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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물질적 생활조건 충족이 반드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라는 Easterlin 패러독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 증진

을 위한 도구로써 평생교육의 활용 가능성과 향후 평생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정과 평생교육진흥 기

본계획 수립을 통해 평생학습의 착근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전

개하고 있으며 국민의 학습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방법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노력과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한 국

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관리하는 ‘2018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

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 시민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만 25세

-79세) 학습자 4,34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생교

육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으며,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

하는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시민들의 평생교

육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방향

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삶을 조망하는 관

점과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평생교육에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

롭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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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습자의 네트워크는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도는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즉,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높아짐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아지며, 네트

워크 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간접효

과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의 결정

요인을 판별함에 있어 평생학습 참여시간 뿐 아니라 학습자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삶의 만족도 제고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네트워크 참여는 평생학습 참여로부터 획득하는 각종 삶의 만

족 요인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일차적 노력 이외에 평생학

습 참여자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할 것이다.

평생학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다. 그러나 학습의 목표가 개인

수준의 성과 달성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

도를 증진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와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

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생교

육의 표준화와 개인화는 사회적 배제와 분열의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구

혜정, 2005). 따라서 평생교육은 개개인이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학습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를 적극 지원․촉진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이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향유할 수 없는

상호존중과 결속력을 경험하고 육성해나가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평생교육, 성인학습자, 삶의만족도, 사회자본, 네트워크

학 번 : 2018-2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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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 증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해율과 평균수명, 1

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를 측정하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는 1980년 0.628에서 2013년

0.891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최근까지도 0.903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

인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87개국 중 22위로 한국의 객관적인

사회적 여건은 세계 최상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990년 61.1%에서 2002년 47.3%로 감소

하였다(OECD, 2005). 또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

족도는 10점 만점에서 2013년 5.7점, 2018년 6.1점으로 크게 변화를 보이

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또한 OECD의 Better Life Index의 지표 중 하

나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는 40개국 중 33위를 기록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불일치는 경제학자 Easterlin

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일명 Easterlin 패러독스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

생활조건의 개선이 삶의 만족도 혹은 행복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물질적 생활조건과 삶의 만족 간에는 밀접

한 연관성이 있으나, 객관적 생활조건의 충족이 필연적으로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 생활조건 이외에 삶의 만족도를 제고

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이나 요인의 탐색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삶의 만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논의가 활발해지는 과정 가

운데 평생교육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습

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Copley & Dave, 1978; 차갑부, 2012에서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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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삶의 질 담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평생교육은 사

회 구성원들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다(Copley & Dave, 1978; 차갑

부, 2012에서 재인용). 평생교육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기에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인적 자아실현을 통해

성취감을 누리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신장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다.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한

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

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경

제적 불평등 정도가 낮아지며, 사회 결속이나 시민 의식 및 사회 참여가

증진되었다(이경아, 2008; Green, Preston & Sabates, 2003). 더 나아가

평생학습은 개인의 건강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평생학습이 개인의 식습관 개선, 음주 및 흡연 정도 감소 등에 영향

을 미쳐 간접적으로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권재현, 윤선영, 2009;

Elias, Hogarth & Pierre, 2002; Feinstein, Hammond, Woods, Preston

& Bynner, 2003; 강태중, 조순옥, 2010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평생학습

의 경제적 효과로는 학습자의 수입과 고용 가능성의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Gooderham, 1991).

영국에서 1981년부터 1991년까지의 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업 훈련은 남성 참가자의 평균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직업자격 훈련프로그램의 경우 남성은 8%, 여성은

10%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lundell, Dearden &

Meghir, 1996; 최돈민, 2014에서 재인용). 수리력이나 문해력이 향상된

학습자의 경우 남녀 모두 임금이 증가되었다(McIntosh & Vignoles,

2000)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네

트워크, 사회심리적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Hammond(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자아존중

감, 자아정체감, 목적의식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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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정신건강을 향상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다. 평생학습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경

험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심리적 회복력

(emotional resilience) 증진으로 이어져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참여는 사회자본 중 네트워

크(social networks) 형성 및 확대를 위한 자원(resource)으로써 기능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대상의 평생학습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망을 형성하는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eston, 2005).

이상과 같이 평생교육의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 고용과 경제 성장,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효과

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는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국내에서

도 목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춘천에서 ‘제1차 평생교육세

미나’가 개최되면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 평생교육이념

의 실천을 위한 논의와 제도화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0

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총 4차에 걸쳐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생교육의 착근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을 성장 동력의 핵심도구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

지 정책이자 국민의 학습 기본권의 보장, 자아실현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가장 근본적 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을 통해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 담

론에서 삶의 만족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다. 이와 같

은 제도적 노력과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평생교육의 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문헌조

사 혹은 사례연구로써 정량적이고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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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을 구성

하는 주관적 요소 중 하나이다. 삶의 만족도의 상위 개념인 삶의 질에

대한 관점은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외부적 요건과 주관적 평가 중 무엇

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삶의 질에서 외부적 요건이

더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학자들은 민주주의, 사회적 규범, 소득, 고용상

태, 불평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환경과 구조적 요인들이 삶의 질의 중요

한 결정요인이라고 강조한다(Di Tella et al, 2003; Pacek & Radclif,

2008; Dorn, Fischer, Kirchgassner, and Sousapoza, 2007). 반면 삶의 질

측정에 있어 주관적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객관적 요

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이 자

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중시한다(Myers and Diener,

1995).

본 연구는 삶의 질의 주관적 요소인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평

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변종

임, 김인숙(2011)은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학력, 소득과 같은 개인배경요인에 의해 삶의 질이 일정 부분 결정되지

만,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개인배경요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함으로써 학

습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사

회․경제적 여건과 같은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학습자 자신

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평생교육은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킴으로써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한국교육

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2018년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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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와 네트워크 참여가 개인의 주관

적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둘째,

평생학습 참여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더

불어 네트워크 참여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존

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평생학습 참여가 네트워크를 증진한다는

연구와 네트워크가 삶의 질을 증진한다는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결합함

으로써 평생교육, 네트워크,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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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평생교육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적 정의와

평생교육 본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광의적 정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

든 조직적인 교육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상술한 협의적 평생교육의 정의

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범주에 정규 학교교육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시간에 행해지는 교육과 정규교육을 마친 이후의 시기

에 참여하는 교육만을 포함한다. 반면, 평생교육의 광의적 정의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 생애 및 삶의 공간에서 참여

하는 교육 및 학습을 의미한다. 즉, 평생교육의 광의적 정의는 시간적․

공간적․형식적 측면에서 기존의 교육 개념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한별, 2014). 전통적인 교육의 의미로부터 평생교육의

의미를 구분 짓는 특징적 단어는 ‘평생’이라는 단어이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참여하는 모든 교육 및 학습 경험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교육은 아동, 청소년과 같은 특정 연령 집단의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하며,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공식 교육 기관에 의해 교육과정 및

내용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과 대별된다. 전통적 교육체제에서

개인은 공식 교육 담당 기관에 의해 편성된 학제의 운영단계에 맞추어

교육 경험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 기관에 의해

설정된 교육 시기가 지난 이후에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개인은 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개인의 학습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평생교육은 개개인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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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삶의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Jarvis, 2004; 김한별, 2014에서 재인용).

교육학 분야에서의 주된 관심은 주로 학교에서 학습자의 발달을 어떻

게 촉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직업능력향상훈

련, 인문교양교육, 시민교육 등 정규 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다채로운 평

생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대부분 학교 외의 공간

에서 이루어진다. 평생교육은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한하

지 않으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한다. 교육의 시간

적․공간적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형식과 내용도 확대될 것을 요

구받게 되었다. Coombs & Ahmed(1974)는 교육을 형식교육, 비형식 교

육, 무형식 교육으로 구분하였다(김한별, 2014).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은 정규 학교교육과 동의어이다. 형식교육은 교육의 계획, 집

행, 관리 등 일련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전개된다. 형식교육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학습자는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형식교육이나 무형식교육과

차이점이 있다.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은 정규 교육 체제 외

의 조직화된 교육활동을 포괄한다.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에 비해 교수

자의 자격 요건이나 교육방법 및 내용이 유연하고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

다. 정규교육과는 달리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므로

학습자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의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무형식 학습

(informal learning)이란 교육 계획의 수립, 집행 및 관리 등과 같은 교육

활동의 체계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의미

한다. 무형식 학습은 강사의 지도 없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

며, 정해진 교육과정 없이 일상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접하는 사건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자의 인지․정

서적 변화로부터 학습 활동의 의미를 도출하므로 학습에 관한 결과론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한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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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의 철학

인문주의 교육철학(liberal education)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

라톤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매우 깊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

다. 당시 교육의 주된 목표는 사회의 주요 계층인 시민들의 자질을 함양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김한별, 2014) 말하기, 읽기, 사고하기와 관련된 교

육이 강조되었다. 인문주의 교육은 인간의 본성과 특성에 의해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가치관을 개발함으로써 바람

직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

는 능력과 표면적 현상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와 원리를 통찰할 수 있

는 능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문주의 입장은 평생교육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다(김한별, 2014). 평생교육적 맥락에서 인문주의 교육철학은 교

양, 예술, 문화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

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업성을 도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고양하고, 긍정적

인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생교육의 또 다른

철학적 토대는 인본주의(humanism)이다(김한별, 2014). 인간이란 본질적

으로 선하고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는 학습자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습자는 독

자적인 존재로서 고유한 인간적 가치 실현을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 과

제라고 본다(김한별, 2014).

3. 평생교육의 기능 및 효과

1) 개인․가정․시민생활

Schuller(2004)는 학습 성과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을 시험 통과

율이나 자격증 취득율과 같은 단편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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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적하면서 개인의 정체성(identity),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자

본(social capital)이라는 세 개의 핵심 축으로 구성된 학습 성과의 개념

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Schuller의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세 가지의 핵심 개념들은 선형적 인과

관계로는 설명되기 어려우며 개념 간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 삼각형 안

에 열거된 각각의 하위요소들은 Amartya Sen이 제시한 ‘역량

(capabilities)’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Schuller, 2005). Sen이 제시한

역량이란 신체적․정신적 건강, 공동체 참여와 같이 개인이 삶을 영위하

는데 필요하다고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는 생활요소 및 기능

(functionings)을 획득․달성할 수 있는 자유(freedom)나 능력을 의미한

다(Sen, 1992, 1999).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개인은 삼각형 내에 열거된

요소들을 획득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당하게 된다. 삼각형

<그림 1> Schuller의 학습 성과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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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요소들은 평생교육의 최종적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학습자의 ‘역량’으로서 학습자의 바람직한 생활세계를 구

성하는 삶의 요소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Schuller,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Hammond, Brasset-Gryndy, Preston(2005)은 145

명의 영국인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 웰빙과 정신건강, 가

정생활, 시민사회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양적․질적 연

구를 수행하였다. 평생학습과 학습자의 정신 건강 간 관계를 분석한

Hammond(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자아존중

감, 자아정체감, 목적의식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정신 건강을 향상한다. 평생학습에 참여한 성

인 학습자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었

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심리적 회복력(emotional resilience)이 증진되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을 보는 관점을 변화

시키고, 지식과 관심을 확장하며, 새로운 기회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

에 대한 목적을 깨닫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mmond,

2005).

Brasset-Grundy는 본인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교육이 가족

구성 및 자녀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교육 경험은 가족을 구성하는 경향 및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학력 수준이 낮은 개인일수록 일찍 가정을 꾸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erri and Smith, 1997; Brasset-Grundy, 2005에서 재인용).

