 중급이랑 상급은 주 3회 이상 오셔야 되는 거에

요. 그러니까 하루씩 더 늘어난 거에요. 시수가 3일

이 되면서 이런 교과들이, 통합교과라고 쓰거든요.

문해교과서 통합교과는 이틀 하고, 영어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씩 더, 2단계, 3단계. 예전에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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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긴 있었는데 선택이었거든요. 영어 여전히 어려

워하시지만 영어 수업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수업도 토요일에 있던 거를 평일 금요일로 옮기

고 컴퓨터 수업도 평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은 문해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다. 주교재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교육내용

이 아예 바뀌는 것도 아니고, 대개의 기관은 원래 자신들이 사용하던 교

재를 여전히 부교재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사일정이나 수업

시간의 변화도 특별히 중요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2) 교원의 자격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은 교원의

자격이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1학급당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수를 받은 문해교원 1명이 필요하다. 즉, 한 기관에서 학력인

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1개 운영하면 최소 1명, 6개 운영하면 최소 6명

이 이미 연수를 받은 문해교원이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설치와 지정

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은 강

사들에게 교원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주은: 저희 학교 스물두 명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세

명만 안 받았고 다 문해교원 연수 받았어요. 그 세

명은 올해 신입교사이고. (중략) 아직 학교 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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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연수를 받

도록 이제 해야죠.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문해교원 연수는 기본과정이 집합교육 6

일과 현장실습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인정제도와 별개로 문

해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학력

인정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0년까지는 전체 문해교원의 6%만 이 연수

를 이수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2c). 실제 수업을 하는 교사들 중

절대다수가 자원봉사자인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의 특성상 연수 참여율

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력인정제도가 시행되면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교사들은 학급수와 관계없이 연수

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선주부교실은 학력인정 프로그램은 1개

반만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

게 문해교원 연수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다.

구은수: 여기는 다 자원봉사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만둬버려

요. 그럼 또 받아야죠. (중략)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

추라고.. 지금은 저는 시민단체니까 교사들이 좀 걸

러 와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강압적으로 하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니가 문해교사로서 자격을 갖추려

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교육도 받고, 회의도 받고,

우리끼리의 막 그런 걸 강조를 하죠.

다만 교원 연수 역시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에 의한 큰 변화라고 보기

는 어렵다. 연수 과정 자체는 학력인정제도와 별개로 시작된 것이었고,

원래도 받으면 좋았던 것이지만 강제조항이 생겨 조금 더 활성화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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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큰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성인문해교육이

보다 “시스템화”, 즉 어느 정도 표준화 되었다는 지표로 바라볼 수 있다.

3) 학력의 수여: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장치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시작한 초등학교와 달리, 원래 민간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기관들은 학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조금씩 달랐다. 앞

서 보고했듯이, 녹색여성학교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검정고시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력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는데 반해, A구 평생학습

관은 아예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고, 하선주부교실이나

신천한글센터는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다가 그만두기도 했다. 하지만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이 모든 기관들에서 초등학력인정 문해교

육 프로그램 3단계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은 졸업장, 즉 학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수여되는 학력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부여하는 역할

을 한다. 특히 성인문해교육 현장에서 학력이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다

고 판단하는 기관들조차도 학력 수여를 통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은수: 이 분들 얘기가 하나같이 (중략) 내가 이 나이에 (졸

업장) 따서 뭐해, 그런데 받고 보니 아 중학교 졸업

장도 땄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 의식이 생겼다, 목표

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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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육현장도 비슷하겠지만, 성인문해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자극이 되는 목표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인

문해학습자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기초적인 문해력을 갖추지 못

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고,

충분히 상급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갖춰졌을 때도, 진급을 두려

워한다.

서유빈: 이 분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면, 올라가는 걸 근데

싫어하시거든요. (중략) 요번에 잘했으니까 올라가세

요 이러면 절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여 있는 거에요. 한 반에서 1년 정도 배웠으면 좀

어려운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초급반은 계속 초급반

에 계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반에도 막 섞이는 거

에요. 초급 수준 중급 수준, 그럼 선생님들도 어려워

지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고여 있는” 학습자의 문제는 대개의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공통

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학령기 학생들에게 졸업이 가지는 의미, 즉 특별

히 의도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설정되어 있는 일종의 목표(end)가 성인문

해교육 실천현장에는 없거나 내부 수료증 전달의 형태로 약하게 설정되

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으로 졸업이라는 구체적

인 목표가 등장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고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게 하는 동인이 된다. B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학력인정제도의 도입과 더

불어 “청춘학교”라는 이름 아래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리고 기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없었던 ‘학력’이라는 장

치를 학교의 이미지와 결합시켜 학습자들이 진급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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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수림: 이 분들이 단계에서 단계로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세

요. 안 올라가려고 안주를 하려고 해서 학교다, 학교

는 공부 못해도 올라갑니다, 꼭 1등을 해서만 올라가

는 게 아니라 꼴찌를 하셔도 올라가야 됩니다, 어머

니 학교는 꼴찌한 사람한테도 다 졸업장을 줍니다.

못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계속 쉬운 것만 배우려고 하는 것

에서 윗단계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을 계속해서 주고,

실제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검정고시, 즉 학력취득을 중심

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녹색여성학교의 경우, 학력 취

득이 성인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조

직하며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오주은: 실제적으로 학력을 취득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검, 고검, 대검을 1

년 만에 여기 와서 공부 하시면서 패스를 하시고. 대

학교도 가시고. 석사도 하시고. 늦게 시작하셔서 하

신 분들이 있고. (중략)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거죠.

