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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을 배우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장에 모�다. 강습 책임자인

당신은 그들을 수�장으로 데리고가서주요�법泳法을시연한다음, “자,닷새

동안 알아서들 배우세요. 닷새 뒤 시험입니다!”라고 말하고는유유히수�장을

빠져나간다. 그 후 수�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수�을 배울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수�을 배웠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울 수 있었을까?

이 연구에서 다루는 ‘42서울’은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자

양성을 위한 성인 v상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위와 같은 ‘수�장의 비유’를

실제로 구현한 교육을 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료학습환경으로 조건화된

42서울 프로그램을 수행한 11명을연구참여자로선정하여,이들의학습경험을

연구 사례로 삼아 그 학습자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들의 학습경험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에 v해 답하�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42서울 참여 계기와, 참여 전 학습맥락은 무엇인가?

둘째,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는

학습경험과 맥락은 새로운 학습 경험의 구조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셋째,동료학습환경속연구참여자의학습자행위자성은어떻게변하는가?

연구자는 “성인교육의 과정에 동참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인교육에 관한

각자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라는 에두아르드 린드만(Lindeman, 1926)의

제안을 수용하여, 연구배경이 되는 42서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하고

4주간의 예비과정을 거쳐 1년 반 가량 본과정 교육생으로 교육을 수행하�다.

연구 결과, 먼저 연구참여자의 교육참여 계기와 그 이전의 학습맥락은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연구참여자의 42서울 교육참여전 학습 이력과  경험  맥락은  저

마다 다르지만 이력에 따라 둘로 분류된다. 첫째는 v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들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부족함을 느껴 교육에 참여했다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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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관련 내용 학습경험이 없는 이들은 산업부문의 변화로 야기된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 새로운 진로 탐색의 방편으로 선택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학습자의 기존 경험맥락과 학습경험의 구조화 사이에는, 42서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습 경험 또는 학습형식 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이 드러났다. 또한 학습자들은 개인학습과 동료학습을 순환하며

정서적으로 친�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습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행위자성이 변화되는 양상은 동료학습을 계기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들은 동료학습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와 학습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연구참여자들은동료들과의상호작용속에서그들의

학습전략을 모방하거나 전에 없던 수정된전략을시도하면서다시이것을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학습궤적을 만들어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연구참여자의 행위자성, 이를 매개하거나 �향을

미치는 구조, 인식된 문화라는 세 측면(SAC, Structure, Agency and

Culture)으로 그 양상을 모형화할 수 있다. 아처가 제안한 형태발생론적

접근에 따라(Archer, 2020) 각각은 구조로서의 42서울의 종합적

동료학습환경, 개인의 학습 이력에 따라 태도와 행동 수준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행위자성,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내면화된 학습문화로 v응된다. 이

세 요소가 연구참여자를 통해 매개되는 양상은 42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성과를 유지시키는 낮은 수준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이 연구는 42서울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발 단계이자 예비과정인 4주간의

교육을 거쳐 본과정에 합격한 사람들만을 연구참여자로 삼은 까닭에,

동료학습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없었던 이들의 경험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동료학습은 처음부터 교수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역

또는 교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훌륭한  학습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팬데믹 이후

세계의 교육 장면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v된다. 이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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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동료학습이 잘 맞지 않는 이들의 경험사례 또는 기존의 교수전략을

혼합하여 기획한 더 다양한 동료학습환경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주요어 :  동료학습, 학습자 행위자성, 이노베이션아카데미, 42서울,

에콜42, 성인학습, 직무교육, 코딩교육

학번 :  2020-25762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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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연구목적

(1) 행위자성 연구의 필요성

행위자성agency은 개인의 내면에서는 물론 사회적 수준에서 변화의 주요한

원동력이다(Mead, 1934). 미드의 시간철학에서 현실reality은 항상 현재에

존재한다. 현재란 과거로부터 미래로이어지는시간축에서경험이라는자연적

실체가 우리 인식 속에서 펼쳐지는 곳이며, 과거는 현재에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위자성이란 이러한 시간적 긴장 그리고

행위주체와 맥락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자원과 제약 사이에서 성취되는 무언가를

가리킨다(Priestly, Biesta & Robinson, ����).

이를 고려하면 교육학 �역에서 학습자 행위자성learner agency논의는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행위자성을 통해 학습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학습 수행과정의 내적 역동을 파악하는 준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이다.

행위자성 논의를 통해 학습활동 관찰과 평가의 초점을 양화quantification와

측정보다는, 학습수행 과정 자체로부터 기술된 행위 양상, 또는 연구자의

2차적인 분석 내용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Blair 2009; Mick, 2011). 이는

교수활동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나 수동적인 학습자상像을지양하고,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20세기 후반 이후의 연구 흐름과도 이어진다(Brookfield, ����).

예를 들어, 성인학습자에게는 일종의 내재된 역량 또는 태도로서

자기주도성, 지식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높은 학습준비수준, 문제해결

지향성이 있다는 가정(Knowles, 1968)이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성인학습자에 관한 이러한 가정은 그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른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비중 확v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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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조명되기 시작했다(Caffarella, 1993; Towle & Cottrell, 1996).

‘준비된 학습자’ 관점은 학교나 기관 입장에서 볼 때 학습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또는 국가가 학습자에게 기v하는 성취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인학습자에 관한 이와 같은 가정은

비성인 학습에까지 확장되어,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v 이후 자기주도학습 개념의 교육적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주호수, 2003; 진�은, 이진욱, 2007;

이재신, 2009), 그 중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의개인학습과자기주도성에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재경, 2000; 정화�, 홍봉화, 2009;

성은모, 진성희, 유미나; 2016; 박민정, 2021).

그러나 교육 참여자로서 학습자들이 갖는 역량 특성, 혹은 재능에주목하여

이를 개인 수준에서 기술하는 것에 v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예컨v 린드만은 이미 1세기 전에 학습은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되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Lindeman, 1926). 멀리갈 것없이,

한국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좋은 학군’의 학교를 다니길 원하고,

가능하다면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해왔다. 이와 관련해 널리 통용되는

고사故事 맹모삼천지교孟⺟三遷之敎는 환경 맥락과 학습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v명사로 쓰인다. 만약 학습이 온전히 개인적인 행위, 내재된 역량의 연마와

발휘에만 한정되는 것이었다면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서특정한학습환경에

자녀를 �어넣고자 하는 열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한 개인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내재화/체화하고, 그

학습성과를 삶의 구체적인 �역으로 옮겨오는 일련의 과정은 맥락의존적이다.

요컨v 학습자 행위자성은 겉보기에 즉흥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행동이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 행위로 전이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개인 수준에서, 또 집단과 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학습을 관리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맥락을

중심으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행위자성 중심 접근은 학습 연구에 두 가지

도구적 이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학습자 행위자성은 집단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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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행동특성을 관찰하는 데에필요한이론적틀을제공한다.행위자성

중심 접근은 현상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학습자 및 여러 관여자들이 지각한

유기적 맥락과 상호작용을 드러낸다. 예컨v 낯선 언어 환경에 처한 이들은

여러 형태의 소외를 경험하는데, 새로운 언어의 학습은 이러한 소외를

변증적으로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이때 행위자성은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인 접근 경로가 된다(Fogle, 2012; Mercer 2012). 만약 언어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발화나 행동 수준에서만 기술한다면, 학습에

관여하는 개인들간 표면적 교류 이외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학습 운� 사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준거로서학습자

행위자성의 구체적인 양상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교육 상황, 특히 성인학습

�역에서 학습운�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에 흔히 ‘만족도’라는 기준이

활용된다(김정묵, 2010; 김�민, 2019). 국내의 관련연구에서는학습만족도를

나타낼 때 주로 특정한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를 v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다음, 5점 척도 점수를 평균하여 얻은 값을 활용한다. 이때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의 경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행위자성을

이해하는 과정은 ‘학습만족도’의 질적인 의미를 드러냄으로써학습의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정은실, 강인애, 2010).

한편, 학습환경의 기술적 변화는 학습에 관한 행위자성 중심 접근

과정에서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한 교육 실천

장면에의 정보기술 도입은 교육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행위양상에

큰 �향을 미쳤다(나일주, 한안나, 2002). 강의 �상과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이 자리잡은 덕분에, 개인 학습자는 단일한

교육활동이나 제도교육 내의 학급class이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풍부한

학습자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조절능력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성을 정립해가는 성인학습자는 예컨v

자기주도성과 문제해결지향성을 바탕으로 학습을 수행해나갈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그 과정에 어떤 맥락과 환경이 개입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인지,

학습자 행위자성은 이에 v한 분석과 연구의 나침반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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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행위자성 개념을 특정한 연구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학습 동기또는

학습 맥락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의 습득과 인출을 중심으로 하는 표층적

교육활동을 둘러싼 개인의 내적인 역동이나 학습지원환경을 조명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반면 학습자 행위자성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맥락과학습자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학습 환경 속 참여자의 역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학습자 행위자성 연구는

시공간적으로 한계지어진 교수학습 장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교육 상황에 주목하여 교육방법론을 평가하거나 교수학습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Hempel-Jorgensen, 2015; Little &

Erickson, 2015). 아쉽게도, 행위자성을 활용하여 교사 또는 학부모의

교육참여양상을 기술한 논문들은 눈에 띄지만(Priestly et al., 2015; 황정숙,

황성희, 2019; 유용모, 2021; 금선�, 조�환, 허선�, 김명신, 2021) 특히

“젊은 세v의교육과정참여를이해하는데에학습자행위자성이중요하다고는

하나 이에 관한 현장에서의탐구는부족하다.”(Raffo, Roth, Buck & Hodson,

2021) 이를 고려할 때,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전반적인 학습 이론과 행위자성

연구를 더 풍성하게 해 줄 것으로 기v된다.

무엇보다 평생교육 또는 성인학습이론은학습자의경험과그들이처한삶의

맥락을 중요시한다(Lindeman 1926; Knowles, 1968; Freire 1970). 이

연구는이러한전통속에서학습맥락에관한실증적인사례연구로서도의미가

있다. 연구자로서 나는 이러한 성인학습의 기본적인 관점에 더해, 과거에

축적된 학습자의 고유한 삶의 맥락이 환경과 조응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습의 구체적인 역동을 만들어낸다는 생태적 관점을지지한다(Emirbayer &

Mische, 1998; Priestly et al., 2015). 이에 본 연구는 행위자성이라는

분석틀로, 학습자를 둘러싼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맥락으로서 동료학습환경 속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중시적meso-level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Covid-�� Pandemic 이후, 전세계 시민사회의 교육에 v한

기v가 변화하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은물론,어떻게학습자가더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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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삶을 조화롭게 조형해가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2021년 11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1
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이 가진 변혁적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것”을 전세계에 촉구하�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이 지닌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조망을 통해

교육과 인간학습을 이해하는연구가필요하다.구체적인사례로써,교육현상을

학습 행위자 맥락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작업은 그러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서

의의를 갖는다.

1
UNESCO International Commi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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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교수자가 없는 동료학습환경에 처한 학습자들의

학습행위를 기술함으로써 특정 상황에서의 학습자 행위자성을 이해하고, 이

사례에 관한 학습자 행위자성의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갈래는 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로서, 취업을 앞둔 20v 성인학습자가 주로 참여하는

전일제장기직무교육과정 ‘42서울’학습자 11명의학습경험을주로다룬다.이

과정에서 42서울 교육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 자신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다.
2

다양한 사례 가운데 동료학습환경이라는 배경 요인에 주목한 이유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v면 학습의 확산과 함께 더욱 조명을 받고 있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변화 속에서 동료학습환경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속적 그리고 명시적으로 학습상황을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교수자 없이, 장기 교육을 진행하는 42서울의 사례는 희소한

학습자원의 새로운 활용방안이자 드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접근하는 방식과는 물론 학습자가 ‘교육기관’에바라는

통상의 기v와도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42서울 교육의 원형으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에콜42École 42의 교육모델은 10여년 동안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곳에서 공부한 적지 않은 이들이 관련 직무로 진출해왔다.
3

42서울 교육모델의 이와 같은 외적 성장은 학습자원에 v한 접근, 그리고

동료간 소통과 교류를 극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42서울 학습의 온라인 기반은 예컨v 말그v로 전세계 1만여

명이 넘는동료의실시간소통,그들이집단적으로생산해내는학습자료, 1천여

3
에콜42 본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전세계 26개국 43개 캠퍼스, 15,000명 이상의

교육생들이 42 방식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본원 기준, 누적

4,200명이 넘는 수료생이 평균연봉 40,000유로(한화 약 5,300 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얻는 데에

성공했다.

2
ʻ명시적인 교수자도, 구체적인 학습지침도 부재한 듯 보이는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을 수행하고

있을까?’ 이러한 호기심을 갖고 나는 2020년 11월 42서울의 교육생 모집에 지원했고, 42서울

교육생으로 4주 동안의 예비과정을 거쳐 본과정 교육생이 되었다. 이후 1년 반가량 42서울교육생

신분으로 학습 수행과 이곳의 동료학습환경을 주제로 한 연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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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넘는 동일 캠퍼스 내 학습자간 평가의 무선 배정 시스템, v면 및 비v면

학습의 유연한 혼합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자체 인트라넷intranet과 다양한

디지털 도구의 혼용 덕분에 교수자 없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42서울의 동료학습은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학습과 비v면 및 v면 혼합학습이 ‘v세’가 된 마당에

42서울 운�사례는 교수자원의 효과적 활용은 물론 학습자중심의교육환경을

조직하는 데 있어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미 인터넷과 디지털도구를

통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성인학습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조직해왔다(Owens, Hardcastle & Richardson, 2009; 김은�,

김정현, 최예솔, 2011; 유주�, 2013). 이를 더 효과적으로 조직하거나

학습성과를 수렴하고자하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에게 42서울은 의미 있는 실증

사례가 될 것이다.

한편, 42서울 또는 에콜42를 직접 다룬 연구물 중 성경모(2014)와

이경호(2020), 오르티즈 등(Peris-Ortiz, Alonso Llera & Rueda-Armengot,

2017)은 프랑스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서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운�방식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다. 또 프랑스

기술과학교육연수원Laboratoire Sciences Techniques Éducation에서 수행한

연구로, 에콜42를 포함한 프랑스의 혁신가 양성 교육기관을 v상으로

문화기술지 및 설문을 통해 그 모델의 보편적 활용가능성을 검토했다(Liu,

2018). 본 연구는 직접적인 사례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한국의 42교육모델을

처음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 이를 통해

동료학습환경이라는 특수한 생태계 내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학습 수행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그 구조를 분석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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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동료학습환경, 구체적으로

‘42서울’이라는 비학위 소프트웨어 직무교육 참여자 학습자 행위자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서울 교육생인 연구참여자

11명이 학습을 수행한 양상을 행위자성 관점에서 기술하고, 42서울의 교육적

활용가능성과 성인직무교육 부문에서 갖는 의미를 평가하려고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42서울 참여 계기와, 참여 전 학습맥락은 무엇인가?

학습과정에서 보이는 행위 특성 기술에 앞서 연구참여자 개인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교육참여 계기와 학습 이력을 확인한다. 여러

학습자가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나타내는 행위 특성은 설령 그것이 겉으로는

같게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개인적 맥락이 �향을미친결과일수있다.그들이

어떤 계기로 교육에 참여했는지, 어떤 학습 이력과 경험을 가졌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어지는 연구문제에 관해 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는

학습경험과 맥락은 새로운 학습 경험의 구조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사례로 설정한 42서울의 교육생 가운데에는 이미컴퓨터나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관련된 직무경험을 가진 사람들도있고그렇지않은사람들도있다.

또 형식 교육및비형식교육상황에서공부한것을다른사람과공유하는경험,

상호평가 등 피드백 활동 수행 여부도 교육생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연구질문을 통해 저마다 다른 과거 학습경험과 그 맥락이 동료학습환경

중심의 학습참여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기존 학습 관련 맥락이

동료학습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연구참여자의 v학(학부) 재학 시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습 경험과 맥락을

바탕으로 동료학습환경에서의 구체적인 과업 수행 요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 확인한다.

셋째, 동료학습환경 속 연구참여자의 학습자 행위자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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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삶의 맥락으로서 학습자행위자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v할 수 있다. 학습자행위자성은 타고난 기질로서 생애

초기에 고정된다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를 수용해가는 학습경험을

통해 새로운 행위 맥락을 형성해간다.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에서 학습자는

학습과정의 시공간적 제약, 일정관리, 자료탐색행동, 평가과정에서의 협상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외적 요구에 v응하고 자신의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새로운행위자성을형성해가는지에관해답해보고자한다.

학습자가 교육 참여 전에 갖고 있던 교육에 v한 기v가 이러한 학습방식이나

적응양상에 �향을 미쳤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다.

이 세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는 과정에서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학습자

행위자성learner agency 개념을 차용하�다. 행위자성은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학습맥락을 드러내는 핵심 개념으로, 특히 에미르바이어

등(Emirbayer & Mische, 1998)과 프리슬리 등(Priestly, Biesta &

Robinson, ����)의 접근 방법을 참고하�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구조화한 연구문제

선행연구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세연구문제의초점을구체화하면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42서울 교육에 앞서 겪었던 학습 경험의 목록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참여자의 현재 시점에서의 행위자성에 개입하는 축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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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맥락으로서 습관의 반경과 인식적 틀을 조명한다. 이로써 이어지는 두

연구문제를 통해 기술하는 학습자 행위자성의 잠정적 한계를 설정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연구참여자들의 새로운 경험으로서 42서울 학습수행

과정에 �향을 미친 과거 경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프리슬리

등의 연구 방법론을 참고하여, 본 연구도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 그리고

교육생간 상호작용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학습생태계에서 연구참여자의 과거

경험이 그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고 본다. 연구참여자가

동료학습환경에서 맞닥뜨린 문제상황을 어떻게 다뤘는지, 학습이력에 따른

특징을 분류하여 기술한다. 즉,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환경

적응 방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 연구질문을 통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자기 진술을 중심으로 42서울

참여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교육참여 기간이 최소 수개월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투�하고 있는 자기 학습활동의 양상이 새로운 경험의

통합으로 인해 정말로 달라졌는지를확인하는것이다.행위자성변화의양상은

개별 연구참여자 사례 내적으로도 기술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상호비교해보기도 하�다. 예를

들어 42서울 참여 전에 지니고 있던 학습 전략을 고수했는지 혹은 응용하여

적용했는지 여부에 v해, 한 학습자의 교육 수행중에생긴개인수준의변화는

물론,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비교 또한 살펴본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행위자성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양상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면서(Emirbayer & Mische, 1998),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자들의

공유된 의식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안되는 과정이기도 하다(Arc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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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성인학습자 연구

(1) 성인학습자의 학습 특성

성인학습자 연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구성에서

성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성인의평균교육수준및참여도가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Merriam & Baumgartner, 2020). 성인학습자의 학습에서

주목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는 그 학습양상의 복잡성이다. 성인학습자의 학습

활동에는 미성년 학습자들에 비해 풍부한 생애맥락이 매개되고, 그 결과로

학습의 양상이 더 개별화 혹은 다양화할 개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인학습

�역은 다양한 하위 집단, 예컨v 직무교육, 시민성 교육, 은퇴자 교양 등여러

관점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이들 각부문학습자의활동양상에서드러나는

고유한 혹은 공유된 측면을 살펴보고, 각각이 다른 것들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그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는교육의성과를측정하기위한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다.

국내 성인학습자 관련 연구 갈래로서 지난 20여년 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주제는 학습을 통한개인적성취및성과에관한것이다.한상훈(2003; 2007)은

다양한 인구통계적 배경을 가진성인학습자를표본집단으로선정하고,이들을

v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참여동기와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

사이의 정량적 상관성을 평가했다. 이 논문은 동기의 유형과 무관하게

참여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서의 자율적인 수행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보았는데, 여성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와 �향요인을 구조모형으로

분석한 연구(임숙경, 조용하, 2008), 성인학습자의 교육의식과 참여동기 및

학습성과에 관한 구조적 분석(구주형, 한상훈, 강훈, 2015),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성취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김은임, 2021) 등에서도

동일한 발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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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로 연구 초점을 바꾸어,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된다. 정기수(2011)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만족도

결정요인으로서 교육환경과 학습동기에 관해 분석하�는데,이때의 ‘만족도’란

학습자를 고객으로 보고 프로그램 혹은 학습경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경험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v학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를 v상으로 한 연구(권인탁,

2013), 수도권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들을 v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측정한 연구(고혜리, 이희수, 김정헌,

2016)는 유사한 흐름 속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들이 교육 참여에

v해 얼마나 만족했는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의사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해서 이석진

등(2015)은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해 참여동기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이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향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교육 실행 전, 또는 학습관리의 측면에서

교육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v한 실천현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있다.

교육환경과 참여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다양한 현장을 v상으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안현용, 2020; 김현규,

2020)

이상의 연구들은 서로 다른 지역 혹은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이 정량화한 지표들에 관해 일종의 자기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는 방법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를

통해 실제로 수행 중인 평생교육 또는 성인학습 프로그램 참여자의 실질적인

학습성취 수준과, 학습자에게서 드러나는 학습특성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려는

연구 경향이 발견된다. 요컨v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관한 연구물 다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특성을 정량화하고, 이들 상호간의

�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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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에 관한 양적 접근은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기v하는

학습 관리자의 의도를 목표화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이는 교육이 사회적인

기회균등을 담보하고 자원을 공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띈다고

받아들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신현석, 이주�,

2020). 이러한 인식은, 사회의 재생산기능을 수행하는 교육 활동이 공공자원

사용의 근거로서 의도한 교육목표 가운데 최소한 일부분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하고 있다. 의도된 교수 및 학습수행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 등 투입된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실패’한 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의 여러 활동 특성을

정량화하고 각각의 상관성 혹은 인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성인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장면에서 교수자 혹은 학습관리자의 의도를 교육성과로 적절히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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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기술

본 절에서는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물 중 장소와 기간 등을

정해두고 학습자를 모집하는 형식 및비형식학습프로그램에관한선행연구를

분석하�다.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기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적

갈래는, 학습자 면담이나 학습수행자료 수집을 통한 사례연구 또는 현상학

연구로 나뉜다. v학원생들을 v상으로학습성찰일지를작성하게한후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주관적인 성취 지점을 발견하는 연구(현명선, 김명아, 2003),

프로젝트 기반 강의에 참여한 v학원생을 면담하여 연구참여자의 역량 강화에

있어 주관적인 성취 체험을 기술한 연구(박민정, 2007), 연구중심v학

석사과정 재학생의 학습경험 연구(임희진,김소현,박혜연,김경호, 2016)등은

v학원생을 연구참여자로 한 학습경험 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신분이 유사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연구 초점

측면에서 특별히 공유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교육 환경에 처한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연구는, 따라서

학습경험의 어떤 측면을 기술하고자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예컨v

주휘정(2010)은 국내 v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면담하여 학습경험을 기술한

연구에서, 유학생이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별 강의 또는

학교 차원의 지원 요구를 논의하�다. 또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경험을연구한유주�(2013)은그들의학습경험이

갖는 의미와 독학학위제의 제도적 효용을 논의하면서 그 존속 필요성을

역설하�다. 두 연구는 연구참여그룹으로 선정한 성인학습자들의 배경과

교육환경이 다르지만, 학습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제도적, 정책적, 학습문화적

의미를 평가함으로써 교육실천현장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성인학습자 다수의 학습경험을 면담을 통해

기술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에 참여한 다양한 성인학습자의 경험과

환경적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구체적인 실천현장 또는 학습주제에 관한

성인학습자의 미시적인 참여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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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습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체험을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거쳐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체험연구갈래가존재한다(이남인, 2019).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연구v상자의 체험을 통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습자 경험 연구에서 이와 같은현상학적접근은경험그자체의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개별 체험이 갖는 내�하고 고유한 지점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여러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특정 프로그램 또는

시간이나 공간 등 물리적 환경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사례연구와 달리,

현상학적 경험 연구는 학습활동의 인본적 측면을 철학과 윤리의 수준에서

규명하는 고도의 이론적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을 취한 성인학습자 경험 연구는 통상 특정한 연구목적을

전제하지 않지만, 논의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더 나은 학습을 고민하고

제언한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예컨v 김선이 등(2016)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성인 23명을 심층면담하여 학습체험의본질구조유형을

정리하면서, "보다 와 닿는 인문학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다.

유사하게, 발레 교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장년층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년기를 위한 여가활동의 하나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유익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윤지, 최명경, 이준성, 2022).

인간 경험에 관한 질적 기술은 현상의 복잡한 측면들이 구성한 내적체계를

발견하게 한다. 따라서 학습경험에 있어서 그 자체로 객관적인 자연현상과

구분되는 지식은 그것을 습득한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유기웅, 2022). 이를 고려하면,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들은 성인학습자의 행위특성을 양화하여 접근하는 연구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인다.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v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경우학습자들개인이처한고유한사정과같이조사내용의질적인

맥락을 배제하는 한계를 갖기때문에,상v적으로적은규모의성인학습자들을

v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좀 더 면�하게 들여다보는 학습경험 기술에 관한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활동에 v한 상세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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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에 관한 서로 다른 방법적 접근은, 구체적인 학습 실천현장을

배경으로 사례연구의 지평을 넓혀간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성인학습자 경험기술 연구에 있어 서로 다른 방법론의 존재는,학습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견해의 다양성을 반�한다. 이는 연구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있어 연구자의 의도와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학습자의경험을사회적으로공유하는한

방안으로서 연구물이 사회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사례 연구를 통해 수집된 학습경험에 관한 실증적 기술은 그 자체로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층위를 탐색하면서, 향후 교육연구의 방향에 관한 실천적인

고민을 던져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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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및 비대면 환경에서의 성인학습

본 연구 사례 배경이 되는 ‘42서울’ 교육의 학습 과정에는 온라인 및 비v면

학습 활동이 매개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갈래로서, 온라인 매개 또는

비v면 성인학습과 관련하여 앞 절에서 기술한 학습자의 특성 요인이나

학습경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온라인 및 비v면성인학습

연구의 흐름이 기술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주제가

전반적인 성인학습자 연구 지평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경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을통한비v면

교수 및 학습활동에 관심이 촉발되었고, 이른바 ‘플랫폼 교육’의 근원적인

가치에 v한 학술적 탐구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김상미, 2020). 그 이전에도

성인학습자들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학습 또는 이러닝e-learning이라고 불리는 형태의교수학습활동에참여해왔다.