또한 학력 수준에 따라 자녀를 낳는 시기와 자녀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학력 수준이 낮은 개인일수록 자녀를 일찍 가지고,

자녀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Ekinsmyth and Bynner, 1994;

Brasset-Grundy, 2005에서 재인용).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학업 성취 및 인적자본 개발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Coleman, 1988). Brasset-Grundy는 상기와 같은 양적 연구 결과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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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수준과 가정생활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

다면서 직접 수행한 질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Brasset-Grundy는

가족으로부터 학습 동기를 얻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받

았다고 증언한 다수의 학습자 사례를 제시하면서 개인의 학습 동기는 가

족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

장하였다. 또한 평생학습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들은 학습의 경험이 가정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 평생학습에 참여한 이후, 배

우자와 자녀, 그리고 친척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졌으며, 학업을 통해 지식

을 축적하면서 가정 내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Preston(2005)은 평생교육과 시민사회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

과를 제시하였다. Hammond가 개인적 차원의 학습 성과를,

Brasset-Grundy가 가족 공동체의 관점에서 학습 성과를 다루었다면,

Preston은 학습 성과의 영역을 사회적 수준으로 확대하여 검토하였다.

Preston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참

여가 어떠한 유형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연구하였다. 연

구 결과, 평생교육은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social networks) 형성의 자

원(resource)으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대상의 평생교

육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자본의 또 다른 하위요소인 사회참여(civic

participation)는 학습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었

는데, 그 이유는 사회참여의 경우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과 같은 개

인배경요인과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Preston은 성인 대상 평생교육이 특정 계층의 결

핍을 충족시킴으로써 특정 영역에서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는 있지

만,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사회계층

(class)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Schuller의 학습 성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이 성인 학습자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 Hammond, Brasset-Grundy, Preston의

연구는 평생교육의 성과를 개인․가정․사회적 수준으로 계층화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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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영향이 학습자 본인 뿐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싸

고 있는 사회적 영역으로까지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평생교육이 학습자 본인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과 여타 사회 구성원과

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이 개인적 학습

과 함께 사회적 학습을 추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활성

화와 착근을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의지와 더불어 가족과 사회

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연구는 100여 명

의 영국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의 성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석적 관

점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고 양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표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므로 보편적

이고 일반적인 평생교육의 성과를 포착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또한,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통제하기보

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므로 영국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결과를 사회․경제․문화적 맥

락이 상이한 국내에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

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관리하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성과 및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육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복잡하며 다

층적인 탓에 양적연구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 현상의 광범하고 보편적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평생교육과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사회자본과 평생학습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여겨

진다(구혜정, 2006; 이경아, 2008; 최운실, 2008; 이석진, 2018). 사회자본

은 구성원 간 신뢰, 유대감, 호혜성과 네트워크로 생산되는 결과물이며,

이는 사회 결속력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효용을 생산한다.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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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단순한 인과관계, 직선적인 관계로 설명되기 어려운 망구조

속에서 상호작용 하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은 신

뢰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학습망(network) 형성을 촉진하고, 이 때 형

성된 네트워크는 다시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 의욕을 고취한다. 이처럼

평생교육과 사회자본 간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의 성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자

아존중감과 정체감 강화, 인적자원 차원에서는 지식 및 기술 습득, 사회

자본 측면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및 시민사회 참여 증대 등으로 나타난

다(이경아, 2008). 평생학습을 사회적 활동으로 보는 Schuller & Field는

학습을 통한 기술 및 지식 습득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와 더불어 대인관

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학습의 네트워크 형성 효과에 주목해야한다고 강

조한다(이경아, 2008).

평생교육 참여 성과로서 학습자들의 사회적 관계 개선을 다룬 연구로

는 김애련(2004), 변종임, 김인숙(2011), 이경아(2008), 이지혜 외(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평생교육의 참여 성과로서

학습자의 네트워크 창출 및 축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석진, 이승진(2018)

은 사회자본의 하위변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평생교육과의 관계를

분석한 46편의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생

교육과 사회자본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평생교육이 사회자본 형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크게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의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되

었는데, 모든 하위변인에서 평생교육과의 연관성이 나타났고, 하위변인

간 효과 크기의 순서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메타분석 결과는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관계형성 및 사회적 상호작

용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메타분석 외에 평생교육이 네트워크 형성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설계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변종임, 김인숙(2011)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2010년도 대

한민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학습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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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참여자 집단 간 삶의 만족도나 사회참여 수준 등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차이가 존재할 경우 집단 간의 대소 관계를 분석하였

다. 종속변수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행복감, 만족도,

건강) 수준과 사회참여(친목도모, 의논상대, 정치관심)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학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회

참여(친목도모, 의논상대, 정치관심) 수준이 평생학습 비참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친목도모가

더욱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논상대도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애련(2004)은 변종임, 김인숙(2011)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참여 여

부에 따라 참여자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지적 영

역, 정의적 영역, 사회활동 영역(인맥, 대인관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

토하였다. 평생학습 참여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 차이를 t-test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연구자는 평생학습 참여경험은 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진로 및 취업 영역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

였다. 김애련(2004)의 연구는 평생학습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 특

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그와

같은 특성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인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동질집단 사후측정 설계에 기초한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인과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현상을 기술

(description)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기술적 조사연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평

생학습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사후측정값을 비교하는 정태적 집단

비교방법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결과변수의 측정값의 차이가 평생학

습 참여의 효과라기보다는 두 집단의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

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경아(2008)는 3개 도시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평생교육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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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평생학습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변종임, 김인숙

(2011)이나 김애련(2004)의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이경아(2008)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 시간과 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자본(공

적신뢰, 사적신뢰, 네트워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

의 개인배경요인에 따라 사회자본 보유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연

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지역의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평

생학습의 효과로서 사회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자본이 증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동 연구는 평생학습 참여 시간과 사회자본(신뢰, 네트워

크) 간에는 정(+)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평생

교육과 네트워크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는 상기에 소개한 양적연구 외

에도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결과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지혜

외(2005)는 심층면담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성과를 분석

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원만

한 관계 형성, 타인에 대한 배려 증진 등을 평생학습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과 같이 평생학습과 네트워크 간 관계에

대한 연구 중 대다수는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학습자의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

내 연구들 중 인과적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적 조사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학습자와 비학습자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 간접적으로 평생교육의 성과를 포

착해내거나, 성인 학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습 성과를 조사하

는 식으로 평생학습이 가져다주는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주

종을 이루었다. 이는 평생학습이라는 교육 현상을 기술한다는 측면에서

는 의미가 있으나,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인과론적 관계를 추론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간의 연구가

기초적인 수준의 통계 분석에 그쳤던 데에는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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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육의 효과를 양적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할 때에는 고도의 통계

추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점 등이 원인

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치 비교, 시계열 설계, 통계적 추론 등과 같

은 인과적 설명을 위한 조사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

국교육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2018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 파악을 위해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현상을 기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

가 변수 간의 인과적 추론을 전개함으로써 평생학습과 삶의 만족도, 네

트워크 간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3)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는 학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단일한 정의를 제

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한 개념 정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

(Dave, R.H, 1976; 차갑부, 2012에서 재인용)이다; 평생교육은 ’개인적․

사회적․직업적 생활을 충실히 영위하기 위한 형식적․비형식적 학

습’(Lengrand, 1979; 차갑부, 2012에서 재인용)이다. 다양한 개념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추리면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삶

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개인적․사회

적․직업적 학습’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삶의 환

경 조성과 주관적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연구 중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김애련(2004),

최운실 외(2005), 이경아(2008), 정미경(2009), 변종임, 김인숙(2011)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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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학습

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졌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가 취하고 있는 조사설계와 그에 따른 인

과적 설명의 타당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시도한 초기 연구 중 하나인 김애련(2004)은 평생교육 참여자가 주관적

으로 인식하는 학습 성과를 조사하였다. 학습참여 성과를 지적영역, 정의

적 영역, 신체적 영역, 진로 및 취업 영역, 가정 생활영역, 사회활동 영역

으로 구분하고, 학습 경험을 통해 각 영역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성인 학습자들은 평생학습 참여 이

후 지식과 정보 획득, 지적 관심과 흥미 증가가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학습 열의와 참여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가정생활에 학습 경험을 적용할 수 있었다

는 것에 가치를 느꼈으며, 사회활동 영역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확

대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운실 외(2005)

는 김애련(2004)의 연구와 유사하게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운실(2005)은 평생학습의 참여성과

를 HRD(지식정보기술직무능력, 고등정신기능)자본, 개인자본(삶의 질,

학습력), 사회문화자본(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 분류한 뒤 학습자의 주

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측정․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

습자들은 삶의 질과 학습력 개발과 같은 개인자본 형성 영역의 성과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HRD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 영역에 대한 성

과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세부적으로 삶의 질 영

역에서는 정신적 건강, 희망과 행복감의 증진, 성취동기와 의욕 증진 순

으로 성과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평생

학습을 통한 학습열의 상승,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가 정신 건강 및 전

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초기 연구는 인과적 설명을 위한 조사연구라기보다는 성인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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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 학습자들의 인

식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학습의 성과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습 성과 인식을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성인 학습자가 평생학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포괄적이고 구

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이경아(2008)는 평생교육과 사회자본(공적신뢰, 사적신뢰,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배경변인, 평생

학습 참여 정도, 교육기관변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학습동아리 활동 정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신뢰와 네

트워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각 변수 간의 인

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평생학습 참여 시간과 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자본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아(2008)의 연구는 성인 학습자가 평생학습

경험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평가를 탐색하는 데 그쳤던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평생교육과 교육의 성과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적합한 조사설계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정미경(2009)은 중년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동아리 활동이 생의 의미와 사회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

학습과 학습동아리 활동에 모두 참여한 실험집단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만 참여한 비교집단에 비해 생의 의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교집단은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생의 의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평생학습 참여가 자신의 생

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사회심리적 안녕감 점수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비교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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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가 학습자의 사회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미경(2009)의 연구는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

단의 사전․사후 측정값을 비교함으로써 평생교육과 생의 의미 및 평생

교육과 사회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적합한 실

험설계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과적 추론을 전개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변종임, 김인숙(2011)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2010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학습 참여자의 삶의 만

족도와 사회참여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

생학습 참여 모형의 경우 개인배경이 사회참여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삶의 만족도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생학습 비참여 모형의 경우 개인배경이

삶의 만족도 수준과 사회참여 수준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별이

나 학력, 연령, 가구 월 소득과 같은 개인배경요인에 의해 삶의 만족도나

사회참여 수준이 일정 부분 결정되긴 하지만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나 사회참여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수집․관리하는 ‘대한민국 성인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2007

년에 최초 실시되었고, 2010년부터 일반 대중에게 원자료가 공개되었다.