요컨대,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교수-학

습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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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되고, 교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성인문해

교육 실천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선과 획일화에 대한 우

려가 공존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교육실천 안에 학력이라는 목표가 생

겨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

다.

2. 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변화

어떤 제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제

어떤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큼, 제도에 직접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제도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력인정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과정이나 교원의

자격과 관련된 변화는 학력인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

는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변화이다.

하지만 학력인정제도는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사전에 의도하거나 예

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도 초래했다.

1) 예비반과 후속 프로그램: 학력인정제도 외부의 성인문해

학습자

현행 학력인정제도는 초등과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완전히 같다

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인 1단계, 3, 4학년

수준인 2단계, 5, 6학년 수준인 3단계가 있고, 1단계와 2단계의 수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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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관계없이 3단계 과정을 수료한 학습자들에게는 초등학력이 수여된

다. 이 3단계 시스템 자체는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

쳤다고 보기 어렵다. 대개의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은 학력인정제도가 시

행되기 이전부터 초급/중급/고급이라는 구분 아래 교육과정을 구성해 운

영해왔기 때문이다.

강은모: 저희는 1, 2, 3단계가 좀 용이했던 게 그동안 초급

중급 고급을 운영했으니까

고선주: 원래부터 과정을 나눠놨기 때문에, 원래 운영하던 대

로. 원래 1, 2, 3단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제 학력인정 들어오기 전에도 문해 1, 2, 3을 나눠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1, 2, 3을 받느냐, 3

단계만 받느냐 이런 걸 정하거든요. 반도 몇 반 할

것이냐 이런 걸 했는데 우리가 사이즈도 작아서 1,

2, 3단계를 한 반씩 케이스로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서울시도 이게 고정이 딱 된 거에요.

하지만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1, 2, 3단계의 수준이 교과서

수준에 맞추어 보다 분명해졌다. 다시 말해, 기관 차원에서 임의로 구분

해둔 ‘초급’ 단계와 학력인정제도의 틀에 포괄되는 ‘1단계’의 수준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1단계를

운영하더라도 그 1단계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학습자들을 위한 단계가 필

요해졌다.

강은모: 이 초등학력인정과정은 글자를 모르면 사실 공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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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잖아요. 이번 문해 1단계 2단계 3단계는 글자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 이걸 3단계만, 그거

를 처음에 시행착오랄까.. 그대로 몇 년을 했으니까

1, 2, 3단계만 운영을 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구나 해서 예비반을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세

개 과정을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

렇게 운영을 하고 예비반을 나중에 뒤늦게 개설한

거에요.

예비반 개설은 학력인정제도의 바깥에 존재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기

관 차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학력인정제도의 3단계

시스템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1단계 진입이 어려운 기초수준

의 학습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예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연구에 참여한 8개 기관들 중에는 A구평생학습관, 영인주민회, 신천한글

센터 뿐이었다. 오히려 각 기관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은 3

단계 수료 이후의 과정이다.

성인문해학습자들이 현행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를 통해

초등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능동적으로 학습을 조직해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졸업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

다. 오히려 학습자들이 졸업과 진급의 기회를 거부하고 피하는 경우도

생긴다.

구은수: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밥그

릇 줬다가 뺏냐고. 이제 조금 공부 시작해서 내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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밌는데 졸업하라고 한다 (중략) 진급을 안 하시고,

학력인정반 가면 졸업해야 돼, 그러니까 싫어, 이런.

성인문해학습자들이 초등과정 졸업 이후에 배움을 지속할 곳이 없다

는 현실은 기관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하는 문제이다.

그 이유는 바로 난이도이다. 현재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학습내용의 수준과 중등과정이나 일반적인 평생

학습트랙에서 다루는 수준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연구 참여자

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수림: 저희 학습관에서도 졸업생이 발생하는데 이 분들이

다시 교육적 소외에 놓이는 거에요. 교육적 소외,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교육을 받았는데 졸업하기

싫은데 막 졸업하라고 하니까 졸업했더니 또 다시

교육적 소외에 놓이면서 이 분들이 그냥 일반 평생

학습교실에 가기는 어려우신 거죠.

구은수: 지금 초등학력을 가진, 무학이신 분들이 평생교육 트

랙에 참여율을 보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거

기 참여하는 분들 보면 거의 대졸자들이, 고졸, 대졸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또 한 번 버림받는

거죠. 또 소외되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민간의 기관들은 자연스레 초등과정을 마친 학습자들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된다. 녹색여성학교처럼 원래 자체적으로

중등, 고등과정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학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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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도 도입 이후에 초등과정을 졸업한 학습자들에게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수림: 저희가 이 분들을 위해서 안심하고 졸업하셔라. 교육

과정 만들겠다고 해서 예비중학교육과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국어 배우고, 기초 영어 배우고, 기초 수

학 배우고, 교양수업도 해서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

게끔 진행하는

박종우: 중학과정은 빨리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

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필요할 거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졸업한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

서 중학과정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과정으로서

중등학력인정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각 기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후속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관

이 아닌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후속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졸업한 학습자들을 그냥

내보내는 상황이다.

강세현: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졸업을 하기 싫다, 갈

데가 없다. 이걸 졸업을 했지만 실력은 거기에 미치

지 못한다. 중학교 가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실력

도 가서 어떻게 영어수학을 하냐, 그러니까 당신네들

은 여기가 좋다는 거죠, 졸업을 안 하고 여기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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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다른

분들에게 혜택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조한결: 그럼요. 학교 다니니까 좋은 거에요. 졸업 안하고 싶

다고. 한 해 더 했으면 좋겠다고.