정보통신기술이 매개된 비v면 원격 학습은 물리적 한계 즉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학습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의 유연성을 확장시켰다(Selim, ����).

인터넷 사용성과 접근성이 크게 확v된 2000년v 들어, ‘이러닝 환경’과

학습 특성요인 사이의 상관성을설문조사로확인하는연구가나타난다.예컨v

‘사이버 교육’과 v면 학습을 혼합한 간호학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한 연구부터(김희순, 장화경, 2001)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이

성취도 및 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성을 확인한다는 연구(강명희, 김민정,

2006)는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학습환경에 v한 학습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이종연등(2013)은 ‘이러닝환경’을하나의제품으로

보고 그 품질이 학습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는데,

이의길(2014)은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료의 단순제공을 넘어

새로운 ‘이러닝 환경’에 부합하는 수업모형 또는 매체설계를 제안하�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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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특히 v학을 중심으로 원격 또는 온라인학습환경을 구축한 데 따른

비용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흐름 속에서 등장하�다.

교육과정 설계와 운�에서 온라인 교수학습 도구의 부분 또는 전면적인

도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서비스 수혜자들의 온라인 환경 적응과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들도 함께 확인된다. 이러닝 성인학습자들이 직장이나

가정 환경 때문에 학습시간 등의 인지 자원을 몰아서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연구(권성연, 2009) 그리고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 빈도나 총

학습시간보다는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학습간격이 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조일현, 김윤미, 2013)는 이러닝 학습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는 데에 필요한 교수전략과학습모형에관한구체적인방향을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학습관리시스템의 사용편의성이나 인터넷 접속 품질 등 환경요인의 개선과

더불어, 이러닝 학습환경을 관리하고교수전략을수립하는기관차원의관심이

학술적인 연구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상매체의 송수신이 원활한 이동통신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학습에 v한접근성은더욱높아졌고,온라인교수학습의

고도화에 따라 연구 또한 점차 세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동기가

원격학습 성취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이재은, 유병민, 박혜진, 2015;

정찬길, 2018),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 전략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연구(권성연, 2018)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연구는원격또는비v면학습이

고유한 학습연구의 한 갈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 다양한 내용�역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격 및

비v면 학습의 원리에 관한 학술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편, 온라인 매개 학습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물들은 온라인

학습이 교육실천현장에 도입된 이래로 학습자가 이를 수용한 맥락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임병노(2003)의 연구에서, v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혼합된

형태의 학습에 참여한 v학 교직과정 학생들은 아직 온라인 또는 혼합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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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학 교육 내에서 보편화하지 않은 시기�음에도 전반적으로 이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탈북 새터민들의 사이버학습 경험을

다룬 연구(김현아, 2009), 학습 과정에서 성인학습자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감정적 변화가 야기된다는 연구(전주성, 최은혜, 2010)는

온라인 학습환경과 학습자의 성취 내용 사이에 매개되는 조절변인으로서 학습

맥락에 주목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더해, v학생 94명이

작성한 학습성찰일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학습동기,학습활동,기술환경,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나일주 등(2016)의연구는질적접근을통해일반적으로

설문 등을 통해 수행되는 변인 특성을 좀 더 세�하게 분류했다는 점에서

학습자 경험에 관한 질적 기술 방법론의 변화를 반�한다.

한편 팬데믹 이후 전면화한 원격 및 비v면, 온라인 학습에 v한 다양한

연구들은 v면학습이 불가피하게 배제된 성인학습자의 학습수행 양상에

주목하�다. 비v면 수업상황에서 높은 디지털정보활용역량과 동료학습자나

교수자의 사회적지지가자기주도학습과학습몰입을담보한다는연구(김희동,

김종윤, 2021), 30세 이상의 재직 야간 v학생들이 학습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질적 연구는v면학습이배제된상황에서학습자

개인의 특성 요인과 환경맥락을 함께 고려한 교육환경의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다(이은주, 2014). 조은순 등(2022)의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v한

응답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수업모형으로서교수설계유형화와이에따른적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현�섭(2022)은 학습자가 비v면 평생학습

참여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디지털 그림자노동이 학습수행 수준을

저해하거나 간접적인 학습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상의 비v면, 온라인, 원격학습에 관한 학습자 경험 연구는 온라인

학습환경과 학습자 사이의 관계를학습활동중심으로바라보던기존의관점이,

학습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뿐 아니라 온라인 성인학습이 야기하는 부수적인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경험의 질적인 측면을 기술한 연구들은 이러한 특성 규명 연구들을

보완하기 위한 맥락들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온라인 활동이 부분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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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으로 게재된 성인학습에서 조건화된 환경과 학습 경험 맥락간의 상호

�향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보인다.본연구는온라인활동이

매개된 동일한 학습환경을 공유하는 성인학습자에 관한 다중사례를 통해,

개별적인 학습 또는 부분적 환경특성보다는 전체 환경과 학습경험이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상호적으로 조응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환경

또는 학습을 수행하는 개인의 맥락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맥락들이

교육에내재된학습관리자의의도에비추어볼때어떤조건속에서학습성취를

담보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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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행위자성 개념 정의

(1) 행위자성

42서울이라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지, 혹은 그것이 발휘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행위자성agency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인간 행위자성human

agency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는 상당히 불분명한

개념이다.”(박나실, 2020) 행위자성을 생태 구조적으로 접근한 프리슬리

등(Priestly, Biesta & Robinson, 2015)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행위자성에 관한 이전까지의 접근은그것이행동능력,또는잠재된역량이라고

보는 것으로 “흔히 느슨하고 무비판적으로 적용되는 용어로서, … 미끄럽고

논쟁적인 용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도 이

입장을 수용하여, 학술적으로 명확히 규명된 용어로서가 아니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으로서 행위자성을 분석에 활용하�다.

에미르베이어 등(Emirbayer & Mische, 1998)은 근v 철학에서 행위자성

개념이 등장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선적으로 칸트Immanuel Kant에

주목하�다. 칸트는 정언명령이라는 도덕적 실천의지와 존재론적 조건 사이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주체의 행위적 속성을 탐색할 수 있는 토v를

정초하�다. 이후 미국의 새로운 경험주의 중심 철학의 전통은 경험 그자체에

집중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행위주체의 인식 세계를 도덕 의지와

존재론적 특성으로 구성했던 고전적 이원론을 우회하는 길을 마련한다. 즉

듀이John Dewey와 미드George H. Mead 등은 정언명령이라는 초월적 가치 혹은

인간행동의 절v적 조건을 극복하고, 인간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그 사회적 맥락을 중시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인간이 보이는 행동양상을 구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기술할 수 있는 논리적

단초가 마련되었다.

예컨v 듀이는 거래적 현실주의transactional realism 개념을 통해, 지식과

경험의수용자는그것을단순히모방copy하는데에그치지않고,수용과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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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신의 인식 속에서 변형한다고 제안했다(Dewey, 1938).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객관성을 중시하는 과학의 언어에 도덕과 정치적인 가치의 문제가

야기되는 까닭은 바로 지식이나 경험의 수용 과정에서 행위자의 주관에 의해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Barrotta, 2020).

또 미드의 시간철학에서 현실reality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데, 현재란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축에서 경험이라는 자연적 실체가 벌어지는

곳으로서 이때 과거는 현재와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보다 경험과 인식 속에서

현재에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Mead, 1934) 즉 우리 인식

속 과거는, 시간에 관한 과학적 개념에서와 같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관계속에서 일종의 가역적인상태에놓이는역설이발생한다.요컨v

듀이는 재해석된현상으로서가치의문제를내포하게되는과학언어의 ‘거래적’

속성에 주목했고, 미드는 행위자의 경험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해가는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 했다.

주체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속성이 충돌과 조절 속에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본 칸트의 이원론과 달리, 이와 같은 실용주의 전통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이 현실적 맥락 속에서 주체 내에 통합되는 것으로 본다. 듀이와

미드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과거는 물론 현재의 경험과 지식은 그것을

수용하는 인식적 세계 내에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시간을 거쳐 새롭게

생성되는 현재가 그 과거와의 관계에 지속적인 �향을 미친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사실의 수준에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미드는 “그

자체로서의 과거”는 물리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드의 시간 철학은 ‘내가 경험하는 현재’의 측면에서 과거를

가변성을 갖는 인식적 실체로 전환시킨다.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과거는

자연과학적 명제 또는 사실이 아니라, 결국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한 상v적

거리로 규정되는 경험적 실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주의 전통과 관련을 맺는 2000년v 이후 연구로, 문화와 맥락

속에서의 행위자성에 주목한 아처의 논의를 꼽을 수 있다(Archer, 2005).

아처는 조건화된 문화적 토v가 행위자에게 부여하는 제약과 가능성의 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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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행위자성과 사회문화적 변화의 계기를 빚어내는 역동을 탐색했다.

아처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신념, 옹호하고 싶은

이론, 진리로 간주하고자 하는 명제”를 관념적으로 자신의 의식 위에

투사하면서 이미 조건화된 문화의 외연을 넓혀간다. 이러한 외연 확장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즉 문화의 창안으로 이어진다. 요컨v 아처는

문화와 사회구조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행위자와 행위자성을 평가하�다.

아처의 논의는 미시적 수준으로 간주되는 행위자와 행위자성이 시공간적으로

특정한 �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에미르베이어 등은 이러한 경험주의 철학의 접근을 바탕으로, 인간이

사회를 통해 자신의 인식세계에 중첩된맥락들을시간속에서풀어내는방식을

행위자성이라고 정의한다. 행위자는 조건화된 과거 경험을 재료로 발현되는

다양한 선택지를 자신의 의식 속에서 미래로 투사한다. 이러한 과거-미래의

지평 속에서, 그는 우발적으로 즉 표면적으로 자신의 인식적 통제 밖에서

전개되는 현재에 v해 끊임없이 판단하는 가운데 자신의 실천을 선택한다.

과거-미래 사이 현재라는 시간적 3화음triad의 변주와 공명이 바로 행위자성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행위자 분석이론으로서 에미르베이어 등의 접근은 본 절 앞머리에서

행위자성이 합의되었거나 명확히 규명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

입장으로, 여러 행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위자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석틀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행위자가 지닌 역사, 문화 그리고 개인

측면에서의 가변성이다.” 풍부한 맥락이 갖는 가변성에 근거하여, 이 접근은

서로 다른 행위자, 혹은 다른 맥락에 처한 행위자가 어떻게 새로운 v안적

선택에 도달하는지 추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에미르베이어 등은 행위자가

시간축 위에서 과거, 미래, 현재에 v하여 각각 조건화된 ‘반복/습관iteration’,

소망과 두려움 등으로 촉발되는 ‘투사projection’, 그리고 ‘현실 판단practical

evaluation’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적 측면으로 행위자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반복, 투사, 판단은 시간적으로 단절된 개념이 아닌, 현재라는 경험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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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뒤섞여나타나는맥락들로서행위자의지향orientation을설명할수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행위자가 선택한 특정한 실천-행동의 계기, 그 목적,

말로 꺼내본 적 없는 소망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미르베이어 등의 접근을 “생태학적 행위자성 이론”으로 정의한

프리슬리 등은 스코틀랜드에서 진행한 교사 v상의 실증 연구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다(Priestley, Biesta & Robinson, 2015).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과정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교사들이 유사한 가치 지향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학교의 고유한

맥락과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그 행동양상이 선택적으로 분화하는지,

즉 교사 행위자성teacher agency에 주목했다. 교사 행위자성에 관한 연구는

행위자성 개념을 교육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프리슬리 등에

따르면 교사 행위자성이란 행위자의속성이나능력으로서가아닌생태적조건

속에서 창발하는 현상emerging phenomena으로, 과거 경험으로 축적된 폭넓은

행위 레퍼토리repertoire의 선택적 재구성이다. 이때 ‘창발’이란, 개념적으로

고정되거나 행위주체의 단면적인 성격특성으로 일축할 수 없는, 맥락 속에서

일정한 변동의 범위를 갖는 선택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업에서의 상당한 업무 경험을 가진 교사는, 교사로서의 어렵고 모호한

일상적 업무를 처리할 때 더 넓은 운신의 폭을 갖는다.”

행위자성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에 접근한 국내 연구물들은 주로

학교현장에서 실천권력을 행사하는 교사 집단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이성회(2017)는 교사행위자성 개념모델을 활용해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다. 이성회는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다양한

국내 연구가 갖는 한계로서, 교사 개인의 역량 그리고 ‘교사 협력 문화’라는

협소한 시야를 지적하면서, 행위자성개념모델을통해교사가처한구조로서의

학교 환경과 맥락에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마찬가지 입장에서

유용모(2021)는 일반고 재직교사의 교육과정 운�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수행하�다. 유용모는 교사를 둘러싼 학교 환경, 상급기관과 학교 및

교사의 정치적 관계, 교사집단 내의 문화적 조건을 두루 살펴보면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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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행위자성 성취’로 정의하�다. 행위자성 성취가 가능하려면,

교사는 개인의 역량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학교 관리자와 교육당국의 지원 그리고 교사간 협력은 그 결과를 담보하는

필요조건으로 기능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구로는, 조�환 등(2021)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교사 행위자성 유형과 그 �향 요인을 다루었다. 중학교 교사 18명을

심층면담한 결과, 원격수업이라는 환경 변화에 v한 교사의 v응 양상은 크게

변화추구, 안정추구, 책임회피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때 유용모가

제시한 ‘행위자성 성취’와 유사하게 학교 관리자, 교사집단이 이들 교사의

행위자성에 �향을 미치는 것에 더해 학부모와 정보통신기술 시설 환경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어진 환경을 맥락으로 하는 생태적 조건 하의 행위자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른바 현상의 ‘숲과 나무’를 아우르기 위한시도로평가할수

있다. 환경조건이 행위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성이

드러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이러하다; 행위에 관한 제약이

없다면, 행위자가 과거의 습관을 성찰없이 반복함으로써 환경이나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오히려 배제한다. 특히 교사행위자성에 관한 연구들은 프리슬리

등이 에미르베이어 등이 제안한, 시간적 과정에서 성취되는 행위자성 개념을

학교 속 교사라는 구체적인 상황맥락에 적용하여 추출해냈다. 그 결과 개인의

경험이력·물리적 환경·문화적 압력이 하나의 생태계로서 행위자성이 드러나는

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요컨v 창발적

행위자성 개념이 다양한 연구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바탕에서, 행위자성에 관한 연구가 최근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향은

교수자뿐 아니라 교육에서의 다른 이해관계자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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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행위자성

학습자 행위자성은 교사 행위자성과 함께 교육 현상,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실천주체를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창이다. 학습자 행위자성에 관한 연구물은

이 창을 통해 주로 학습 과정에서의 지식 습득과 감각 수용의 구체적인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최근 10여년 간의 해외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술 및 비정형적 학습 활동에 참여한학습자의

적응 양상에 관한 기술이다. 블레어(Blair, 2009)는 음악 감상과 자유표현

활동에참여한아동이교수자가제시한다양한청각자료와친구와의상호표현

세션을 통해, 비고츠키가 제시한 근접발달 �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는지 조명했다. 믹(Mick, 2011)은 해외 어린이와 문화적 교류를

수행하는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룩셈부르크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학습수행 양상을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어린이들 스스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활동기록을 남기도록 한 후, 활동 진행 가운데

교사와 어린이가 나누는 v화 기록과 함께 활용하여 아동들의 수행 양상을

분석했다. 이 두 질적 연구는 아동들이 교사와 어른들이 마련한 교육환경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상향식bottom-up으로 학습

내용과 주제를 스스로 구성해가는 과정을 조명했다.

학습자 행위자성에 관한 두 번째 주요 연구갈래는모어⺟語가아닌제2언어

학습자들이 언어를 습득해가는 과정에서발휘되는행위특성에관한내용이다.

제2언어 학습자들은 그 과정에서 언어로부터 소외되는 경험과 이를 극복하는

경험을 동시에 겪는다(Little & Erickson, 2015; Larsen-Freeman, 2019).

리틀 등은 유럽연합의 유럽언어공통기준(CEFR)을 분석하면서, 최근의

언어습득 평가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정체성과 학습과정에서의 양상으로서

행위자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 및 교육 담당기관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와 동료간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반�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라슨 프리먼은 겉으로 보이는 제2외국어 학습자

비주체적 상태에 주목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선택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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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여 어떻게 학습을 수행하는지 기술하�고, 이는 v만의 한 v학 �어

과목에서 “구조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을 조사한 연구(Liao, 2019)와 같은 주제의식을 공유한다.즉,학습자들은

구조화된 교실환경 혹은 교수자의 의도를 학습자 자신의 세계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수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상호작용과 학습수행행동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학습자 행위자성에 관한 경험연구는 다양한 교육분야, 즉 서로 다른

연령v의 학습자 그룹, 교육성격, 교과내용�역과 접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학습자행위자성, 학습자 경험 연구는 상v적으로 단기간,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참여자를 중심으로 하�고,

평생교육 및 성인학습에 관한 연구물은 주로 교사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Charteris & Smith, 2017; 이연우, 2018). 특히 국내에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성인 v상 직무교육에서의 행위자성 연구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성인 학습자의학습수행과정에서드러나는학습자행위자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장기간의 전일제 직무교육에 관한 새로운 경험사례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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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학습

동료학습peer learning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통한배움과성장을의도하는

학습구조다. 학습참여자간 상호부조, 협력 또는 협동의 양상 자체가 근v교육

등장이후의새로운현상은아니다(Houston & Lazenbatt, 1996).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학습은 언제나 사회적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특정 분야의 학습

과정에서 넓게는 교수자까지 포함하는 동류同流 집단내 상호작용으로서

동료학습은 교육활동의 배경에 늘 존재해왔다. 본 절에서는 동료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최근 동료학습의 교육적 활용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동료학습은 독자적인 개념과 이론 체계를 갖추었다기보다는 교육전략

측면에서 동료간 교수학습 등 상호협력요소가 게재된 여러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Boud, Cohen & Sampson, 2001). ‘동료학습’의 의미 범위가

퍽 포괄적인 까닭에, 동료학습 연구는 이론적 규명보다 그 실천적 적용을

살피는 경험 연구가 담론의 중심을 차지한다. 즉 동료학습은 그에 관한다양한

경험연구가제시되고각연구들이유사한갈래로묶이는과정에서하위개념과

정의가 귀납적으로 정리되어갈 뿐이다. 예컨v 동료학습은

안드라고지Andragogy 이론(Knowles, 1970)이나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개념(Mezirow, 1975) 같이, 제안자를 특정하여 이에 v한 비판과

검토가 연구자 사이에서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동료학습의 경험연구에 v한 갈래에 v한 분류는 여러차례

시도되었다. 예컨v 토핑(Topping, 2005)은동료학습과관련하여 1981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논문에서, 관련 연구를 크게

‘피어튜터링peer tutoring’,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동료평가peer

assessment의 셋으로 나누고 각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정리하�다. 토핑이

제시한 갈래 이외에도 동료학습은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 역진행

학습flipped learning,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공동체로서의 학습환경’ 담론(Wilson, ����) 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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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핑 등(Topping & Ehly, 2001)은 또 학습자 집단의 경험에 v한 연구

갈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동료지원 학습peer-assited learning의 요소와

과정을 추출하여 모형화한 바 있다. 이 모형은 상황 여건으로서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5가지 효과와, 참여한 동료학습자들의 간주관적인

인지협력, 학습 진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태도와 외재적인 변화,피드백

및 강화 과정, 참여자들의 자기 관찰 및 조절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러한

학습결과들이 동료학습 체계 내에서 조건화되는 양상을 기술한다.

[그림2] 동료지원 학습의 이론적 모델(Topping & Eh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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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념 관계망과 경험 연구 사례 속에서도, 동료학습에 관한공통적인

견해는 바로 전문적인 교사가 아닌 이들간의 협력과 교류에 근거한

학습활동이라는 점이다. 즉 동료학습이란 암묵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가 아닌 이들 사이의 학습적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규 학교보다는 그 바깥의, 혹은 정규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아닌

신분의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료학습이 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평가자나

명시적인 교수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 동료학습은 “특히 사회적 �역에서

[교육상의] 결과를 위한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수단”(Klaus,

1975)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피어튜터링

동료학습의 갈래이자 요소로서가장v표적인것은피어튜터링이다.상호간

피어튜터링reciprocal peer tutoring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피어튜터링에서는,

동료학습자간 상호교수 및 학습촉진의 맥락 위에서 정서적이고 일상적인

교류활동이 일어난다. 이때 학습자는 서로 동등하게 튜터tutor와 튜티tutee로

기능하면서, 학습자가 습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피드백을 통해

짚어내거나 교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Dioso-Henson, ����).

피어튜터링에 관한 사례 연구로는 1980년v 미국에서 주로 초등학생들의

수업에 적용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Damon, 1984; Pigott, Fantuzzo &

Clement, 1986; Greenwood, Carta & Hall, 1988). 이어 10년간의

동료교수peer instruction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된 하버드

v학교의 사례(Crouch & Mazur, 2001)를 필두로 v학 피어튜터링이

학습자의 참여 및 성취 수준, 만족도 등에 미치는 �향을 다룬 연구물 다수가

국내외에서 최근까지 발표되고 있다(Rittschof & Griffin, 2001; Higgins,

2004; Vogel, Fresko & Wertheim, 2007; Dioso-Henson, 2012; Healy,

Block & Kelly, 2020; 김윤학 등, 2018; 엄성원, 2019;오은주, 2019;최윤희,

2020). v학생 간 피어튜터링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 까닭은 학업 성취도 향상

이외에도 장학금 지급, 학문공동체로서 v학 구성원간 유v 형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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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다목적 활동으로서 피어튜터링 사업이 학교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규학교 이외의 피어튜터링과 관련한연구사례로는먼저미국시카고시의

고교 직업교육반Vocational Education Classes등록학생v상의피어튜터링참여

결과가 있다(Azcoitia, 1989). 직업반 학생들 중 신체적 장애를

지녔거나handicapped, 경제적으로 불우하거나disadvantaged, �어구사력이

떨어지는limited-English-proficient, 세 그룹 학생들과 튜터로 참여한 학생들의

성취수준 변화를 연구한 사례이다. 이 연구는 표면적으로는 정규학교에

해당하는 고교 직업반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삼고 있지만, 고교생이라는

신분과 교육공간을 학교로 삼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 튜터링 프로그램의

관리와 실행이 당시 일리노이Illinois 주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

직업지원서비스국Bureau of Vocational Support Services 관리 및 운�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규학교 교육은 아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결과 직업반

소속의 튜티 학생들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불우한 그룹의 읽기

능력은 향상되고, 튜터들은 수학 실력은 늘었으나 읽기 능력은 v조군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어튜터링이 학습 측면에서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담보하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교수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동료학습자

집단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활동과 그 결과가 동료학습자들이

처한 맥락에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직무관련능력 향상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는 16세-24세사이의정서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전환기 청소년transition-age youth의 취업면접기술을

훈련하는 피어튜터링 사례가 있다(Bobroff & Sax, 2010). 프로그램에 참여한

튜티는 면접과 관련된 자존감과 자기결정능력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사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튜터와의 공감v가 �향을 끼쳤다. 이는 시카고

직업교육반사례에서튜터와튜티상호간에공유할수있는맥락의존재여부가

학습 성취에 �향을 준다는 점을 지지한다.

국내에서 비정규교육 또는 학교 바깥의 학습사례를 다룬 연구 가운데

피어튜터링만을 살펴본 사례는 많지않았다.기업내직원교육의구성과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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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학습전이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이혜진(2014)의 연구에서,

동료지원과 조직지원 등 동료 및구성원과의상호작용이학습전이에큰�향을

미치지 않았고, 상사지원 요인이 가장 큰�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

학습자의 학습내용이 자신이 지향하는 조직내보상과연관성이낮다면동료간

상호작용 역시 별다른 �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즉 학습자자신이

속한 공간의 일상적 맥락과 개인학습의 방향성이 일치할 때 유의미한 학습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부분적으로 피어튜터링의 효과를

다룬 연구로 구주형 등(2015)은 성인 평생학습자는 “활동을 통해 모임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목적을 갖는 동기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 평생학습장면에서 인적 상호작용을 통해나타나는피어튜터링

요소가 학습참여의 동기에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다.

이상의 성선행연구들이 지지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습성취에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이 학습수행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연구와 관련된 지점으로서 교수자 또는 기관이 아닌 동료학습자의

개입을 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거나 학습의 성취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특정한 환경에 처한 학습자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는 학습자 행위자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서, 교육환경을 조성한 이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간 상호부조와 소통을 증진시킬 필요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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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학습, 협력학습, 역진행 학습

협동학습과 협력하습의 경우 공동의 결과물을 산출하거나 협업을바탕으로

하는 실습 중심의 수업 특성을나타내기위해교육실천의구체적인현장에서는

특별한 구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v해 패니츠(Panitz, 1999)는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의 경우 협업을 통한 목표달성에 초점을 맞춰서,

협력학습 collaborative learning의 경우 학습자의 태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교수자가 두 학습의 서로 다른 측면을

부각시킨다고 설명한다.

협동학습을 위한 교수자의 질문 협력학습을 위한 교수자의 질문

● 사회성을 어떻게 가르칠까?

● 자존감, 책임감, 존중심을 어떻게

계발할까?

● 사회적 지위가 소그룹학습에 어떤

Z향을 미칠까?

● 문제해결과 갈등 조절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 외재적/내재적 보상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 협동학습의 성취 향상을 어떻게

증명할까?

● 학습자에게 다양한 역할수행을 어떻게

가르칠까?

● 협동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까?

●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 학습 과정에서의대화는어떤측면에서

중요한가?

● 효과적인 학습경험을위한학습범위는

무엇인가?

● 학습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 언어 매개 학습과 화용언어학습은

어떻게 다른가?

● 관련된 학습경험의 범위를 학습자와

어디까지로 정할까?