평생교육 관련 초기 양적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연구자에 의해 소규모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한국교육개

발원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데이터는 평생교육 연구자들에게 활용 가

능한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변종

임, 김인숙(2011)의 연구 또한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학습

의 참여 성과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전에는 평생학습 참여율의 양적 확대를 위한 논의와 연

구가 주종을 이뤘다면, 경험적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열린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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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이 어떠한 학습 효과를 낳으며 해당 결과가 어떠한 인과적 경로

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탐색으로까지 관심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의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연구

자들이 행복 혹은 삶의 만족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피험자들에

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은현, 이성(2014)은 국내 성인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복의 구성

요인을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도출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자들은 학습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아존중감, 내적성장, 부정

정서, 의미추구 등의 행복의 구성요인을 도출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습시간이 많을수록, 학습이

충분하였다고 생각할수록 행복도가 높았다. 또한, 학습자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내적성장에 대한 만족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자들은 학습 경험 이후 무지에 대한 불만이나

변화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해보면, 최근의 연구결과일수록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조사설계 방식과 통계

적 추론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초기의 실증연구

에서는 연구자 개인이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성인 학습자가

평생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평가, 그와 관련된 제반 현상들을

기술하는 데 그친 반면, 이후의 연구는 평생교육과 교육 효과 간 인과관

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한 인과론적 조사설계와 통계추론

기법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양적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

용해온 다른 학문 분야에 비교할 때, 평생교육의 효과와 그 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변인들 간 인과적 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시

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경제학적 배경에서 소득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교육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구교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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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는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 간 관계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삶의 만족(행복) 간의 관계

는 시민들이 향유하는 교육과 자유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소득수준의 사회 간에도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

적 자유가 높은 사회일수록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높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소득이 높더라도 개별 시민의 교육 수준이나

자유 수준이 낮다면 소득의 증가가 국민들의 행복 증가를 담보할 수 없

다는 점을 시사하며, 삶의 만족도(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소득 증가와 같

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시민이 향유하는 교육과 자유 수준 제고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교준 외(2014)의 연구와 같

은 양적연구는 현상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개괄적 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이 같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관련 연구에서 양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교육활동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복잡다단한 영향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양적분석을 시도하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데이터가 충분

하지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술한 여

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그

리고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등을 탐색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상과 관련된

변수들 간 관계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삶의 만족도

1. 삶의 질의 하위개념으로서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웰빙, 행복 등의 용어는 추상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인 까닭에

그 개념의 의미와 측정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우성대,

2014).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국제적인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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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과 관련하여 서구에서 받아들여지던 주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

가 있다. 첫째, 완전한 민주적 정부를 갖는 것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길

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적 정치주의(democratic politicism); 둘째, 경제적

번영을 통해 안녕감(sense of well-being)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주의(economism); 그리고 도덕성의 증진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

진다는 윤리주의(ethicism)가 그것이다(박성복, 2003). 2차 대전 이후에는

삶의 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실시됨에 따라 경험적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측정치들은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 지표가

주를 이루었는데, 당시 1인당 GNP가 사회복지의 지표로 사용되었기 때

문에 삶의 질도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경제적 지

표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 지표 대신 ‘주거의 질’이나 ‘삶의 질’과 같

은 사회경제적 복지지표들을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할 것을 주장

하는 사회지표운동이 일어났다(Carley, 1981: 박성복, 2003에서 재인용).

1970년대에는 성장 중심 개발 전략이 빈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성장 중심의 개발

전략에 대한 반성 및 성찰이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

루어지면서 인간의 기초욕구(basic needs)가 국가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부상하였다(Nagamine, 1981; 박성복, 2003에서 재인용). 인간의 기초욕구

충족과 빈곤의 감소를 강조하는 이 입장은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를 유

일한 목표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소득재분배의 문제와 빈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증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기초욕구의

개념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 예

를 들어 음식, 의복, 주거, 건강, 교육 등과 같은 외부적 생활요건의 충족

을 의미하였다(박성복, 2003). 한편 삶의 만족감 혹은 행복감을 의미하는

‘주관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며 삶의 질 개념에 외부적 생활

요건과 더불어 개인의 내적․주관적 평가가 삶의 질 개념의 주요 요소로

추가되었다. 주관적 복지 개념의 주창자들은 해당 개념이 삶의 질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인식이 국제

사회에서 널리 확대되었다(박성복, 2003). 외부적 생활요건, 주관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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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이 삶의 질 담론에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UNDP가 ‘인간개발’에 관한 국가 간 보고서를 발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질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점과

강조점이 변화해왔다. 1970년대에 각광받은 기초욕구 접근법은 모든 사

람들의 기초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한편,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등과 같은 내면적 주관성에 의해

삶의 질이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향유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및 역량을 강조한 주장도 삶의 질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삶의 질 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초욕구, 생활능력, 인간개발

관점 등을 통해 삶의 질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1) 기초욕구 접근(basic needs approach)

기초욕구 접근법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생

활요건의 충족에 강조점을 둔다. 따라서 기초욕구를 충족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설정된다. 기초욕구 접근은 모든 사람이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목표가 최우선되어야 한

다는 도덕적 명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Stewart, 1985, 박성복, 2003에서

재인용).

2) 삶의 역량 접근 (Capability Approach)

Sen이 주창한 삶의 역량 접근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요소나 조건들을 자유롭게 향유하거나 추구

할 수 있는 환경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박성

복, 2003). Sen에 따르면 좋은 삶이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

반 조건이 갖춰진 삶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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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요소(functionings)를 향유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각 개인이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된

다. 생활요소 혹은 삶의 기능(functionings)은 바람직한 생활세계를 구성

하는 하위 요소들이며 구체적으로 건강, 안전, 영양상태, 사회적 이동성,

행복감, 자기존중감, 시민사회 참여, 사회 통합 정도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Sen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삶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의 집합을 삶의 역량(capability)이라고 정의한다(구교

준 외, 2014). Sen의 삶의 역량 개념은 자원 중심으로 삶의 질을 고려하

는 기존의 접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자원 중심 접근은 자

원의 투입이 바람직한 삶의 기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자원 중심 접근은 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삶의 기능으로 전환

시키는 개인 및 사회의 역량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의 불평등을 다

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만족이나 행복

감을 느끼기 위해 요구되는 재화 및 자원의 양이 개인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생활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인 삶의 역량으

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Sen은 주장한다. 자원을 통해

개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능성 및 기회의 집합인 ‘역량’을 획득하고, 역

량을 발휘함으로써 기능이 현시되며, 이와 같은 기능의 현시를 통해 효

용이 발생하는 것이다(구교준 외, 2014). 따라서 삶의 역량은 삶의 질의

투입과 산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개념으로서, 투입과 산출의 불일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그러나 삶의 역량 접근은 역량의

목록이 상대적이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이하므로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 없어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Nussbaum은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역량이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의식주와 같은

기초역량(basic capability)과 최소한의 기본 가치가 충족된 이후 추구할

수 있는 상위역량(advanced capability)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상위

역량은 타인과의 비교 없이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일

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구교준, 2014).



- 25 -

3) 인간개발 접근 (Human Development

Approach)

인간개발 접근의 골자는 인간의 복지가 발전의 핵심이며 인간이야말로

경제적 자원의 핵심요소 라는 것이다(Stewart, 1996). 인간개발 접근은

인간이 국부의 핵심적 요소이며, 장수와 건강한 삶, 창조적인 삶을 누리

며, 교육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도록 지원하고, 개개인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적 자유와 존엄성을 보

장하며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전의 기본적 목표라

고 역설한다 (UNDP, 1990; 박성복, 2003에서 재인용). 인간개발 접근은

기초욕구 접근에서 중시하는 요소인 장수, 건강한 삶 등과 삶의 역량 접

근이 강조하는 요소인 선택과 기회의 확대 등을 모두 삶의 질 개선을 위

한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인간개발 접근의 광범한 사용에 가장 크

게 기여한 것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개발이

었다(박성복, 2003). 초기의 HDI는 기대수명, 문해율(교육수준), 그리고 1

인당 평균소득지수 등 3개 요소로 구성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수정을 거

쳐 1990년 이후로는 교육면에 있어서 문해율 뿐 아니라 교육연한까지 포

함하였고 소득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며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

고 있다.

4) 종합

위에 소개한 각각의 접근법은 삶의 질을 연구함에 있어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개념적 정의와 측정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기초욕구 접근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외부조건(재

화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요소들의 충족을 목표로 삼는다. 삶

의 역량 접근은 안전, 영양상태, 교육 등과 같은 생활요소를 향유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역량 수준을 통해 삶의 질을 정의․측정하고자 한

다. 인간개발 접근은 국부의 원천인 인간의 발전 및 삶의 질을 중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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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내적 요건을 모두 고려한다.

위 접근법들은 삶의 질의 주관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된다(박성복, 2003). 각 개인의 삶의 질은

소득,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 외에도 행복감, 만족도, 풍요 등

과 같은 주관적․내적 평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객관적

생활조건의 충족 정도는 각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삶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삶의 요건과 독립

적으로 구성되고 조정되기도 한다(박성복, 2003). 이러한 관점에서 객관

적 삶의 여건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특별히 삶의 조건

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삶의 역량 접근’을 바탕

으로 삶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평생교육과 삶의 만

족도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의 존재와 영향력

에 대해 검정하고자 한다.

2. 삶의 만족도 측정에 대한 관점 검토

삶의 질은 경제적․물질적 측면과 더불어 추상적이고 내적인 주관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측정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8년 결성된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개념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접근법’이다. ‘주관적 웰빙’ 중심의

접근법은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삶의 역량(capabilities)’ 중심의 접근법으로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이 바람직한 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

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 번째는, 공정한 배분(fair allocation)

중심 접근법이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접근하거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삶의 질을 측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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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적 웰빙’ 접근법

주관적 웰빙 중심의 접근법은 삶의 질의 주체인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지각에 초점을 맞춘다. 주관적 웰빙의 주요 지표는 자신의 삶에 대해 느

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관적 웰빙 측정치는

객관적 지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선호

(preferences)를 반영한 값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를 중시하는 입장은 심리학적 전통을 따른다. 이러한 입장에서

Campbell(1972)은 삶의 질은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므로 웰빙(삶의 질)의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물질적

조건과 아울러 삶의 질에 대한 개개인의 느낌과 감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Campbell, 1972; 한준, 2015 에서 재인용). 삶의

질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인구사회학적 변

인이나 물질적 조건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포착하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김명소 외, 2003). 이와 같은 입장을 가

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주관적 삶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 연구가 전개되었다(김명소, 2004).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감 등과 같은 용어는 다양하

게 정의되어 왔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행복(삶의

질)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Campbell(1976)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의 경

험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김명소 외, 2003). 따라서 건강, 명예, 부와 같

은 외적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자체에 행복의 본질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행복은 개인 삶의 모든 영역

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행복의 핵심은 삶의 특정 일부 영역

에 대한 만족도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평가에 있다

는 것이다. Diener(1985, 1994)는 주관적 안녕감이 삶에 대한 태도로써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지적 요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며 정서적 요소는

일상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정서반응을 의미한다. Diener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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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해 Ryff는 주관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주관적

안녕감보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주관적 삶의 질

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Ryff(1989)는 좋은 삶에 대한 여러

심리학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

계, 자율성, 삶의 목적 등과 같은 여러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

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는 달

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들과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Diener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법에 기초하여 평생교육 참여

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

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라는 문항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삶의 주체인 개인

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삶의 질 측정의 핵

심요소로 보고 평생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Diener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 측정을 위해서는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 외에 삶에

대한 정서적 반응도 고려해야 하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가 삶에 대한

정서적 반응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로 인해 삶의 만족도 측

정치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2) 객관적 외부 조건 접근

삶의 역량 중심 접근법과 공정한 자원 배분 중심의 접근법은 경제학적

전통을 따른다는 점, 객관적 외부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그리고 관

찰의 주체인 연구자의 판단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입장 내에서도 어떠한 객관적 조건을 더욱 중시하느냐에 따라 자유주

의 입장에 충실한 ‘삶의 역량(capability) 중심 접근(Sen, 1993)’과 공리주

의 입장에 충실한 북유럽의 ‘자원(resource)의 공정한 배분 중심의 접근’

으로 분류될 수 있다(한준, 2015). 상술하였듯이 Sen의 삶의 역량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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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중심으로 삶의 질을 고려하는 기존의 접근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

존의 자원 중심 접근은 자원의 투입이 바람직한 삶의 기능을 필연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삶

의 기능(functionings)으로 전환시키는 역량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

의 불평등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삶의 역량’으로 삶의

질을 이해하는 방식은 객관적 생활조건 충족(투입)과 그에 대한 산출(삶

의 만족) 간 발생하는 불일치 현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준

다. 즉, ‘자원’을 통해 개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기회의 집합인 ‘역량’을 획

득하고, 역량이 실현되었을 경우 기능이 현시되며, 기능의 현시를 통해

효용이 발생한다는 삶의 질 증진의 경로를 제시한다. 삶의 역량은 삶의

질의 투입과 산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개념이며, 자원의 투입이 충

분하더라도 중간 단계인 삶의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삶의 질 개선

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념적 틀

삶의 질은 개념화, 측정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정의나 설명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및

논의를 검토하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일반적 요소와 각 요소의 측정 지

표들을 추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OECD 지표를 참고하여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념적 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과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 1>에 제시된 ‘웰빙에 대한 OECD의 개념적 틀’에 따르면 ‘삶