연구자: 계속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네요.

조한결: 그렇죠. 이제 졸업장을 받으면 끝나니까. 마냥 받은

거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나라에서도 골고루 기회

가 주어져야 되니까.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을 마친 학습자들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습자들이 졸업, 그리고 ‘나아감’을 회피하

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금의 시스템이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백을 메

꾸기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력인정제도의 3단계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의 경계를 구획함으로써

학력인정제도의 틀에 포함되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

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사무의 증가

학력인정제도는 학습자들에 대한 별도의 검정과정 없이 프로그램만

수료하면, 국가자격인 초등학력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학력인정제도 이전

에 초등학력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거나, 학력인정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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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거쳐야 했다. 이런 과정들에 비해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진행하

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방

법이다. 그러다보니 형평성 차원에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와 학습자들의 평가에 관한 관리감독이 엄밀하게 이뤄지도록 돼있다. 관

리감독의 강화는 기관 차원에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의 증가로

이어진다.

구은수: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늘었죠. 보고해야 되고, 체크

해야 되고, 어머니들 포트폴리오도 더 아무래도 만들

어야 되고, 출석체크도 이제.. 상담이라거나, 원래 해

왔던 거지만 기록을 좀 더 신경 써서 남겨야 한다든

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일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강은모: 기획이나 계획은 제가 하더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개

발은 하더라도 저랑 어떤 부수적인 페이퍼작업이 굉

장히 많아요. (중략) 한 10배는 많아졌죠. 왜냐면 한

글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우리가 확보가

돼있죠, 교재도 다 만들어놨죠 그러면 월화목, 화목

그러면 월화목은 한글, 초급, 10시에는 중급, 고급.

그대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에요. 중간에 뭐가 있었

냐면 상담. 들어올 때 출석부 관리하면서 이제 빠진

데 수준에 맞게끔 하는 역할만 하면 할 게 없죠. 그

냥 그게 끝이었어요. 두 번째는 올해 이제 초등학력

인정이 되다 보니까 서류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작업도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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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력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도 출석 관리나 상담은 필수적으로 해

오던 일이었고, 학습자들의 학습결과물 정리도 파일을 만들거나 사진으

로 보관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있던 작업이다. 하

지만 학력인정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학력을 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를 각 기관에 요구한다.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는 내부의 필요에 따라 진행하던 서류작업을 서울

시교육청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존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쭉 운영해오던 성인문해교육 기관들

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지만, 초등학교 역시 행정사무의 증가로 인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연: 일단 귀찮죠. 왜냐면 학교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

무들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연구자: 선생님은 사실상 두 학급을 관리하시는 건데 행정

업무 같은 건

조한결: 제가 다 하는 거죠. 세 학급을 하는 거니까 바쁘죠.

초등학교의 경우, 학력인정제도 도입 이전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경험은 없기 때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교라는 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

램 운영은 행정사무의 증가로 이어진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이다. 특

히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담임이든 교과전담

이든 이미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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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연: 제도라는 게 이게 불편해요. 위에서 요구하는 건 똑

같아요. 요구하는 게 양이 똑같아서 나눠 갖게 되잖

아요. 60학급인 학교는 60명이 나눠가지는 거고 우리

는 학급수가 적으면 30명이 그 역할을 나눠 갖는 거

에요. 물론 세 반만 있으면 세 반 양만 하면 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는 작년엔 많이 힘들

었구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조

금 나은데 그래도 학교에서 배려를 해준 면에 있어

서는 참 배려를 많이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

체 차원으로 볼 때는 일단 제가 매일 7시 퇴근입니

다. 특별히 일이 있기도 하지만 없어도 7시 퇴근이구

요.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의 증가는 법제화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국가기

관이 성인문해교육 영역에 관여하기 시작하며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

다. 여기에 학력이라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분배하는 방식에서 검정고시

응시자나 학령기 아동, 기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들과의 형

평성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변

화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서 이런 행정사무가 기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강은모: (행정 업무가) 엄청 많아진 거죠. 한 10배는 많아졌

죠. (중략) 올해 이제 초등학력인정이 되다 보니까

서류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작업도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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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이건 작년 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에요. 형성평가 같은 것도 이게 들어

가야 되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 이게 장난이 아니

에요.

구은수: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늘었죠. 보고해야 되고, 체크

해야 되고, 어머니들 포트폴리오도 더 아무래도 만들

어야 되고, 출석체크도 이제.. 상담이라거나, 원래 해

왔던 거지만 기록을 좀 더 신경 써서 남겨야 한다든

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일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학력인정제도는 성인문해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관련해 크

게 두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먼저 교육과정에 1단계에서 3단계의 수준

을 규정함으로써 그 외부에 있는 학습자들을 위한 예비과정과 후속과정

개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학력인정제도로 인해 학력의 수

여에 필요한 각종 서류작업이 생겨나면서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감당해

야 하는 행정사무가 증가했다.

3. 초등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실시: 가능성과 불안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앞의 논의를 통해서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이 그

특징에 따라 어떤 태도로 학력인정제도를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유발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성인문해교육의 실천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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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하나하나의 개별 문해교육 기관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기관들의 총체, 비유하자면 일종의 성인문해교육 기관 ‘생태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학력인정제도가 가져올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초등학교의 진입이다.

