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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으로서의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 생애사 분석법

박 성 희1)

요 약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효과적인 성인교육 방법인 생애교육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총체적이고 획일적인 성인교육 프로그램들은 개
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 사회에서는 가지각색의 개인의 학습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현대화 과정 속의 개인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위기를 극
복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여겨진다. 성인교육은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자기주
도적 학습을 통하여 효과적일 수 있다. 스스로 배우는 법, 즉 자아발견의 과정
을 통하여 개인은 스스로 깨우치고 자기의 문제해결을 새로운 삶의 시각의 구
성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서론에서는 사회학
적인 개인화 논쟁이 성인교육학에서의 생애사 연구를 활성화시켰음을 알아보았
고, 본론에서는 생애사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그리고 경험연구를 통하여
생애사 연구를 서술하였다. 이제 한국에서도 노령화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평생
교육의 의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질적인 생애사 연구는 일상생활세계에서
개인의 시각으로 생애사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사회화의 실제상을 잘 나타내주
고 있다. 생애사 연구는 성인교육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핵심되는 말 : 생애사 연구, 이론적 윤곽, 성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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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벡(Beck)의 개인화(Individualisierung) 논제는 인생의 모든 시기가 배움의 장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현대 사회 속의 개인은 전통 사회와는 달
리 가족이나 사회 집단의 보호에서 점점 이탈되어져서, 사회의 획일적인 확신
과 주도적인 규범에서 자유로와지는 동시에, 사회 속의 한 개인은 또 각자의
선택에 의하여 사회에 재접촉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탈현상, 불안정
성, 그리고 재접촉 현상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Beck, 1986)의 <위험사회
(Risikogesellschaft)>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는 개인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끊임없는
선택의 강요를 받게 된다고 했다.
한가지 사례로 벡은 직업을 선택할 때를 예로 들고 있다. 개인은 여러 가지
의 일자리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되며 자기가 선택한 그 직업 때문에 또한 자
기가 속해 있던 안정된 집단을 떠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
시에 새로운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다. 이러한 개인은 선택의 기회가 많
아질수록 자신이 속해 있던 전통 집단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대화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개인은 보호막이 되었던 집단에서 분
리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확대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개인화 논제는 교육이 이제는 삶의 장에서 펼쳐지는 생애교육이 평생동안
진행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 독일의 성인교육자 카데
(Kade, 1989)는 이런 교육의 보편화 현상을 “Universalisierung der Pädagogik”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화사회의 교육의 보편화 현상은 특별한 교육의 시기와 특
별한 공간에서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 역사적인 발전 때문에 현대에
는 시간적으로 다른 규칙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
애사를 통한 배움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생애연구가 현대사회에서 차츰
연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애사란 이제 뚜렷하고 획
일적인 규칙이 되는 인생주기(lifecourse)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서 개인의 잠재
력 발전 가능성에 따라 즉, 개인의 가소성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로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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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벡의 개인화 논제(Individualisierungsthese)는 성인교육이 이제 평생교육의 패러
다임의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명백히 나타내주고 있다. 지금 독일에서는 성인
교육연구 중 생활세계(Strukturen der Lebenswelt) 사상에 근거한 생애사 연구를
통한 개인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생활세계를 다시 재구성하는 개인의
행위를 연구(Schütz & Luckmann, 1979)하는 것은 사회체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순응된 인간이 아닌 적극적이고 발달의 잠재력을 가진 사회의 참가자로서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스트만(Postman)의 “유년기의 소멸(Verschwinden der Kindheit)”이라는 논제나
블리(Bly)의 “어른의 절름발이 현상(Infantilisierung des Erwachsenenstatus)”은 인간
이 항상 배워나가야 하는 학습의 주체임을 상기시켜주며 또 변화하는 시대에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나가기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시됨을 분
명히 해주고 있다. 개인이 행동하는 주체로서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끊임없이 발달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Alheit &
Dausien, 2000). 그것의 결과는 개인은 자기만의 독특한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생애사(fragile Biographie)를 꾸미게 된다. 현대 시대의 생애사는 연속성의 법칙
을 갖고 언제든지 다시 재조정될 수 있으며 그런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의미의 지평이 점점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획일적
인 상징적인 본질적인 생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화의 개인의 삶은 합성되
며 또 구성된다고 힛츨러와 호너(Hitzler & Honer, 1994)는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학설에 힘입어 경험의 재구성인 생애교육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생애교육(Alheit, 1993)이란 개인이 삶의 전 과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 삶
의 구조를 성찰하여보고 시각의 전환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
여 이런 방법만이 성인교육에서 가장 생산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에서
발달된 연구이다. 성인교육에서 개인은 교육의 주체이며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발전시켜 자기의 삶을 극복하는데 최선
의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의 삶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구조와 과정 속에서 얽혀있고 현대화 시대의 개인의
문제는 노년기에 이를수록 다양한 생애사를 통해 축적된 다른 모습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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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삶의 능동적 주체이다. 생애교육은 완성된 논제가 아
니라 아직도 활발히 연구 진행 중인 평생교육론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교
육은 이제 형식적인 제도적 교육을 떠나 개인 스스로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하는 적극적인 주체인 개인을 실제의 생활 속에서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배움이란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자기의 성찰을 통하여 배움의 정도를 스스
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 방법은 그러나 개인 스
스로 변화하지 않고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생애사 교육에서 참
다운 교사란 개인의 시각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
생학습의 임무는 자기 주도적이며 자기 지향적인 학습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이며 보편적인 교육의 틀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배움이란 개인의
행동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배우는 생애교육은 앞으로 활발히
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본론
생애사 연구법(Biographieforschung)의 시작
전통적인 생애사 연구법은 1920년대에 시카고 학파인 토마스와 자니키
(Thomas & Znaniecki)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그들은 사회학자로서 양적인
사회학 연구보다는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삶을
통하여 사회화 과정을 연구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학문을 연구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사회 연구에 또 다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폴란드에서 미국
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의 개인적인 서술이나 편지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얻은
개인적인 도규멘트(personal documents)가 체험의 세계를 연구하는데 학문의 자
료로 쓰이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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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사회문제를 연구하는데 연구자의 시각이 아닌 그 문제를 직접 경험
하는 개인의 시각에서 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런 연구법
을 통해 그들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실제적으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
회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자니키(Znaniecki)는 이것을 행위이론
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연구를 하여 개인의 행위의 중요성과 경험의 역할 그리
고 사회의 실제적인 제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사회 행위 이론을 완성시켰다.
유럽에서 연구 발전된 행위이론은 사회변동을 개인의 행위와 연결시켜 해석하
였고 개인의 집단적인 의식의 변화가 사회변동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함으
로써 미시 사회학을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교육학의 영역에서 실용주의를 발전시킨 사람은 듀이(Dewey)이며 그는 실용
주의 철학인 경험주의를 교육학에 소개하였다. 1967년 미국에서 글래서와 스트
로스(Glaser & Strauss)가 상호 작용을 통한 개인의 행위를 연구함으로써 연구 가
설을 만들고 또 이것을 검증함으로써 완성된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실용주의
에 입각한 경험주의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1) 제시함으로써
이 생애사 연구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생애사 연구법의 기본 이론들
생애사연구는 다원적인 이론의 개념과 다학문적 원칙에 입각하여 총체적으
로 만들어졌다. 생애사란 사회구성원의 행위와 체험이 사회의 규범과 어울려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평과 계획에 의해서 지향되며 구조화되어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은 행동하는 주체로서 개인의 삶의 경험, 개인 삶의 역사들을 구
성해나가고 있다.
사회학자인 브로디외(Bourdieu)는 개인으로서의 주체는 생애사를 아무것도 없
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인 공간 안에서 만들어낸다
고 했다. 즉, 개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
고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성숙시킨다는 것이다. 생애사 연구는 사
회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이 자기의 생애사를 만들어 나가는 구성주의 시
각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 등 체험의 근거에 놓여있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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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현실 속에서 밝혀내는 현상학적인 시각도 강조하고 있다. 다학문적인 생애
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철학적 이론이 배경이 되어 발달하게 되었다.
현상학적 접근