●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닌 진짜 질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효과적인 소그룹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표1] 협동학습과 협력학습의 차이점을 기술하기 위한 교수자의 질문(Panitz, ����)

역진행 학습은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이라는 �어 표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과 컴퓨터의 사용이라는 기술요소가 접목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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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이 증v되어온것으로볼수있다.한국에서는거꾸로교실,거꾸로학습

등으로도 소개되는 역진행수업은 동료학습의 갈래라거나 동료학습 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v개 학교 수업 상황에서 교수자의 강의나 지도와

동료학습요소가 병존하여 동료학습과 개념적으로 불명확한 상태로,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교수자 없이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와 방향,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온라인에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모임을 조직하는 자발적 동료학습을 플립

러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확인된다(김백희, 김병홍, 2014; 이지연, 김�환,

김�배, 2014; 방진하, 이지연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역진행 학습에서

동료학습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역시 관련 연구로 볼 수 있다.

동료학습의 하위갈래 혹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서 먼저 협동학습,

협력학습, 역진행 학습에 관한 정규학교 바깥의 학습에 관한 연구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이언스(Lyons, 1988)는 협동학습 요소가 적용된

성인학습 사례를 분석하�다. 그는 협동학습을 성인학습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마련해야 할 구조화된 요소로서 맞춤과제,협력과제,과제물에v한

평가, 수행 수준에 근거한 수치화된 평가, 그룹 단위의 보상 등을 꼽았다.

김정연(2016)은 학습자의 개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협력활동으로서, 위키Wiki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주목하�다. 연구는 공동문서 작성을 위해 수반되는 학습과정에서

교수전략으로서 학습자원과관련하여어떠한 ‘공유조절’및지원이필요한지를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규명하�다.

개념 정립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양한 용어가 혼동 또는

혼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학습이 게재된 학습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교육실천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나고 있음은 분명해보인다. 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사회적 맥락과 그 교육의 소용所⽤과 비용에 v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해지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 배운 것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 참여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그만큼의 소용 즉 ‘쓸모’를

담보할 정도로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에 v한 평가가 특히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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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기획하거나 제공하는

쪽, 혹은 스스로 그러한 실천조건을 구성하려는 학습자들은 학습 장면에서

서로가성취한것을공유하거나이를촉진시킬수있는일종의실험환경으로서

여러 형태의 동료학습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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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평가

학습에 참여한 동료간 평가는 평가내용에 v한 신뢰도와 객관성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학습의 한 갈래이자 요소로서

동료평가가 갖는 의의와 필요는 그 교육적 쓰임새에 있다. 동료평가는

교수자의 피드백에 더해 학습자로서 동일한 맥락을 공유하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지속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객관성 담보보다는

학습에서의 활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인 동료학습 상황에서의 동료평가에 관한 연구로 다니엘 등(Daniel,

Mittag & Bornmann, 2007)은, 인문 분야의 연구물의 승인을 위한 ‘피어

리뷰peer review’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평가도구로서 갖는 타당성과

한계를 정리하�다. 결론적으로, 특정 분야 연구물에 v한 메타분석 결과 각

학문분야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유효한

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물 게재 거부 사례를 방지하려면,

평가기준에 v한 학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고, 피평가자가 이를 일찍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지적하�다.한편고민지(2019)는고교졸업예정인

한국인 4명을 v상으로 그룹간 협력적 피드백 기반의 �어작문 수업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다. 수업에서 동료평가에 기반한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어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학습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자 역할을 수행한 학습자가 숙련된 평가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료학습의 하위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v체로

동료학습을 통한 효율적인 성취 수준 담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학습의 효율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습이라는 맥락에 학습자가 얼마나 적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학습자가

해당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제시한 기준의 성취수준을 얼마나 더 잘

달성했는지가 동료학습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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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동료학습과 자기주도학습간의 다양한 연계, 특히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조건을 제공하는 교육실천현장의노력이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교수자 중심의 학습활동뿐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혹은 교수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동료학습을 학습활동 곳곳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전일제 장기 교육이나 비학위 직무교육에서의 동료학습

또는 동료학습환경 학습자 사례를 다룬 본 연구는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살펴본 선행연구의 v부분이 교육기관의 부분적인

프로그램 내지 과목 수준에서 동료학습에 기반한 자기주도학습 성과를

검증하고 있다. 또,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성취에

v한 평가 이외에 교육 또는 직무훈련을 경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경험을 학습 성취수준이 아닌 환경 맥락 속에서 질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는

드물다. 동시에, 교육의 형식에 관한 문제로서 v부분의 연구사례들이

정규교육 과정, 그 가운데서도 초기성인학습자로서 v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부생들을 v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성인비형식교육부문에v한연구가

새롭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42서울’의 동료학습 환경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42서울’ 교육생의 학습참여맥락과 그 경험의 양상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다. 직무관련 비형식교육 부문은 국가 차원의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하되고 그에 비례해 폭넓은 성인 학습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역이다.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에 관한 질적 기술이

양적인 측정평가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교육실천에 관한 성과

평가 역시 좀 더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주로

교육참가자들의 취업률, 만족도 조사 등으로 매듭지어지곤 하는 양적 지표

중심의 연구가 지향하는 교육성과 측정과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방법론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학습자 행위자성이라는 개념틀을 통해 동료학습환경에 관한

최신 사례를 드러내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v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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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1) 질적 사례연구

질적 연구는 특히 한국에서, 의미와 문화와 관련된 교육적 삶의 다양한

맥락을 반�해야 한다는 반성 속에서 점차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이혁규,

2004).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 가운데서도 사례연구는 사례가 갖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맥락을 통해 하나의 현상이 지니는 의미의 다면성,

중층성을 드러내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방법론으로서

질적 사례연구에 관한 주요 연구자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 연구 수행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사례 연구의 특성에 v해, 메리엄(Merriam, 1998)은 사례의 구체성에

초점을 두고 그 특징과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다. 이러한

구체성의 담보는 사례에 v한 풍부한 기술로 비롯되므로, 이와 같은 기술성

역시 사례 연구의 한 특성으로 제시했다. 독자는 사례 연구가 담보하는

구체성과 기술성의 토v 위에서 연구v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즉 사례

연구는 연구자는 물론 독자들에게 발견성이라는 또 하나의 특성을 갖는다.

한편 스테이크(Stake, 1995)는 개념 중심의 건조한 접근이 아닌, 독자적인

체계로서 사례가 갖는 생생함이 사례 연구의 구체성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사례 연구는 그 체계를 드러내는 맥락성과, 메리엄이 지적한 발견성과

유사하게 독자들이 연구물을 해석하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해석성을

갖는다고도 평가했다. 이 해석성은, 사례 바깥의 지식과 이어지면서 일반적인

지식의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연(Yin, 2018)은 ‘사례’에 v해 “일상생활의 맥락 내에 존재하는 동시v적

현상”으로, “특히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하�다. 이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변인에 v한 통제를 시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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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새로운 방법론이자 “종합적인 연구 전략”으로서, 분석단위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다. 이는 실증주의 연구의 기초로서

객관성, 타당성, 적용가능성을 제시하는 입장에 닿아 있으며, 접근가능한

연구의 방편으로서 사례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Yazan, ����).

이와는 다소 구분되는 입장으로서, 스테이크는 서로 다른학문전통의입장

때문에 사례와 사례 연구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경계를 갖는 체계”라는 입장을 지지하면서 그 체계를 과정보다는 객체로

탐구해가는 작업으로서의 사례 연구를 제안하�다. 따라서 사건이나

과정보다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프로그램program이나 인물을 연구하는 데에

사례연구가 더 도움이 된다고 스테이크는 밝히고 있다. 비슷한 입장에서

크레스월 등(Creswell & Poth, 2016)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계를 형성한

체계로서 그 내부의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한 심층적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사례를 단일 주제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을 사례 연구로 정의하�다. 그는

스테이크와 마찬가지로 사례와 맥락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바로 사례

연구 수행의 이유라고 제안하�다. 유사한 입장에서 메리엄은 사례를 “경계를

갖는 맥락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그 맥락의 경계로서

연구자가 조사를 위해 “울타리를 세워” 범위를 설정하는 한에서는 인물,

프로그램, 그룹, 정책 등 사례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는사례

연구를 사건이나 현상을 집중적으로 동시에 통합적인 혹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연구 질문을 수립하고 이 질문을

집중적 자료분석을 위한 지침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사례 연구의 설계와 관련해, 연은 연구 설계를 자료수집과 분석에 이르는

과정의 일련의 조사과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았다. 이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례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은 세 가지 접근을 활용해

연구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사례와 관련된 수집 자료의

다양화이다. 그가 제시한 여섯가지 자료수집 v상은 문서자료, 기록물, 면담,

직접 관찰, 참여 관찰, 물리적인 인공물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사례 연구

39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문제와 수집된 자료, 그리고 결론이

증거를 통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요컨v 연구의 과정은, 수집한자료들이

연구문제의 답변에 이르기 위한 뒷받침 증거를 제시하는 작업이다.

반면 스테이크는 사례 연구를 위해 포함시키는 수집 자료의 범위를

한정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자료 수집의 시작이

어디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스테이크는 연구자가 세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이 자료 또는 사례로부터받은인상을통해서그것의수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결과적으로연구자가민감하게또회의적인

자세로 자료를 검토하는 연구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 스테이크의 입장이다.

메리엄의 경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분명히 구분하면서도 질적 연구

역시 자료 수집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의깊게 관찰함으로써 연구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메리엄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문제로 끊임없이 회귀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사례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

면담의 종류, 질문, 기법, 피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제안하고 있다. 메리엄은 자료수집 방법과 연구의 틀이 불분명하지 않은가에

v한 의구심과 비판들을 의식하면서,질적방법론으로서사례연구역시양화된

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양적연구의세�한접근에준하여진행할수있음을

제안한 것이다.

사례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 검증단계에서는,주요연구자들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사례에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먼저 연은 수집

자료의 다양화를 통해구조적타당성을갖출것,사례내요인간패턴맞추기와

같은 분석적 방법을 통해 내적 타당성을 갖출 것, 분석적 일반화를 통해 외적

타당성을 갖출 것,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규약을 준하여 신뢰성을

갖출 것을 요청했다. 스테이크와 메리엄은 공통적으로 타당화 과정에서

삼각측량법triangulation을 제안했는데, 삼각측량법은 한 지점의 정확한

좌표를 구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측정한 값을 모두 활용하는 측량

기술이다. 즉 사례라는 단일한 관찰v상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 스스로

다양한 관점을 취할수있어야한다고본것이다.메리엄은이를좀더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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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면서 내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 삼각측량법 외에도 장기적 관찰,

연구자의 편향성 드러내기를 제안했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의 관계 기술, 연구일지 작성과 활용을 요청했다. 또 외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는 �도있는 기술과 전형성 혹은 빈출 범주의 활용을 제시했다.

이상에서 다룬 사례연구의 유형과 절차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사례로서,

42서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범위 내의 연구문제를 수립하고, 참여관찰과 면담 등을 포함하는

연구진행과정을 설계하여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통상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관찰에있어서학습에직접참여하지않는외부관찰자의위치에서쉽게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그릇된 추론을 피하고자, 연구참여자는 42서울 교육

단계부터 교육과정상의 과제 수행까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42서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생 신분으로서 42서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학습경험

사례와 그 맥락을 내부자이자 관찰자의 두 시선을 모두 활용하여 기술하�다.

사례 연구의 사례는 먼저 사례가 단일한 것인지 혹은여러사례인지에따라

단일 사례 연구와 다중사례연구로나뉜다.다중사례연구는주제의여러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복수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중사례연구는 각 사례가 같은

결과를 예측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실질적 반복연구 또는 조건이 다를 때

사례가 다른 결과를 예측하는지 관찰하는 이론적 반복연구에 근거하여

설계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 사람의 학습경험이 아닌 11명의 연구참여자의

학습경험을 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반복적인 분석과 구조화를 통해

동료학습환경에서의 학습경험에 관한 여러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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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직무교육 프로그램 ‘42서울’에참여하는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정부지원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국내 성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첫 취업을 준비하는

20v, 30v 청년층이다. 이들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인력수요,급여등처우에

v한 기v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공학 기술교육 수강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직이나 직무전환을 하는 재취업자

그룹이다. 동일 �역에서 일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기술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경우, 또는 완전히 다른 �역에서 일하다가 커리어

전망이 밝은 신기술 부문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면담에 응한 42서울교육생으로서연구참여자가운데에는이들두

부류의 청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학교 이외의 직장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42서울의 동료학습중심 직무교육과정에 참여한 이들에게서, 첫번째

연구질문으로서 그 이전의 학습경험맥락이 드러나는 양상 그리고 두 번째

연구질문으로서 동료학습환경 경험이 자신의 학습맥락에 �향을 미치는 양상,

마지막으로 교육참여를 통한 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연구진행을위해사전에

재단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당연직 이사로, 42서울 이민석 학장을 만나

연구진행에 관한 구두 허락을 받았고
4
연구계획에 v한 생명윤리심의 승인을

득得하�다.
5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소재 42서울 오프라인 학습장에

출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이들에게

v면 혹은 비v면으로 연구참여의향을 타진하여 동의를 구하�다. 자발적인

5
서울대학교 IRB 사무국, 승인번호 2202/003-021.

4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ʻ학교’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Z리재단으로서 사업 운Z과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로서,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 ʻ학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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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참여로 인한 학습과정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사전 고지하�다.

교육참여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 이상

관련분야 ʻ전공자' 남, 녀 각 1명 남, 녀 각 1명 남, 녀 각 1명

ʻ비전공자' 남, 녀 각 1명 남, 녀 각 1명 남, 녀 각 1명

[표2]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분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3개월 이상 본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서울

개포동과 서초동에 있는 오프라인캠퍼스에서임의로접근하여선정한다.이때

학습이력과 관련된 경험양상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 이전에

컴퓨터공학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경험을 가진 사람(관련분야

‘전공자’)과 그렇지 않은 사람(‘비전공자’), 교육참여 기간 그리고 인구 특성을

반�한 성별 범주를 나누어 아래와 같이 연구참여자 모집을 계획하�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모집한 연구참여자 11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름 (가명) 교육참여 기간 나이 성별

1 김준완 6개월 미만 만 21세 남

2 남혜지 6개월 미만 만 21세 여

3 도원석 6개월 미만 만 24세 남

4 목기선 6개월 미만 만 25세 남

5 박소민 1년 이상 만 22세 여

6 심용환 1년 이상 만 23세 남

7 양재문 1년 이상 만 23세 남

8 정강현 1년 이상 만 29세 남

9 천하람 1년 이상 만 31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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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편숙진 1년 반 이상 만 22세 여

11 황아성 1년 반 이상 만 29세 여

[표3] 면담에 응한 연구참여자 명단

연구참여자 인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처리하�으며, 이들의

교육참여 기간과 나이는 면담 시점을 기준으로 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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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1) 분석틀로서 학습자 행위자성

이 연구는 에미르베이어 등(Emirbayer & Mische, 1998)과 프리슬리

등(Priestly, Biesta & Robinson, 2015)이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제시한

이론적 틀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다. 특히 행위 양상을 각각 시간축과

생태계라는 고유하고 분명한 관점으로 다룬 두 연구물의 관점을 빌림으로써,

중시적 관점meso perspective에서연구주제를다루고자했다.즉,우선적으로는

에미르베이어 등이 정의한 행위자성 개념으로서,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학습자의 행위 지향을 중심 개념으로, 학습자의 질적인 행위양상을 살펴본다.

프리슬리 등이 이를 구체적인 환경에적용하여교사행위자성맥락을기술했듯

42서울이라는 구체적인 환경에 처한 연구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하나의

생태적 자원으로 보고 특히 학습자의 학습수행과 관련된 맥락을 분석한다.

요컨v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교육환경에v응하여시간의흐름속에서학습에

관한 의미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답하고자 한다.

한편 전술한 두 연구는 사회 연구에서, 구조의 �향과 인식론의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Morphogenetic

Approach과 연관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처는 사회적 실체란 다른 종류의

실체들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사회를 구체적인 실체로 규정하는

시도는 언제나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난해하고 복잡한 과제로

평가했다(Archer, 1995). 이를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인간이 개입하는 사회

현상에 관한 형태발생론적 접근이다. 형태발생론은 형태유지론Morphostasis에

v응되는 관점으로, 체제나 구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도화되는 동시에

변화하지 않는 관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이성회, 정바울, 2015). 아처의 이와

같은 접근은 구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를 이루는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변화상을 포착하면서도, 행위자성과 구조 사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평가된다(Mutch, 2010).본연구에서는에미르베이어등과프레슬리의

연구가 행위자성과 구조 간의 유연한 관계를 포착하는 형태발생론의 �향을

45



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결론 부분에서 이 연구 사례에서 드러난 행위자성에

관한 구조적 기술을 할 때에 형태발생론의 접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다.

예컨v 에미르베이어 등은 개인의행위자성과그것의발현에�향을미치는

구조는 자율성을 갖고 상호작용한다는 아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행위자가

스스로의 행위 지향agentic orientations을 변화시켜감에 따라 상황 맥락으로의

개입,선택,변형의역량을증감시킨다고보았다.이때중요한것은시간의흐름

속에서 행위자성이 갖는 역동성이다. 과거의 조직화된 경험은 현재 행동을

조건화하고, 이것은 하나의 습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의식적 투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조건화된 행동 습관과 투사된 미래 사이에서 행위자는 주어진

현상적 맥락으로의 개입, 실천행동을 위한 판단을 내린다. 에미르베이어 등의

접근을 계승하여, 프리슬리 등은 스코틀랜드 교육 정책과 학교 공간에서의

교사라는 구체적 맥락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여기에 더해 시간축으로 본

행위자성 개념을 적용하여 교육 부문에서의 행위자가 갖는 특성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편 아처(Archer, 2005)는 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욕구와

지향에 따라 주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나I’와 사회의 집단성 속에 정초되는

객체로서의 ‘나me’가 멈추지 않는 내면의 v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식으로

보았다. 개인이 출생과 함께 타고나는 원초적 행위자성Primary Agency은 한

사회의 자원 분배과정을 변화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

행위자성Corporate Agency으로 변화해간다. 아처의 관점은 특정한 집단이나

하위문화, 예를 들어 성인 직무교육이라는더큰범주에포섭될수있는 42서울

학습자의 사례를 통한 행위자성에 v한 탐구가 그것과 관련된 더 큰 문화적

�역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더해

아처는 한 집단에 소속된 상태에서 개인의 행위자성이 다른 개인들과 공유된

의식 속에서 발현된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동료학습환경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학습수행 결과물에 v한 평가과정에서

조우하는 다른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아처의

관점을 수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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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 가지 담론에서 추출한 개념요소를 틀로 삼아 연구참여자들의

학습경험 양상을 분석한다; 에미르베이어 등의 시간 경과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 지향, 학습환경과 행위 양상 모두를 아우르는 프리슬리 등의 생태주의적

행위자 담론, 그리고 아처의 구조/행위자성/문화의 세 요소를 다룬 분석틀에

의거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습 경험 양상을 모형화한다. 연구참여자 면담

질문은 지금까지의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경험을 스스로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본 연구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의

학습자 행위자성이란 학습 장면에서 발현되는 학습자의 고유한 맥락으로서,

프레슬리 등(2015)에 의해서 구조화된 생태주의적 행위자성 담론으로서

개인의 축적된 역사성이 시간축을 통해 발현되는 과정 자체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42서울이라는 구조화된 환경이 만들어내는 하위문화 요소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사용하는 언어, 행동 패턴, 그에 �향을 미치고있는

인식 구조로서 과거 경험의 맥락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는 이러한 행위자성을 발견하여 질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접근을 도표화하여, 참여관찰 및 학습자와의 반구조화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학습자 행위자성의 세 축

(Emirbayer & Mische)

과거:

습관, 반복

미래:

인식적 투사project

현재:

우발적 현재에 관한 판단

행위자성

발현의

생태적

맥락

(Priestly,

Biesta &

Robinson)

교육

참여

맥락

성인직무교육 및

42서울 참여의 계기

42서울 교육, 또는

교육종료 후에 기대한 것

과거 경험이력과 관련된

현재의 학습수행 양상

학습

환경

학습 이력과 기존

학습수행 전략

동료학습에 대한

선이해 및 기대

동료간 상호작용 양상과

공유된 변화지점(Archer)

[표4] 면담 질문 추출을 위한 연구참여자 학습자행위자성에 관한 하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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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로 정리된 행위자성 하위범주는 그 자체로 면담의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기준이면서, 행위자성 맥락을 파악하는 분석틀이 된다. 즉 약호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내적인 작용이자 과거-미래-현재간 행위자성 요인의

상호�향 그리고 개인의 교육이력과 동료학습환경이 조응하여 행위자성이

발현하는 생태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표4]의 6칸 각각에 v응되는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개별 경험사례에 v해조사하�다.분석에필요한답변이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반구조화 면담이 갖는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행위자성의 하위범주를 연구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연구참여자의 42서울

교육참여 계기와 교육참여 전 학습맥락’에 관해 직무교육 과정 시작 전

학습자의 경험이력으로서 과거, 그리고 과정 시작 전후로 교육 자체와

학습환경에 기v한 바로서 자신이 투�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표에서

왼쪽 2개 열, 총 4개 칸).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이력과 기v사항을바탕으로,즉

이러한 내용들이 연구참여자의 42서울 학습수행 경험양상과 어떻게

조응하는지 살펴본다(표에서 오른쪽 위, 총 1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질문으로서 행위양상의 변화에 관한 부분은앞두연구문제를통해확인된

행위자성에 v해 연구참여자 개인의인식내적으로,혹은행위자간에확인되는

변화 또는 유지의 양상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는 문화 창안이라는 아처의

행위자성 담론을 빌려, 새로운 집단 내 문화양식으로서 변화된 행위자성에

�향을 미쳤을 잠정적 요인을 면담내용에 v한 분석 구조 속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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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분석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연(Yin, 2017)은 평가, 분류, 도표화, 실험 및 양적

증거와 질적 증거의 병합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스테이크(Stake, 1995)는 분석 과정에서의 양적 접근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범주화와직접적인해석을통해자료의첫인상은물론최종적인결론에의미를

부여하는 문제로 보았다. 메리엄(Merriam, 1998)은 해석을 “의미를창출하는

과정”으로 보고, 문화기술지적 분석, 내러티브 분석, 현상학적 분석, 지속적

비교, 내용분석,분석적추론등사회학에존재하는다양한분석도구를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자료분석방법론 저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면담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언어적 의미를

개념화보다는 맥락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이고 다중적인

면담 정리 과정을 거쳤다. 맥락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같은 교육생 신분으로서 학습을 수행했던 나의

경험을 활용하�고, 면담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맨 처음 정리한 면담

내용을 각 연구문제별로 별도의 약호화 과정coding을 수행했다.

한편, 면담내용은 개별 사례에 집중하기보다는 동일한 환경에 처한 학습자

집단의 양상이 더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개별경험사례

즉, 개인의 학습자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지만, 최종적으로는

42서울이라는 단일한 동료학습환경이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향과 그 특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가 v학생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최근의 학습 경험으로 돌아오거나, 다시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화를 언급하는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부정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오류를 교정하기위한자료수집을진행하지는않았다.v신

면담 내용을 구조화할 때 여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양상을 앞서 제시된

분석틀에 맞게 분류하면서, 예컨v 서로 다른 연구참여자의 답변 중 동일한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과 비교하며 병치하는 방식으로 전체 11명의 학습경험

사례를 일람하여 정리하�다. 즉, 이 연구는 개별 사례로서 개인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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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v기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제시된 분석틀의 내용과 조응되는 연구사례의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다.

면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녹음 및 전사 과정을

통해 녹취록 형태로 옮긴 후, 매회 키워드 및 내용 중심의 약호화 과정 후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개방형 코딩과 축코딩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한 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재구조화하�다. 조사 자료의 범주화-분석을 위한

약호화 과정의 세부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전사 본문을 내용 단위로 분할segment and label후 개념을 도출

● 피면담자별로 도출한 개념을 목록화

● 도출 개념 중 내용상 관련을 갖는 것들을 범주화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새로 도출된 개념과 기존 범주를

v조하여 더 세분화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한편

내용범주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42서울’과 관련된 문헌자료조사와 참여관찰

내용을 활용하�다. 예를 들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은 온라인

테스트, 4주간의 예비과정, 이후 최v 2년까지 참여가능한 본과정으로

나뉘는데,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에는 이러한 학습수행의 단계가 시간적으로

뒤섞여 있다. 또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학습활동으로서 진도와 관련된

동료평가 이외에, 연구참여자들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차원의 취업박람회

개최, 동아리활동 지원, 친목 행사 등을 언급했다. 이에 v한 내용의 맥락을

덧붙이고 해석하는 부분이나 면담 내용을 직접 인용한 부분에서, 공개된

문헌자료 그리고 교육생 신분으로 내가교육프로그램수행중참여관찰을통해

알게 된 내용을 그 사이사이에 덧붙�다.

이른바 ‘코딩’이라고하는,조사내용의정리과정에서의약호화과정을통해

축약된 연구자료들이 전문용어, 도표, 개념도, 세부요소가 생략된 전체적접근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연구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Charmaz, 2005)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호화과정은,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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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재구조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발견한 맥락을

중심으로 작성된 연구물을 다른 연구사례와 상v적으로 용이하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게 만든다. 무엇보다 수집된 내용의 질적 기술이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

사후적 타당성 담보를 위해 분석과정에 ‘코딩’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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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배경: 직무교육 프로그램 ‘42서울’의 맥락

1. ‘42서울’ 교육 추진 배경

(1) 42서울 교육운영의 원형으로서 에콜42

42서울은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이하 ‘재단’)이 커리큘럼과 운�

라이선스를 에콜42École 42로부터 제공받아 운�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6

42서울의 기본적인 교육운�방식은 에콜42의 동료학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채택하되,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학습환경이 첨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에콜42 역시 프랑스 현지의 비�리

재단이 운�하는 곳으로 상업적 성격을 띄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 커리큘럼에

v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것의 무단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42서울은 이에

따라 에콜42 본원과의 협약 및비용지급을통해교육커리큘럼사용권을얻고,

기술이전을 위한 에콜42 본원 실무진 한국 파견 등을 거쳐 국내 정부지원

사업으로 이를 정식운�하게 되었다. 따라서 42서울의 교육환경의 연원을

추적하고자, 본 절에서는 먼저 프랑스 파리의 에콜42 본원의 연혁과국내에이

교육이 도입된 과정을 개괄한다.