의 질’은 ‘웰빙’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삶의 양(quantity of lif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우성대, 2014). ‘삶의 양’이란 ‘삶의 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GDP와 같은 지표로 측정되는 물질적․경제적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웰빙은 ‘삶의 질’과 ‘물질적 생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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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우성대,

2014). 위와 같은 구성 체계 하에서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 영역의 하

위지표로서 삶의 질의 비물질적․개인적 차원을 의미한다. OECD에서

채택한 지표인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의 하위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로서 개인의

삶과 일상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둘째는 ‘정서

(affect)’로서 특정한 시점에서의 개인의 감정적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는

‘유데모니아(eudaimonia)’이다(한준, 2015). 유데모니아는 자신의 일이나

삶의 의미나 목적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측정한다.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

요인은 개인이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평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등의 문항과 응답범주는 0 (“전혀 만족하지 않는

다”) - 10 (“매우 만족한다”)의 척도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관

적 웰빙의 정서적 요인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등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유데

모니아는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주관적 웰빙’은 경제적․

물질적 여건과는 대별되는 비물질적․개인적 수준에서의 삶의 질 지표로

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혼합으로 측정되는 여타 영역과는 달리

오직 주관적 지표로 측정된다. 이상과 같이 OECD의 삶의 질에 대한 개

념적 틀에 따르면, ‘삶의 질’은 웰빙의 구성요소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수준의 요인 및 객관적․주관적 차원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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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의 웰빙에 대한 개념적 틀

※출처: OECD(2015).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어 왔으며, 특히 21세기에 들어 GDP 및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및 통합적 삶의 질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사

회 전반의 활력이 약화되는 등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

하에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의 차원에서 2011년에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가 구축되

었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정의에 따르면,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

로 구성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11

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크게 물질 부문(소득․소비․자산, 고

용․임금, 주거)과 비물질 부문(건강, 교육,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민 삶의 지표’ 또한

OECD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물질과 비물질 부문을 구분

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배정하여 측정

하도록 하였다.

웰 빙

삶의 질 물질적 생활조건

주관적 웰빙, 사회적 관계, 시민

적 참여와 거버넌스, 건강 상태,

일 가정 양립, 교육과 기술, 환경

의 질, 안전

소득․부, 고용․임금,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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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 삶의 질 지표

※출처: 국민 삶의 질 지표(http://qol.kostat.go.kr/blife/guide-proc.do)

위에 제시된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구성

체계는 기본적으로 OECD의 삶의 질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OECD가 구성요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웰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에 대하여 물질

적 생활조건을 지표의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시킨 후 이것을 ‘삶의 질 지

표’라고 명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사용례와 맞지 않고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우성대, 2013).

4) 선행연구에서의 삶의 질 개념 정의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주로 개인이 처한 생활환

경, 삶에 대한 만족도나 욕구충족 정도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임희섭,

1996; 이기범, 2009; 오요섭, 최은수, 2013). 평생교육과 삶의 질 간의 관

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삶의 질’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결과 및 효과로서 측정되

는 ‘삶의 질’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지적 평가로 측정되는 것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서 전반적 행복

의 정도,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내적성장 만족도,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정서적 안녕, 자아실현정도, 의미추구성, 삶의 실현, 생

삶의 질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

주관적 웰빙, 소득․

소비․자산, 교육, 주

거, 고용․임금, 건강

시민참여, 가족과 공

동체, 여가
환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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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공통적으로 응답자의 내면적

주관성에 근거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경험 측정치를 삶의 질로 치환하

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제적 안녕, 여가, 환경, 치안 등

과 같은 외부적 생활환경 및 조건을 삶의 질 요소로 포함한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물질적 생활조건 및 개인배경 요인 등도 삶의 질의 결

정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

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의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삶의 질

의 주관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분석하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진 객관적 생활조건 및 개인배경 요인(연령, 성별, 학력, 소득 등)

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3> 선행연구의 삶의 질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연구자
분석모형

분석방법 비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 득 렬

(2000)
교육

쾌락으로서의 행

복(본성), 상태로

서의 행복(자기만

족), 활동으로서의

행복(선한 삶의 실

현)

문헌조사

교육은 지

적, 도덕성

탁 월 성 을

통한 행복

추구를 가

능하게 한

다고 주장

함.

최 운 실

(2005)
평생학습

삶의 질(자아정체

감, 자신감, 정신

건강 향상 등)

t-test, 다

변량분산

분석

이 기 범

(2009)
교육

행복(경제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

안전감,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정서

적 안녕)

문헌조사

아동 및 청

소년의 행

복감 척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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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미 경

(2009)

평생학습,

학습동아리

생의 의미, 사회심

리적 안녕감

통제집단

사 전 - 사

후 측정

박 영 실

(2010)
평생학습

행복 (자아존중감,

몰입)
문헌조사

변종임,

김 인 숙

(2011)

평생학습 참

여 여부, 개

인배경(성별,

연령, 학력,

월가구소득)

- 삶의 질(전반적

행복의 정도,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 사회참여(네트

워크 빈도, 정치관

심 정도, 의논상대

유무)

회귀분석

장 환 영

(2012)
평생학습

- 주관적 안녕: 삶

의 만족도, 긍정정

서, 부정정서

- 심리적 안녕: 자

율성, 자기수용,

인생의 목적, 개인

적 성장, 환경통

제, 타인과의 긍정

적 관계

문헌조사

오요섭,

최 은 수

(2013)

평생학습 참

여율

삶의 질(건강상태,

여가, 교육, 사회

적 관계, 사회참

여, 환경, 치안, 주

관적 행복)

상관분석,

회귀분석

O E C D

Better Life

Index 측정

결과 활용

고은형,

이 성

(2014)

학습시간, 개

인배 경변 인

(성별, 자녀

행복(자아존중감,

내적성장 만족, 부

정정서 감소, 의미

회귀분석

상 향 식

(bottom-up

)으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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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삶의 질 관점은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평가 중 무엇을 강조하는가

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인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웰빙을 강조

하는 방식은 미국 접근법으로 지칭된다. 반면, 객관적 생활여건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스칸디나비언 접근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관적 차원

과 객관적 차원 모두 삶의 질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우성대, 2014; 한준, 2015). 다층적

이고 다면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삶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함께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요

구된다. 즉,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판단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우성대, 2014)는 것이다. 본 연

구는 ‘삶의 질’ 또는 ‘웰빙’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광범한 하위요소를 모

두 다루기보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인지적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한 지표인 ‘주관적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유무, 연령,

최조학력, 경

제활동상태)

추구 향상

적 행복감

의 구성요

소 도출함.

구 교 준

외

(2014)

교육, 자유

수준

응답자가 인지하

는 삶의 질 수준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
110개 국가

대상 분석

최 돈 민

(2014)

평생학습 참

여율

삶의 만족도

(OECD 삶의 지

표)

34개 국가

대상 분석

김건순,

김남진,

오 세 일

(2017)

자기계발 영

역 및 투입

시간, 개인배

경

자아실현정도, 삶의

만족감, 주관적 행복

감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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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주관적 웰빙은 행복, 좋은 삶, 성취, 삶의 목적 및 의미 등 개인

의 삶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Diener & Tov, 2012; 심

수진 외 2016에서 재인용). OECD에서 최근 발간한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은 ‘삶에 대한 만족’, ‘긍정 및 부정적 정서경험’, ‘유데모니아’

등과 같은 세 가지의 개념을 통해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관적 웰빙과 같은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

는 삶의 양상을 포착하는 측정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

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판

단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주관적 웰빙 지표를 중심으로 평생교

육 참여와 학습자의 주관적 웰빙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평

생교육이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고 주변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에 긍정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삶에 대한 주관

적․인식적 평가인 주관적 웰빙의 한 요소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

사 문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OECD가 제시한 주관적 웰빙의 세 가지

영역 중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 측정치를 변수로 투입하

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삶의 질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크게 객관적․외

부적 생활조건과 개인의 내면적․주관적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평생교육이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

지고 평생교육 참여가 학습자의 삶의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탐색해볼 것이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 삶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이원화하여 각각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경우 분

석 결과의 신뢰성이 감소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삶의 환경과 독립적일수도 있긴 하지만, 객관적 차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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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검토․선별한 후 통제변수에 투입함으로써 평생교육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선명히 보고자 한다.

1) 개인 수준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결정요인으

로 주로 활용되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여부, 거주지 등을

들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나(Alesina et al, 2004; 김미곤 외, 2014) 다른 변수로 인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성별 차이는 사라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olan et al.,

2008).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대체로 40세 정도까

지는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감소하지만 그 이후 완만히 상승하여 연령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완만한 U자형 관계가 확인(구교준, 2015)된다는 연

구 결과도 있으나, 이는 국가 및 지역사회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 이와 같은 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요인은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

는 변수 중 하나이다.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소비의 증가는 효용

증대로 이어지므로 소득 증가는 행복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기초한 위와 같은 연구는 대부분 소득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도(웰빙)가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Easterlin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이와 같은 경향성이 동일

국가 내 종단면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도 국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Blanchflower and Oswald, 2000). 즉,

개인 수준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의 증가로 나타났지만, 사회

적 수준에서는 부와 소득의 증가가 평균적 삶의 만족도 및 행복의 증가

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기존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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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상대소득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Clark et al, 2008;

Dolan et al., 2008). 전통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

비가 증가하고, 소비의 증가로 인해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및 효용 수준은 타인의 소득이나 소비에 영향을 받

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상대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

들은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절대적 소득수준 뿐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위치되어지는 자신의 상대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며 상대소득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일한 소득 증가는 상대적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소득이나

소비활동 뿐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설정되는 자신의 상대적

소득 및 계층의식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상대소득의

중요성에 대한 반론도 많이 제기되었다. Vennhoven & Ouweneel(1995)

은 복지지출 규모가 커서 소득재분배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평균 삶의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과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Clark(2003)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소득불평등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는 최근 3년간 급격한 소득 변동을 경험한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

으며, 소득불평등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기회로 인식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상대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 절대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불분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 간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 중 다수는

경제적 여건을 삶의 질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인구통계 변

인들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한덕응(2006)의 연구에 따르

면,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모두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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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상태는 투입한 변인들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수행한 한

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의 30% 이상이 경제력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사

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경제력이 중요한 결정요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6). 전반적

인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서 경제 불안이 가장 높은 비율로 언급되었

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경제적 요

인이 언급되었다. 이처럼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안정도 등은 삶의 만족

도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다.

소득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 중 하나는 ‘경제활동(work)’을

들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

주 언급되었다(Frey & Stutzer, 2002). Clark & Oswald(1994)는 실업 상

태에 있는 개인의 주관적 웰빙은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실업은 이혼이나 별거보다 더 큰 수준의 효용

감소를 야기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사회보

장제도를 통해 소득 하락 분이 상당 부분 메워진 이후에도 유사하게 나

타나 실업으로 인한 웰빙 수준의 감소가 단순히 소득 하락에 기인한 것

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소득의 증

가 또는 감소가 웰빙의 증가 또는 감소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

님이 재확인되었다.