후설(Husserl)의 현상학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한다. 즉, 인간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지
각과 자신의 경험 세계를 어떻게 관찰하며 해석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되었다. 이런 개인 연구 접근법을 인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인간이 자유 의지와 자신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음
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행동을 경험의 부산물이나 외부환경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단순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
는 개인 중심적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인간을 능동적이고 사색하며
그리고 창조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인본주의에서는 사람은
성장과 사랑, 창조성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생활세계론적 접근

쉬츠(Schütz)는 후설의 현상학을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다. 쉬
츠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방식과 생각 및 규범을 형성한다고 전제하
고 그 형성 과정을 밝히려 하였다. 그는 사회 과학은 우리가 사회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분명히 해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 삶의 세
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밝혀내는 일이
사회과학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삶에 부여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위의
이해는 자신의 의미 부여와 함께 타인에 대한 의미 부여도 고려함으로써 완성
된다. 자신과 타인이 모두 주관적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사적 인식으로 끝나
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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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상호주의 객관성에 의해 사회과학적 인식이 가능해진
다는 것이 쉬츠의 사회과학 방법론이다.
생활세계적 관점은 행위자 개개인의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의식화 과정이
라고 정의된다. 생활세계(Lebenswelt)란 일상 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
적 지식의 축적(stock of common-sense knowledge)으로 정의되며, 그것은 주관화
(subjection)를 통한 내부세계의 객관화(objectification)를 강조함으로써 내포-외연의
인식론적 본질을 지양, 전술한 세 가지 한계를 지양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방
법론을 제공한다. 외재적 실재의 내적 발전을 주장하는 생활 세계적 접근에서
는 무엇보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하는 자아개념이 구조적 핵심을 형성
한다. 연속되는 생활환경은 개인의식의 결정요인이며, 개인내면을 구성하며 거
시 사회문화는 그 외면의 생활세계를 구성한다. 생활 세계적 접근의 이론적 가
치는 전통적으로 행위결정 요인들로 꼽혀왔던 가정, 학교, 친구 및 사회 문화
적 환경들을 개인의 의식체계로 귀속시킴으로써, 생활현실을 연구자의 시각이
아닌 생활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개인의 눈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에 있다.
인지적 접근방법

인간은 외부 환경들을 단순히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반응체가 아니
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극 정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그 정보를 새로운 형
태나 범주로 전환시키는 능동적 존재로 보았다. 즉, 여러 가지 감각 자극을 변
형시켜 그것을 기호화 또는 부호화하여 기억에 저장시켰다가 후에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인지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서는 인지기능과 인지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교육심리학적인
접근법이다.
실용주의적 접근방법

프래그머티즘에서는 교육은 과거의 경험을 조직적으로 살려서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은 환경과 접촉할 때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을

36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6 No.1, 2003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경험을 재구성해 가면서 교육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경험은 선험적 창조적이며 교육은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다. 경험의
계속성의 원리란 “모든 경험은 먼저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
이는 동시에 뒤에 오는 경험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다.”2) 현재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발전적 성장과 연결된
다고 했다. 경험은 행동과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사고의 발전 단계는 일직선
으로 고정적으로 연속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역동적이다. 반성적 사고, 즉
배우는 사고는 탐구자의 능력과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듀이는
경험의 원리를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속성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의 원리이다. 경험은 따로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경험이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하
면 생장에 연결되지 않고, 생장에 연결되지 못하는 경험은 비교육적이라는 것
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 지식은 유용한 것으
로 보고 있다.