에콜 42는 프랑스의 v형 통신사 회장인 자비에 니엘Xavier Niel이

7,800만달러를 들여 설립한 컴퓨터 공학 및 소프트웨어 직무 개발을 위한

비�리 교육기관으로 2013년 프랑스 파리에서 문을 열었다
7
. 창립자인 니엘은

1967년생으로 10v 후반에 첫 회사를 설립한 후, 정보통신 분야의 v기업

7
에콜42 본원 홈페이지(https://��.fr)의 설명에 따르면 ʻ42’라는 숫자는 1979년 출판된 Z국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Dogulas Adams)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에서 따온 것이다. 최초의 SF 코믹 소설로 평가되는 이

작품에는,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ʻ생명, 우주, 만물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ʻ42’를 내놓는 장면이 나온다. 에콜42가 스스로 “오늘날과 미래 IT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서 설립되었다는의미를,소프트웨어엔지니어들의하위문화로서이른바 ʻ긱

컬쳐(geek)’를 대표하는 작품의 오마주(hommage)로 표현한 것이다.

6
본 절에 포함된 교육추진 배경과 운Z에 관한세부내용은재단법인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2020년

발행한 <2020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백서>을 참고하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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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로 발돋움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그는 기존의 정보통신 분야를 위한

제도내, 즉 v학의 공학 교육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유능한

기술인력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양성할 수있는교육기관설립을위해엔지니어

출신의 동갑내기 지인인 니콜라스 사디락Nicolas Sadirac의 조언을 구한다.
8

사디락은 컴퓨터보안시스템엔지니어링전공자로 1999년컴퓨터과학분야에

v해서만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 v학인 에피텍EPITECH, École pour

l'informatique et les nouvelles technologies(신기술정보학교)의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9
. 그는에피텍에서동료학습기반의프로젝트형교육과정을설계하�으며,

에피텍의 교육방식은큰호응을얻어 2022년현재프랑스에 15개,그외나라에

6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다.
10

니엘은 사디락과 함께 에피텍의 모델을 바탕으로, 학습 잠재력이 있지만

관련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개방된 컴퓨터 관련

공학교육기관의 설립을 구상하�다. 에피텍은 고교 시절 뛰어난 학습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발해 높은 등록금을 받는 구조�는데, 이와 같이 철저히

제도화된 구조 내에서의 교육은 잠재적인 컴퓨터과학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에피텍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비도 교수자도 없고 학위도 제공하지 않는 에콜42의 독특한 모델이

탄생했다. 최장 3년까지 재학 가능한 이 학교école, 에콜 42는 그 이름과는

달리
11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성인을 v상으로 하는 일종의 사설학원이다.

그런데 졸업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교수자도

없다.

11
프랑스어 에콜(école)은 대개 단과대학이나 학부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한다.

10
위키피디아 프랑스어판 ʻÉcole pour l'informatique et les nouvelles technologies’ 항목,

2022년 6월 30일 접속.

https://fr.wikipedia.org/wiki/École_pour_l'informatique_et_les_nouvelles_technologies

9
사디락은 에콜42의 교육철학을 정립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에콜42와 같은철학을바탕으로

존(Zone)��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저개발국가에 이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8
ZONE�� 웹사이트, 2022년 6월 30일 접속. https://��-edu.org/nic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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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42의 학습환경은 학습관리의 구조가 교수자 혹은 교육운�자와

학습자간의 접촉보다는 학습자와 학습자간 관계에서 작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명시적인 교수자나교과서의부재(또는의도적배제),동료간성취

평가, 상호 학습이력의 공개 등 에콜42의 동료학습 요소는 개인의 학습수행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참여한 전체

교육생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뚜렷한 환경적 특성을 갖는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학습자들이각학습과제의수행결과를동료에게

의무적으로 평가받는 동료평가 과정이다.

에콜42의동료학습환경에서는동료간교류나소통에소극적인이들,예컨v

독학으로 일관하거나 일방적으로 평가를 받기만 하는 학습자는 교육과정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운�지원과 학습관리시스템 역시 동료간 협력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교한

동료학습환경의 궁극적인 지향은, 실무에 필요한 기술에 더해 협업능력과

소통역량을 갖춘 준비된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때,

에콜42의 교육운� 체제는 ‘동료학습환경’이라는핵심적인열쇳말로기술할수

있고, 직접적인 동료간 상호작용이 매개되지 않은 다른 여러 학습자원과

지원체계 역시 동료학습이라는 주된 행위양상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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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과 ‘42서울’ 운영 개시

한국에서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국가수준의 고용과 산업에서 핵심적인

열쇳말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방향이 잇따라 제시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v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2018. 9. 10.)’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국가전략(2019. 12.

17.)’은 그 v표적인 사례이다. 두 전략은 새로운 산업부문에서의 고용과

연구개발역량을 어떻게 늘릴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산업부문의 혁신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는 관련 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계획(2018. 12. 26.)’

(이하, ‘집중양성계획’)을 내놓았다. ‘집중양성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 현장에 총 6만명 가량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집중양성계획’에는 이러한 인력 수요에 v응하여 관련

기술을 교육하는 데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양성계획’은,기존의v학들에인공지능을비롯한신기술교육을수행하는

v학원을 설립하거나 관련부문 교육을 늘리는 동시에, 잠재력이 있는

비전공자들을 위한 기관 설립 교육프로그램에 v한 운�계획을 제시하�다.

재단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이하 ‘재단')는 이 계획에 포함된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중 하나로 2019년 7월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정적으로는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교육업무에 v한 위탁운�기관으로서, 에콜42의

커리큘럼과 운� 시스템을 국내에 들여와 2019년 11월 첫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 ‘재단’사무국과교육장은서울개포동의디지털혁신파크에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정부로부터 1800억원의 운�예산을 배정받았다. 2022년

6월 현재 6기, 1500명이 본교육 과정에 참여하�으며, 2025년까지 총

2500명의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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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 제시한 바와 같이 42서울 교육의 원형인 에콜42는 관련 분야의

학습이력이나 직무경험이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집중양성계획’의

명시적인 목표로서, 산업변화에 v응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선언은

에콜42의 설립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요컨v ‘42서울’은 에콜42를 거친 전세계

교육생들의 ‘성공 사례’를 한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v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탄생한 교육과정이다.

‘42서울’은 정부지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교육생들은 학습 및

캠퍼스 내의 활동에 무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육비용이 무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취업 교육생에게는 매달 1백만원의 교육지원금이 제공된다. 학습 및

휴식 공간, 상주 멘토, 운�지원 스태프 등 이러한 동료학습환경을뒷받침하는

기술적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다양한 지원요소를 통해 조건화된 이러한

학습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스스로가 학습을 포기할 경우 어느

누구도 이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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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학습 중심 교육과정과 운영 구조

(1) 예비과정, ‘라 피신’의 학습주기

가. 예비과정 학습의 내용

42서울교육참여의첫단계는지원웹사이트에서지원서를작성하고,온라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 테스트는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수행할수있는기억력검사와,

화면 상의 몇 가지 블록을 이용한 논리 과제 수행으로 이루어진다(그림3).

[그림3] 42서울 온라인테스트 과제 일부

테스트는 2시간 반 동안 최v한많은문제를푸는방식으로진행되며,중간에

포기하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탈락으로 간주된다. 온라인

테스트 통과 여부는 테스트 진행 전에 미리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와 휴v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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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로 통보된다.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한 지원자들 가운데 42서울 공식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하여 예비 교육 참여 등록을하면,그얼마뒤에예비교육

참가 등록이 진행되는 장소와 시간이 최종적으로 통지된다.

4주 동안의 예비과정은 라 피신la piscin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는

프랑스어로 수�장을 뜻하며, ‘수�장에 빠진 채로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알아서 헤엄을 배운다’는은유가담겨있다.예비과정 4주동안교육생들에게는

문자기반 운�체제 명령어인 셸 스크립트Shell Script와 범용

프로그래밍Programming 언어 가운데 하나인 C언어C Language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4주간 주어지는과제는총 15개의모듈로이루어져

있고, 이 모듈은 교육생 등록 후 컴퓨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에콜42

인트라넷intranet 내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모듈 안에 여러 장의

과업지시서(하위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정해진 진도 없이 4주 동안 최v한

많은 모듈을 완료하는 것이 예비과정 교육생의 학습수행 목표로 제시된다.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는 필요한 명시적인 교재나 혹은 그에 관한 학습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교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습과제 수행에 관한

실마리는 과제의 결과물이 갖추어야 할 기능이나 특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될 뿐이다.

각 모듈의 공식적인 권장학습 기간은 하루 또는 이틀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고 주변 교육생들의 수행상황을 관찰한 결과, 어떤 학습 모듈의

경우 사나흘씩 매달려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4주 예비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10단계를 완료한 사람이 드물었다.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는 짧게는

서너 줄 길게는 수십 줄이 넘는 파일file 여러 개를 작성하는 것까지 다양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교육생은 모듈 단위로, 즉 단일 모듈 내의 여러 하위

문제를 모두 완료한 후에 평가를 신청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4]는 42서울 예비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학습모듈의

수행과제를 제시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다. 이 수행과제는 본문 하단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특정한 파일의 값을 출력하는 짧은 스크립트script를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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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무엇을

의미하는지에 v한 설명은 문서에 전혀 나와있지 않다. 학습자는 수행과제의

제목(‘깃 이그노어gitignore’)을 통해서 이 수행과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암시적으로만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우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어, 즉

‘출력 화면’, ‘git’, ‘저장소’, ‘셸 스크립트’ 등을 학습해야 한다. 혹은 그냥 다른

동료학습자가 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무작정 따라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어떤 학습 방법을 선택하든, 최종적인 동료평가 단계에서 자기가 수행한

과제의 의미와 수행방식을 평가자에게 구술할 수 있어야 한다.

6장 과제 06: gitignore

제출 폴더명 과제06 제출 파일명 git_ignore.sh

설명

아래 출력 화면과 같이, 존재하는 파일 중 당신의 git 저장소가

무시하는 파일을 나열하는 셸 스크립트를 작성하세요.

$ ./git_ignore.sh
.node_module/
readme.txt
$

참고 RTFM!

[그림4] 42서울 예비과정 수행과제 중 일부 (예시)

이 문서가 학습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는 맨 마지막에

있는 ‘RTFM’이라는 문구다. 이 문구는 ‘설명서를 읽으라(Read The

Manual)’는 �어 문장의 앞글자를 딴약어로,이과제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

내용은 모두 설명서, 즉 ‘깃이그노어’에 관한 설명서에있다는뜻이다.
12
그리고

그 설명서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명령줄프롬프트command

line prompt에서 man gitignore 입력 후 엔터키enter key를 누르면 그 즉시

상세한 설명서가 화면에 나타난다(그림5).

12
ʻRTFM’의 ʻF’는 널리 알려진 Z어 욕설의 앞글자로, ʻRTFM’는 ʻ제발 설명서 좀 읽어!’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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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ʻ깃 이그노어’ 설명서의 일부

결국 이 과제의 목표는 ‘깃 이그노어’라는 기능에 관한 학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혹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학습수행에 필요한 설명서를 찾고 거기에서 자신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두

번째의, ‘RTFM’이라는 문구가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학습목표는 이 과제뿐

아니라 이후의 42서울 과정을 수행하는 데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동료학습환경에서 교수자나 교재 없이 학습수행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되

어떤 순간에 동료에게 도움을 구할지 결정하는 조절능력 계발과 관련이 있다.

학습자들은 전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분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이들, 혹은

나보다 먼저 학습과제를 완료한 이들을 찾고, 이들에게 과제에 v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물어보면서 학습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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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료평가와 ‘평가 경제’

수행 완료후 교육생이 제출한 과제의 평가 신청과 평가자 배정은 ‘평가

경제’라고 불릴 수 있는 평가활동 교환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먼저 평가

신청은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제물을 인트라넷으로 접근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주간 스케줄러scheduler 형태의 일정표에서

선택가능한 평가 세션 3개를 선택하는 순서로진행된다.신청이완료되면평가

일정이 평가자에게 통보되고, 캠퍼스 내에서 직접 만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평가 내역을 인트라넷에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컴퓨터 채점을 거쳐

과제 통과 여부가 피평가자에게 통보된다. 이 결과에 따라 교육생은 다음

모듈을 진행하거나 과제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

과제 제출 평가자 선택 일정  통보 대면 평가 합격 판정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라

코드 작성

일정표에서

평가 받을

시간 선택

평가자와

피평가자

양측에 통보

대면 평가 후

평가 내역

입력

컴퓨터 채점

점수 합산,

최종 판정

[표5] 동료평가 신청과 합격 판정까지의 절차

평가를 받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을 포기하지

않는한모든교육생은다른동료교육생에게결과물을평가받는과정을반드시

거치게 된다. 그러나 진도가 빠르다고 해서 평가를 받기만 할 수는 없다.

연속해서 평가를 받다 보면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하는데, 이는 평가 받고 평가하는 과정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경제적

구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가 경제’라고도 부를 수 있는, ‘42서울’내의 평가활동 순환구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교육생은 예비과정 시작과 동시에 평가 점수를 5점 부여받는다.

평가 점수는 평가를 1번씩 받을 때마다, 정확히는 인트라넷에서 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열리는 일정표에서 신청가능한 세션을 클릭click해서

평가자를 배정받을 때마다 1점씩 소모된다. 예컨v 예비과정을 처음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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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불합격 없이 과제를 순조롭게 수행한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먼저 모듈 1개당 학습 통과를 위해서는 3명으로부터 연속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1번째 모듈 평가 세션 3개를 신청해 컴퓨터 채점까지

통과하면 최초 부여받은 평가점수 5점 중 3점이 소진된다. 그 다음 2번째

모듈의 평가를 위해 2개 세션을 신청하고 나면 평가 점수가 모두 소진된다.

평가점수를 얻는방법은단순하다.인트라넷내의개인스케쥴러상에자신이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두고, 누군가 그 시간에 평가를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트라넷에서 과제 완료 후 평가를 신청할 때

노출되는 신청가능 세션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동료학습자들이 평가 점수를

얻기 위해 열어둔 시간들이다(그림6). 평가신청자는 인트라넷 웹사이트

화면에서 신청가능 세션을 클릭함으로써 평가신청을 완료한다.

Mar �,

2022

Mar �,

2022

Mar �,

2022

Mar �,

2022

Mar �,

2022

Mar �,

2022

Mar �,

2022

… … … … … … … …

12:00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 - - -

12:30 -
신청

가능
- -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13:00 - - -
신청

가능
- -

신청

가능

13:30
신청

가능
- -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

… … … … … … … …

[그림6] 인트라넷에서 평가신청시 나타나는 일정표
13

평가신청시에는 평가 상v방을 알 수가 없는데, 이는 평가자를 특정하거나

혹은 특정한 평가자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 시작 15분

전에 평가자 및 평가신청자 정보가 서로에게 공개된다. 평가시간이 다가오면

13
이해를 돕기 위해 모사한 것으로, 실제 일정표 화면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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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와 피평가자는 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혹은 인트라넷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상v방의 오프라인 캠퍼스내위치를파악하여직접만나평가를

진행한다. 만약 평가시간이 되었는데 상v방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한다면 신고조치 후 평가세션을 취소할 수 있다.

평가가 시작되면, 평가자는 인트라넷을 통해 해당 과제의 평가기준표를

제공받는다. 평가기준표는 해당 과제를 아직 수행하지 않았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한 이들도 여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v한 설명이 적혀 있다.설명밑에는예/아니오또는 5점척도를표시할수있는

칸이 있다. 설명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거나 과제를 제출한

피평가자에게 질문을 던져 정확하게 답변하는지에 관해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예/아니오’로 답변을 기록하거나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료간 평가가 끝나고 나면, 제출된 결과물에 v한

컴퓨터 채점이 이루어진다. 컴퓨터 채점은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학습관리시스템 서버상에 저장되어 있는 채점 코드를 이용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컴퓨터 채점과정은 학습자에게 전달되어,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감점을 받거나 0점을 받게

되면, 동료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학습모듈에 통과하지 못 하고, 평가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 즉 결과물의 통과기준은 3명 이상의

동료평가자와 컴퓨터 채점을 모두통과하는것이다.동료평가과정에서오류를

발견하거나 동료들이 찾지 못한 오류가 컴퓨터 채점 과정에서 확인되면,

과제제출자는 불합격 통지를 받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모듈에 v한 불합격 횟수가 많아질수록 재평가 신청

v기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는 무분별한 평가신청을 방지하고 불합격 후

동료들간의 상호교류 또는 휴식을 취하면서 과제의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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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이력공개, 팀과제, 시험

동료학습자의 평가와 기계채점을 통과하면 학습관리시스템 상에서

수행점수를 획득하는데, 평가 결과에따라누적된점수가교육생마다달라지게

된다. 교육생들은 학습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서로가 획득한 수행점수,

평가를 수행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에게 남긴 코멘트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요컨v 모두에게 공개된 학습진도와 평가 결과에 v한 학습이력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수행과정에 v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42서울의 자체 학습관리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동일 기수 과정 참여자들의 학습진도와 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생간 경쟁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수행점수를 바탕으로 교육생의

레벨level이 점차 올라가고, 원하든 원치 않든 42서울 교육생들은 서로의 성취

수준을 비교하게 된다. 수행점수와 레벨은 교육생간 경쟁을 촉진하는 일종의

게임 요소로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불합격 및 합격 가능성을 의식하게한다.

무엇보다 온라인 테스트를 통한 1차 선발, 그리고 4주간의 집중적인

예비과정이라는 2차 선발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는 ‘선택’과 ‘합격’이라는

가능성에 v해 끊임없는 암시를 받는다.

15단계의 기본 학습모듈과 별개로, 예비과정 중 총 3번에 걸쳐 팀 과제가

제시된다. 팀 과제 참가여부는 학습자의 선택에 맡겨진다. 즉, 팀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15단계의 학습모듈 수행에 전념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와중에, 나는 다른 학습자들이 “팀 과제 참여 여부는 최종

선발과는 상관없다”고 하거나 “팀 과제를 하나도 안 하면 선발에 부정적인

�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여러 추측성 발언들을 많이 접했다. 하지만

팀 과제 참여여부, 혹은 팀 과제 성적을 포함하여 이것이 본과정 합격여부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v해서 ‘재단’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예비과정 둘째 주부터는 매주 시험exam이 진행된다. 시험은 예비과정

학습모듈을 바탕으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컴퓨터로 명세에 따라 짧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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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너 줄에서 길게는 100줄 정도 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교육생 등록날 오리엔테이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운�지원 담당자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선발 결과에는 크게 반�되지 않지만, 마지막

시험은 본과정 선발 여부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물론 이에 v한

‘재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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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과정 학습주기

예비과정이 끝나고 진행되는 본과정은 학습내용의 범위가 확v된다.

본과정은 공통과정과 그 이후의 선택과정, 인턴십으로 나뉜다. 교육생들은

전체 교육과정 커리큘럼 지도(그림7) 상에서 동심원 내부에 있는 공통과정을

학습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심원 밖에 있는 세부분야 학습을 수행한다.

공통과정은 심화된 컴퓨터 언어 학습, 네트워크 이론, 서버 관리,

관리자-이용자 수준 웹서비스 개발 등이며, 42서울에서 교육생 상담과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한 멘토에따르면프랑스학부수준의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14
공통과정을 마치면, 다양한 선택과정으로 주어진 동심원 밖의

세부분야 학습을 원하는v로 골라 수행할 수 있다.

[그림7] 2022년 6월 현재의 42서울 커리큘럼 지도

14
김수보(42서울 멘토단), ʻ42,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2021. 5. 5.,

https://��place.innovationacademy.kr/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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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정과 예비과정은 본과정의 교육과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체

수학연한(최v 2년)과 과제별 권장 학습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학습주기가 동일하다. 먼저 학습자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커리큘럼 상에서 자신이 현재 수행가능한 학습모듈 목록을 확인하고,

학습모듈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수행해야 하는 과업지시서를 살펴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골라 학습등록을 하는데, 학습등록을 하면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학습등록 전에도 과제의 세부내용과

지시사항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수행단계에서는 주어진 여러

과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교육생은 등록 전에

서로 다른 학습과제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과업지시서에는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프로그램, 혹은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결과물이 갖추어야 할 기능 명세와 요구조건이 적혀 있다. 예를 들어 단어 수

세기Word Count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제가 주어진다고 하면
15

, 기능

명세는 ‘주어진 파일에 들어 있는 단어의 수를 세서 출력하시오’, 요구조건은

‘이미 구현되어있는외부파일을사용할수없으며,사용된함수가 20개를넘을

경우 0점처리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된다. 과업지시서에 참고해야 할

개념이나 유의사항이 첨부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학습할 때

사용하는 교재와 같이 구체적인 지식이나 개념에 v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는 과업지시서의 명세와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결과물

완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방법 등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완료했다고 판단하면,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를

학습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무선배정 동료평가를 신청한다. 평가과정에서

예비과정과 갖는 차이점 한 가지는 컴퓨터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본과정에서 과제 통과 여부는 동료평가로만 결정된다.

15
설명을 위해 제시한 가상의 과제로, 42서울 또는 에콜42의커리큘럼에포함되어있지않은과제다.

워드 카운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힐 때 흔히 작성해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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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42서울 교육생의 전체 학습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습관리시스템 상의 ‘블랙홀Black Hole’이다. 예비과정의 경우는 4주라는

기간이 정해져있지만, 본과정은 학습수행상황에 따라 교육생의 최종적인

학습기간이 최소 5개월에서최v 2년까지로달라진다.처음본과정에진입하면

학습관리시스템에 ‘블랙홀에 빠질 때까지 150일이 남았다’는 메시지가

노출된다. 여기서부터 학습자가 커리큘럼 지도상에 제시된 학습모듈을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종료일자, 즉 교육장에 출입하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남은 날짜가 0일이 되면 학습자는 42서울 교육장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게 되고, 교육생 신분을 잃게 된다. 42서울 내에서는 이것을 ‘블랙홀에

빠진다’고 표현한다. 동료평가에서 느낄 수 있는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피드백과 더불어 블랙홀 요소는 학습자가 ‘진도’를 의식하면서 학습을

지속하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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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운영 세부사항: 인프라, 방역, 지원체계

원칙적으로 예비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예비과정에 등록한 ‘42서울’교육생은

오프라인 교육장에 24시간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 개인학습은 교육장이

아닌 바깥이나 집에서 수행해도되지만,평가결과물을인트라넷에제출하려면

반드시 교육장 내의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오프라인 교육장 내에는 300여

v의 컴퓨터가 있고, 이용을 위해서는 자신의 예비과정 등록 시에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login해야 한다.

모든 컴퓨터는 캠퍼스의 내부 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혹은 캠퍼스가 다르더라도 데이터data에 접근할 수

있다. 즉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다녀도, 저장해둔 내용을 옮겨오는 과정 없이

교육장내에있는다른학습자와곧바로학습내용을공유하고평가를진행할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인프라는 본과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활용된다. 2022년 현재 ‘재단’ 측은 캠퍼스 두곳을 예비과정과 본과정 전용

공간으로 나누어 운�하고, 진행중인 예비과정이 없을 때에는 두 곳 모두

본과정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장은 컴퓨터가 있는 공간

외에 운�진과 멘토 사무실, 휴게 공간, 회의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예비과정은 물론

본과정에서도 교육장 운�에 변동이 있었다. 내가 교육에 참여했던, 2020년

11월 한달 동안 진행된 3기 예비과정의 교육생들은 절반으로 나뉘어격일제로

교육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교육장 출입이 불가능한 날에는 학습결과물에

v한 평가를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신청과 학습수행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교육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예비과정을 통과한본과정

교육생들에게는, 교육장 바깥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교육생과

원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다시 강화되면서 일부조정되는모습을보�다.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교육장 제한 운� 조치가 사실상 사라진 2022년 6월 현재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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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개방, 평가시스템에 v한 외부 컴퓨터의 접근 제한 원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42서울 교육생들에 v한 또다른 학습 유인 가운데 하나는 학습지원금이다.

42서울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및 고용관련 인재육성사업으로

운�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즉 재직자가 아닌 모든

교육생들은 출석 또는 교육장 체류시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정부의

직무교육훈련 참여자 지원 비용으로서 매달 세전 1백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제공받는다. v부분의 교육생이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을 위해 42서울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원금은 이들이 취업준비생으로서 겪는

재정난을 경감시켜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돕는다.