교육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교육을 정규 학교교육에 한정

할 경우, 교육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

달하게 될 수 있다. 교육 수준이 삶의 질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거나, 심

지어는 교육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artog &

Hessel, 1998; Veenhoven, 1996)도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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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전개되는 정규교육 뿐 아니라 인문교양교육,

생활기술교육, 직업교육 등과 같이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인 평생교육으로

정의한다면, 교육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Michalos, 2008; 고은현, 이성, 2014; 최경애, 2013; Field,

2009; Sabates & Hammond, 2008). 특히 고등교육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와 배움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

로 하고 있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만족을 누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육을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은 각 개인이 직접 학습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실현할 수도 있으나, 가족 구성원의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

써 획득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삶의 질은 학업성취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김의철 외, 2003). 박영신

외(2002)는 한국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가정생활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대표적 하위요소는 ‘자녀교육’이었는데 이

는 한국 성인들은 자녀교육을 잘 시키고 자녀의 성공을 목격함으로써 삶

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성취에 대

한 높은 관심의 근저에 깔려있는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박영신과 김의철

(2002, 2003)은 한국 문화와 토착적 심리를 분석하였는데, 지적․인격적

연마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아울러 높은 학업성취

를 통해 계층의 이동 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획득에 유용하다는 수

단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이유로 학업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을 때 한국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큰 영향력

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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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수준 요인

주관적 안녕감(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한 한덕웅(2006)에 따르면, 효도, 가족관계, 친척관계 등 인간관계와 관련

있는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박영신,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도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간관계가 제시되었다. 초․중․고․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친구 및 선후배와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성인들의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영

신, 김의철, 2006). 청소년, 성인과 더불어 노인 집단에서도 삶의 질이 인

간관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주일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 노인이 한국 거주 노인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국 거주 한인

노인이 국내 거주 노인보다 더욱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할 친구, 희로애락을 나눌 친구 등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정도가 클수록 행복감을 크게 느끼게 되므로 인적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다수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다. 이 외

에도 사회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

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Diener와 Seligman(2002)은 개인의 행복을 결정 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은

없지만, 사회적 관계는 필요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관계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상기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긍정적 대인

관계를 형성․유지․향유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

친다.

박희봉, 이희창의 연구(2005)에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배경, 사회자

본(신뢰, 사회참여, 정치참여, 네트워크)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 요인을 각각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제·사회적 배

경보다 사회자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사회적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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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사회적 배경 요인의 일부

변수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반면, 사회자본 요인은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와 신

뢰는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김미곤 외(201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과 사회통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사회 신뢰 수준, 사회갈등 인식 수준, 불공정성 인식 수준, 사

회활동 수준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경제 수준은 가구의 객관

적․주관적 경제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제 수준과 사회통합 수

준은 모두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은 그 자체로는 삶의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이나 생활수준에 대한 기

대 변수를 추가 투입할 경우 그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사회통합 변

수를 최종적으로 투입할 경우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 신뢰도, 공정 사회 인식도,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객관적 경제

요인보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기대효과가 행복 및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

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밝혀 국민 삶의 질과 행복 제고를 위한 정책의 지

향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대부분의 비교문화적 연구들에서는 연구

자들의 판단에 따라 설정된 행복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연구대상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행복의 기준 및 정의를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주

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의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Chiasson,

Dube, & Blondin(1996)는 행복에 대한 중미와 북미 사람들 간 인식 차

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자들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설문 응답자들의 행복

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도출된 행복 요소들에 대해 평정하도

록 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북미 출신 응

답자들은 생활의 사소한 즐거움과 같은 쾌락적 요소(hedonistic)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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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을 빈번히 언급한 반면,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

다고 알려져 있는 엘살바도르인 응답자들은 종교적 가치와 사회정치적

여건 등을 행복의 요소로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자들은 집단주의 문화권 개인들은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 관련

요소가 중요하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

이고 타인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명소 외(2003)는 대한민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 부모와 친지

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건강,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과 같

은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대인관계, 타

인으로부터의 인정, 가족 등과 같은 요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으

며,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양문화권

에 비해 동양 문화권에서 타인과의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상기와 같은 삶의 질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은 판별해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적 생활조건과 개인배경

변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삶의 조건과 기능(functionings)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유를 의미하는 ‘삶의 역량(capability)’을 중심에 두어 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삶의 역량을 증진시켜 궁극

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평생

교육 참여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 관계를 매개하

는 변수의 존재 및 영향력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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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자본으로서 네트워크

1. 사회자본의 개념

초기의 사회자본 학자들은 각자의 관심사와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사회

자본을 정의하였다(박희봉, 2009).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

용한 Bourdieu는 1986년에 발표한 “자본의 형태(The Forms of Capital)”

라는 저서에서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이라는 세 가지 형태

로 구분하며, 이들 자본이 하나의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

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경제자본은 현금으로 전환되고 재

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다. 문화자본은 특정 조건 하에서 경제자

본으로 전환되고 학교 졸업장 같은 제도화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Bourdieu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집단 구성원 상호간 형

성·유지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실제

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합”(Bourdieu, 1986)이다. 따라서 각 구성원이 보

유하는 사회자본의 양은 그가 소유하는 네트워크의 범위와 그 네트워크

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Bourdieu, 1995). Bourdieu

는 물질적 실체를 가지는 전통적 자본이 문화자본 또는 사회자본 등의

비물질적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의 역도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본의 다양한 형태가 서로 전환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사회자본 역시 자

본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자본의 재생산은 끊임없는 사교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논리에서 보자면 경제자본을 사회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교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자본

축적은 확실한 투자로서 결국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박희봉, 2009). 이런 점에서 Bourdieu의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해 과실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에 기반하고 있어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자본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함으로써 형성된다

는 것이다.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지배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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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급이 지배구조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즉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지배계급이 사회적 배제를 위해 활용하는 계급

적 도구로 설명하였다(오욱환, 2013). 이를 통해 Bourdieu는 사회자본이

동일 집단 내 구성원에게는 긍정적이나 외부인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회자본 담론을 일반대중에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한 Putnam은 사회

자본의 개념을 집단으로 범위를 확장시켰다(박희봉, 2009). 그는 자신의

저서 “사회자본과 민주주의(Making Democracy Work)”에서 사회자본을

지역 내에서 공유된 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Putnam(1993)은 사회자

본을 공동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단체 내의 관계로 보았

다. 이 개념에는 두 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는데 시민참여의 네트워크

와 규범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경제적이고 정치

적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Putnam은 사회자본이 사회구성원의 상

호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가시적인 경제적, 정치적

효과성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Putnam은 사회자본이 사회 전반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였

다.

Coleman은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Putnam과 공통적이나, 사회자본의 개념을 Putnam보다 넓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Putnam은 사회자본이 수평적 단체에서만 형성된다

고 한정한 반면, Coleman은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 배타적 관

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자본에 대한 Coleman의 연구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경제학과 사회학의 관점을 비판하고 통합하려는 관

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Coleman은 개인을 주체적 행위자(actor)로 규정

한다. “행위자는 통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 자

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상호의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능하는

까닭은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통

제되는 사건들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오욱환, 2013에서 재인

용).” Coleman은 사회자본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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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대한 경제학의 전통적 관점을 비판한다.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사

회는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되며, 각 개인들은 독자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행위한다. 사회는 독립적 개인들의 이러

한 행위들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 Coleman은 이와 같은 전통적 관점

을 비판하며, “이러한 허구는 시장에서의 완벽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경

제이론, 가장 생생하게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드러나고

있다.”(Coleman, 1990; 오욱환, 2013에서 재인용)고 지적하였다. Coleman

에 따르면, 현실사회에서 개인들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며 완전히 독자적

으로 행위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개인들이 사회에서 부여한 역할을 아

무런 의식 없이 수행하는 타의적 존재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 같은 인간

관에 기초하여 Coleman은 개인 간의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

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사회자본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Coleman

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과의 대비를 통해 사회자본을 정의하였다. 일반

적으로 물적자본은 생산과 관련된 장치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인적자본은 개인이 보유하는

기술이나 지식 등과 같은 비물질적 자본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개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내재하며,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생산 활동을 촉진

하는 것처럼 사회적 자본도 각종 행위의 효율성을 발생시킨다. Coleman

은 사회자본 중 특히 네트워크와 신뢰를 강조한다. 사회자본의 형태와

기능은 다양하지만, 개인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신뢰, 정보 유통, 규범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신뢰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두 번

째, 정보 유통의 통로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정보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규범 확립과 제재를 통해 집단 내 문제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Coleman은 사회자본을 집단별로 편포된 기

득권으로 보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도 사회자

본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을 지배

집단의 세습적 산물로 인식하는 Bourdieu와 차이점을 보인다. 한편,

Coleman은 구성원들이 폐쇄적 연결망으로 결속되어 있을수록 사회자본

이 더욱 증가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비배타적인 수평적 집단 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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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자본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Putnam과

입장을 달리한다. 또한, 사회자본은 Bourdieu에 의해서는 사회구조적 불

평등의 재생산에 이용되는 도구로, Coleman에 의해서는 사회구조적 불

평등을 해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사회자본에 대한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는 하지만, 사회

자본이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회관계

내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박희봉, 2009).

따라서 사회자본은 개인과 집단,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로부

터 발생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

형의 자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어떤 성격의 네트워크에서

형성되는지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유형에 따라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2.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 또는 연결망(network)은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자

원천으로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다. 네트워크는 사

람들 사이의 유대를 기반으로 연결된 행위자들 간의 연계망을 의미한다

(Adler & Kwon, 2000; 김태룡, 안희정, 2012에서 재인용). Bourdieu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감내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은 네트워크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 요소인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사교행위가 요

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가 구체화됨에

따라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사회자본의 이익이 실

현된다(박희봉, 2009). 이처럼 네트워크는 신뢰가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미시적 기반이 된다.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므로 네트워크는 사

회자본의 또 다른 핵심요소인 신뢰와 밀접히 관련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Lin(2001)의 정의에 따르면 신뢰는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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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이며, 배신의 가능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또한,

Fukuyama(1999)는 신뢰는 조직의 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정직, 약속

이행 등 사회 통합을 이루는 미덕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신뢰는 타

인이 자신에게 정당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자

신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는 집단 구성

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한다. 하지만 신뢰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

해서는 신뢰의 범위가 사회 전체, 즉 불특정 타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신뢰의 범위가 가족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협

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원천이자 미시적

기반으로 기능하며, 신뢰를 비롯한 여타 사회자본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이익이 공유되는 장이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으

며 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자본이 어떤 성격의 네트워크에서 발

생하였는가에 따라 형성․축적되는 사회자본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 폐쇄적․개방적 네트워크

폐쇄적 네트워크는 조직 및 단체 구성원 간 결속력이 매우 높고, 구성

원 간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부산물 및 이익을 동일 조직 내에서만 공유

한다는 특징이 있다. 폐쇄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연결 관계를 가진 개인들에 의해 형성된 집단 내에서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이 네트워크는 집단 구성원들이 폐쇄적 연결망으로 결속되어

있으며,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되므로 구성원 간 협력 촉진과 규범 강제가 용이하다. 따라서 폐쇄

적 네트워크는 강한 결속력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용이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여 효율적이다. 그러

나 폐쇄적 네트워크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이익이 공유되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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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개방적 네트워크는 집단 및 단체의 멤버십이 일반에게 개방된 네

트워크를 의미한다. 구성원의 수가 많으므로 일부 특수한 이해관계에 의

해 형성된 집단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며,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

된 공식 규범과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적 네트워크

는 폐쇄적 네트워크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구성원 수

가 많으며 서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와 같

은 단점에 대해 Coleman은 구성원들이 긴밀한 관계와 폐쇄적 연결망으

로 결속되어 있을수록 사회자본이 풍부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결속에

의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수록 사회자본이 더욱 증가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성격이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과정이 권위적이

고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직적 네트워크로 분류될 수 있다. 수

직적 네트워크의 효용성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직적

또는 계층적으로 조직된 조직이 효율적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한다는 주장

(Coleman, 1988)이 있는 반면, 중앙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 체제를 가진

조직은 신뢰를 형성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Putnam,

1993). Inglehart의 연구는 Putnam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는 4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직의 특성에 따른 신뢰 형성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는 조직은 수평

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조직에 비해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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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구성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의

경우 소수의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들의 결정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소수

의 리더의 의사결정에 의지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조직의 활력이 감소하

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유통은 자유롭고 평

등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권위적이고 수직적 조직

에서는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조직의 상하원리에 맞는

정보만 유통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 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불

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종국적으로 정보의 유통자인 타 구성원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사회자본 형성 기능을

강조하는 Putnam은 수직적 네트워크에 대해 매우 비관적 입장을 보인

다. Putnam은 수직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거나 지탱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Putnam은 사회자본은

자발적이고 수평적 단체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단체, 모임에 중복적으로 횡단하여 참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자본의

형성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집단 간 횡적 연결이 존재

해야한다는 것이다. 횡적 연결이 부족할 경우, 폐쇄적 집단이 양산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지 않는다.