생애사 연구법의 특징
개인의 생애사 분석법은 자기반성(self-reflection)이 요구되는 과정이어서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나는 속하고 있는가 등 자아정체성과 관계된 질문을 삶의 구
술 중에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던지게 된다. 그 과정 중에 개인은 자기의 정
체성을 만들어나가게 되는데 자기의 자화상(self-portrait)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
며 이야기의 내용을 연결시켜며 관계를 지어나간다. 그러므로 정체성이란 머물
러 있는 정지의 상태가 아닌 발달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자기정체성을 생애사연구법과 관련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
체성은 발달의 과정이며 개인과 사회의 요소가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삶의 구술사를 통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또 개
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명백히 해주는 기초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정체성의 획
득과 재생산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접촉과 사회규범의
지향을 통한 사회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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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인 가치나 규범들도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또 개인의 정체성은
생애사와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애사 분석법이란 사회생활을 통하여 획득된 사회문화적인 특성
을 잘 연구해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생의 구술사 과정에는 개인의 내적 가치
관, 자신의 삶의 주제화 등이 삶의 갈등으로 표현되며 이야기의 구술자는 자신
의 시각을 명백히 발달시키게 된다. 이런 상기화의 과정을 통해 삶의 이야기는
객관화되며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엥앨하르트(Engelhardt)는 “여러 가지의 구술되어지는 자서전적인 이야기는
개인과 집단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며 또 만들어나가게 하여 근본이 되는 의
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해석적이며 상호적인 구성과 재구성의 결
과인 생애사의 구술이란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의 주체성이 모두 나타나는 사
회구조와 개인간의 특별한 주관적인 결과이다. 곧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는 인
간과 환경의 끊임없는 대화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애사 연구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특유한 행동 구조나 문화 습관을 발견
하게 해 준다. 생애사 연구의 특징은 발견적이라는데 있다. 발견적(heuristic)이란
샘플이 연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창적인 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계
발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것들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독자의 경
험을 확장시키게 학습을 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신시
켜준다.
둘째, 개인의 인생이 성공된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재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상징주의의 대가인 미드(Mead)는 자기 정체성을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
회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 생애사연구법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개인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나 학자 등의 외부
인의 시점에서 연구되고, 또 해결법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은 개선이 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생활세계와 유리된 연
구가설이 세워져 연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의식이나 시각으로 문제
를 풀지 않고, 정책자나 연구자의 관심과 가설에 의해 세워진 사회문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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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것은 개인 스스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개인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
문이다. 생애사연구법을 통한 배움이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의식이 변하도록 스스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개인의 시각이 변화해야
위기를 극복하는 구조방식도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서는 개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전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생애사연구법을 통한 배움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생애사연구법을 이용한 방법은 위의 두 가지 효과 이외에 대화하는 방법 등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사회성계발에도 도움이 되어 다양한 배움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의 생애사를 들으면서 개인도 자신의 인생을 뒤
돌아보며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그룹형태로 진행되는 생애사분석법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었던 개인의 비밀도 그룹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도
록 만든다. 현대화의 진행과 함께 개인마다 삶의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고 스스
로 주도적인 배움이 일어나므로 생애사 연구는 다학문의 영역에서도 연구방법
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개인은 자기 삶에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런 면에서 본다면 생애법을 통한 배움의 방법은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데 대
단히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개인화 논제에 의하면 개인의 삶은 많은 위기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성
인교육에서는 유사한 테라피치료의 효과를 보는 것을 성인교육의 전문성으로
보고 있다그중에서도
(