교육생들은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되는 학습관리시스템 이외에, 42서울

본과정 교육생과 이노베이션재단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v화방을

이용할 수 있다. 예비과정의 경우에는 동일 기수의 교육생들과 운�진만이

사용하는 v화방을 사용하다가, 본과정에 진입하면 국내 캠퍼스의 학습자들은

물론 전세계 에콜42 캠퍼스의 학습자들이 이용하는 별도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v된다. 이곳에서는 2022년 6월 현재 약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전세계 42 캠퍼스 학습자 및 운�진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 v화방은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입장 이전의 v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교육생들은 현재 필요한 소통외에도자신이수행하고있는학습모듈에

v한 이전 학습자들의 정보공유 내역이나 조언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단,

직접적인 ‘해답’ 형태의 내용 또는 과제 평가기준표 등을v화방에올리면각국

캠퍼스의 운�지원 인력이 이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한 사람에게 경고

연락을 보내거나 불이익을 주어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학습 ‘자원’으로서, 42서울 오프라인

교육장에서는 현업 엔지니어 ‘멘토단’이 상주하고 있다. ‘멘토단’은 모두 15명

이내로, 매일 2-3명이 교v로 교육장에 머무르면서 찾아오는 교육생에게

70



질의응답과 상담을 제공한다. 이들은 기존 직무교육기관의 교수자와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지만, 평가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사 또는 교수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학습자는 현재

진행중인 학습 내용뿐 아니라, 진로 관련 문제나 취업과정에 필요한 다른

준비들에 v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교육장에서는 기업 설명회,

학습자들이 주관하는 이벤트,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42서울은 독자적인 커리큘럼과 평가시스템 외에 교육생들에게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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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42서울 교육참여 계기와 학습이력

(1) 교육참여 계기: “IT산업”을 향한 관심, 또는 “실력 향상”

면담에 응한 연구참여자 11명의 컴퓨터공학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공

지식 보유 여부에 따라 교육참여 계기는 다르게 나타났다. 42서울

연구참여자들은 ‘전공자’ 와 ‘비전공자’라는 단어로 이를 구분했다.
16
이른바

‘비전공자’로서, 주로 인문사회계열 단과v를 졸업한연구참여자들은교육참여

계기로 정보통신 산업 분야의 긍정적 전망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미

v학에서 관련 분야를 공부한, ‘전공자’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42서울 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가명) 교육참여 기간 나이 성별 분류 교육참여 계기

1 김준완 6개월 미만 만 21세 남 비전공 통계학 코딩 중 흥미 발견

2 남혜지 6개월 미만 만 21세 여 비전공 전과(진로 변경)를 위해

3 도원석 6개월 미만 만 24세 남 전공자 대학공부로는 취업 어려움

4 목기선 6개월 미만 만 25세 남 비전공 “떠오르는 분야”로의 취업

5 박소민 1년 이상 만 22세 여 전공자 취업 불안, 전공공부 위해서

16
나 역시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전공자 여부를 묻는 질문을 자주 받았고, 자연스레 이를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연구문제에 답하기위해꼭필요한부분이아니었기때문에면담시에참여자들에게

이를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교육생 입장으로서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할 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정보수집 과정으로서, ʻ대화 상대방에 대한 지위 탐색’이다. 42서울

교육과정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막론하고 매일 공부에 전념할 것을 운Z진이 권할 정도로

학습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 그러다보니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나아가서는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일종의 예비적 서열을 아는 것이 교육생 사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두 번째는 화용론 측면에서 '언어사용 맥락 결정’을 위해서다. 42서울 교육생들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로의 지식 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특히 평가나 질의응답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경험적으로알고있다.예비과정에서는전공

지식 보유 여부, 본과정에서는 이에 더해 전체 학습수행 진도를 확인함으로써 설명이나 대화

과정에서의 개념어 사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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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용환 1년 이상 만 23세 남 비전공 관련학회 참석 후 기회 탐색

7 양재문 1년 이상 만 23세 남 비전공 지배적 기술인 IT에 관심

8 정강현 1년 이상 만 29세 남 비전공 몸담았던 업계의 쇠락, 전직

9 천하람 1년 이상 만 31세 남 전공자 더 좋은 조건의 취업을 위해

10 편숙진 1년 반 이상 만 22세 여 비전공 코딩에 대한 가벼운 관심

11 황아성 1년 반 이상 만 29세 여 전공자 실력향상을 위해서

[표6] 연구참여자 학습 참여 계기

‘비전공자’의 42서울 지원 계기의 한 예로, v학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한

목기선은 “요즘 아이티 쪽이 되게 뜨겁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될, ‘어떤 쪽으로 가야 잘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떠오르는분야가어떤분야일까’그런것도생각을해야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요즘 아이티 쪽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리고 또 제 주위에

컴퓨터 공학과 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 그럼 이쪽으로 가서 해보자.’ (목기선)

v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프리랜스 번역일을 한 경험이 있는 정강현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공학을 중심으로 한 정보산업 분야의 성장에 v해 좀 더

입체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이 전공하고 일한 경험이 있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교육참여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단은 국내 번역계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중략) 그걸 가속화한게

기술발전이었는데 (중략) 고민이 시작됐고 ‘내가 기술에 사냥을 당하느니 내가

기술을 배워서 사냥꾼이 되자’ 하는 마인드로 시작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정강현)

v학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던 심용환은우연히참석한학회를통해해당

분야에 관한 긍정적전망을얻게된경우다.학회참석이후관련된학습과정을

찾아보다가 42서울을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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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과 인문학이라는 저희 지도교수님의

심포지엄이 열렸었어요. (중략) 그 심포지엄에서 좀 되게 카이스트라든지 유명한

공대 교수님들 되게 많이 오셨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우리 삶의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심용환)

반면 이미 v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이들은 직접적인 교육참여계기로

전공과 관련된 산업분야 자체가 갖는 전망을 꼽지는 않았다. 이들의 공통적인

교육참여 계기 혹은 목적은 ‘실력 향상’이었다. 예를 들어 v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내가 회사를 갈 수 있을까?”라며

불안을 느낀 박소민은 독학 이외의 길을 찾다가 42서울 교육을 알게 되었고,

“전공의 추가적인 공부를 위해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역시 v학에서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를학습한도원석역시 “학교만다니면취직이될줄알았”지만,

어느 시점에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학교 바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v학원에서 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황아성은 졸업 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교육에 참여한 경우다. “코딩 공부나

실력이 늘지 않는 것에v한총체적인스트레스가쌓여있을때” 42서울과정을

알게 됐다면서, 1년 반 넘게 교육에 참여한 인터뷰 시점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직무 경험이 있는

천하람 역시 교육 참여에 v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v해서 회의적이었으나,

“시간을 더 쓰더라도 이쪽으로 가야겠다”, “괜찮은 기업에 지원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요컨v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공학 부문의 학습 경험을 가진이들의

경우에는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혹은 스스로에게

기v하는 기술 역량을 준비하고자 42서울 교육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v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42서울 교육 참여

이전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공학 분야의 학습을 다른 방법으로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에게도 비슷한 자기인식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74



기본기에 능숙한 개발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부트캠프* 이수하고 나서 웹개발자로

취업하려는 상태로 면접을 봤는데, 거기에서 기본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씨에스**에 대한 공부 필요성을 느끼고 2년 정도 투자해서 공부하고 나가도 손해는

아니겠다고 생각했죠. (정강현)

*부트캠프: 부트캠프: 프로그래밍 학습 입문자를 위한 단기 집중코스를 가리키는 은어.

** 씨에스: CS,즉컴퓨터사이언스(Computer Science).여기서는실제학문전체라기보다는

컴퓨터와 관련된 공학 및 인접 과학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정강현은 42서울 교육 참여 이전에, 번역 시장에서 기술발전으로 설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이른바 ‘부트캠프boot camp’라고 부르는 단기

소프트웨어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는 부트캠프 수료 후 취업 면접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42서울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공자는 아니지만 관련학습 경험이

있는 이들은, 교육 참여계기는 산업에 v한 관심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변화를

인지했던 사건들을 제시하�으나 추가적으로 다른 전공자들과 마찬가지로

42서울이 실력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v를 갖고 있었다.

한편 스스로를 비전공자로 규정한편숙진은뚜렷한참여계기가보이지않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는 “출석체크만 하고 튀어서” v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학생회 후배들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학업을

등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숙진은 프로그래밍 학습이 포함된 v학

전공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비전공자로서 진로 전망에 v한

관심보다는 학습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원래 전자공학 전공했구요, 코딩을 접하다 생각보다 적성에 맞고 재밌어보여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휴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알고리즘으로 공고가 떠서, 캠프

정도로 느껴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신청했는데, 지원금도

주고 피신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접하면서걱정도했는데,나중에떨어지더라도

코딩을 접할 수 있게 시작점이 될 것 같아서. (편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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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스스로 ‘전공자’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공학 또는 자연계열 이외의

분야를 공부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학습을 이미 수행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시작점을 가지고 싶다는 어렴풋한

바람을 바탕으로 42서울 교육에 참여했고 4주의 예비과정 참여 결과 전체

동기생 중 5등의 성적으로 본과정에 합격했다.

그 밖에 전공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교육참여 계기로

42서울의 학습지원 인프라를 꼽는 답변들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월

100만원의 교육지원금 지급, 현업 멘토단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생활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거나(남혜지) “한달 공부하면 100만원

준v서” 보상 자체를 기v했다는 경우(편숙진), 다른 교육과의 차별점으로

“현업 멘토단”(남혜지)을 꼽으면서 “다양한 직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무언가 물어보고 싶을 때”(도원석) “조언을구할수도있고,공부하는

것에 v해고민”을털어놓을수있다고밝힌연구참여자(천하람)들을통해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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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참여 전 학습맥락: 대학에 없는 뭔가를 찾던 이들

연구참여자의 42서울 교육참여전 학습 이력과 경험 맥락은 저마다 달랐다.

유일한 공통점은 ‘v학’에 다녔거나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지만, 다양한 전공과

학습이력을 가진 ‘비전공자’ 연구참여자들은 물론 컴퓨터공학또는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학습을 수행한 ‘전공자’ 연구참여자들 역시 삶의 경로도 관심사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과거 경험 기술에서 드러나는것은,

v학에서 제공하는 내용보다는 그 이외의교과외과정에v한탐색을끊임없이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름(가명) 교육참여 기간 출생연도 성별 학력 학습이력

1 김준완 6개월 이하 1999년생 남 대졸 심리학, 통계

2 남혜지 6개월 이하 1999년생 여 대학 재학 과학고, 화학공학

3 도원석 6개월 이하 1996년생 남 대학 재학 컴퓨터공학, 법학

4 목기선 6개월 이하 1995년생 남 대졸 사회교육

5 박소민 1년 이상 1998년생 여 대학 재학 컴퓨터공학

6 심용환 1년 이상 1997년생 남 대졸 피아노, 독문학

7 양재문 1년 이상 1997년생 남 대졸 무역학

8 정강현 1년 이상 1991년생 남 대졸 아랍어, ʻ부트캠프'

9 천하람 1년 이상 1989년생 남 대졸 컴퓨터공학

10 편숙진 1년 6개월 이상 1998년생 여 대학 재학 전자공학

11 황아성 1년 6개월 이상 1991년생 여 대학원졸(석사) 요리, Z문학, AI공학

[표7] 연구참여자 학력 및 학습이력

독어독문학 전공학회에 참석했다가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심용환의 경우에는, 10v 중반부터 42서울 교육 참여 전까지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진로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는 와중에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공

심포지엄을 통해 이른바 ‘4차산업혁명’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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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피아노를 했었는데. 클래식 피아노 전공을 하려다가, 제가 예고 진학에

실패했어요. 성적 관련된 이유로 예고 진학을 실패를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음악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공부를하고독어독문학과를

가게 됐어요. (중략) 손이 많이 굳으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다시 음악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과

인문학이라는 저희 지도교수님의 심포지엄이 열렸었어요. (심용환)

다시 말해, 이상의 진술에서는 학업 부문(전공) 혹은 진로상 관심의 변화를

거쳐 42서울 교육에 참여한 과정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듯

보인다. 황아성의 교육참여 전 이력 역시 이와 같은 설명에 부합한다.

저는 원래는 호텔조리 쪽을 다녀서 요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편입으로

영문학과를 갔구요. (중략) 학교에서 국비지원으로 방학 동안 R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그걸 우연치 않은 기회에, 뭘 할까 하다가 들어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재밌었고. 그래서 4학년때부터 파이썬, 앱 개발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그러다가 IT동아리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학생들한테 파이썬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대학원을 인공지능언어공학과로 갔어요. (황아성)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에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이력에서도 발견되는

두 가지 전형성이 나타난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산업적으로

유망한 정보통신 분야에 v해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 두 번째로 계기가

무엇이든 컴퓨터 공학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습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전형성을 가진 진로발견 사례는

심용환 외에도 양재문, 정강현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4학년 때 창업을시도했는데그때홈페이지제작이너무어려운거예요.앞으로 IT가

산업을 지배할 거 같은데 이렇게 무지해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기회가되면기술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양재문)

저는 4년차 번역사로… 번역료가 안 오른지 2년이 됐거든요? 사정을 아니까 제가

올려달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세상이었고요. (중략) 구글이나 파파고가 나온건

오래전이어서, 그걸 매개로 번역 기술 발전이 상당했죠. 2040년쯤 되면 그런

플랫폼만 있으면 별다른 소통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그런 세상이 왔네요. (정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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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두 사람에게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겪게

된 위기 의식의 발로가 산업 자체의 성장을 다시보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

학회 참석이 계기가 된 심용환의 경우를 포함하여, 세 사람의 경험맥락에서는

고용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의 압력이

생활세계에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홈페이지 제작

시도, 실질 임금 저하, 다학제 연구활동참여 등의 삽화적 사건 속에서 새로운

교육참여나 선택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전형성, 즉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습활동의 참여는 나머지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서 확인된다. ‘비전공자’ 다수에게서 흔히 ‘코딩 교육’이라고

부르는, v학 강좌 및 학교 밖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저희 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과목 중 하나가 또 통계학인데, (중략) 이제

데이터를 다루니까 그냥 내가 명령어 친 대로 데이터가 ‘좌라락’ 되잖아요?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중략) 사실 통계학과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냥프로그램만지는

게 재미있었던 거예요. (김준완)

저는 C언어를 이전에 공대에서 기본으로 C언어 수업을 하나 들어야 되거든요,

필수로.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남혜지)

어셈블리어, 교양 C언어, 전자공학에서 쓴 도구도 코딩과같은매트랩*,회로설계도

논리 설계를 해서, 코딩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편숙진)

제가 어느 순간 인공지능 수업을 듣고 있고코딩관련교양수업을듣고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흥미가 생겨서 코딩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심용환)

*매트랩(matlab): 공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치해석 소프트웨어.

즉 목기선과 양재문을 제외하면 스스로 ‘비전공자’라 밝힌 심용환, 김준완,

남혜지, 정강현, 편숙진은 모두 42서울 교육참여 이전에 프로그래밍 학습

경험을 갖고 있다. 나머지 ‘전공자’의 경우는 v학에서, 혹은 학교 바깥에서

42서울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습경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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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테코*를 해서 프리코스라고 거기도 라피신 같은 게 있어요. (중략) 선발 과정까지

진행을 했고 선발에 떨어진 거예요. 1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도원석)

개념 공부보다는 프로젝트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공모전이 있다면 그냥 해보고

싶었던 것, 게임을 만들고 싶었으면 게임을 만드는 공모전을 했어요. (박소민)

저는 원래 전공자다 보니까 이쪽 분야를 공부를 했는데, 윈32 에이피아이**라던가,

엠에프씨***도 공부를 했고, 언어적인 것들은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게임을

만들었네요. (천하람)

*우테코: ʻ우아한 테크 코스’의 줄임말로 ʻ배달의민족’을 개발한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에서

운Z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 과정.

**윈32 에이피아이(API):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윈도우즈 운Z체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참조하는 응용프로그램 접근 인터페이스interface. 특정한 언어에서의 프로그램

작동방식을 규정한 코드 뭉치와 구체적인 지침 등으로 이루어진다.

***엠에프씨(MFC): ʻ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의 줄임말로 윈도우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함수 객체 모음을 가리킨다.

전공자, 혹은 더 넓게는 비전공자이나 공학을 전공하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습을 커리큘럼 내에서 수행한 이들은 v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레 산업전망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진로와 이를

연결지어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42서울

교육참여로부터 기v한 바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직무역량과 지식을

획득하겠다는 내용을 넘어 구체성을 띈다. 예컨v “서로 공부하면서 색다른

시선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동료학습 환경을

언급하거나(천하람), “다양한 직무와 경험을 가진” 현업 멘토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서 교육에 지원했다고 밝힌 것(도원석)이 그 예이다.

논문 서론에서 밝힌 첫 번째 연구질문으로, “학습자들의 42서울 교육 참여

계기와 교육 참여 전 학습맥락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1차적으로는 42서울

교육에 참여하기까지 연구참여자들의 참여계기, 그리고 이 참여에

이르기까지의 학습과 경험 이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질문이었다. 이

연구질문은 42서울 교육생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이 이후 학습과정에서

드러내게 되는 학습자 행위자성에 관여할 개인적 습관의 반경과 인식적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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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수의 연구참여자에게서 확인되는 부분으로,

42서울 교육참여 전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컴퓨터 공학 관련 학습경험이

두드러졌다. 이어지는 장에서 특히 자세히 살펴볼 내용으로, 이러한 관련

학습활동 경험 유무는 연구참여자가 체감한 학습 수행 난이도나

동료학습환경에서의 학습수행전략에 차이를 빚어내는 맥락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연구참여자 일부는 v학에서의 전공학습 경험에 v해, 교육

방법에 v한 불만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심리학과 자체는 좀 시험이나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액티브하지않다해야되나?

그러니까 수업 내용에서,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읽고 그냥 외우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형식이라서 흥미가 점점 떨어지던 와중에… (김준완)

화학공학과가 적성에 정말 끔찍하게 안 맞았고요. 이걸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이걸 공부하면 평생 불행하겠다’ 싶은, 진짜 그 정도로 좀 그때는 정말 싫었거든요.

(중략)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화학 공학은 백년 전에 배운 거 지금 똑같이 배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남혜지)

재미가 없을 거 같아서 전공을 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십대 오십. (연구자:전공에

원래 흥미가 없었나?) 이것보다 더 흥미가 없는게 많지만, 회로 설계는 재밌는데

숫자계산하고 이런게 너무 싫더라구요. 어렵다. (편숙진)

대학생 때 들었던 과정이 있는데, 거기는 상주 강사가 있거든요. 궁금한 걸 물으면

대답을 해주기는 하는데, 42랑은 달랐죠. 거기는 뭘 해야 하는지 주제가

권고사항으로 정해져서 나와요. 취업에는 도움이 되는데 42처럼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에는 발전에 한계가 있지 않나. (천하람)

이들의 v학에서의 학습 경험, 교육방식에 v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시선을 돌리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42서울이 제공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교육의 주요 내용은, 많은 v학에서

학점이 제공되는 정규 교과 또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비정규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v학이 아닌 외부 교육을 선택했는데, 자신이

경험한 v학의 교과형 수업에 v한 불만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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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력에따른연구참여자분류:무경험비전공자,경험있는비전공자,

전공자

첫번째 연구질문으로서 참여계기에 v한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을 분석하면,

자칭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즉 먼저 42서울

교육참여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v학에서의 학습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서, ‘비전공자’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내외부적 압력을

통해 새로운 진로 탐색의 방편으로 선택했다는 답변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전공 또는 비전공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세계에서 새로운 산업 시장에

v한긍정적인조망을얻고이를바탕으로컴퓨터직무관련교육에참여했다는

공통점이 두드러졌다. 즉, 내용 수준에서 교육참여계기에 v해서 개인간,혹은

명시적인 분류가 가능한 집단간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의 42서울 교육참여전 학습 이력과 경험 맥락은 저마다

달랐으되, 이것이 이후 학습에 �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그들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여러 학습이력 가운데, 실질적인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경험의 유무가 이후의 학습양상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 유무의 정도를 가름하는 어느 정도의

분류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연구문제에 답한다면,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수행 양상을 개인 수준의 미시적 측면으로 바투 붙어서 보는 것보다는,

동료학습환경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의 수준으로 한발짝 물러서서 좀더

전반적인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연구참여자 개인의이력을

연v기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동료학습환경에 놓인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수행양상을 전반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이 연구의 주안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컴퓨터공학관련전공여부에따라 42서울교육생

집단 내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일부 관련학습 경험이 있는

이들과 전공자 집단간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다.

즉, 어느 정도의 컴퓨터 쪽 학습이 있는 비전공자는 42서울이라는

직무교육과정이 최종적으로 자신이 기v하는 직업적 성장을 보장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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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v를 갖고 있었다. 반면 관련된 학습경험이 없는 이들은 정보통신산업에

v한 막연한 관심과 그로부터 비롯된 학습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듯 보이는

공간으로서 42서울을 선택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어지는 두번째연구질문에v한답변갈래를

나누는 구조이자, 환경 속에서의 중시적 행위양상을 볼 수 있는 준거로서

연구참여자들을 ‘전공자’, ‘경험있는 비전공자’, ‘진짜 비전공자’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표8); 먼저 42서울 내에서 교육생들이 서로를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전공자’/‘비전공자’로 나눈다. 그리고 비전공자의 경우도 관련된 학습경험의

유무를 고려하여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컴퓨터 관련 학습경험이 있는 이들을

‘경험있는 비전공자’로, 아예 경험없는 이들을 ‘무경험 비전공자’로 분류한다.

이름(가명) 나이 성별 학습이력 분류

1 양재문 만 23세 남 무역학 (대졸) 무경험 비전공자

2 목기선 만 25세 남 사회교육 (대졸) 무경험 비전공자

3 김준완 만 21세 남 심리학, 통계 (대졸) 경험 있는 비전공자

4 심용환 만 23세 남 피아노, 독문학 (대졸) 경험 있는 비전공자

5 정강현 만 29세 남 아랍어, ʻ부트캠프' (대졸) 경험 있는 비전공자

6 남혜지 만 21세 여 과학고, 화학공학 (대학생) 전공자

7 박소민 만 22세 여 컴퓨터공학 (대학생) 전공자

8 편숙진 만 22세 여 전자공학 (대학생) 전공자

9 도원석 만 24세 남 컴퓨터공학, 법학 (대학생) 전공자

10 황아성 만 29세 여 요리, Z문학, AI공학 (석사 졸) 전공자

11 천하람 만 31세 남 컴퓨터공학 (대졸) 전공자

[표8] 연구참여자 학습 이력과 이에 따른 경험 및 전공자 여부 분류

다만, 본인 스스로는 비전공자라고 밝혔지만 경험 이력 측면에서 남혜지와

편숙진은 ‘전공자’ 그룹으로 분류하�다. 이들은 v학에서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으로 C언어 과목을 수강했고, 모두 공학 전공이다. 42서울의 예비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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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정의 상당 부분이 C언어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C언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면 초기 학습 진행이 훨씬 수월하다. 또 이들의 공학 학습 이력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직무학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이나 문제의

범주가 공학부문에 해당하는만큼, 다른 인문 계열 연구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이를 다루고 해결하는 데에 훨씬 유리하다.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v학을아직

졸업하지 않고 42서울 교육에 참여 중인 연구참여자(예를 들어 도원석,

박소민)과 비교한다면, 이들 네 사람 모두 42서울 교육시작 시점에서는

프로그래밍 실무에 v한 경험은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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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의 동료학습환경 경험과 적응 양상

(1) 동료학습환경: 교수자와 학습자료없는 학습지원 체계

연구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은 과제 완료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수행하는 동료평가와, 이를 중심으로 한

학습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교육수행과정에서 처음 느껴지는 것은 동료학습이 아니라 결여된

학습자원으로 인한 낯섦이다. 교수자도, 학습자료도, 명시적인 안내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42서울동료학습의

첫인상이다.

2020년 11월 16일, 나는 4주간의 42서울 예비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육장으로향했다.승강기를타고 4층에내린후, 300여명이

넘는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신원 확인 후 인트라넷 이용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준비된 서류에 적어 제출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학습을 위해 준비된

컴퓨터가 책걸상과 함께 가득 놓인 클러스터cluster
17
로 들어섰다. 그중하나를

골라 자리에 앉은 나는 교육생 등록 담당자가 알려준 교육생 전용

인트라넷intranet 아이디ID와 비�번호를 입력했고, 잠금 모드가 해제되면서

낯익은 운�체제 사용 화면이 나타났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컴퓨터에 연결된 키보드가 먹통이었던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교육생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등록과정을 돕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직원들은 교육생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 그것을 보고 ‘먹통이 된 키보드

연결문제’부터해결해야하는과제라는것을알수있었고,나는마우스mouse를

움직여(마우스는 잘 작동했다) 컴퓨터 운�체제 화면에서 키보드 입력을

관리하는 설정 인터페이스를 찾아 열었다. 화면 상의 언어를 지정하는 부분이

17
교육장 내부의 각 학습공간을 가리키는 단위. 컴퓨터 80대 가량이 놓인 50-60평규모로,문이없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개포동과 서초동 두 곳에 캠퍼스를 운Z하고

있고, 각 캠퍼스마다 4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클러스터 외에는 휴식 공간, 도서실, 직원 공간,

전시공간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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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내용없이텅비어있었고,나는�어와한국어를입력언어로설정했다.

그제서야 키보드가 작동을 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이를 따라하며 내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이후의 모든 42서울 교육과정은 v부분 이와 유사한 방식, 즉 과제가

주어지면 교육기관의 도움 없이 스스로필요한것을찾아내해결하는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프로그래밍 학습과 관련한 과제가 위 사례와 같이

수수께끼처럼 제시되지는 않지만, 교육이 진행되는 중에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내용과 방향을 직접 알려주는 교수자나 공식적인 교재가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동료학습자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자료를 찾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게 된다. 면담에 응한

연구참여자인 목기선은 이를 “뭘 모르는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지금까지받았던교육이라고하는것은교수자가있고그걸받는학생이있어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고, 나는 그걸 진짜 그냥 학습만 하면, 외우거나 이해만

하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일단 내가 뭘 모르는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목기선)

김준완 역시 자신이 그 동안 경험했던 교육과의 “제일 큰 차이점”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과제만 제시되는 42서울의 학습 방식을 꼽았다.

일단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뭔가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일단 교수님이 다 내주고, 확인도 다 교수님이 하고, 그런식이잖아요.그리고

가르쳐주는 내용대로 하고. 이거는 그냥 과제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김준완)

그렇다면 “과제만덩그러니”있는상황에서학습자는무엇을,어떻게배우게

되는가? 먼저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42서울의

예비과정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학습자는 우선 세 갈래의 필수적인

과제수행 절차를 익혀야 한다. 즉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예비과정의 첫 모듈을

통과할 수가 없다. 첫 번째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려면 구체적인 언어에 v한 지식을 익히기에 앞서, 우선 명령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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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command-line interface라고 불리는 환경으로 진입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이것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은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를 실행시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코드를 작성할 때 쓰는 워드프로세서가 ‘아래아한글’이나 ‘엠에스

워드’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고, 마우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18

예비과정 진입 과정에서 습득해야 하는 작업수행 절차의 두 번째 갈래는

과제 제출 방법이다. 학습자는 코드를 작성하여저장한후에,하나또는복수의

파일이 포함된 폴더folder를 지정된 위치로 전송해야 한다. 이 전송 과정에서

학습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작업관리

시스템인 깃git을 활용하게 된다.
19
깃 활용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협업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개인작업을할때에도물리적인환경(작업

공간이나 사용 중인 컴퓨터)이 바뀌었을 때 손쉽게 작업 내용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깃 사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명령어 세 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git add file1
git commit -m “the first commit”
git push origin main

위 명령어 각각을, 아무런 시각적 요소가 없이 새까만 배경화면에 입력

프롬프트prompt만 띄워진 상태에서 입력하여 실행시키면 사용 중인 컴퓨터의

파일들이 지정된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다. 이는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

환경’으로서 시각적으로 표현된 컴퓨터 화면의 요소들을 마우스로 조작하여

19
깃은 동일한소프트웨어작성작업에참여한이들이각자의결과물을병합할때생길수있는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상관리 시스템이다. 형상이란 각자가 작업한 결과물의 버전version을

가리키며, 형상을 관리한다는 것은 각 버전을 시간또는작업순서에따라분리하여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는 뜻이다.