1) 초등학교 설치와 관련된 쟁점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력인정제도는 초등학력인정 프로

그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되기 이

전부터 성인문해교육이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있었다. 녹색여성학교의

자매학교인 녹색초등학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성인들을 위한 초

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녹색초등학교 외에도 이렇게 성인들을 위한 학

력인정학교는 2011년 기준, 전국에 87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성인

들을 위한 특수한 지위의 학교가 아니라 학령기 아동들이 다니는 일반

초등학교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자연스레, 초등학교 설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다.

가. 초등교사의 전문성

민간에서 오랫동안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기관의 운영자

들과 강사들 대다수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효진: 성인교육은 처음이시잖아요. 그 분이 초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긴 하셨어도 성인대상으로 수업은 처

음이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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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주: 우리가 교육학을 하다 보면, 페다고지하고 안드라고

지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면 문해교원이 교사가 된

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한 교사가 될 확률이 제일

많은데 그 사람들은 평생을 페다고지식 교육을 했는

데 성인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

죠.

하지만 직접 만나본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로서 전문성에 대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은 스스로의 경력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성인 문해 학습

자들의 평가를 통해 강화되고 있었다.

조한결: 애들과 할머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복지관도 다니면서 또

오시기도 해요. 당신이 비교를 하시는 거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교가 훨씬 더 잘 가르친다.. 선생님

훨씬 더 잘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에요 (웃음) 그런

기술이나 전문성이 초등학교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민간의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이 우려하는 ‘전문성’과

초등교사들이 말하는 ‘전문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본

적으로 성인문해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내용의 구성은 초등학교에서 배우

는 교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정식으로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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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개발되기 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많았으

며, 일부 기관에서는 지금도 부교재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초등교사들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 전문성은 교육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성인학습

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학습자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전문성을 의미

한다.

강은모: 퇴직하는 교사들.. 가면 사전 그냥 막대기로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애들 다루듯이.. 근데 그 분

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분들이 평생을 아이들만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게 바뀔 순 없을 것 같아요.

구은수: 어느 학교에서는 정말 아이들 시험 보듯이 그렇게

어머니들이 채점해서 이렇게 했더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 설치하는 게 제일 우려됐던 게 그

거였어요.

이는 동일한 지평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라기보다는 학습자

를, 나아가 성인문해교육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

합하다. 누리초등학교 조한결 교사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 기관에서는 주로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초등학

생을 가르치듯이 성인학습자를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어떤 학습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방식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학교 안에서 교사들끼리 행정업무가 계속 바뀌고,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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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년마다 교사들이 전근을 가야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이수림: 선생님들은 왜냐면 또 그 분이 다른 학교로 또 전근

가실 때, 그러면 또 어떡할거야, 그리고 이 분이 했

는데 이 선생님이 간 학교는 또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에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연구자: 전문성이 끊기겠네요.

이수림: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금선초등학교의 나수연 교사는 처음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부터 계속 이 업무를 해왔지만 2013년에 전근을 가야 하는 상

황이고, 옥진초등학교의 강세현 교사도 2014년에는 학교를 떠나게 된다.

자연스레 교사 한 명의 차원에서나 학교 차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이 쌓이

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나. 부가업무로서의 성인문해교육

민간의 기관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초등학생들을 대하듯이 학습자들을 대한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수림: 그 분들은 그게 주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주사업이

아니고 그 분들의 주업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학교 자체도 아이들에 대한 전담이지 이거는 부수적

으로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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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선생님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은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유능하시고 능력이 많으

시지만 제가 쏟는 관심하고는 조금 다른 걸 저는 느

껴요, 할머니들도 느끼시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할머니들이 다잖아요. 그니까는 다양한 것들을 이

렇게 하고 (중략) 반면에 우리 선생님은 이쪽으로는

조예가 깊지만 아무래도 주가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

을까

이은하는 비형식교육기관(복지관)에서 원래 성인문해교육 강사로 일

하고 있었으며, 2011년 문해교원 연수를 받기 위해 복지관에 찾아온 누

리초등학교 교사와 연을 맺어 누리초등학교에서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전담강사로 일하는 이은하가 보기에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담임반이 따로 있는 성인문해교육 담당교사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자신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원래 민간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수법이나 교수내용에서의

전문성을 떠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성인문해교육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나 문해교육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

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문해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초등학교 교사들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강세현: 힘든 거는, 이제 미리미리 교재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홀할 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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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연: 어르신들을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6시간이지만 사

실은 그 분들을 위한 어떠한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

할 때 사전에 교재 연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교재

연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학습자료를 확보해야

잖아요. (중략)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 반 일도

있고. 저는 두 가지 일 밖에 안하거든요. 우리 반과

그 반 일인데.. 어쨌거나 그쪽 일 때문에 월수금 그

쪽에서 수업하고 뒷정리하고. 작년에는 생활글쓰기

이런 걸 하면서 계속 고쳐드리고 이러다보니까 시간

이 도저히..

이런 이유들에 근거해 민간의 기관들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일부 초

등학교 교사들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다. 초등학교 시설의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

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민간기관의 운영자들 중에

는 보완책을 제시하며 학교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수림: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더 좋은 프

로그램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운

동장 없잖아요. 거긴 실습실도 있어요. 과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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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는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지만 거기는 과학

실험이라든지, 만약 한다고 하면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설이다. 초등학교와 민간기관을 가리

지 않고 대부분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학교 시설을 굉장

한 장점으로 꼽았다. 민간기관과 초등학교 양쪽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은하: 제가 이제는 복지관 풍경이나 H동 풍경이나 여기를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곳이 이런 곳(학교)이에요.