Critical-Life-Event-Konzept: Breloer, 1984; Siebert, 1984; Kade,
1985; Schuchardt, 1980; 1987). 개인이 삶의 축적된 행위지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엮어나간다는 시각은 생애사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생애사적 연구
가 테라피의 보충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어 평생교육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
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진행은 개인들의 삶의 의미화 부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개인화가 진행될수록 사회나 문화에서 강요되는 가치들은 개인에게는 비판시
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생애의 구조는 점점 중요함을 더
하게 된다(Overmann, 1981; Nassehi, 1996). 개인이 자기의 생애사에 부여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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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테라피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Dominice, 1990). 그러므로 생애사분석법은 성인교육에서 테라피적인 기능
도 갖고 있다(Koring, 1987).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인은 자신은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생애사적 경험의 재인식(Rekonstruktion der Erfahrungen)은 연속된 발달
의 과정이므로 여러 시기의 경험이 축적되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과
정은 직선상의 발달과정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생애사
적인 의사소통이란 성인교육에서 이제 중요한 분야로 인정되고 있다(Nittel &
Völzke, 1993; Behrens-Cobet & Reichling, 1997). 생애사 이야기하기를 통한 학습
은 정치적 또는 노동자 교육에서(Mahnkopf, 1978; Buschmeyer & Behrens-Cobet,
1990; Behrens-Cobet & Reichling, 1997), 여성교육에서(Schmeling, 1988; Schiersmann,
1993; Seitter, 1996), 간문화간의 성인교육에서(Apitzsch, 1989; Seitter, 1996), 그리
고 노년교육에서(Kade, 1994; Mader, 1995)에서 아주 핵심 구실을 했다. 구술사
를 통한 생애교육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야기는 인생경험의 재구성을 이
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실제적인 교육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문제해결 시각구성
이 배움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Backe & Schulze, 1979).
니틀과 휠쯔케(Nittel & Völzke, 1993)는 이야기하기를 통한 생애사적 배움이
란 생애사적인 행위의 해명을 위한 구조적인 의미화 작업이라고 했다. 이야기
의 구조에서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구술자는 그
과정을 동일시하며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생애사는
복합적인 동일체가 되어서 서로 얽혀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생애
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는 생애의 구조적인 구성이 필요하며 일상생
활세계를 서술하기 위해서 인식적인 체계(Habermas, 1981)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는 것이다. 생애교육은 구술자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애사를 듣는 타인에게
도 생활세계를 이해해주는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넷째, 중요한 생애사연구법의 본질은 연구분석이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눈으로 분석되고 해답을 찾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생애사연구법은
연구자의 제한된 연구 범위를 벗어나 우리 생활환경 내에서 개인에게 실제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생애사적분석을 통한 배움이 유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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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적이며 최대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부분이다. 개인 스
스로 생애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구조를 스스로 파악했다고 했다
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인교육학적인 생애사적 지향과 같은 의미이다. 학습
의 과정을 투입으로만 보지 않고 기대되는 행동의 변화를 산출의 과정으로만
보지말고 이 두 개가 모두 합쳐진 온전한(intakes) 과정으로(Schäffter, 1995) 보는
것이다. 즉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의 체험의 기초로 생애사를 다시 재구성한 결
과이며 이 재구성은 생애사라고 하는 시각의 구성이 이미 발달되었음을 전제
로 하는 것이다. 이 시각 구성의 발달은 체험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Alheit,
1993; 1996; 1997).
개인은 현대의 시점에서 독특한 학습의 과정을 표현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생활세계에서 실제로 행하여지고 있는 메카니즘을 연결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
는 학습되어지는 학습의 동기가 보통은 실제사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애사적인 배움이란 밖으로 향한 자신의 내적 표현이라 일컬어지며
사회적으로 연결이 된 생애사적인 구성이 되는 것이다(Alheit & Dausien, 1996;
1998).
생애사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생애사 지향적인 연구
(Kade, 1985; 1989; Kokemohr & Marotzki, 1989; Marotzki & Kokemohr, 1990; Kade,
1992; 1994; Kade & Seitter, 1996), 기세케(Gieseke, 1989)의 성인교육학에서의 전
문적 연구, 성인교육의 교수법 연구(Buschmeyer, 1995; Siebert, 1996; Behrens-Cobet
& Reichling, 1997), 그리고 인성발달연구(Scheuermann, 1996) 등은 생애사 패러다
임연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생애사 연구분
야에서 노인연구(Kade, 1992; 1994; Mader, 1995)는 새롭게 생애사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생애사적인 자신의 이해와 나는 어느 사회그룹에 속
할 수 있는가 하는 귀속의 문제가 노년기에는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본문 5
에서는 이 노인연구가 생애사적 방법으로 연구된 예를 조사하여 보겠다.