18
이러한 컴퓨터 사용 맥락의 차이는 소프트웨어 학습자에게운전면허를처음배울때와같은낯설고

불편한 느낌을 준다. 운전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동차 자체, 혹은 운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익숙할 수 있지만, 처음 운전대를 잡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무척 낯선 경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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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을 보낸다거나,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로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42서울의 모든 과제는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이와 같은 명령줄 입력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20

세번째로,학습자는평가절차를숙지해야한다.처음교육장컴퓨터에앉아

키보드 연결에 성공했다면, 바탕화면에 이를 설명하는 �상이 포함된 링크가

제시되어 있다. 링크를 열면 프랑스 본원의 학장이 �어로 환�인사를 하는

�상이 나오고, 몇 번 더 화면속 링크를 클릭하다보면 프랑스 본원 교육생 두

사람이 �어로 평가진행을 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준다. 하지만 그 시연

과정에는 평가신청을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평가를스케쥴링한후피평가자와평가자가서로만났을때어떤태도를지녀야

하는지, 무엇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v한 몇 가지 안내만 제시될 뿐이다.

한마디로 이 �상은, 그 자체로는 학습수행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며,

만약 �어가 익숙치 않다면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누군가가

먼저 평가방법을 찾아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후에 그것을 따라하는 식으로 습득하게 된다.

프로그래밍에 v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제 제출과 평가라는

최소한의 학습수행을 위해 익혀야 하는이러한수행절차를하루안에숙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코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그리고

평가자와 컴퓨터 채점 과정에서 0점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v부분의 학습자들은 이것을 익히고 나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모방을

통해서 우선 수행해보고,실패즉 0점을받기도하면서교육생들은전체절차를

20
이것조차설명을위해절차를단순화한것으로,실제로는(예를들어파일과폴더를여러개제출하는

경우) 앞뒤로 여러가지 더 많은 명령줄을 입력해야 한다. 수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명령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원활한 과제 제출이 가능하다. 물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맨 처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명령어를 전달받아서, 내용과 순서를

암기하거나 메모해뒀다가 그대로 따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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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조금씩 익혀 나간다.
21
물론이과정에서교육진행을포기하고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다. 게다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v해, 앞서

목기선이나 김준완이 밝힌 것처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친절한’ 환경은 교육운�을 담당하는 42서울이

의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습득하게끔 유도한다.

수행 절차와 전반적인 학습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요구되는 지식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프로그래밍 과제를 수행하는 것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띈다.과제수행에요구되는프로그래밍언어나,사용환경,과제결과물의작동

원리에 관한 내용은 도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최종 결과물에 v한 수행지도나 준비된 기성품의

안내서 같은 것은 예비과정에서도, 본과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피에이치피*였고 두 번째는 장고** 피신을 했는데 (중략) 버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레퍼런스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구글 레퍼런스도 없고

공식문서에도 다 안 나와 있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도원석)

*피에이치피(php): 웹페이지 작성 언어의 하나.

**장고(django): 웹페이지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하나. 프레임워크란,

비유하자면 공개된특허나널리쓰이는공식과같이,작업을수행하는사람들이손쉽게가져다

쓰게 해서 똑같은 계산이나 원리를 다시 발견하고 정리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코드 뭉치다.

42서울또는에콜42에서는프레임워크사용법은크게다루지않는다.만들어진것을응용하는

것보다, 컴퓨터 공학 발전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자원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학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전공자’인 양재문은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관련 과제에 v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교수자와

학습자료가 전혀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마주하는 데에 v한

정서적인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전공자’ 박소민도 그래픽스 과제에 v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다.

21
본과정에 합격한 이들은, 4주간의 예비과정 동안 완전히 낯선 내용을 ʻ장님 코끼리 더듬듯’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혼자 시도해보는 등의 임기응변을 통해서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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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끔찍했어요. (중략) 도저히 뭘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감을 못 잡겠는거예요.

사람들이 알려주는데도 뭘 하라는지도 모르겠어서 의욕이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과제를 중단했다가 삼사 개월 뒤에 돌아와서 어찌저찌 했어요. (박소민)

“어찌저찌”했다는 것은 혼자 자료를 찾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v해서 다시 자료를 찾거나 알려줄 사람을찾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42서울에서 다른 사람의 과제를

평가하다보면 우연히 동일한 과제를 완료한다른사람의정답코드를볼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그v로베껴서제출한다면,평가과정에서 0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코드 작성 량은 수백

줄에 달한다. 만약 이것을 그v로 베껴서 과제로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다면,

평가자에게 코드들이 서로 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프로그램이실행되기위해

필요한 개념적인 지식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고 할 때 제v로

된 답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평가기준표에는 이러한 지식과 방법론에 v해

과제 제출자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 즉 실제로 과제에서 요구되는 내용에v한

실질적인 학습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여러가지 질문들이 적혀 있다.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다면, 혹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가져온

경우라면 관련된 추가학습을 충분히 수행한 경우에 이에 v해 답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평가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요컨v 연구참여자들이 토로하는 42서울 교육과정의 ‘어려움’이란 과제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야하는

어려움이다. 명시적인 학습자료와 교수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과제를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할 수 있는지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자들을 찾아 물어보거나, 혹은

자신이 처음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이를

채팅방에 공유하여 의견을 구한다. 이러한 과정이짧게는며칠,길게는몇주간

계속된다. 일면 이것은학습과정이라기보다는업무과정에가까워보인다.마치

실제 업무를 수행하듯 자신의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필요한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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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학습 촉진이

이루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에서 확인되듯이 이러한과정속에서맞닥뜨리는 ‘체감

난이도’는 전공자, 비전공자 여부와는 무관했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

v부분에게 동료학습환경이 생경한 교육조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경함은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연구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한

가지 과제에 익숙해질 만하면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학습 분야가달라지고,

때로는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다른 동료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 함께 작업할

동료를 찾아내는 것 역시 과제의 일부분이다.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방향

설정이나 지침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학습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직접 알려주는 교수자나 안내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동료학습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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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학습과 동료학습의 순환

42서울에서 동료학습은 어렵고 난해한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말

그v로의 ‘동료’를 발견하고 친교를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게해주는,그자체로

목적이 되는 활동이다. 같은 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의무적인 동료평가를 반복하다 보면 친해지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내가 학습에 뒤처진 경우에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고, 반v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이들의 학습을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레 소그룹이 형성된다.

(연구자: 예비과정은 어떤 식으로 참여하셨나요?) 진짜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이틀늦게갔는데요. (중략)만났던분들이

저한테 “누나 오면은 바로 오른쪽 자리에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오른쪽

자리로 가니까, 그때 3개월 전에 봤던 분들이랑 인사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시면 돼요” 했던 분들이 와서 진짜 다 알려줬어요. 와서 “강의보세요” 하고

강의까지 틀어주고. (편숙진)

피신이 4주 진행되는데, 앞 2주는 과제를 진행해놓고 나머지 2주는 시간 때우면서

돌아다녔어요. 나와서 알려줄 거 알려주고, 코딩도 조금씩 하고. (중략)배우러오는

친구들이 4명 있어서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알려주고 그렇게 시간 보냈죠. (천하람)

즉,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평가를 위한 동료학습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정보 교환과 정서적인 교류를하면서안면을트게된다.이러한

짧은, 여러차례의 동료평가 체험이 예비과정 내내 지속되면서 친�감을

형성하는 소규모 그룹이 저절로 생겨나고, 이들 중 일부가 ‘스터디’, 즉 학습

모임의 형태로 교육기간 동안 교류를 이어가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스터디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토론”(남혜지)하기도 하고, “그냥 같이 초반에 친해지기

모임”(도원석)으로서 친교를 나누기도 하면서 42서울에서의 일상을 다른

교육생들과공유하는가운데학습과정에적응해갔다.무엇보다이 ‘동료그룹’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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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v 2년이라는 교육과정을 끝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스터디, 혹은 개인학습 내용의 상호공유 활동 가운데 일부는,

개인간의 교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된다. 42서울

교육생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정리한기록물이나,인터넷을통해발견한학습

관련 정보를 구전, 또는 채팅방을 통해공유했다.도원석은과제수행에필요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해서 배포”했는데, “그거를

정리하면서공부가됐던게굉장히많은것같다"면서,자료의발견과활용이또

하나의 학습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를 비롯해서 구전을 통해

교육생들끼리 공유되는 학습관련 정보나 채팅방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축적된 내용 모두, 연구참여자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되었다.

피신할 때 보면 ‘헤더*를 설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어디서 해서 어떻게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알아가지고 그걸 옆사람한테

말하고, 퍼지고 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되고. 본

과정에서도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슬랙**으로 올리면 그것도 바로

전파가 되고. (김준완)

*헤더(header):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할 때, 작성 중인 파일이 이미 작성된 다른

파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파일 첫머리에 미리 작성해두곤 하는 명령어. 42서울 본과정에서,

학습자는 운Z체제에 이미 내장된 C언어 함수 뭉치를 불러오기 위해서 흔히 헤더를 사용한다.

**슬랙(slack): 복합적인기능을갖고있는상용채팅서비스브랜드. 42서울과다른해외의 42

캠퍼스 이용자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모두접근가능한이채팅서비스를통해서로문자

또는 화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공간을 통한 다른 교육생과의 교류 역시 동료학습을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창구가 된다. 모든 연구참여자를 포함해서, 42서울 교육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학습수행상황은 에콜42 전용 인트라넷에 기록된다. 인트라넷

웹사이트(intra.��.fr)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려면 전용 아이디와 비�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 권한 부여 과정은 캠퍼스에서의 최초 교육등록시에

이루어진다. 학습수행에 관한 기록은 자신뿐 아니라 전세계의 에콜42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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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라이선스 위탁 캠퍼스에서 교육에 참여중인 모든 다른 교육생에게

공개된다. 42 캠퍼스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상v방의 다른

교육생의 인트라넷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학습과제를 완료했고, 학습과제에 v한 평가 세션에서 동료평가자로부터 어떤

코멘트를 받았는지(혹은 다른 이들의 해당 교육생의 학습과제 평가 시에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 만약 지금 캠퍼스에 출석한 상태라면 어떤 컴퓨터를

사용중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원한다면 1만여명이넘는전세계학습자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질문을 올리거나 v화를 나눌 수도 있다.

2022년 6월 현재 42서울 교육생 전용 채팅방에는 1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장과 운�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소속의 지원인력을 제외하면, 천여 명이 넘는 동료학습자가 있는 셈이다.

42서울 과정에는 매년 500명 이상의 새로운 교육생이 참여하고, 한 번에

적어도 200명 넘는 이들이 동일한 ‘기수’로서 본과정 교육을 시작한다. 처음

교육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1000명이 넘는 ‘선배’ 학습자가 있는 셈이고,

동일한 학습과제를 수행하고있는학습자를 42서울캠퍼스내에서많으면수백

명, 적어도 수십 명은 발견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높은 체감 난이도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조력자를 발견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는 데서 출발한다.

모르는 내용은 (중략) 가장 먼저 하는 건 인터넷 검색이고요. 그 다음 그렇게

했는데도모르겠으면친구한테물어보고요.그렇게친구도모르면제가평가를가요.

그냥 평가를 잡아서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걸릴 때까지. (목기선)

처음에는 구글링을많이하고,정모르겠다싶으면평가를받죠.피신때는그랬어요.

한만큼 하고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그러다아는얼굴들이생겼을때에는모르는게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양재문)

*구글링(googling): 상용 검색서비스인 구글을 이용한 정보검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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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을 조명하면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모든

학습자는 학습수행완료 여부를 다른 동료학습자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주어진 과제를 시작하는 것부터, 제시된 요구사항을 따라 결과물을 완성하는

시점까지의 학습을 오롯이 혼자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시점에는

반드시 다른 동료학습자와 만나야 한다. 동료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

과제로 진도를 나아갈 수 없고, ‘블랙홀’에 빠지는 기한의 연장을 위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즉 42서울 동료학습환경에서는, 의무적인 동료평가 과정을

매개로 개인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동료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개인학습
=== 매개 요인으로서 =⇒ㅇ 동료학습 참여

(학습동아리 형성)의무적인 동료평가

● 문제해결 위한

반복적 시도

● 자료 인터넷 검색

● 채팅방 ʻ엿보기’

● 옆자리 동료

어깨너머학습

● 과제 검증을 위한 과정

● 정보공유, 친교 계기

● 평가점수 획득

● 학습진도 진전

● 눈치, 분위기 습득

● 동료학습 문화의 형성

● 평가활동 이후의

지속적 관계 유지

● 과제 '스터디'

● 공감, 지지

학습동기 유지

[표9] 개인학습이 동료평가를 매개로 확장되는 과정의 세부 활동요소

한편 평가 횟수는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획득한 ‘평가 점수’에 의해

제한된다. 평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해야 한다.
22
이러한

‘평가 경제’ 속에서의 동료학습자간 접촉은 바로 목기선과 양재문이 언급한

것과 같은 식으로 동일한 과제를 완료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물론 직접적으로 다른 교육생들에게 물어보는 연구참여자들도 많았다.

22
ʻIV. 연구배경’에서 살펴본 내용으로서, 과제 완료후 동료 평가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모든

교육생은 인트라넷 웹사이트에 있는 스케쥴러를 통해 자신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놓는다. 그리고 과제를 완료한 사람은 ʻ인트라넷 지갑'에 있는 ʻ평가 점수’를 평가 신청 시에

사용한다. 점수가 소진되면 과제를 완료해도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새로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ʻ평가경제’를 통한 동료평가 과정은 4주간의

예비과정부터, 본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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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거는, 일단 제 스스로 구글링을 해서 좀 찾아보고.그런거검색을해도 ‘내가

찾을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중략)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시나요’ 하고 묻는 편이에요. (김준완)

온전히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른 카뎃*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공유받고,다른사람들에게

질문해보기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정강현)

*카뎃: 프랑스어로 사관학교 생도를 의미하는 카데cadet에서유래되었으며, 42서울을포함해

전세계 42캠퍼스에서 본과정 교육생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예비과정 참가자인

피시너pisciner와 본과정 교육생을 구분할 때 주로 쓰인다. 이 경우에는 불특정한 42서울

동료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정강현의 답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v부분의 학습자는 개인학습과

동료학습의 순환과정을 번갈아가면서 학습을 수행한다. 개인학습의 수준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42서울 내부 채팅방에서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탐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구하지 못하면 ‘동굴 밖’으로 나와 다른 교육생들과의 직접

소통하며 도움을 구한다. 이는 교수자가 학습의 재료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학습자의 학습경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교수자중심

교육환경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개인학습과 동료학습의 순환과정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주기를특정하기는어렵지만,변곡점이찾아오는

과정에v해서는v부분의연구참여자들이비슷한답변을내놓았다; “처음에는

구글링을 하고”(양재문), “그러다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옆사람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시나요, 하고 묻는 편”(김준완)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컴퓨터공학학습이력이나전공여부와무관하게연구참여자v부분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습관이었다. 즉, 동굴에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시점은 과제를

수행하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볼 수 있다.

교육생으로서 학습을 수행한 내 경험을 되짚어보면, 그러한 자각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간 제한이다.

예비과정에서는 4주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최v한 많은 학습 모듈을

완료해야했고, 본과정에서는 ‘블랙홀’의 존재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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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길어지면 심리적으로 초조해진다.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촉진시키는

두 번째는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즉 맥락을 공유하는 동료학습자 집단의

존재다. 방금 그 과제를 끝낸 사람, 혹은 동일한 과제를 아직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나와 같은 문제상황에 맞닥뜨린 사람이 교육장 내에 있거나,

그들에게 채팅을 통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료는 직접

문제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어떤내용을찾아보라고간접적인도움을

주기도 한다. 한 기수가 2-300명 정도이고 모두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굴 밖’으로 나가겠다고 결심만하면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다.

궁금증이 해결되면, 다시 ‘동굴’로 돌아가 개인학습을 이어간다. 이와 같이

동료학습과 개인학습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동료학습은 일부

참여자들에게 ‘다른 관점’, ‘새로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동료평가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중략) 다른 사람 코드를 보면서,

“근데 왜 이렇게 쓰셨냐”고 물으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짰는지 알고리즘을 알 수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것, 공부한 걸 공짜로 습득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박소민)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것 같아요.  (황아성)

이들에게는동료학습이다른사람들의학습성과를 “공짜로습득”할수있는,

“경험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동료평가, 개인학습과 개인학습 사이에서 다른 학습자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자원을 얻어내는 경험을 하고 나면 학습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와의 접촉은 전체 교육수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는다. 요컨v

v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개인 학습 수행 과정에서, 마침내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는 자각이 생기는 순간 동료가 매개된 학습자원 획득 활동을 수행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나타낸다. 이는 시간 제한과 같은 외부적 압력 속에서

동료학습 경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체감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학습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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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학습환경에서 기존 학습행동이 선택되는 양상

개인의 학습이력, 과거 경험맥락에 따른 개별 연구참여자의

학습자행위자성은 42서울이라는 동료학습환경과 함께 학습생태계가 그들의

인식 내에서, 혹은 동료평가 방식이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공유된 행위양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구축되는 역동의 양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42서울이라는 물리적, 혹은 인식적 수준에서 재구성된

교육환경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배우고, 동료학습자와 협상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할지에 v해서 선택하고 조정할수있는학습행동에서의자율성을갖는다.

물론 그 자율성은 주어진 환경의 제약과 자신의 과거로부터 습관화된 행동

양식에 �향을 받는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학습 수행 및 적응에 직접적으로 �향을 끼친 경험

이력 요인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관련 주제 학습이력, 둘째는 과거의

학습경험 가운데 학습의 목표와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해본 경험,

즉 자기주도적인 학습수행 경험 유무�다. 이 두 가지 갈래에 따라, 학습시간

그리고 42서울에서 요구하는 학습활동 수용 정도에 v한 자기 진술이 다소간

다르게 나타났다. 이때 활동 수용 정도는 학습에 스스로 몰두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교육 참여 과정에서 자발적인 동료학습 조직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에 관한 연구참여자 스스로의 행동진술을 바탕으로 기술하�다. [표10]은

이러한 �향 요인과 기술 분석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수행·적응 Z향 요인 학습활동 수용수준 기술 기준

● 컴퓨터 공학 관련학습 이력

● 자기주도적 학습수행경험

● ʻ학습에 몰두했다’는 자기진술

● 자발적인 동료학습 조직

[표10] 학습수행 및 적응과 관련된 경험 요인과 학습활동 수용 정도 분류

먼저, 과거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직무와 관련된 주제의 학습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분명히 드러난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42서울 과정에

장시간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자’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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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명)

학습수행·적응 Z향 요인:

컴퓨터 공학 관련학습 이력

학습활동 수용수준 기술 기준:

ʻ학습에 몰두했다’는 자기진술

심용환 AI, 자연어처리 독학 “하루에 한 14시간 이상씩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김준완 통계학 수업에서 R 학습 “한 열한시 쯤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9시 정도까지 하다가 자취방 돌아가서…”

남혜지 화학공학 필수 과목으로 C언어 학습 (공부 시간) “보통 월금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도원석 소프트웨어학과 4학년 휴학 중 “하루 8시간 해서 7일 다 하는 것 같은데

56시간 정도 되겠네요.”

정강현 소프트웨어 개발 ʻ부트캠프’ 수료 “대부분의 시간들을 서브젝트를 깨거나

일정을 처리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편숙진 전자공학 전공과목에서 기계어,

C언어 학습

“6개월 동안은 매일 출석했어요. 순수

학습은 네다섯시간, 체류는 8시간 정도.”

박소민 컴퓨터공학부 4학년 휴학 중 “아침에는 집중해서 과제하고, (중략)

저녁먹고 열심히 하다 9시나 10시에 갔죠.”

황아성 인공지능언어공학 석사 졸업 “눈 뜨면 과제를 하거나, 클러스터 가야 하면

일찍 가서 늦게까지 있으려고 했어요.”

[표11] 컴퓨터 공학 관련 학습이력과 학습수용 정도에 관한 자기 진술

한편 42서울 교육 참여 전에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한

경험이 있거나,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본 경험 여부 역시 동료학습환경에서 기v되는 수행양상과 조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심용환, 황아성은우연히접하게된컴퓨터공학또는

자료 처리 관련 학습활동 이후에 독학을 수행한 이력이 있었다. 정강현은

고등학교 때부터아랍어에관심을갖고교육방송공사의관련학습서적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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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아랍어문학부로의 v학 입학 이후에는 “2학년전에

청강까지 해서” 학부과정에 개설된 모든 전공 수업을 수강했다. 남혜지는

고교시절 “특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중략) 내가 궁금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고, 뭔가 누군가 가르쳐주는 게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나섰던 게 비슷한 것” 같다면서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에서 학습수행의 자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동료학습환경에서 자신의 학습수행과 동기 유지, 그리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친목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동료학습을 조직하거나, 질의 활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소통 시도 행동을 드러냈다.

같이 모르는 경우… (웃음) 그때는 좀 같이 하다가, 안 되거든요. 또 딴 분 찾거나

하는 것 같아요. (김준완)

그 당시에 포인터* 딱 전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포인터부분이해하기가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토론했어요. (남혜지)

다들 모르는사람들이고한달동안의욕을잃지않고끝까지달려야되는데스터디를

통해서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면 같이 으쌰으쌰해서 목표를 이루기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거길 들어갔어요. (박소민)

*포인터(pointer):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를 직접 지정하기 위한

변수 참조의 방식. 비유컨대 변수는 자료를 담는 그릇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이고, 참조란 이

값이 물리적으로 저장된 위치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리키는 것이다. 포인터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컴퓨터의 물리적인 성능이 개선된 현대에는

메모리 관리를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중에 포인터를 직접 다루는 경우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개념이 난해해서, C언어 학습에서

포인터는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에서는 “스터디” 모임을 찾고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일한 분야의, 취업을 염두에 둔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해 교육장에서 즉흥적으로 생겨나는 크고작은

모임은 물론 온라인 채팅방에서 학습모임에 참여할 이들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v 그와 같은 상호작용이나 소통 경험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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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본 이들에게는,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이 자신의 행위자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42서울 과정은 특히 동료에 v한, 혹은 동료에 의한 필수적인 평가 활동을

매개로 서로의 학습에 관여하는 기회를 연구참여자들에 제공하�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과거 경험이력과 학습 습관으로부터 무엇을

선택하여 행동화할지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학습환경과 학습자가 서로

조응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경계가 경험 이력 속에서 형성된

학습습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 알아가는 걸 좋아해서, 동료학습 평가를 하면서 비즈니스, 학습적인 동료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편숙진)

한만큼 하고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그러다아는얼굴들이생겼을때에는모르는게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양재문)

동료평가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42서울 참여 전에는) 다른 사람

평가할 일도 없고, 내가 평가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내 코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고 내가 아는 선에서 더 발전하지도 않았고… (박소민)

요컨v 동료학습환경의 핵심적 속성으로서 ‘진도와 동료평가 연계’ 요인과,

연구참여자 개인의 과거 경험이력은, 자신의 행위자성을 그 생태계 내에서

드러내게 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이계기는그들의인식세계내에서

학습 경험이 구조화되는 반경을 구성한다. 경험이력과 동료학습환경이

조응하며 자신의 행위반경을 ‘타협’하는 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학습경험은

개인학습과 동료학습의 순환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된다. 동료평가 활동에 v한

아래 황아성의 회고는, 학습과제를 마무리하고 42서울 커리큘럼 상에서 다음

진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료평가를 받는 과정뿐 아니라 이미 종료한 과제에

v해서 다른 사람들의 제출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발견과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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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먼저 푼 친구한테 가거나, 평가를 많이 열어서

배우고 내가 통과한 걸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도, 나랑 다른 방식으로 푼 사람들

있으면 코드 보면서 코드 비교도 해보고 많이 공부했어요. (황아성)

즉 동료평가를 매개로 한 개인학습과 동료학습의 순환, 과제해결을 위해

평가 이외에 다른 동료학습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과정, 더불어 과거에

수행했던 과제를 다시 접하게 되는 기회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이

‘꼬리에 꼬리룰 물고’ 순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이러한반복적인순환학습은

42서울과 개인의 경험이력이 조응하는 학습생태계 속에서 연구참여자의

수행과제에 v한 이해의 폭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경험이력을 통해 형성된습관으로서의학습전략내에서행위선택의

레퍼토리가 제한되지 않고, 동료들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들의 학습전략을

모방하거나 전에 없던 수정된 전략을 시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과정이 진행되어갈수록, 학습에 참여한 개인은 모종의 변화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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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행위자성의 변화

이 연구에서 행위자성이란 인간행동과 그 행동을 둘러싼 맥락이 드러나는

양상이다. 행위자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한 연구참여자, 즉 42서울이라는

동료학습환경 속 학습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학습행동을 취하게 된다.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의도를 별달리 자각하지 않은 채로‒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행위양상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한다는 에미르베이어

등(Emirbayer & Mische, 1998)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기v하는 미래가 현재에 투사될때,과거의습관혹은행동전략이

별다른 충돌없이 익숙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그 예로, 천하람은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기업에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로일한후 42서울교육에참여했는데,

그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이나 그 이전의 학습수행과

42서울에서 학습수행 방식의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주어진 환경과 자신 이외의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기존 경험맥락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미래에 v한 기v를 변경하거나,

환경이나 다른 행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변화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서 행동에 매개되는 판단 수준을 수동적이라고 본다면, 이 두번째

경우에는 상v적으로 더 능동적인 판단이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42서울교육

수행의 결과로 “반문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황아성이나, v학 전공과

관련이 낮은 새로운 직업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양재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엿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학습행동 수준에서 변화를

둘러싼 맥락을 분석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

행위자성의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때 무엇을 변화라고 기술할 것인지,즉

답변을 통해 확인된 내용과 함께 이를 둘러싼 맥락의 어떤 부분을 변화에

�향을 주었다고 판단할것인지에관해서는아처(Archer, 2005)의행위자성에

관한 문화적 접근을 부분적으로 참조하�다. 아처는 �향력을 가진, 특정한

표상으로 기술된 문화는 그것에 �향을받는이들에게동일한�향을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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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믿음에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다. 예를 들어

아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문화’라고 이름 붙인 무언가에 v해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거나, 혹은 한국문화라고 표현되는

무언가에 노출된 이들이 동일한 행위지향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아처의 비통합적 접근Non-Conflationary Approach이 이 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된 행위자성을 추출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는 고유한 행위주체로서 인간 각각에 다르게 작용하고, 각각의

인간들이 인식한 세계 속에서도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자에 작용하는 환경적인 실체, 예를 들면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을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습공간의 배치,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교육과정, 평가기준을 기술한 문서 등은 지각될 수 있는 사물들이며,

추상적인 수준으로 종합할 수 있는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다. 문화가 통합된

동일성을 지닌 무언가가 아니라는 아처의 입장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식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인간의 해석적 관점 속에서 문화는 가변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행위자가 어떤 현상에 관해 해석한 내용들이

바로 비통합적인 접근으로 포착한 문화의 기술 양상이 된다.