어르신들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생각에 앞으로도 이

런 거는 성인문해교육을 학교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중략) 학교의 좋은 점이

컴퓨터가 다 있고 TV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설명을 드릴 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딱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설이 가지는 장점과 더불어 전담인력에 대한 고민은 초등학

교 교사들 역시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교사들이 강력하게 전담교사 채

용을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산과 학교가 공교육 기관으로서 가지는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다.

나수연: 아 이게 고정적인 어떤, 교사 정규 TO가 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참 많이 했어요. (중략) 이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는 전담자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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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학교차원에서 전담교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

을까요?

강세현: 안되죠. 임용고사라든가.. 그게 어렵고. 인건비가 아

무래도.

라. 요약

요컨대, 초등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서는 크게 세 가지의 논의가 존재한다. 먼저 성인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즉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지정 기관에서는 초등학교가 성인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전문성

과 성인학습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

는데 반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이 주업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업무가 성인문해교육인 지정 기관들에 비해서 학습자와

성인문해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정 기관의 운영자들은 물론, 초등학교 교사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의 배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초등학교의 시설이 가지는 강점이다. 이는 민간의 성인문해교육 기관

들이 워낙 시설에 있어 열악하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고자 하

는 기관들에 제시한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기관들의 시설상황은 그나마 나쁘지 않지만, 학교를 따라가기는 어

렵다. 그렇기에 지정 기관에게 학교는 우려의 대상인 동시에 부러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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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런 우려와 부러움은 결국 성인문해교육 영역의

주도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2) 지정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민간에서 오랜 시간 성인문해교육을 실천해 온 기관들은 서울시교육

청이 같은 학력인정제도의 틀 안에서도 초등학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지

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비판적이다.

이효진: 나중에 회의에 가서 보니까 학교에 설치한 기간에는

지원금이 있고 지정받은 기관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렇더라구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

긴 했죠.

강은모: 지역에 우리 말고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더

잘해오던 곳들이 있는데 지정을 할 때 보여주기 위

한 게 있는 게 학교에서 하는 걸 지정을 해버렸잖아

요. 금선초등학교랑 다른 초등학교. (중략) 제가 저번

에 서울시교육청에 얘기했어요. 왜 지역에서 성인문

해교육 확대시킨다고 하면서 초등학교만 인정해주고

문해교육기관은 안 해주냐, (중략) 예산도 안 줬잖아

요. 선정만 하고 지정만 하고 여건 그렇게 어렵지 않

아요. 제도 신청만 하면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몇

년 동안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 줘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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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판의 시선은 결국 성인문해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맞닿아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퇴

직한 교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구은수: 조금만 지나면 아마 초등학교 교사가 퇴직하면 퇴직

교사의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제가

진흥원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현직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런 일자리 창출..

고선주: 그게 퇴직교사를 위한 문해교육 사업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게 내년부터 중학교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

7월인가 8월인가 교사들을 위한 문해교육을 따로 실

시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략) 중학교도 만약

오픈하게 되면 학교에서 할 확률이 많아져요. 그리고

중학교 교사를 이용하려고 한다 하더라고.

이런 의심을 사실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지금 민간기관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 제도

의 파트너인 서울시교육청과의 신뢰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초등학교로 대표되는 ‘관(官)’과 오랜 시간 자

율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해 온 ‘민(民)’이 갈등하는 양상이 확인된

다.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인정제도를 시행하며 만든 틀의 많

은 부분은 초등학교의 시스템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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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모: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 학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서류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 워크북이나 이런

걸로 간 거에요.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연수 받으

신 분들이 실습을 받으셔야 해서 왔어요. 딱 보더니

어 이거 우리 초등학교 애들 하는 거, 포트폴리오랑

똑같다는 거에요. 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저거 만든

게.. 이게 참 불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서유빈: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초등교육 안에서 역사가 있

잖아요. 쌓여져서.. 문서화도, 거기도 50년, 60년 쌓여

져서 나름대로 그만큼 쌓인 역사가 있었던 거에요.

문해교육은 쌓인 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재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초등학교 시스템을

많이 가져와요. (중략) 큰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짜고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현재에 맞지 않

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돼야 하는

건데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거니까.

평생학습관은 제도를 시범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과도기임을 의식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문해교육 기관들은 현행 제도에서 발견되는 ‘관’, 또는

초등학교의 흔적에 조금 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

로 문해교과서이다.

배주선: 제대로 수업이 안돼요. 교재 보시면, 하권이 기초반

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냥 갑자기 분수가 한 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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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분수를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

가르치고 익힘하고 그래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개

념도 모르는데 분수가 한 장이 갑자기 나와. 그 다음

에 또 영어 알파벳이 나와, 굿 모닝이 나와, ABC도

모르는데 지금 한글도 모르는데 A를 하는데 그리는

것도 엄청..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현재 학력인정제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교과서는, 연구에 참여한 모

든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자, 강사들이 입을 모아 비판

하고 있다. 실제 성인문해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학령기

아동들이 배우는 초등학교의 수준을 의식해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다. 애초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학력인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민간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해 온 기관들도 참여

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구은수: 민간단체들이 좀 오래된 기관들이 가서.. 저는 일정

부분 영향도 미쳤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런데 어쨌

거나 교재를 만드는,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나 또는

졸업장을 학력인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그런 잣대

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 갈등이 심했어

요.