Putnam은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 형성과 축적을 넘어서 사회 수준의 사

회자본 형성을 바람직한 상태로 보았고, 사회적 수준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효용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3) 강한․약한 네트워크

Granovetter(1973)는 강한 네트워크과 약한 네트워크를 구분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개인적․비공식적인지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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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이차적 관계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분류된다. 강한 네트워크는 구

성원 간 유대감과 결속력이 매우 강하며,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서로를 강제하고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 네트워크를 지칭한

다. 강한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 관계가 매우 두텁게 연결되어 신뢰가 강

하며, 서로에 대한 부당한 간섭도 용인될 수 있는 매우 끈끈한 관계이다.

강한 네트워크는 주로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강한 네트워크는 구성원들의 협소적이고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박희봉, 2009). 이에 반하여 이차적 관계를 기

반으로 형성된 사회자본은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띤다. 이차적 사회단체

는 약한 네트워크로서 구성원 간에 느슨하고 약한 연결에 의해 지탱되므

로 네트워크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와 강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Granovetter(1973)는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약한 네트워크가 강한

네트워크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하고 협소한 성격을 띠는

강한 네트워크는 사회를 작은 집단으로 분열시키기 때문에 복잡다단해지

는 사회에서 적응하고 다종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개인 및 집단 간의 연결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사회에는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 협력이 요

구되며, 약한 네트워크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어

(박희봉, 2009) 약한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3. 네트워크의 순기능과 역기능

Putnam(1993)은 사회자본이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보다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Knack & Keefer는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와 규범과 같은 사

회자본이 경제성장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Knack & Keefer, 1997).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신뢰지수가 15점 상승할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이 1%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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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회일수록 투자 및 경제활동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다(Knack &

Keefer, 1997)는 것이 그 이유이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보

공유의 통로가 되며 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가능케 한다(Segageldin &

Grootaert, 2000). 사회자본은 일자리, 아이디어 등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에 필요한 핵심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한다. 개인

상호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사회에서는 정보왜곡이

최소화된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신뢰는 소비자의 정보 획득

비용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협력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개인 상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여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이동영, 2009). 반면, 사회자본이 부족

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과 집단은 정보의 결핍을 경험한다. 어떤 것

이 왜곡된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진

다. 따라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정보부족

으로 인해 비효율적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거래 촉진

과 투자 증대 등과 같은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적 지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Putnam(2000)은 사회자본이 풍부한 국가의 교육, 보건, 치안, 경제․사회

적 평등의 수준이 사회자본이 부족한 국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Coleman(1988)은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를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자본으로 보았다. 부모와 자녀 간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입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 결과 자녀의 인적 자본 형성이 가속화된다.

Coleman(1988)과 Putnam(2000) 등의 학자들은 가정 및 지역사회 사회자

본이 교육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풍부한 사회자본에 노출되는 학습자는 높은 교육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교육적 성과(학점, 시험성적), 교육 참여 그리

고 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참여, 동기부여, 자아개념)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eman(1988)은 또한

모든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구조는 사회자본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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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람들은 형성된 사회자본이 편익을 발생시키는 한 사회자본을 의

도적으로 형성․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oleman은 사회

자본의 산출 장치로서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사회구

조가 폐쇄적일수록 일탈행동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단의

규모가 작고 폐쇄적일수록 규범이 준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Putnam이 지적하였듯이 폐쇄적 사회구조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은 부정적

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폐쇄적 사회자본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여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부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다. Newton(1999)은 북아일랜드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전

개된 폐쇄적 단체 활동이 오히려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사례를 들어 단체 활동의 부정적 면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Putnam(1993)은 사회자본은 수직적 집단이 아니라 수평적 집

단에서 형성되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이롭다고 주장한다. 수직적, 위계적

으로 조직된 집단은 민주적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폐쇄적 결정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크고, 집단의 구성원 일부에 그 집단의 역량이 집중될 위

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Granovetter(1973)는 친밀한 집

단의 구성원 간에만 형성되는 강한 네트워크(strong tie) 보다 사회 구성

원 모두에게 공개되어 집단 구성원 간의 친밀감이 떨어지는 약한 네트워

크(weak tie)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사회자본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개

인 간 협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지만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상술한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자 원천

으로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학습자가 학습의 경험을 통해 형성․축적하는 네트워크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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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의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와 삶

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김의철(2004). 박희봉(2009), 정미경(2009), 남기민(2011)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의 주된 흐름은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7,392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네트워크 및 신뢰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박희봉(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자본 형성 정도가 높은 사람일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타인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가족, 이웃,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와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은 경제적

배경(소득)이나 사회적 배경(학력, 혼인여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

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는 개인이 보유하는 네트워크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

을 밝힘으로써 타인과의 교류와 인간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중

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미경(2009)의 연구,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

로 실시한 남기민(2011)의 연구, 청소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김의철

(2004)의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개인이 향유하는 사회적 관

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미경(2009)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동아리

참여가 그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2009)은 평생학습과 학습동아리 모두에 참여한 집단은

실험집단으로, 평생학습에만 참여한 집단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은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분류한 뒤 생의 의미와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

제집단 순으로 생의 의미와 사회적 안녕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평생학습과 학습동아리 모두 참여한 학습자의 생의 의미 인식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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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 결과는 학습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교류가 그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기민

(2011) 연구에서는 여성독거노인들의 ‘사회활동(사회활동의 참여 빈도,

사회모임에서 동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 등)’과 ‘사회적지지’가 그

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

동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의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성인의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을 분석한 김의철(2004)의 연구에서도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삶의 만

족도를 높이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친구관계’를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서의 삶

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

소로 언급되었다. 상기의 연구 외에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한덕웅(2006)에 따르면, 효도, 가족관계, 친

척관계 등 인간관계와 관련 있는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2006)의 연구

에 따르면, 미국 거주 한인 노인이 한국 거주 노인보다 행복감을 더 많

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미국 거주 한인 노인이 국내 거

주 노인보다 더욱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지할 친구, 희로애락을 나눌 친구 등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정도가 클수록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네트워크(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 ‘2018년도 평생

학습 개인실태조사’ 문항은 네트워크 참여의 구체적 사례로 사교모임, 친

목도모, 학습동아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자는 단순 사교모

임 뿐 아니라 학습과 연계된 모임인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학습동아리에서 형성된 네트워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은영(2015)은 서울 시내 2곳의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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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경험하고 있

으며, 공통적으로 ‘심신의 건강’, ‘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상’, ‘다른

여가활동으로의 연결’, ‘사회적 교류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

하였다. 이들 변화는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자존감 및 삶에

대한 의욕 향상’이 다른 내면적 변화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유은숙(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 학습 모

임인 평생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대

되었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획득하였으며, 대인관계가 원활해졌다고 응답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학습자의 심리적 건강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향유하는 사회

적 관계(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네트워크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

수의 선행연구는 평생교육 경험의 맥락에서 형성․유지되는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간의 구체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

여 평생교육의 참여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학습자의 삶의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대한민국 성인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학습자의 친

교활동 뿐 아니라 학습동아리나 생활예술동아리와 같은 평생학습 경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회적 교류활동 수준을 측정하므로, 이와 같은 데

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평생교육적 맥락에서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학습자

의 네트워크,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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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2018년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의 매개

효과를 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와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과 삶의 만

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그리고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각기 연구 결과들을

결합함으로써 평생교육, 네트워크,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망

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선행연구 요약

주제 연구자 연구내용

평생교육과

네트워크

Schuller(2004) 평생교육 성과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Hammond(2015)
평생교육 참여가 사회 심리적 요인에 미치

는 영향

Brasset-Grundy

(2015)

평생교육 참여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Preston(2015)
평생교육 참여가 시민사회 참여에 미

치는 영향

김애련(2004)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지적 영

역, 정의적 영역, 사회활동 영역 수준

의 차이

이경아(2008)
평생교육의 효과로서 사회자본 형성의

결정요인 분석

변종임, 김인숙

(2011)

평생학습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사회참여 수준 비교

이지혜 외(2005) 심층면담을 통한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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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선행연구들은 평생교육과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평생교육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적 맥락에서 평생

교육, 네트워크,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과 인과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모형 수립과 분석 수행이 요구된다. 선행연

참여 성과 분석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최운실 외(2005)

평생교육 참여 성과(HRD 자본, 개인

자본, 사회문화자본)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

정미경(2009)

중년기 전업주부의 평생교육 참여가

사회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은현, 이성

(2014)

국내 성인 학습자의 주관적 행복감 결

정요인 분석

구교준(2014)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은영(2015)

노인의 학습동아리 참여가 심신의 건

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은숙(2006)
평생학습 동아리 참여가 학습자의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김의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희봉(2009)
사회자본(네트워크) 형성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미경(2009)
중년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기민(2011)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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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한 선행연구들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

점 및 의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평생교육과 네트워크

평생학습과 학습자의 정신 건강 간 관계를 분석한 Hammond(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주변 환

경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삶에 대한 목적을 깨닫게 하는 데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Hammond, 2005). Brasset-Grundy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 참여 경험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st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

육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uller의 학습 성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이 성인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Hammond, Brasset-Grundy,

Preston의 연구는 평생교육의 성과를 개인․가정․사회적 수준으로 계층

화하여 검토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영향이 학습자 본인 뿐 아니라 학습자

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영역으로까지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생교육이 학습자 본인의 사회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과 여타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이 개인

적 학습과 함께 사회적 학습을 추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평생교육

의 활성화와 착근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가족과 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필

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는 100여 명의 영국 성인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성과 및 양상

을 포착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석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고 양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표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므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평생교육의 성과를 포착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질적 연

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통제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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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적인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므로 영국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결과를 사회․경제․문화의 맥락이 매우 상이한

국내에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수집․관리하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

교육의 성과 및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평생교육

현상의 광범하고 보편적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수행될 질적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 참여 성과로서 학습자들의 네트워크 확장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로는 김애련(2004), 변종임, 김인숙(2011), 이경아(2008), 이지혜 외

(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평생교육의 참여 성

과로서 학습자의 네트워크 창출 및 축적을 제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인

과적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적 조사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평생학습자와 비학습자들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통

해 간접적으로 평생교육의 성과를 포착해내거나, 학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습 성과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평생학습이 가져다주는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는 평생학습이라는 교

육 현상을 기술(description)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인과론적 관계를 추론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치 비교, 시계열 설계, 통계적 추론 등

과 같은 인과적 설명을 위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2018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

의 인과적 추론을 위해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현상을 기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변수 간의

인과적 추론을 통해 평생학습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

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61 -

2.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시도한 초기 연구 중 하나인 김애련(2004)은 평생교육 참여자가 주관적

으로 인식하는 학습 성과를 조사하였다. 학습참여 성과를 지적영역, 정의

적 영역, 신체적 영역, 진로 및 취업 영역, 가정 생활영역, 사회활동 영역

으로 구분하고, 학습 경험을 통해 각 영역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성인 학습자들은 평생학습 참여 이

후 지식과 정보 획득, 지적 관심과 흥미 증가가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학습 열의와 참여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영역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확대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운실(2005)은 평생학습의 참여 성과를

HRD(지식정보기술직무능력, 고등정신기능) 자본, 개인자본(삶의 질, 학

습력), 사회문화자본(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 분류한 뒤 학습자의 주관

적 인식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측정․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질과 학습력 개발과 같은 개인자본 형성 영역의 성과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HRD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 영역의 성과 인식은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초기 연구는 성인 학습자가 평생

학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학습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경

아(2008)는 평생교육과 사회자본(공적신뢰, 사적신뢰, 네트워크) 간의 관

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배경변인, 평생학습 참

여 정도, 교육기관변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와 학습동아리 활동 정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신뢰와 네트워크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