[그림8] 유클리드 벡터 공간에서 두 벡터량의 합

이러한 문화의 해석적 측면은 [그림8]과 같이 힘과 방향을 통해 궤적을

표현하는 유클리드 벡터Euclidian Vector로 도상화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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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축을 힘(반직선의 길이)이라고 놓고, 행위자의 과거

경험맥락과 그를 둘러싼 환경요인을 서로 다른 방향(각도)이라 한다면

해석적으로표현되는행위자의인식세계는 [그림9]와같이두벡터량의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방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세 반직선 각각은

시간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벡터량Vector quantities이 된다.

[그림9] 벡터로 도상화한 맥락, 행위자, 해석된 인식(행위자성)

이 연구는 문화의 양상만을 포착하고 드러내기보다는, 학습자 행위자성과

구조 및 문화의 통합적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아처가

문화와의 관계속에서 평가한 행위자성을 ‘해석된 인식’으로 놓고,

연구참여자들이 기술한 이와 같은 해석된인식과관련된환경맥락과행위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벡터량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환경맥락과

행위자의 경험맥락이 조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부와, 변화라고

할 만한 새로운 ‘벡터’가 출현했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참여자 스스로의 평가: 동료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변화

동료학습환경에서 학습을 수행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전에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전에는 몰랐던 학습 방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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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수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잘 안 하는스타일이었어요.전체적으로

한국 교육에 그런 풍토가 있잖아요. 질문을 하면 좀 요즘은 이상하게 보진 않는데

괜히 나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중략)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는 법, 물어볼 용기랑 그리고 어떤 걸 질문하면 되는지 이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남혜지)

다만 이와 같은 자기진술을 분석v상으로 삼는 데에는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강현은 자신의 성격특성과 학습과정상의 어려움을

연관지어 설명했는데, 그 인과성에 관한 설명과 모순되는 부분이 그 자신의

진술로부터 발견된다.

원래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했는데,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처음 본 사람한테

낯가리는 성격이었어요. (정강현, 학습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학부생으로 활동할 때 신입생들 아랍어 클래스를 3년반을 했는데 (중략) 한번 맡을

때에 8-15명을 맡았는데, 4-5그룹으로 쪼개서 튜터할 사람붙여서클래스를했어요.

그리고후배들이개인적으로요청들어올때통번역공부하는거가르쳐주기도하고.

(정강현, 과거 학습평가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정강현은 내성적인 성격 탓에 42서울 교육 참여 전에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10여 년 전 v학에서 신입생들과

후배들을 v상으로 학습 지도활동을 수행했음이 확인되었다. 스스로를

“소심하고 낯가리는 성격”이라고 기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성향 내지는 행위양상을 일종의 습관으로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요컨v 본 절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변화를 기술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종의 일관성을 갖는 하나의 성향, 즉 행위자 특성이 되었는지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행위특성,

학습 자세에서의 변화를 기술할 때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를 함께 진술한

경우에 한해서 분석v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일화가 게재된 행위특성의 변화 사례는 주로 다른

학습자와의 평가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42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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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동료와의 소통,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팀과제 또는 자신이 제출한 과제물에 v한

동료평가과정에서의 충돌을 꼽았다. 학습 내용 이외에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에서요구되는잠재과업으로서,연구참여자들은다른학습자와의

협력 또는 협상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다루어야만 했다.

팀원이랑 싸웠고 안 좋은 결말을 맞았어요. (중략) “당신이하는것에대해서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나는 파트를 나눴으면 됐지 왜 안좋은

시그널을 보내나 했는데 그 고민을,서로가커뮤니케이션을안하는타입이다보니까

속에만 담고 있었거든요. (정강현)

동료학습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나는 사소하게 보는 지점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

아쉬웠어요. (양재문)

가끔,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평가를 가서나, 설명을 아예 안해주시는 분도

있고, “왜 물어보냐”고 뭐라 한 적도 있어서 (중략) 그런 분들이 가끔 힘들었구요.

(박소민)

교수자가 아닌 동료학습자와 학습과제 수행에 v해서, 혹은 자신의

결과물에 v해 상v방이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쾌한' 경험은

동료학습환경에서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다수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을 때 난처하고 곤란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도원석은 상v방에게 ‘오해’ 받은 경험에 v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겠다, 약간 이런 게 좀있었던것

같은데 (중략)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을 모르고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건데 상대방은

틀린 걸 지적하는 줄 알고 뭐 변명을 한다든가 약간 그런 거… (도원석)

모든 연구참여자가 이와 같은 소통과정상에서의 입장차이 또는 ‘오해’를

통해 학습행동에서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같은 교육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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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을 되짚어보면, 42서울에서 과제 완료를 위해

수행하는 동료평가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에 놓여 있는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편한 경험을 미리 예측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일을

겪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평가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습을수행하게된다.모든연구참여자들은의견충돌의

경험 이후에 동료평가를 준비하는과정에서이를v비한모종의자세position를

갖고 학습을 수행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세는 동료평가가 이어지는

동안 자연스레 지속되고 하나의 학습 습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한 박소민의 경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정신을 차렸다”는 농담섞인 어조로, 가족들은 “v견하다, 공부

열심히 하네”라며 직접적인 칭찬을 건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동료의 존재를 수용하고 상호작용한 결과 다른 사람을 v하는

성격적 특성에도 �향을 받았다고말하는경우도있었다.예컨v황아성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새로운 관점의 습득으로 이어졌다.

본인 생각만 이야기하고, 내 생각은 비효율적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힘든 게 있는데, (중략)이제는좀들어보고, “너는그렇게생각할수도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라고반문할수

있는 힘도 생기고. (황아성)

황아성은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이나 사건이 있었느냐고

묻자, “어떤 친구는 정말 나한테 평생친구하고 싶다고 해서, 손편지를 써준

적”이 있고 이에 v해서 자신이 “감수성이 더 풍부해진 것 같기도” 하다고

자평했다. 천하람 역시 전에 비해서 “사람을 더 만난다”며, 취업준비 과정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인적교류를 피했는데 최근에는 “사람을 만날수있는기회”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변 동료를 v하는 새로운 관점과 자세는,

동료학습환경이라는 조건 바깥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편숙진은 42서울의 교육과정 일부인 3개월간의 기업 인턴십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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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다른 기업 구성원들과 자신의 업무내용을 복기하고 살펴보는 과정이

부재했던 것에 v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운이 좋게 웹 프로젝트를 해서 칭찬도 듣고 평가도 좋게 받았지만 (중략)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들이 적었고 위로 보고하거나 정리하는 체계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도 없고 직접 사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코딩이 맞는지리뷰할사람도

없고…그래도실제로사용되는서비스만든거에대해서는감사한경험이지만,그런

게 아쉬웠어요. (편숙진)

여기에 더해, 편숙진은 “사회에서 만난 분들은 그런 것”, 즉 상v방의

업무결과물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에 “더 큰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면서, “본인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도와주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요컨v 연구참여자들은 42서울 환경 내에서는 다른교육생들과의이어지는

교류를 통해, 그리고 교육과정의 일부인 인턴십을 통해 참여한 실제 직무

현장에서는 다른 현직 엔지니어들과 일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소통지향적

태도를 확인하�다. 특히 이렇게 재발견된 자신의 태도에 v해, 그것이 전에

없었던 것이라거나 42서울 과정 수행을 통해 강화되었다는 발화는 이러한

변화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주어진 환경 맥락과 인식 세계 속의 변치 않는

주체로서 행위자 자신의 경험양상을각각의벡터라고한다면,이를해석하면서

새로이 형성된 행위자의 인식은 그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화된 문화로

기능한다. 그리고 변화된 문화로서 새로운 인식이 다른 행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행위주체 스스로에게 현현되고,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면담 과정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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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간 변화양상 비교: 참여기간과 경험이력을 중심으로

학습자행위자성에서의 변화 양상에 관한 또 다른 접근으로, 이번 절에서는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간 학습행위 양상 기술에서의 차이를

42서울 교육참여기간의 상v적인 장단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참여자들과, 그보다 학습기간이 긴 이들로

나누어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육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초기에 주어지는 ‘블랙홀’ 여유 기간인 150일을 고려할 때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학습종료를 의식하지않고교육생신분을유지할수

있다. 즉 본과정 진입 후 6개월이경과한학습자들은최소한 1개이상의과제의

본과정 동료평가를 수행한 이들로, 교육종료 시점과 진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를 고려해 6개월이라는 교육참여기간을 42서울 과정을

v하는 데에 있어서 변화를 겪는 변곡점이라고 보고,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학습참여기간이 짧은(6개월 미만)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행동특성은 학습수행과 관련해서, 동료 교육생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교류를 한다는 것이다.

검색이 안 나오면 영어로 바꿔서 써보고, 안 나오면 또 사이트에서, 스택오버플로*

같은 데서 파편적으로 약간 단어 분리해서 넣어보고, 그리고 그때도 답이 없으면

이제 옆에 가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김준완)

스터디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토론했어요, 포인터 관련된 함수 구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동료 학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혜지)

동아리나 혹은 소모임 혹은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참가해서 ‘좀 아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원석)

*스택오버플로(stackoverflow):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해 커뮤니티 사용자들이직접작성하는풍부한

질의응답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상v적으로 길게, 즉 이 연구에서 면담을 수행한이들가운데 1년이상

교육에 참여한 이들의 경우에는 학습과제에 v해서 다른 동료 교육생들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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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내용을 찾거나, 구두로 정리된 지식을 전수받는 형태로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레퍼런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해결했는데. 물어볼 사람도 엄청 많고, 이미

끝냈으니까 설명도 잘해주고, 레퍼런스도 엄청좋게과제기본서라고아예사이트를

따로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했죠. (박소민)

‘이걸 어떻게 코드를 옮기지’, 라는 게 바로 안 나와서 그래서 코드를 그대로

가져온다음에 이 코드가 무슨 뜻인지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코드를이해했어요.

(편숙진)

학습참여기간이 상v적으로 긴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받아다가 전체 구조를 다시 뜯어보면서 이를 자기방식v로 이해하는 과정의

학습을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모든 과제는 아니지만, 일부 과제에

v해서는 표절과 학습 사이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자신이 온전히 한 것인 양 일부분만 고쳐서내는

표절 행위는 원칙적으로 42서울 내에서는 금지된다.
23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작업한 결과물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평가과정에서

자신이 제출한 결과물에 v해 평가자의 질문 또는 설명 요청에 적절히 v응할

수 있다면 이는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42서울 교육을

수행해본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과정이 진행될수록 요구되는 과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베끼는 정도로는 평가자들의 질문을

쉽게 방어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이른바 리팩토링refactoring, 즉 어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갖도록

개선하는 것, 즉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작성된 코드의 길이를 줄이는

23
표절행위 적발은 평가자의 몫이다. 평가를 맡게 된 과제가 과거에 수행한 적이 있는 내용이라면,

자신이 과거에 과제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내용과 피평가자의 제출 내용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질문을 던진다. 평가자가 보기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표절이의심된다면이를평가기록지에기록한다.표절판정을받은결과물은

0점 처리되고, 이러한 평가가 반복되면 해당 교육생은 교육장 청소와 같은 벌칙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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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을 통한 학습은 교육 기간이 1년 이상인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변화 양상이었다.

추가적으로,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과정 외의 학습을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다른 주제의 활동들도 포함된다.

요즘에는 AI엔지니어링 관심이 생겨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강화학습 공부하고

있어요. 관련된 선형대수를 깊게 파고 있구요. (정강현)

다른 동료분들이 이거 씨에스 지식 기초부터 하는 챌린지라고 해서 매주 강의 듣고

과제하고 강의보고, 이런 식으로 한달 했어요. (편숙진)

면접 끝나고 9월 중순쯤에 42서울 밋업데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기획을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휴먼즈 오브 42 들어와서 42서울의 예비개발자

이야기를 외부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양재문)

정리하자면, 학습기간의 경과와 함께 연구참여자들의 관심주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42서울의 공통된 커리큘럼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이외에 자신이 관심을 갖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공학 분야에 v한

학습을 병행하거나 42서울 교육생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업 외의 활동을

탐색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상v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은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과제의 해결에 몰두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와

동료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데에 비해서,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상v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습과 동료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다.

학습수행역량과 자신감 역시 교육수행기간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황아성은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42서울 학습을

수행했는데, 공통 커리큘럼의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성기�다”고

느낄만큼 학습수행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만족감을 느꼈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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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명이 중간에 드랍해서, 셋이 하는데 백엔드*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과제에서 요구하는 백엔드 기능을 게임 구현 빼고 다 했어요.

(중략) 새로운 언어로 진행했는데도 되게 코딩을 열심히 재밌게 잘 했는데, 그때는

기분좋게, 재밌게,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것 마냥 했던 거 같아요. (황아성)

*백엔드(back-end): 상용 컴퓨팅 서비스에서 프론트엔드(front-end)와 개념상 대비되어

쓰이는 용어로, 서비스 사용자의 눈 앞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또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백엔드는 데이터 저장 및입출력,연산등을담당하는기능또는

이용자 컴퓨터가 아닌 원격 서버에서 처리되는 프로그램 아키텍쳐(architecture)를 가리킨다.

학습참여기간의 장단에 따른 차이는학습활동수행의복잡도증가로정리할

수 있다.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교수자 중심의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양상은 v체적으로 단조롭다. 설령 학습자가

자체적인 학습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이나 해당

교육과정 내에 의도된 학습으로 정의되기 어렵다. 42서울에서 학습자들은

학습수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시된 과제 이외의 내용을 스스로 학습과제로

설정하거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한 추가 학습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것은 물론

정해진 진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42서울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스스로 이러한 활동을 42서울

내에서 하는 학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추가적

활동들이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시간적으로 유연한 자율적 학습 설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은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형태의학습에참여하는계기로작용하며,

시간이 흐를 수록 연구참여자들의 학습활동 수행 양상은 점차적으로

복잡해진다.

이러한 학습활동의 복잡도 증가는 단순히 활동 형태나 인적 교류의 확산에

그치지않고,학습주제나활동갈래의다양성으로나타난다.즉,개인학습에서

조직적 학습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측면에서의 복잡도 증가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거나, 창업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상용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취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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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력을 쌓기 위한 행사 참여 등으로도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v학이 이와

같은 활동을 과정외 활동으로, 내외부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것과 달리

42서울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실질적인 교육성과로수렴되고,연구참여자들

또한 직무적 성장이라는 큰 목표 내에서 관련된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이와 같은 맥락은 연구참여자 개인 수준에서 학습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활동양상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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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양상에 관한 정리

가. 동료학습환경 내에서 연구참여자 경험이력 선택양상

먼저 환경요인과 서로 다른 경험요인의 작용으로 각 연구참여자의 행동

수준에서의 선택지는 다중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림10]은

연구참여자의 학습이력을 통해 확인된 과거 경험 양상이 세 가지라고 할 때,

동료학습환경 요인과 조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로서경험이력ㄱ

전략을 통해 학습을수행한경우행위자성의궤적이행위자ㄱ'와같이나타날수

있다는것을나타낸다.그림에서경험이력ㄱ-ㄷ은학습수행과정에연구참여자의

서로 다른 경험 및 학습이력의 지속적 작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강현은

스스로 인식한 내성적 성격과, v학시절 아랍어 튜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의 레퍼토리가 양립하고 있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동료간

학습을유도하는 42서울예비과정의환경요인속에서 “주위사람한테물어보는

법”을 학습전략으로 선택했고, 이러한 방식의 학습행동은 1년 넘게 지속된

본과정 내내 지속되었다.

[그림10] 행위자성 발현 양상에 Z향을 주는 두 축에 관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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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v 환경요인과 학습레퍼토리에 따라 드러날 수 있는학습자행위자성의

궤적은 여러가지가 선택될 수 있다. 동료학습환경, 구체적으로는 평가를 위한

다른 교육생들과의 필수적인 접촉,동일한과제를수행하거나시간제한과같은

압박 속에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정서적 맥락의 공유, 전일제 학습자로서

교육장 내 장기 체류 같은 상황 요인은 자신의 지난 학습 궤적(행위자성) 속에

내재되어 있던 유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게 한다. 다수

연구참여자들은, 그러나 정강현과 달리 42서울 교육참여 이전에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인 도구로 활용해본 경험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환경이 동료학습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유인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는 탈락/합격을 결정하는 선발 기제, ‘블랙홀’ 등을

통한 시간 제한, 명시적인 교수자와 교수자료의 결핍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동료학습 참여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캠퍼스에서의

장기 체류, 온라인 채팅방 등 도처에 널려 있는 학습 참여의 기회는 망설임을

줄여주고 평소에 질문을 통한 학습을 별로 수행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남들도

물어가면서 하니까 나도 껴서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양재문은 “피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변에 누가 앉느냐”라고

말했는데, 이는 주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앉더라도 결국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적어도 예비과정에 참여한

이들 중 일부는 학습 초기 어느 시점에 이러한 교육장 내 ‘공기’를 알아차리고,

이를 활용하게 된다. 같은 환경에서 양재문은 다른 동료들의 조력을 얻으려

고군분투한 반면 그의 옆자리에 앉은 이는 “3일 만에 탈주”했음이 확인된다.

예비과정에서 학습을 포기한 이들의 경우 어떤 이유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는 사실상 동일한 환경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양상은

서로 다르다는 아처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즉, 아처가 지적한 v로 모든

문화가 그에 �향을 받는 이들에게 동일한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개인의

고유한 경험 이력과 환경 사이에서 변형되어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이 연구에서 다룬 개별 행위자성의 기술 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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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요인으로서 동료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 성찰적 회고와 문제해결능력

동료학습환경에서 학습자는 교육운�을 담당하는 이들에 의해 구조화된

환경요인 뿐만 아니라, 이 환경 안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다른 학습자로부터도

지속적인 �향을 받는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행위양상이 교육과정이나

학습수행방식에 고정되지 않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보고 배울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은 평가방식에서, 또는 필요한

학습자원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발견하게끔 유도하는 암묵적인 설계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른교육생들과접촉하게했다.이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평가 통과를 위해, 혹은 친목이나 정보교환을 위해 서로 다른

소통방식이나 요구사항을 가진 이들과 조우한다. 스터디그룹은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해주고 필요한 학습자원을 제공하면서 과제수행을 수월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예이고, 마음에 안 드는 평가자는 요구와 기v가 충돌하여

정서적으로 불편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예가 된다.

[그림11]은 서로 다른 학습자의 학습수행 행위양상을 벡터량으로 나타내,

이들이 서로 조우하며 행동 수준의 선택에 �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서로의

학습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도상화한 것이다. 행위자ㄱ-ㄷ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적/인식적 행위자성 발현양상 사례 각각에 v응된다. 그림에서 각 궤적의

길이는 학습 시간에 비례하는데, 학습자들은 동료학습을 계기로 그 이전까지

각자가 42서울 학습시작이후축적한학습경험이력을직간접적으로공유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물론 그 이전의 개인적인 학습경험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동료학습환경 요인은 학습경험의 교환과 전수 기회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매개요인이자 개입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v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멘토링’ 활동과의 42서울의 차이가 있다면 동료간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관리자나 교수자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 완수’와 성공적인 취업 또는 진로 개척이라는 공유된

목적 하에서연구참여자들은정해진동료학습수행방식을 ‘알아서’잘따라가는

모습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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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행위자성 변화의 개별 양상을 표현한 도식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은 감시자나 평가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하루에 열

시간이 넘는 학습을 몇날 며칠 이어가기도 하고, 청소나 식사 같은 기본적인

생활관리를 뒤로 한 채 “폐인”처럼 과제수행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다.

42서울 과정은 그 수료 자체로 보상이 주어지거나, 국가고시와 같은 규격화된

신분 전환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보통신 산업 분야의 전망이밝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습 종료 이후 혹은 과정 마무리 시기에 스스로 취업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두하게 만드는 요인은 결국

구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다른 동료학습자들의 학습수행 양상 그 자체다.

평가를 받으면서, 혹은 평가를 제공하면서 직접적인 학습동기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렇게 맺어진 친교의결과로학습수행을독려하는소그룹을형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은 교육과정이나 평가방식 그

자체라기보다는, 다양한 학습자들이 지닌 서로 다른 경험적 맥락이 곧

학습환경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학습환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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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의 평가과정, 개인학습과 동료학습의 순환을 통해 자신의 학습활동을

성찰적으로 회고하고,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과 유연성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육생, 즉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특정한 학습환경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과제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고, 주어진 과업수행 상황에서 자신과 상v방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며 효과적인 문제해결전략을 탐색하는 태도를 습득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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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및 제언

1. 논의

(1) 학습자 행위자성에 관한 연구 사례의 모형화

연구 결과, 42서울의 교육은 동료학습환경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적 회고를

촉진하고, 이를 그들의 생활양식으로 통합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하�다. 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 속 교육생 개인이 학습을 하면서 인식한

문화적 측면과 더불어, 개인의 지각과 감각을 넘어서는 구조로서의

통제기제라는 두 층화된 현상이 시간적 경과의 흐름을 통해 어떻게 독특한

학습결과를 조형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연구 결과에서 질적으로 기술한

맥락들을 개념 중심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료학습환경과

그 너머의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구조, 연구참여자의 학습자 행위자성 맥락,

개인에게 내재 또는 인식된 문화 각각의 v응 요소는 [표12]와 같이 모형화할

수 있다.

형태발생 양상

(작용 강도)

⸻⸻⸻⸻시간 경과⸻⸻⸻⸺→

구조적 조건화 (낮음) 상호작용 (중간) 구조적 정교화 (높음)

외화
explicit

|
|
내재
implicit

구조: 통제기제 교수자 없는 혼합 인프라 평가와 선별 기제 정책(거시)적 개입

행위자성 맥락 교육참여계기 경험이력 취사取捨 태도, 행동 수준의 변화

인식된 문화 어깨너머학습 눈치, 분위기, 소속감 학습동아리

[표12] 42서울 학습경험 사례에 관한 SAC(Structure, Agency & Culture) 모형(Archer, ����)

[표12]는 42서울 학습경험사례를 구조화하여
24
이 사례를 설명하는 통합

모형으로서, 연구결과로 드러난 질적 기술을 종합하고, 개방된 사회 체제로서

42서울 학습환경의 구성적 의의, 교육적 효과를 한층 명료하게 드러낸다.

24
결론에서 사용하는 ʻ구조화’란,행위자성과구조,문화세요소(SAC, Structure, Agency & Culture)

간의 작동 양상을 유연하게 드러내기 위해 연구결과에따라도출된개념연결망을드러내는작업을

가리킨다. 지배적 기제로서 구조를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접근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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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의 상하를 이루는 구조, 행위자성 맥락, 문화 요소, 또 좌우로 시간

경과에 따른 작용 수준을 달리 보여주는 조건화와 정교화에 관한 측면은

아처(Archer, 1995; 2020)가 제안한 형태발생론적 접근 방법을(그림12),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42서울 소속 연구참여자들의 학습경험사례에적용한

것이다. 이에 관해 각각을 연결지어, 다음 세 가지로 상술할 수 있다.

구조적 조건화Structural Conditioning

시점T1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T2 T3

구조적 정교화Structural Elaboration

T4

[그림12] 기본적인 형태발생 순서(Archer, ����: Archer, ����에서 재인용)

첫째, 낮은 수준의 구조적 조건화 단계에 관한 것이다. 통제기제로서

작동하는 구조로서는 42서울의 혼합형 학습인프라, 행위자성 맥락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교육참여 계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식된 문화로서

어깨너머학습이 전반적인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낸다. 학습진행 수준을

파악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과 v면평가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오프라인 공간 위에서 학습자들은 취업이나 진로탐색을

위한 직무 계발 동기를 바탕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이때 일부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가는’ 다른 학습자들의 활동수행 양상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어깨너머학습’을 하게 된다. 특히 42서울의

예비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제는 수행주기가 짧아 수행 방법이나 과제의 해답이

교육생 그룹 내에서 빠르게 전파된다. 과제에 v해 v화를 나누고 있는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어깨너머학습’은 처음에는 소수를 통해서,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시간 안에 캠퍼스 내 학습 동료들 사이에 인식된 문화로 자리잡게 된다.