강은모: 현장도 들어갔어요. 현장도 들어갔고 골고루 들어갔

으나 정책을 입안할 때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아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어쨌든 현장의 얘기를 듣더

라도 이론적인 거하고 현장의 그게 다르더라구요.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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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의미 있는 학자 분들이 실

천해서 하긴 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현장에서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요. 괴리가 있고 그걸 메꿔야

되는데 이론가와 실천가들이 대립이 된 거에요. 현장

을 알아? 이론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걸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리고 기본적으

로 교육감이 학력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구색을 맞춰야 하고.

하지만 민간에서 오랜 시간동안 성인문해교육을 진행해 온 사람들,

즉 “현장/민”과, 교과서/교육과정/평가기준 등의 개발에 참여한 행정가나

학자들, 즉 “이론/관”이 대립하면서 결국 어중간한 결과물이 나왔다. 이

렇게 수준에 맞지 않는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며, 지정 기관들은 끊

임없이 성인문해교육 영역에 드리운 학교의 그림자를 의식하게 된다.

구은수: 그동안의 현장성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문해교육의 방향이나 흐름이 생길 것 같은 거

에요. 왜냐면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런 자부

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교육 전문가야. 그런데 문해

교육은 정말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청은 그쪽이 편하고 (중략) 그러다 보면 아주 작은

단체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이런 불안감 외에 초등학교의 진입이 구체적으로 성인

문해교육 실천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

만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갈등의 기류만으로도 초등학교의 설치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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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파급을 불러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다. 이는 한국사회에

서 불편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문해능력이 필요

하고, 국가에서 그 필요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성인문해교육

법제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가 성인문해교육 영역에 들어간 것

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구성원들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오랜 세월동안 국가에서 책임지

지 못한 성인문해교육을 별 지원도 없이 담당해 온 문해교육기관들 입장

에서, 초등학교의 전면적 등장은 커다란 충격일 수 있다. 실제 초등학교

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성인

문해교육 영역의 주도권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초등학교로 대표되는 ‘관’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하지만 A구 평생학습관의 서유

빈 강사가 지적하는 대로 초등교육이 지금처럼 안정되기까지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중반 본격화되기 시작한 성인문해교육 법제화

과정에서 “관”과 “민”이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

이 더 적합하다. 앞으로도 학력인정제도는 물론, 성인문해교육의 법제화

는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많은 연구와 현장의 노력이 요구되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4. 요약

지금까지 학력인정제도에 의해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나타난 변화

를 정리해보았다. 변화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학력인



- 99 -

정제도에 규정된 내용을 기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교육과

정이나 교원관리 양상, 행정사무의 양에 대한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

들은 제도를 그대로 따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이전부터 충

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에, 학력인정제도에 직접 규정된 것

은 아니지만 제도가 만들어놓은 조건에 의해 기관에 유발된 변화들이 있

다. 학력인정기관에서는 학력인정제도의 3단계 시스템에 포괄되지 않는

수준의 학습자들을 위한 과정이 새로 개발하기도 하고, 학력의 수여를

학교의 이미지와 연결해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장치로 활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가 성인문해교육 생태계에 등장하며 나타난

변화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성

인문해교육 기관들은 초등학교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시도교육청과 문해교육 기관들 사이에 갈등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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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제언

비문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김신일, 1990)이라는 주장

이 등장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비문해자들을 사회적

으로 책임지기 위한 과정, 즉 국가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과정

인 성인문해교육의 법제화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 ‘학력인정’이 성

인문해교육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허준, 2008;

천성호, 2009), 학력인정제도는 법령에 근거한 ‘비형식교육의 형식화’라는

점에서 현재 성인문해교육 법제화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은 대안학교, 학점은행제의 사례와 유사한 구조

를 이루고 있다. 먼저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국

가의 책임과 교육프로그램 질 관리 등의 명분 아래 성인문해교육 법제화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000년대 초중반 전개된 일련의 교육과정

개발 및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요구, 그 결과물로서 성인문해교육 지

원사업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2007년 <평생교육법>의 개정 이

후,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

련된다. 이 과정에서 검정고시 및 일반 초등교육과정과의 형평성 문제로

몇 가지 기준, 즉 “잣대”들이 생겨났으며,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은 이

“잣대”들에 의해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각 성인문해교육 기관이 각자의 역사적 맥락과 특징에

따라 학력인정제도를 어떤 태도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하는

지점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난 논

의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이 학력인정제도

를 수용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현행 학력인정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읽어

낼 수 있다. 둘째, 법제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표준화’와 관련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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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이 드러난다.

1. 학력인정제도와 성인문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연구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학력인정제도가 실제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에 의해 어떤 태도로 수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먼저, 야학이나 시민단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성인문해교육에 있어 공동체적인 의미나 운동성을 강조하는 기관들은 학

력인정제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은 학교교육의 부정적인 측면, 예컨대 계량화된 수치로 교육의 성

과를 평가한다거나 하는 점들을 비판하며 성인문해교육과 학교교육이 다

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연스레 초등학교의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 학력

인정제도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글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전문문해교육 기관들은 성인문해학

습자들에게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교를 못 다닌 한을 풀어준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졸업장, 즉 학력에 큰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 이에 검정고시를 대체하여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경로로서

학력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제도가 확장된

다면 그 제도에 맞춰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전문

문해교육 기관들은 어느 정도는 학교교육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성을 지닌 기관들이 그 지향상 학교교육으로부터 거리를 두

고 있고, 전문 문해교육 기관들이 전략적으로 학교교육을 지향한다고 본

다면, 초등학교는 학교교육 그 자체이다. 초등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실천

은 학력인정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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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와 민간의 성인문해교육 기관들 사이에 충분히 교류가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등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실천은 민간