와 경로를 파악하였다. 동 연구는 평생학습 참여 시간의 증가와 사회자

본(신뢰, 네트워크) 간 정(+)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또한 이경아(2008)의 연구는 성인 학습자가 평생학습 경험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평가를 탐색하는 데 그쳤던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하

여 평생교육과 교육의 결과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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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설계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미경(2009)은 중년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동아리

활동이 생의 의미와 사회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학습 참여가 학습자의 생의 의미와 사회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2009)의 연구는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사전 사후 측

정값을 비교함으로써 평생교육과 사회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를 인과적으

로 설명하는데 적합한 실험설계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과적

추론을 전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변인들 간 인과적 경로를 설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삶

의 만족도, 그리고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존재 여부 등을 탐색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효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

시함으로써 후속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김의철(2004), 박

희봉(2009), 정미경(2009), 남기민(2011)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의 주된

흐름은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

이 일치한다.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7,39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네트워

크 및 신뢰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박희봉(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자본 형성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타인과의 교

류와 인간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

미경(2009)의 연구,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기민(2011)의 연

구, 청소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김의철(2004)의 연구에서도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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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이 향유하는 사회적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과 성인의 직장생활에서

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김의철(2004)의 연구에

서도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상과 같

은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향유하는 사회적 관계(네

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

만, 상기의 선행연구는 평생교육 경험의 맥락에서 형성․유지되는 네트

워크와 삶의 만족도 간의 구체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대한민국 성인의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학습자의 친교활동 뿐 아니라 학습동아리나

생활예술동아리와 같은 평생학습 경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회적 교

류활동을 포함한 응답자의 네트워크 수준을 측정하므로, 이와 같은 데이

터를 활용함으로써 평생교육적 맥락에서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학습자의

네트워크,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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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가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삶의 질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중

대다수는 평생교육의 참여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며, 평생교육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 또한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로서 정량적이고 실증적

인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네트워크(긍정

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늘어날수

록 학습자의 네트워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개

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다단하여 단순한

연구모형으로 모든 변인을 고려하는 것은 어려우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네트워크가 삶의 질의 중요

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과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삶의 만

족도,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평생학습 참여가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는데 기여하고, 강

화된 네트워크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인과관계 모

형을 구성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배경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생학습 참여 시간이

학습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네트워크가 매개하는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상술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은 세부질문

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 65 -

① 평생학습 참여 시간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 가설 1: 평생학습 참여 시간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학습자의 네트워크(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 가설 2: 학습자의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평생학습 참여 시간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

자의 네트워크에 의해 매개되는가?

○ 가설 3: 학습자의 네트워크(인간관계)는 평생학습 참여 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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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국내 만 25세 이상 만 79세 이하 성인

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자 한다. 동 설문조사는 평생교육통계 조사담당자와 평생교육통계 이용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 만족도를 실시하고 제언을 취합하여 수

정․개선이 이루어지는 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

용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실태와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관심 대상은 비형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만 25세-79세의 성인 학습자이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비

형식교육을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

교육개발원, 2018). 비형식교육프로그램은 크게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등 6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

술한 6가지 영역 중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

육, 시민참여교육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학력보완교육이나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검정고시, 대학원 입학, 편입

준비자, 저학력 비문해자들과 같이 특정 학습 수요를 가진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여타 영역의 학습자들과 학습 참여 동기 및 성과 측면에

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례 수도 매우 적어1)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1) 비형식교육 참여자 중 학력보완교육 참가자는 0.3%, 문해교육 참가자는 0.3%이다

(2018년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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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설명

종속변수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주관적 삶의 만

족도로 설정하였다. 삶의 질 또는 웰빙은 크게 물질적 부문과 비물질적

부문으로 나뉘어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학습자의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삶의 질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 측정

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외

부조건과 개인의 내면적․주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관심은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이므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건인 성별, 연

령, 학력, 소득,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 등과 같은 개인배경변수들은 통

제변수로 투입하여 해당 변인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평생학습

참여 시간에 따라 학습자의 주관적 삶의 질 인식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연간 평생학습 참여 시간은 극단값을 제외한 뒤 분석에 활

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극단값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중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고길곤, 2017). 따라서 -1.5*IQR, +1.5*IQR 사이를 벗어나는

관찰점을 극단값으로 처리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학습자의 네트워크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지난 한 달(2018년 6월)동안 사교활동, 친목도모, 동문회, 학습동아

리 등에 몇 회 참여하셨습니까?”라는 문항으로 학습자가 사교단체나 학습동아리와

같은 모임 및 단체에 얼마나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통해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종속변수, 독립변

수, 매개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세부설명은 아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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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 구분 및 조작적 정의

※2018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설문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함.

구분 변수 설명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

- 전반적으로현재의생활에얼마나만족하십니까?

0: 매우 불만족스럽다– 10: 매우 만족스럽다

독립변수
평생학습

참여시간

비형식교육(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연간 참여시간

매개변수 네트워크

○ 응답자의 사교활동 및 학습동아리 참여 횟수

- 지난 한 달(2018년 6월)동안 사교활동, 친목

도모, 동문회, 학습동아리 등에 몇 회 참여하

셨습니까?

0: 참여안함, 1: 1회2: 2회, 3: 3회, 4: 4회, 5: 5회이상

통제변수

연령 만 연령

성별 0: 여자, 1: 남자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1: 150만원 미만. 2: 150-300만원 미만, 3:

300-500만원 미만, 4: 500만원 이상

경제활동상태 0: 실업, 1: 취업

거주지 1: 서울 및 광역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동거가족유무 0: 없음, 1: 있음

건강 자신감 0: 자신 없다 – 3: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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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평생학습 참여자의 삶의

질 증가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이고, 둘째는 평생학습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연간

학습 참여시간을 독립변수로, 응답자 개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변수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참

여 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자료 정리 및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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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가 네트워크 참여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하여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만 25세-79세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참여가 학

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네트워크 참여도가 매개하는

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제 1 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관리하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

태조사의 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일까지였으며, 조사 기준일은 2018년 7월 1일로서 전년도 7

월부터 조사년도 6월까지의 1년간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이 조사되었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모집단은 만 25세 이상 7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며, 가구는 조사구당 10개 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선정

되었으며,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면접하는

개별방문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유치 조사가 병행 실시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4,343명으로 <표 6>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성별은 남성(53.8%)과 여성(46.2%)이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조

사되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에 따르면, 남성(39.5%)보

다 여성(42.9%)의 참여율이 높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이는 본 연구

대상의 성별 비율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비형식교육프로

그램 중 직업능력향상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 학습자들이 분석 대상

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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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세가 2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타 연령대와 적게는

1.8%p 많게는 8.7%p 정도의 차이가 나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생학습 참여가 감소하는

추세는 뚜렷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 이상이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학

습자의 절반 이상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격차가 존재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의 성인들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월 가구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이 34.7%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

였다. 거의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들(92.7%)은 동거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학습자 중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다수

를 차지하였다.

<표 6>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항목 분류 빈도

성별
남자 2,337 53.8%

여자 2,009 46.2%

연령

25-34세 939 21.6%

35-44세 957 22%

45-54세 1,033 23.8%

55-64세 803 18.5%

65-79세 614 14.1%

학력

중졸 이하 611 14.1%

고졸 1,426 32.8%

대졸 이상 2,309 53.1%

지역

서울 및 광역시 1,983 45.6%

중소도시 1,638 37.7%

농어촌 725 16.7%

경제활동상 실업 및 1,08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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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수의 특성

독립변수인 평생교육 참여시간, 매개변수인 네트워크 참여도, 종속변수

인 삶의 만족도의 특성은 아래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극단값을 제외한 뒤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극단값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중

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1.5*IQR, +1.5*IQR 사이를 벗어나는 관찰점을 극단값으로 처리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68시간으로 제한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매개변수인 네트워크 참

여도는 0 (“참여안함”) - 5 (“5회 이상”)점의척도로 측정되었으며 5점 만점에 1.59점을

기록하였다. 이는조사시점을기준으로한달동안약1.6회의사교모임, 학습동아리활동

에참여하였음을의미한다. 삶의만족도는0에서10점의척도로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은10

점만점에7.1점을기록하였다. 상술한주요변수의특성을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태
비경제활동

취업 3,265 75.1%

월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29 5.3%

150-300만원 미만 544 12.5%

300-500만원 미만 1,509 34.7%

500만원 이상 2,000 46%

모름/무응답 64 1.5%

동거가족

유무

동거가족 없음 4,030 92.7%

동거가족 있음 316 7.3%

건강자신감

자신 없음 47 1.1%

대체로 자신 없음 335 7.7%

대체로 자신 있음 2,150 49.5%

자신 있음 1,814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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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변수의 특성

제 3 절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평생교육 참여시간, 네트워크 참여도, 삶의 만족

도와 통제변수인 연령, 학력, 가구소득, 건강자신감 간 상관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아래 <표 8>과 같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네트

워크 참여도(r=.153, <.001), 삶의 만족도(r=.072, <.001), 연령(r=.045, 

<.01), 가구소득(r=.046, <.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네트워크 참여도는 삶의 만족도(r=.081, <.001), 연령(r=.044, <.01),

건강자신감(r=.055,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학력(r=.160, <.001), 가구소득(r=.162, <.001), 건강자신감

(r=.199, <.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령(r=-.083, <.001)

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령은 학력, 가구소득, 건강자신감

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력은 가구소득, 건강자신감과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구소득은 건강자신감과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다. 건강자신감은 네트워크 참여도, 삶의 만족도, 연령, 학력, 가

구소득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네트워크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평생교육 참여 시간과 학습자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빈도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평생교육

참여시간
1 268 58.22 62.9

네트워크

참여도
0 5 1.59 1.66

삶의

만족도
0 10 7.1 1.283



- 74 -

수 있다.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

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학습자가 주관적

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참여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호관련

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참여시간, 네트워크 참여도,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

해보고자 한다.

<표 8>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05 **<.01 ***<.001

제 4 절 평생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생교육 참여 시간과 네트워크 참

여도,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삶의 만족도, 네트워크 참여도와 삶의 만족도

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시간이

변수
평생교육

참여시간

네트워크

참여도
삶의만족도 연령 학력 가구소득 건강자신감

평생교육

참여시간
1 　 　 　 　 　 　

네트워크

참여도
.153*** 1 　 　 　 　 　

삶의

만족도
.072*** .081*** 1 　 　 　 　

연령 .045** .044** -.083*** 　1 　 　 　

학력 -.007 .013 .160*** -.678*** 1 　 　

가구소득 .046** .026 .162*** -.388*** .454*** 1 　

건강

자신감
-.015 .055*** .199*** -.398*** .361*** .2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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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것이므로 아

래와 같은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와 통제변

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19.233, 

<.001), 2단계(F=32.820, <.001), 3단계(F=31.103, <.001)에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검토

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583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잔차

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82에서 2.327로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 매개효과 검정 실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

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세부 절차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한다.

즉,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매개변수인 네트워크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p-value가 p<.05로 유의하게 나오는지를 검

토한다. 이를 통해 독립변수인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학습자의 네트워크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한다.