둘째, 구조적 조건화보다는 작용강도가 조금 더 큰 상호작용 수준의

형태발생 양상에 관한 것이다. 42서울 학업 프로토콜로서 학습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한 동료평가 방식과 ‘블랙홀’ 제도 같은 지속적인 선별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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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과거 경험 또는 학습이력의 선별적 취사取捨와 맞물려 학습자 그룹

내의 ‘눈치’ 문화를 유지시킨다. 예컨v 학습자는 v화 끼어들기를 비롯한

어깨너머학습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다가, 과제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동료평가에 참여하면서 평가자와의 ‘협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피평가자인 학습자는, 학습과제에 v한 이해 수준이

평가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평가자가 자신과 다른 통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학습 수행 과정에서, 과제통과를위해어느정도의지식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v해 자신의 수행 수준은 물론 같은 과제에 v한

동료들의 평가경험을 탐문하면서 ‘눈치’를 보게 된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에

v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벌칙 부과, 예비과정 후 본과정 합격 여부 판정

제도, 본과정에서는 ‘블랙홀’ 기한을 통한 신분 박탈 기능 등 지속적인

선별기제가 교육생 전체에 작용하면서, 암묵적인 지침으로서 특정한 분위기가

일종의 문화를 형성한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정답 코드를 보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이를 따르거나, 남의 코드를 베끼더라도

그것에 관한 지식을 완벽히 숙지하는것은그래도괜찮다고판단하는발화처럼

다소 주관성이 개입되지만 교육생들끼리는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수행 기준을 수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읽는 학습자 집단으로서 42서울의

교육생들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소속감을 갖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v해서, 42서울 바깥의 사람들은

맥락에 v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비과정과 같이 짧은 기간에 지식 수준에서는 물론 새롭게 알게 된 동료

교육생들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한 교육생들은 42서울

프로그램에 관한 일종의 하위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체성 획득에 실패하거나, 이 문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컴퓨터 관련 전공지식 또는 학습경험이 있는지

여부, 교수자 없이 학습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거나 기획한 경험 여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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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행위자성 맥락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는 이 �향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수행과 문화적 수용을 요구하는 동료학습환경에 적응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내재화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건화 및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적 정교화

측면에 관한 것이다. 정부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정책적 개입과, 학습

기간의 경과로 형성된 태도 및 행동 수준의 변화에 관한 행위자성 맥락은창업

프로젝트나 그룹 스터디와 같은 학습동아리 문화를 탄생시킨다. 42서울은

취업박람회, 멘토단 운�, 학습지원금 제도, 동아리 활동 장려와 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하여 학습자 개개인이 지닌 개인적 동기로서

취업준비나 직무역량 계발에 더 몰두하게 만든다. 특히 42서울 학습기간이 길

수록,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은 혼자서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산발적이거나

부정기적이기보다 좀 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협동 과업 수행 욕구를

촉진한다. 42서울의 마지막 공통과제는 상용 서비스와 유사한, 인터넷에서

작동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팀 과제다. 통상 3개월 가량 걸린다고 알려진 이

과제는 별도의 동아리나 스터디를 하지 않는 학습자에게도, 수행 과정을 통해

협동 과업의 실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팀 결과물이 완성되었을 때

개인적 만족감을 넘어 ‘함께 해냈다’는 사회적 수준의 만족을 맛보게 한다.

구조적 조건화, 상호작용, 구조적 정교화를 나누어 설명하면서 덧붙인

형태발생 양상의 작용강도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상에 작동하는 요인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구조로서의 42서울의 종합적 동료학습환경은

통제기제로서 인프라, 학업수행 규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물론 정부의

제도적 개입 모두를 아우른다. 행위자성 맥락은 학습자 개인에 내재된 기존

학습 경험이, 직무역량 강화라는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개인의 학습 이력에

따라 태도와 행동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때 개인

수준에서, 혹은 42서울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구체적인프로그램과기관

수준에서 시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학습관련 문화의 양상은 구조와

맥락의 결과이면서 그 이후에 참여하는 학습자와 기관 담당자들이 이러한

문화를 유지하거나 지속시키게 만드는 낮은 수준의 이데올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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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한다. 42서울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혹은 한계에 관한평가나지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세부적인 혹은 기술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학습자로 매개된 현상을 둘러싼 통합된 실체가, 문화 혹은 낮은

이데올로기로서 42서울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세계에 지속적인 �향을 끼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동료학습환경에서 짧게는 6개월이하,길게는 1년반이상학습을

수행한 연구참여자들의 학습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 행위자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연구 문제로 설정하�다. 이에 답하는 과정으로서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료학습환경이라는 특정한 교육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는지에 관해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습경험의 질적 맥락을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 기술된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맥락은 42서울이라는 특정한 학습환경 전체 또는 1천

명이 넘는 교육생 모두의 사례를 아우르지 못한다.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바로 교육에서탈락한이들의경험이누락되었다는점이다. 42서울교육과정은

4주간의 예비과정과그후최v 2년의본과정으로나뉘어진행된다.예비과정과

본과정 사이에는 공개되지 않은 기준에 의해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측의 선발

단계가 존재한다. 예비과정은 ‘작은 본과정’으로, 과제의 양과범위는다르지만

평가와 학습 양상은 거의 동일하다.이연구의면담에응한 11명은모두본과정

교육생으로, 예비과정 ‘라 피신’을 마치고 모종의 선발기준을통과한이들이다.

즉, 이 선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한 이들은 본과정에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본과정에서 ‘블랙홀’에 빠진이들역시연구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적어도 이 연구에 응한 참여자들은 모두 예비과정과

‘블랙홀’이라는 거름망을 통과한, 동료학습환경에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바꿔말하면 42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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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학습환경은 지속적인 ‘수질관리’의 결과로 동기와 기v성취수준이 높은

이들을 계속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료학습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없었던

이들에 v한 이해와 분석을 담을 수 없었다. 예비과정에서 혼란을 겪다가

교육장을 ‘탈주’한 이들이(혹은 본과정에서 ‘블랙홀’에 빠진 이들이)

동료학습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문제상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들이 동료학습을 수행한 양상은 어떠했는지에 관한 행위자성을 기술하지는

못한 것이다. 동료학습환경은학습자들의자율적인개인학습을촉진하고,교수

자원을 절약하여 강의 및 평가중심 교육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모든 교육 참여자들에게 자발적

동료학습을 유도해내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지기 이전’

학습자 풀pool의 사람들이 알아서 헤엄치기를 유도하는 ‘수�장’에서 어떻게

‘헤엄치는지’ 관찰하는 것 또한 성인학습 사례연구로서 흥미로운 맥락을

보여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습경험 사례로서 42서울 본과정

학습자의 경험에 한정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동료학습은 처음부터 교수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역 또는 교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훌륭한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학술 및 기술 분야에 관한 자생적인 학습동아리나,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무 세계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는

동료학습의 오랜 사례일 것이다. 고객을 발굴하고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교수학습의 양적 확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진행중인

팬데믹 이후 세계의 교육 장면에서 동료학습 활용 사례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v된다. 앞으로 동료학습이 잘 맞지 않는 이들의 경험사례 또는 기존의

교수전략을 혼합하여 기획한 더 다양한 동료학습환경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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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유효한 성인 학습을 위한 통합적 관점 두 가지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사례를 기술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들의 학습 여정을 구성하는 혹은 조형하는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의 한계에서 밝힌 것처럼, 이 모형은 환경 전체를 조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습자를 설명하지 못한다.다른환경,다른학습주제에관한

경험사례에 관해 그 성과를 단정하는 예측력을 갖지 못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예컨v 2022년 7월 프린스턴v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으로 불거진 논쟁
25
에 내포된 담론으로서, ‘개인의 뛰어난 학습

성취가드러나게하려면어떤사회적조건과문화가필요한지’에관한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요컨v 이 연구는 개방된 사회체제에서 교육의 구조와

문화가 학습자 개인의 학습활동 혹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위 주제에 관해 본 연구로써 제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집단수준에서의 유효한 성인 학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문화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적 학습 환경으로서 혼합형

인프라, 그 위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학습을 조형하기 위한 동료평가 규칙과

선별기제, 교육기관과 그 너머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교육기획 의도로서

학습자들의 몰입과 직무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 둘째,

교육에 참여한 개인의 학습수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경험 맥락과 조응하는 상호작용 촉진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해방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25
2022년 7월, 프린스턴 대학 소속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에서는 때아닌

ʻ한국 교육’ 논쟁이 소환되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릴만큼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상을, 한국의 제도 교육과 입시문화의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의견이언론을통해개진되었다.가장보수적인일간지는그의수상을

“수포자 늘리는 암기 교육 정비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고(조선일보 사설, 2022년 7월 6일), 한

고등학교 교사는 그의 성취와 국가나 사회 수준의 교육을 연결시키려는 논의가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전대원, 오마이뉴스, 2022년 7월 12일). 개인의 뛰어난 연구 업적, 즉

학습 성과에 관한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관심은 성인학습에 관한 오랜 주제와도 연결된다: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개인의 뛰어난 학습성취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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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행위자성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문화의 구축

연구 과정에서 ‘집단 수준의 의도된 학습 성취를 담보하려면, 고수준의

조건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
26
그것은 42본원의 직� 캠퍼스 중 하나인 미국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캠퍼스(이하 ‘��SV’)에서 벌어진 일로, 2020년 12월경에 목격한

사건이다. 그 무렵 나는 42서울 본과정생 자격을 얻어, 전세계 1만명 넘는 ‘42’

학습자들의 온라인 v화방에 다른 동기 교육생들과 입장하게 되었다. 이

v화방은여러개의채널로나뉘어있고통상나라별로채널이달리운�되지만

예를 들어 ‘월드 제너럴(_world_general)’ 채널에서는 전세계의 모든

교육생과 캠퍼스 운�진들이 v화를 나눌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결과

미국내 v부분의교육시설이폐쇄되었다. ‘��SV’역시건물폐쇄로캠퍼스측은

모든 교육생들의 퇴소를 요구했는데, 실리콘밸리 캠퍼스의 한 교육생이 ‘월드

제너럴’ 채널에 다른 캠퍼스의 모든 교육생과 운�진이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겨 이로 인한 문제상황을 공론화했다. 문제를 공론화한 교육생은 캠퍼스

측의 “불법적인 퇴거조치(illegally evict)”로 50명 가량이 인터넷과

전기공급이 중단된 기숙사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프랑스에서 42 교육을 참여하다가, 일종의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있는 ‘��SV’로 건너간 경우�다. 그를 포함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유럽과 러시아 출신의 교육생 입장에서는, 어느 책임있는

당사자도이에v한해결책을제공하지못하는것에v해문제를제기할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다. 이 v화에 의견을 남긴 전세계의 다른 교육생들이 모두

그의 주장에동의하지는않았다. “미국과프랑스는다를수밖에없다”며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권유는 물론, “무료 교육에 생활비까지 받기를 원하느냐”며

조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26
본 연구의 중심주제인 42서울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다른 연구참여자로서의 내 학습경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본 절의 제언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함의를 지닌 경험이라고 판단해 이를

자세히 기술하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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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좁게는 직무교육, 넓게는 교육활동 자체가 그에 참여하는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향을 받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실제로

42 교육의 ‘원조’ 격인 프랑스 본원의 교육생들은 프랑스 정부의 복지 정책

�향력 아래에 있다. 에콜42의 최초 설립 당시에는 설립자의 재정 출연出捐과

해외 캠퍼스로의 교육운� 및 저작물 임v 수익을 통해 완전히 독립적인 민간

교육으로 운�되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교육생에 v한 재정 지원이라는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콜42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 2016년

‘디지털 그랑제콜Grande École du Numérique’로 지정되었는데, ‘디지털

그랑제콜’은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부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여러

비학위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의 정책명이다. 디지털 그랑제콜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부에 교육참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신청자의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9,233명의 학습자가 디지털 그랑제콜 교육에

참여하�고 이중 45%가 수료 후 취업했다.
27

프랑스나, 마찬가지 맥락에서 교육지원금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는 한국 42서울의 상황과 달리, ‘��SV’는 본원의 라이센스를 받긴

했지만 이에 관한 미국의 공공지원 체계는 전혀존재하지않았다.결국 2020년

말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교류학생 등을 위해 제공되던 ‘��SV’ 캠퍼스의

교육장과 기숙사가 폐쇄되고 전기가 끊긴 가운데, 일부 교육생들은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미국 현지에서는 이를 공적인 이슈로 담아낼 사회적인 맥락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운�이 중단된 교육기관 소속 학습자의 교육 받을

권리라던가, 표면적인 학습 이외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맥락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폐쇄와 퇴거요청이 일방적으로

전달된 상황에서, 미국 이외 국적자인 교육생들의 권리나 그들에 v한 보호

책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실제로 캠퍼스 폐쇄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27
디지털 그랑제콜(Grande École du Numérique) 웹사이트, 2022년 6월 30일 접속.

www.grandeecolenumeriqu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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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은 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SV’는 운�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개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건으로부터 예컨v 초기성인기 직무관련 학습자의 경제사회적

자산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교육에는국가가반드시개입하여야한다는주장을

도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도 바깥에서 직무 훈련 성격의

장기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자들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는

내외부적 맥락이 구조와 문화 수준에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42서울과 관련해서, 또는 교수자의 확보나 교육환경 구축이

난망한 다양한 현장형 교육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습활동과 관련된 당면한

요구 이외의 비교육적 또는 학습 주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이연구의배경이된 42서울교육에서,주로 20v중후반의성인

학습자들에게 동료학습환경과 선별 기제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 프로토콜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적 효용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가정, 지역사회, 복지 수준의 보이지 않는 맥락이 없다면 각

연구참여자의 학습성취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학습자들은

이러한 점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이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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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방적 교육’이 투영된 학습자간 상호작용 촉진환경

학습 성취에 관해 개인적이고 심인적인psychogenic 접근을 넘어, 맥락과

환경을 고민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유효한

성인 학습을 담보하는 종합적이고 통섭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 연구는 1차적으로는 도구적인 학습 수행요소와, 구체적인

활동을 둘러싼 기술적인 규약들, 그리고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학습자 개인의 내재된 사회 맥락이라 할수

있는 과거의 경험 이력, 그리고 이로써 창안되는 외부자 눈에 곧바로포착되지

않는 문화의 구조 역시 학습의 미시적 구성요인과 동등한 비중으로 중요하다.

학습을 둘러싼 문화의 한 예로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개선하려는

사람들의 느슨한형태의실천공동체CoP를들수있다.그들은일을하면서겪은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을 통해 전파시킴으로써 이를 공동자산shared

repertoire으로 삼아 서로의 학습을 촉진시킨다(Wenger, 1998). 덕분에, 마치

컴퓨터 자체의 연산 능력에 v한 조그만 개선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기술의

개선 수준과 속도를 빠르게 앞당기는 수확 가속의 효과The Law of Accelerating

Returns를 낳는 것처럼, 이 분야의 학습에도 마찬가지의 법칙이 적용된다.

컴퓨터와 관련된 학습을 시작한 사람은 기초적인 내용을 스스로 터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점차 더수월하고빠르게배울수있다.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찾을 수만 있다면‒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에 v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으로 모든 분야에 v한 모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저절로 고양되지는

않는다. 자료가 너무 많아 무엇부터 봐야할지조차모른다면,그자체로학습에

지체가 생길 수 있고 이에 v한 조력이나조언이필요하다.방v한자료덕분에

학습에서의 수확가속 법칙이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 관련

부문에서, 학습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인적도움이나학습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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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서울의 동료학습환경은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포착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방법’을 동료를 통해서 터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낯선 분야를 혼자 학습하는 학습자는 모르는 내용을 여러차례

맞닥뜨릴 때 학습을 포기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이

밝힌 것처럼, 모르는 부분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과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뭔가를 배우다보면 학습자들은

기초적인 학습수행에 필요한 몇 가지 역량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들이 ‘스스로’ 터득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라는 의미의 ‘스스로 학습’은 아니다. 학습자 개인의

특성으로 여겨지기 쉬운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을 학습자 행위자성의

관점에서 기술한다면, 동료학습환경에서는 동료간 상호작용 혹은 그러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특정한 구조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컴퓨터 공학, 디지털기술산업은자유시장에서무제한경쟁이이루어진다고

보는 현v의 경제 및 국제질서 속에서 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정부와 기업은 컴퓨터 관련 기술 인재의 양성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경제구조를 혁신함으로써 당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치열한 첨단산업 내의 기업간

경쟁뿐 아니라,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분야의 교육실천가와

학습자가 공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인재양성 과정에서

특정 �역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교육에

참여한 인재들이 스스로 혁신가를 지향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해방적 교육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Liu, ����).

해방적 교육이란 v화를 촉진하는 신뢰 관계의 구축, 지식과 행동을

일치시켜나가는 변화 과정을 조건으로 한다(Freire, 1968).프레이리는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의 문해 교육의 의미를 조명하고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새로운 교육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교육 담론을 제시하�다. 이러한 해방의 과정은 문맹과 가난이라는

열악한 소외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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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었다. 오늘날 상v적으로 부유한 국가 시민들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은

그보다는 훨씬 개선되었고, 이와 같은 ‘해방의 교육’이 고려될 여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리우가 에콜42의 교육환경을 연구하고 평가하면서

해방적 교육을 다시 소환한 까닭은 미시적인 교육장면에서의 해방이 단순히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담론일뿐 아니라, 학습 과정

자체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혹은 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적 토v를 제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2서울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교과서의 부재를

문제 상황이 아니라, 기회로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직무 현장에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것은 교수자나 정해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주변의 동료와 자기 능력으로 접근할수

있는 학습자료를 발견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미시적인 학습 수준에서의 ‘해방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형성된 학습자 행위자성이 그들의 인식과

동료학습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학습의 형태는단순하지만효과적인, ‘직접v화에

기반한 상호작용’이다. 42서울의교육은이러한상호작용을학습과정의핵심에

놓고, 학습자들의 역량과태도를함께계발한다.이는 “교육은의사소통에의해

진행되며,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산물”이라고 보았던

린드만(Lindeman, 1926)의 성인교육에 관한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자기 표현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 행동은 개인에

속하지만, 행위는 사회적이다.” 동료학습은 단순히 동료를 학습의 자원으로

여기는 개인학습의 연장이 아니라, 학습환경이라는 구체적인 사회 속에서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회에 속한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특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자를 양성하거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산업 분야, 혹은 다른 산업과 경제구조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학습은 불가피하게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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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성은 학습과교육과정과학습자료가 ‘준비될때까지’학습참여를지체할

수밖에 없는 핑계가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한 이들이 스스로 ‘혁신적인

방법’으로 학습하게 만드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에는 물론

양면성이 존재한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혁신가가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술과 자본의 변화에 v응하여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계발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담론구조 하에서의 소외 및 종속관계를 자기

삶에 반�시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무릇 교육이란 사회

불평등과 모순을 재생산하는 한계와, 학습을 통해 소외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는 연v와 의식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따라서

동료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은 교육자는 물론 학습자에게

그것이 학습 성취와 역량강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보하는, 고려할만한

선택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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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Learners Learn Without a Teacher:

A Qualitative Case Study on Students of �� Seoul,

an Adult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Peer-Learning Environment

Kim, Junghyu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group of people wanting to learn to swim are gathered around a pool.

As an instructor, you take them to the pool and demonstrate the 4 main

strokes of swimming. Then you say "well, go learn yourself to swim in 5

days. 5 days left for the exam!" and leisurely leave them there. What will

happen to the pool after that? Can they learn how to swim? If they can,

through what process would it be possible?

42 Seoul covered in this study is an adult vocational training

program on computer science to produce software develop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ubject of learners by selecting

11 people who applied to and joined the 42 Seoul program as research

participants under the condition of a peer learning environment. I

answere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by qualitatively

describing and analysing their learning experience through interview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First, what was the reason that they participated in 42 Seoul, and

their learning context before participating?

Second, how do learners' previously formed experiences and

contexts of learning affect the structuring of new learning experiences in

the peer learning environment of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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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how has their learner agency changed in the environment?

I accepted the suggestion of Lindeman(����) that each person can

discover 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only by participating oneself in

the process of adult education. So, I applied to and joined through the

curriculum of 42 Seoul for about one and half years as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underwent as well.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articipants' motivation for applying to 42 Seoul and their previous

learning context are as follows; The study participants had different

learning histories and contexts, but the reasons for taking the educa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histories and contexts.

The first are those who majored in computer science in college. They

stated their level of learning felt not so enough that they had applied to

the 42 program to improve it. On the other hand, people who had had no

experience in learning relevant contents of computer science tended to

choose a new career path amid the social pressures caused by recent

industry changes due to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ond, different aspects appeared between the context and the

structure of their learning experiences according to whether they had

relevant ones to the 42 Seoul Program. In addition, the learners

circulated the behavioural loop of individual learning and peer-based

one, forming relationships with emotionally close peers and exchanging

information in which they devoted much of their time to learning.

Finally, as a result of peer learning, a change appears in the

learner's agency. The participants self-generated new information and

learning methods in a peer learning proces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reated new learning trajectories by interacting with peers to

imitate or share the learning strategies with others while trying to

modify their own, previous ones.

The above result can be modelled into three aspects (SAC,

Structure, Agency and Culture): the participants’ agency, the structure

and the perceived culture that mediate or influence it(SA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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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and Culture). According to the morphogenetic approach

proposed by Archer(����), each of them correspond to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 of 42 Seoul based on peer learning as a

structure, the agency of learners whose attitude and behaviour level

change according to their histories of learning, and the internalized

culture through participating the curriculum of 42 Seoul. The aspect in

which these three elements are mediated through the research

participants works as a low-level ideology that maintains the specific

results of participants learning in �� Seoul.

This study has limita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ho joined 42 curriculum after passing the

exam of the Preparatory Course of it, La Piscine, could not address the

experiences of those who did not learn effectively in a peer learning

environment. Peer learning is an excellent learning method for those

who want to start learning in an area where instructors cannot exist in

the first place or where teaching resources are scarc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se cases of peer learning will increase in the world's

education scene after the pandemic, where demand for online learning

with no physical instructor is rapidly increasing.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follow-up studies on a more diverse peer learning environment

designed by mixing the experiences of those who do not fit well with the

methodology of peer learning or existing teaching strategies within it.

Keywords: Peer learning, Learner agency, SAC,

�� Seoul, Ecole ��, Korean Adult education,

Computer Science education, Education for job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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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참여자용 질문지

● 인사, 라포형성, 학습수행상황에 대한 개괄적 질문

(연구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한 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육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에 참여하는 날에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하루에 몇 시간쯤 공부하세요?

● 학습행위자성 측면에서 본 과거의 경험

42서울 교육에 참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전일제 장기 직무과정인데, 참여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42서울 이전에 어떤 학습을 하셨나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학교 말고 교육프로그램이나스터디그룹,학원,온라인강좌같은것을들으신

경험이 있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 학습행위자성을 통해 투사되는 미래에의 기대와 정향orientation

42서울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42서울이 어떤 교육과정이라고 이해를 했나요?

어떤 정보를 찾아보셨나요? (보시고 어떠셨나요?)

그곳들과 비교했을 때 42서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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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혹은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그곳들과 비교했을 때 42서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2서울에는 강사나 교사가 없는데,교육하기전에동료학습에대해서는어떤기대를

갖고 계셨나요?

● 우발적 현재에 관한 판단과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자성 양상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분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로 전망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신 분야가 있나요?

42서울에서 친하게 지내는 교육생이 있나요?

그 분들과는 어떻게 교류하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진로에 관한 전망도 같이 하시나요.

42서울 온라인 테스트와 지원 과정은 어떠셨나요.

예비과정은 어떤 식으로 참여하셨나요.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모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셨나요?

하루 일과는 어땠나요.

그 전에 학교나 교육받으시면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 공부한 것을 그 이전에 평가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148



다른 일을 병행하셨나요?

지금까지 어떤 과제를 수행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42서울의 동료학습 방식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요?

42서울 교육 참여 이후에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주변에서 들은 말이 있나요?

● 마무리 질문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들 가운데 보충하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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碩⼠卒業謝禮

논문을 퇴고하다가, ‘결론적으로’라는 말마디만 스물 세번 썼다는 걸

알고 엷게 웃었습니다. 아쉬운 솜씨로 얼른 매듭짓고 싶었던 제 조급한

마음이 숨지 못하고 글 여기저기 드러나 있지 않을까, 가벼운 걱정이

듭니다.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 논문은 제가 熱誠을 다해 보낸 겨울

그리고 여름 두 철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석사과정 졸업에 이르기까지

저를 지켜보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습자경험 연구라는 논문의 큰 방향을 제시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석사과정입학 이후 학업과정을 지도해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v중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지도 덕분에 연구 진행의 매

고비를 새로운 발견의 계기로 삼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업지도

위원으로 논문 시작과 끝을 살펴봐주신 유성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주신 덕분에 초반 다소 부실했던 제 논문의

이론 기반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남겨주신말씀v로,앞으로삶에서도

“배움이 길이 되는 모습”을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으로 최종적인 수정 방향에 v해서 지도해주신

오헌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관련된 교육의 실천�역

에서는 물론 학술적으로 갖는 의미에 v해서 짚어주시고 평가해주신

덕분에 논의를 잘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학외 심사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v면 지도를 해 주신 임완철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

논문이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v한 작은 보답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재단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이민석 초v 학장님,

연구진행을 허락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42서울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되고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데 v해

교육생 중 한 사람으로서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석사과정을 시작한 동기생 다섯 분께도 빚을 졌습니다.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교직에서 혹은 여러분이 계신어느곳에서라도멋진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논문작성 중 귀찮을 법한 제 질문에도

귀기울이고 소중한 코멘트 남겨주신, 교육적 상상력과 대안적 미래EIAF

연구실의 선후배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실 선생님들과의 정기적인 혹은 드문드문한 마주침이

없었다면 논문을 끝맺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편, 연구진행 중

면담요청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 응해주신 연구참여자 열한 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v학원 과정의 시작과 끝을 응원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들된 도리로 두 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드리겠습니다. 예비사위를 늘 환하게 맞아주시는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깊이 아끼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내 가장 깊은곳에있는사람,내知的

여정의 동반자 은교씨에게 말로는 다 못 담아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제가여기까지올수있었던건학위과정과논문작성의어려운

순간마다를 함께 견뎌준 당신 덕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의 수많은

순간에도 서로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치열하게 살아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2022년 늦여름에

김정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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