의 성인문해교육 기관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간

의 기관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초등학교는 사실상 학교교육으로서의 성인

문해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평생학습관의 성인문해교육 실천은 그 차원이 조금 다르다. 성인문해

교육은 평생교육 6대 영역 중 하나로, 교육소외계층인 비문해자들에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평생학습관은 학습자

들이 졸업장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학습을 조

직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자세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평생학습관은 학교교육을 의식하고 있기 보다는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기획․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은 각자의 역사적 맥락과 특징에 따라 학

력인정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이렇게 학력인정제도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학

력인정제도가 그렇게 ‘매력적인’ 제도가 아님을 시사한다. 특히 학력인정

제도에 거리를 두고 있는 기관들은 2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지금도 문해교육 관련 단체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기관들이 학력인정제도를 크게 반

기지 않는 이유는 성인문해교육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야

학이나 시민단체, 소외계층 교육에서 출발한 기관들은 성인문해교육에

있어 문해력의 증진이나 학력의 취득, 상급단계로의 진학 보다는 공동체

적 의미를 강조한다. 반면에 학력인정제도의 핵심은 단계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출석기준, 문해교원 자격 등 공동체적 의미와 별반 관계

가 없는 것들이다. 게다가 학력인정제도로 인해 따라오는 규정이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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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증가는 꽤 귀찮고 복잡하다. 이러다 보니 현행 학력인정제도 자

체를 꼭 필요한 것이라고 ‘환영하는’ 기관은 원래 학력을 중요시하던 소

수의 기관들뿐이다.

이 제도와 현장의 간극은 결국 학력인정제도가 성인문해교육 실천현

장,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성인문해교육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

탕으로 구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병환(2007)은 대안교육 법제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안학교 교원들이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의 대

안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성인

문해교육 법제화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견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교육청이 “너무 모른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행정당국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결국 제도가 목표로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

실패로 이어진다. 윤여각(2000)은 학점은행제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교

육인류학적 분석에서 행정이 교육을 뒤에서 붙잡는 상황을 설명한다.

교육이 전면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에 관한 논의과정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그것은 교육개혁에서는 교육의 과정

을 통한 인식의 공유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윤여각, 2000:

47)

성인문해교육 기관들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볼 때, 현행 학력인정제도

가 행정기관과 현장의 당사자들 사이에 성인문해교육의 의미를 공유하거

나 구성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만들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우산문해연구원처럼 오랫동안 문해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해온 기관에서 “때려치우”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문제의 심

각성을 말해준다. 다양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이뤄져온 성인문해교육에

대해 행정당국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앞으로 학력인정제도의 정착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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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해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나 교육

청에서 교사, 공무원들이 일정 시기마다 보직을 순환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이 아주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성인문해교육은 아직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가 1년, 2년에 한 번씩 바뀌면 결국에는 행정이 뒤

에서 교육을 잡는(윤여각, 2000: 43)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차후에 시스템이 갖춰진 후에는 다시 판단한다 하더라도, 우선 지금으로

서는 행정 전담파트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인문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초등학교에는 성인문해교육 전담학급의 설치

가 요구된다. 지금 초등학교는 운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성인

문해교육 기관들로부터 불신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교사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점이 있어도 교육청의 방침을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초등학교가 성인문해교육 실천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하나의 부가업무로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초등학교에

대한 불신의 시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병설유치원과 유사한 방식으

로 초등학교 안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이 가능해진다면, 초등학교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성인문해교

육 실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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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로 인한 갈등과 향후 전망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실제 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인문해교

육 실천현장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교육

과정과 교원의 자격 관리, 학력의 수여와 같이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

교수-학습과 관련해 미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그리고 1-3단계

라는 학력인정제도 교육과정의 특성상 각 성인문해교육 기관에 1단계 이

전의 예비과정과 3단계 이후의 후속과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학력인정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력의 수여는, 성

인문해학습자들에게 졸업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이자 이후에 학습을 이

어갈 수 있는 발판을 부여하기도 했다.

학력인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은 성인문해교육 실천의 ‘표준화’로

정리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진행되던 수업은 주교재의

통일로 인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고,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들도 동일한 연수를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학력 수여를 위

한 표준화는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육과정처럼 가능성인 동시에 굴레로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었기에 기관마다 천차만별이

던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표준화로 인해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 되는 것이

가능성이라면, 기관의 사정상 맞지 않는 교육과정도 꼭 지켜야 한다거나,

행정사무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굴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화 자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보다는, 표준화의 장

점을 살려나가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점은행

제 표준교육과정의 사례를 참고하면(신군자 외, 2006; 나장함, 2006) 표

준화에 포함되는 규정 자체를 최대한 느슨하게 가져가는 방법, 혹은 학

력인정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을 강화하되, 선정된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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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준화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 하나는 초등학교의 등장이다. 현재 초

등학교의 등장이 구체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실천에 끼치는 영향은 잘 드

러나지 않고 있지만, 기존 문해교육 기관들과 교육청 사이에 갈등의 기

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문해교육 생태계에 초등학

교가 진입했다 함은 초등학교라는 한 기관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학력인정제도는 초등학교의 교육과

정과 초등학교의 평가방식, 초등학교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성인문해교육

영역으로 들여왔다. 즉 초등학교와 ‘표준화’는 학력인정제도에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게다가 교육청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 몰리면

서 기존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기관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초등학교는 국가 주

도의 교육, 표준화, 획일성, 공공성 등을 표상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

실천, 다양성 등을 표상하는 문해교육 기관들과 대립한다. 이는 결국 민

간 주도로 이뤄지던 교육실천 영역에 제도가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이제 갓 2년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의 문해교육 기관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혹