즉,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한다. 네트

워크 참여도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3단계에

서 도출된 평생학습 참여시간의 표준화 계수 베타값(영향력)이 2단계 표

준화 계수 베타값(영향력)보다 작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네트워

크 참여도가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학습자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한다고 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학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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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상태, 동거가족 유무, 건강자신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생교육 참여

시간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네트워크 참여도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매개효과 검정

1단계

(평생교육

참여시간→

네트워크

2단계

(평생교육

참여시간→

삶의만족도)

3단계

(평생교육

참여시간,

네트워크→

삶의만족도)

구 분      

독립변수

(상수) -.103 　 4.936*** 　 4.941*** 　

평생교육

참여시간
.004*** .149*** .001*** .062*** .001*** .054***

통제변수

성별
(남자)

.118* .035* -.155*** -.060*** -.160*** -.062***

연령 .012*** .106*** .010*** .105*** .009*** .099***

학력 .085 .037 .256*** .144*** .253*** .142***

가구소득 .008 .004 .119*** .081*** .119*** .080***

거주지
(서울/광
역시)

.347*** .103*** -.107 -.042 -.122* -.047*

거주지
(중소도시)

.031 .009 -.132* -.050* -.133* -.050*

경제활동
상태
(취업)

.030 .008 .014 .005 .013 .004

동거가족
(있음)

-.025 -.004 -.192* -.039* -.191* -.039*

건강자신감 .173*** .069*** .348*** .179*** .341*** .175***

매개변수 네트워크 .04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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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1 ***<.001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평생교육참여시간(<.001,

=.149)은 네트워크 참여 정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평생교육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평생교육참여시간(

<.001, =.062)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네트워크

참여도(<.001, =.054)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

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평생교육참여시간(

=.001, =.062 → .054)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보다

낮게 나타나, 평생교육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네트워크 참여도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검정 결

과 매개변수인 네트워크 참여도 뿐 아니라 독립변수인 평생교육참여시간

(=.001, =.054)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네트워크 참여도는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증

가할수록,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

생학습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관계가 확인

되어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도는 평

생학습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를 가진

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즉,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높아짐에 따라 네트워크

 

(adj )
.043 (.041) .071 (.069) .074 (.072)

F 19.233*** 32.820*** 31.103***

Durbin-Watson 1.261 1.583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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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가 높아지며, 네트워크 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의 삶의 만

족도가 증가하는 간접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생학습 참여

시간, 네트워크 참여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총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참

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네트워크 참여도

를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에 대한 네트워크 참여도의 간접효과 비율은

약 13%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판별함에 있

어 평생학습 참여시간 뿐 아니라 학습자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삶의

만족도 제고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검정 결과에

따라 평생교육참여시간, 네트워크 참여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도식

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네트워크의 부분매개 효과 검정

*<.05 **<.01 ***<.001

위 분석결과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생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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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최운실, 2005; 정미경, 2009; 오요섭, 2013; 고은현, 이성, 2014; 구

교준, 2014)와 맥을 같이 한다.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을 다룬 기존의 연구

중 다수(오요섭, 최은수, 2013; 구교준, 2014; 최돈민, 2014)는 평생교육 참

여 경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평생교육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연구들은 30개에서 100여 개의 국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 참여 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인 관

계가 국내의 특수한 환경에서만 목격되는 현상이 아니며 다양한 사회경제

적, 문화적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관측될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생교육 참여 경험 유

무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평생학습 참여시간 양극화 현

상(손준종, 2006)과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루지 못한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학습의 양적 측면을

다룬 평생학습 참여 유무 대신 평생학습의 질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하

여 평생학습 참여시간을 선행변수로 두어 해당 변수가 학습자의 삶의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와의 차별점이 있다.

평생교육 참여시간의 증가가 왜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

해서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 이경아(2008)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학

습 참여시간과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학습자의 사적신뢰, 공적신뢰, 네

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학습자

의 전인적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으로서 교육의 성과가 현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네트워크의 형성은 반복적 만남과 사교적 노력이

수반되므로 학습자가 충분한 시간 동안 학습에 참여하고 여타 학습자와

의 교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네트워크

형성 효과는 충분한 학습참여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학습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며,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

가 활발해질수록 더욱 큰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성인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평생학습 참여성과

조사 결과(최운실, 2005)에 따르면, ‘타인에의 학습 전수’가 학습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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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학습자들은 평생학습을

개인적 경험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주변인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였을 때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습득한 지식을 타

인과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증진된다는 상기의 연구 결과

에 착안하여 볼 때, 일회적인 평생학습 참여보다는 상당 시간의 학습 참

여를 통해 충분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타인과 공유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위와 같

은 이유로 평생학습 참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일수록 더욱 큰 삶의 만족

도 개선 효과를 낳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와

평생학습 참여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 네트워크가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가설 2’와 ‘가설 3’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기

존의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한덕웅, 2006; 박희봉,

2009; 정미경, 2009; 남기민, 2011)를 살펴보면, ‘중년기 여성’, ‘20세 이상 성

인’, ‘초․중․고․대학생’, ‘직장인’ 등과 같이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분류에

의해 연구대상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생

학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네트워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평생학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며, 기

술 및 지식 습득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와 더불어 대인관계의 긍정적 변

화를 촉진하는 학습의 네트워크 형성 효과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망

이 확장되고, 연쇄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

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개인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

구하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상술한

바와 같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과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

을 망라하는 민주적 학습공동체를 실현(구혜정, 2005)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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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네트워크가 부분 매개한다는 분석 결과는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사회적 신뢰

와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학습을 지향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평생교육은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학습을 지향함으로써 생동적 시민생

활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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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물질적 생활조건 충족이 반드시 주관적 삶의 만족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는 Easterlin 패러독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행

복 증진을 위한 도구로써 평생교육의 활용 가능성과 향후 평생교육의 지

향점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제고를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적응

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

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함

으로써 학습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정과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평

생학습의 착근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민의

학습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방법으로써 평

생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노력과 중요성 인식에도 불

구하고 평생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목표 달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평생교

육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들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 해당 요인들 간 관계 및 삶의 만족도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도 한

국 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 시민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만25세-79세) 학습자 4,34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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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분석 결과 또한 평

생교육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생교육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

여한다는 선행연구(고은현, 이성, 2014; 오요섭, 최은수, 2013)와 일치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

을 통제한 상태에서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할

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

한 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삶을 조망하는 관점과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평생교육

에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

해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네트워크 참여도는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

용, 사교활동, 긍정적 대인관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라

는 선행연구(정미경, 2009; 남기민, 2011; 김의철, 2004; 한덕웅, 2006; 박

영신, 김의철, 2006)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

생학습 참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도는 평생학습 참여시간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도 확인되

었다. 즉,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높아짐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아지

며, 네트워크 참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간접효과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삶의 만족도의 결

정요인을 판별함에 있어 평생학습 참여시간 뿐 아니라 학습자의 네트워

크 역시 중요한 삶의 만족도 제고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

다. 학습자의 네트워크는 평생학습 참여로부터 획득하는 각종 삶의 만족

요인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일차적 노력 이외에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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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야할 것이다. 학습자의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은 학습자가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노력은 사회경제적 여

건이 여의치 않아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

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학습활동과 표준화된 학습계획에 따라 진행되

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참여와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평생학습 참여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네트워크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는 분석 결과는 학습자가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삶의 만족도 향상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 충분한 학습시간 확보

가 어려운 학습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네트

워크가 강화된다면 이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대신 거주지 근처 지역사회단체나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사회적 교

류 및 학습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다. 강사에 의한 일방적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과는 대별되는 학습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자

발적 학습동아리 활동의 재정 보조와 같은 공적 지원이 요구된다.

제 2 절 제언 및 정책적 함의

평생교육을 통해 국민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 지

향은 과거의 경제성장제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Easterlin 패러독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 증대와

같은 객관적 생활조건의 충족이 반드시 국민 행복과 삶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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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상위역량

(advanced capability)을 강화함으로써 각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

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Nussbaum, 1995; 구교준 외, 2014에서 재인용). 예술작품의 감상, 교육

활동 참여와 같이 기초역량이 충족된 이후에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인 ‘상

위역량’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닌 행위의 내재적 가치를 통해

삶의 만족을 느끼게 하므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의 만족도 향

상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상위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활동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며, 전인적 자아실현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 참여의 질(학습

시간 및 지속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성인 평생학습 참여

율은 2007년 29.8% 수준이었으나 2018년 42.8%로 증가하여 양적 확대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학습 참여의 양상을 더욱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손준종, 2006). 참여시간의 양극화란 참여시간이 많은 소수 학습

자 집단과 참여시간이 적은 다수의 학습자 집단으로 이분화되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평가 시, 평생교육 참여율의 증가

뿐 아니라 학습자 집단 간 참여시간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손준종, 2006). 평생교육 기회 확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

어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만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학습자

들이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평생

학습 참여율 집계를 넘어 개별 학습자의 학습 참여시간 및 참여양태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평

생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평

생교육 참여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만족도

증가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참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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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자체도 중요한 지표이지만, 평생교육에 참여한 이후 학습 참여 시간

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와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다. 그러나 학습의 목표가 개인

수준의 성과 달성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경우 평생교육이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평생

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와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생교육의

표준화와 개인화는 사회적 배제와 분열의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구혜정,

2005). 사회경제적 성장의 동력으로서 개개인이 보유하는 기술을 축적하

고 개발하고자 하는 인적 자본론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평생교육은 오히

려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새로운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 가고 있다. 원자

적 인간관을 기초로 한 이와 같은 평생교육 체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고립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모든 시민

들이 높은 수준의 일반교육, 적절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판적 대화와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Coffield, 1994; 구혜정, 2005에서 재인용) 충분한 학습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

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학습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를 적극 지원

해야 한다. 평생교육이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향유할 수 없는 상호존중과

결속력을 경험하고 육성해나가는 학습의 장으로 기능해야한다. 이와 같

은 학습과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평생교육이 기능할 때에 평생교육이 추

구하는 삶이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네트워크(사회적 상호작용)를 증진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을 리더나 주민자치위원 교육, 인권교육, 평화

교육 등과 같은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시민참여교육프

로그램 참여자는 전체 비형식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2%대에 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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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와 같은 참여율 저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이 요구된다. 또한, 평생학습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

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기관과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

간 연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시민사회 참여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습자

들 간 교류와 사회적 관계 맺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일상적 대인관계

를 더욱 원활히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

다.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 참여자의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객관적․주관적 지표들을 포괄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여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내포되어있을 가능성

이 있다. 내생성의 문제는 오차항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내생성의 문제

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충분한 상관성을 갖는 동시에 종속변수와의 상관성이 낮은 도구변수를

특정하여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실험에 준하는 외생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인 최소자승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

의 내생성으로 인해 진정한 효과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도구

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관계를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투입할 수 있는 도구변수를 탐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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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평생교육 참여시간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네트

워크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회귀분석만을 실시하였다.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술한대로 도구변수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정미경

(2009)과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사전․사후 측정값을 비교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간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문헌연

구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향후에는 평생교육이 개인, 가

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양적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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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on their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network -

Gim, Hyungyu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lifelong education as a tool for enhancing life satisfaction.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mestic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Plan for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contrast to these institutional efforts,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educ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the major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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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who participated in lifelong learning.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4,343 adult learners who have participated in

non-formal education program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learner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Go Eun Hyun & Lee Sung,

2014; Choi Eun Soo, 2013) that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learners’ life satisfaction.

The material living condition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an

individual tend to remain unchang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so

it is difficult to capture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conditions and its related impact on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Considering these limitations, life satisfaction

measured by an individual's internal and subjective evaluation on

their lives was useful for measuring and capturing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by

facilitating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learners are likely to

shift their assessment of their lives in a positive direction.

  Second, the network of learner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spent in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ners’

life satisfaction. This result is in line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social interaction, social activities, and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en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general (Jeong Mi-kyung, 2009; Nam Ki-min, 2011; Kim Eui-chul,

2004; Han Deok-woong, 2006; Park Young-shin, Kim Eui-chul, 2006).

This result suggests that if there is an increase in the time spent in

lifelong learning, this will likely to increase the chance of expanding

learner’s network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impro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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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life satisfaction. Moreover, this analysis suggests that in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he learners' life satisfaction, both the

time spent on lifelong learning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raction of

learners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Therefore, in

addition to efforts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

further policy attention is needed to strengthe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learners’ social networks.

Excessive standard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can have a negative

impact and it can even deepen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and

division (Koo Hye-jeong, 2005). Therefore, lifelong education should

strive to serve as a venue for the learners to experience mutual

respect and cohesion. As lifelong education functions as a place for

learning and networking, it can fully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earners.

Keywords : lifelong learning, adult learners,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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