은 태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

에 초등학교 시설이 가지는 장점과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

적인 전망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다. 대안교육 법제화의 사례를 참고하면(김성기, 2004), 지역 단위

로 학력인정제도,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성인문해교육 법제화 전반에 대

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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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각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민간 기관과 교육청, 초등학교가 함께

하는 문해교육협의회는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있거나 발전

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지는 못하다. 민간의 문해교

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오랜 경험으로부터 초등학교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법제화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초등학교의 실무

력이 문해교육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교육청, 민간의

문해교육기관, 초등학교는 장기적으로는 성인문해교육을 함께 만들어가

는 파트너이다.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서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화학

적인 결합을 통해 제도를 함께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을 때, 학

력인정제도 뿐만 아니라 성인문해교육 법제화라는 큰 흐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표준화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구획’에 따른 ‘포함’

과 ‘배제’이다. 학력인정제도 도입 이후 예비과정과 후속과정의 대두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는 현행 학력인정제도에서 규정하

고 있는 1단계에서 3단계의 수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런 학습자들은 사실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학력인정제도는 경계를 강화해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를 나누는, 분리의 실천(dividing practice; Ball, 1990) 중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다. 지금은 각 문해교육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로 채워지지

못하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후 제도를 보완하는 과

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는 민간의 다양한 실천이 기초가 되는 평

생교육의 한 영역이 제도의 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

는지 잘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제도의 틀에 기

초해 예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제화 과정에서 현장

과 행정당국 사이의 인식 차이를 충분히 메꾸지 못하면 갈등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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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은 평생교육영역의 법제화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후속연구 제언

이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학력인정제도가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관차원에서 학력인정제

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학습

자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이

뤄지는 변화는 결국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이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학력인정제도가 학습자들에게 어떤 의

미로 다가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력이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당분간 성인문해교육의 법제화는 학력인정제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

며, 학력인정제도의 핵심은 결국에는 학력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학력인정제도로 인해 성인문해교육 실천현장에 나타난 변화들

중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학력이 가지는 의미이다. 기존 연구에서

학력은 성인문해학습자들의 한(恨) 또는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최윤정,

2003; 이지혜, 2011), 혹은 학교 중심의 교육체제나 학력사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허준, 2008; 천성호, 2009). 하지만 학력인정제도로 인해 학력이

‘손닿는 거리’로 다가오면서, 학습자들이 도전의식이나 목표의식을 가지

게 되고, 이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

는데 졸업장이라는 목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인문해교육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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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가지는 의미, 특히 그 기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섬세한 이해가 필

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 문해교육 기관에서 학력에 부여하는 의미와

학습자들의 경험을 결합해 분석한다면 학력이 가지는 중층적이고 복합적

인 의미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영역의 법제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평생교육 실천현장과 행정당국 혹은

국가교육체계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실천에 대한 국가의 지원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번 민과 관이 충돌하는 양상을 반복하는 것은 다

분히 소모적이다. 실행연구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한 모형을 개

발할 수 있다면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는 걸음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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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spect of Accepting

Academic Recognition System by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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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Lifelong Education Act> was revised in 2007, the way to

receive national diploma has diversified in Korea. Nowadays, many

people take a degree with credit bank system and academic

recognition system for non-formal education institution has been

spreading out. But there are not just pros but also cons in

formalizing non-formal education. Because formalization always comes

with standardization, and standardization can restrict diversities of

education practice.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what could happen in formalizing non-formal education. So academic

recognition system for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was

chosen for analysis.

There are four types of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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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re are NGOs based on social movement. They practice adult

literacy education in relation with social movement. So they

emphasize communal character of adult literacy education and less

care about giving diploma to learners. In contrast, institutions which

specialize in literacy education have more interest in giving diploma

to learners. So they make the use of academic recognition system to

substitute school qualification examination. The third type of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s lifelong learning centers.

They think they are examples for running adult literacy education

programs and try to lead the improvements of academic recognition

system. The last type of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s

elementary schools. Elementary schools began to run adult literacy

education programs in 2011.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experiences in adult literacy education and are subordinates of

education office, they just follow the lead of education office.

We can find that academic recognition system does not have

much influence on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t means

that current system is not built on good understanding of adult

literacy education. To settle this problem, education office should try

to gain better understanding by organizing task force for adult

literacy education.

Despite many shortcomings, academic recognition system is

important because it is first step toward legislation of adult literacy

education. There are many changes in adult literacy education caused

by academic recognition system. Most changes are about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has pros and cons. Through

standardization, quality of adult literacy education can be upward

leveling among institutions. But on the other hand,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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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Procrustean bed’ in education practice. So the way to

maximize merits and minimize problems of standardization is required.

An important issue about standardization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s appearance of elementary schools. Academic recognition

system institute evaluation system, administration system, and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into adult literacy education area. So

elementary schools are not just education institutions but symbols of

standardization to other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But in

a long-term perspective, conflicts between elementary schools and

other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s wasteful. To stabilize

academic recognition system and legislation of adult education,

cooperation among education office, elementary schools and other

institutions of adult literacy education is required.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what could happen in formalizing

non-formal education. We can find that there would be unexpected

changes in conducting academic recognition system. And if education

office does not have enough understanding in education practice, it

can’t promote education practice but just result in conflicts.

Keyword: adult literacy education, academic recognition

system, non-formal education, formalization, standard

curriculum

Student Number: 2010-2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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