평생교육으로서 생애사적 배움(biographisches
배움(biographisches Lernen)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공적인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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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명의 연장으로 누구나 연장된 성인기(Univeralisierung)를 맞게 되었고, 성
년기 뿐 아니라 정년 퇴직을 맡은 노인들이 좀 더 풍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갖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평생 교육자들의 할 일이라고 생
각된다. 개개인의 삶이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성년의 모습이란 이제 한 두 가지
의 틀로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자인 개인이 맞게 되는 노년은 스스로가 아니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각의 변화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개인의 시각발달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란 개인의 생애사를 이야기함으로써 반성적 사고과정
을 거쳐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개인의
성찰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길이 참다운 뜻의 평생교육이라
고 생각한다. 생애사적 배움이란 스스로가 깨우쳐나가는 과정이라 하겠고, 교
육의 목적이 개인의 자율성을 높여주어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생애사 배움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겠다.
첫째, 생애교육이란 자기 삶 속에서 스스로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인생의
주기를 연결하는 중간의 인생주기가 많아지고 있고 이 주기에는 제도적 또는
형식적 교육(formal)이 아닌 비형식적 교육(informal)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했다.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또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하는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본인의 직업 활동을 하게 됨으로 배움의 시기, 일하
는 시기, 그리고 장년기 등으로 분명한 인생주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의 뚜렷한 구별이 없이 가족의 상황에 맞게 인생주기가 구성된다. 현대화가 진
행될수록 새로운 그리고 불확실한 인생의 연결고리시기(Statuspassage)가 많이 나
타난다고 했다. 현대화시대에서 개인은 독창적인 삶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삶의 주체인 개인의 삶의 의미부여
과정은 곧 생애사적 배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둘째, 지나온 자기의 삶을 구술을 통하여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반성적으로
되새겨보는 과정인데 전환된 시각으로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적응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Alheit, 1989). 알
하이트(Alheit, 1997)는 배움의 전이 과정을 “Patchworking”이라고 표시했다.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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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위해 조각
이불처럼 계속 깨달음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그래
서 성인교육에서 생애사를 통한 배움이란 이제 평생교육으로써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배움이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성찰과 체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며 새롭게 인식한 것을 토
대로 또 새 시야를 넓혀나간다. 기능적으로 본다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 자
체가 배움이므로 자기 반성은 모두 생애사적 배움이라 하겠다. 그 전제 조건으
로 개인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볼 자세가 되어있을 때만 가능하다.
교육 현장에서 주로 쓰여지는 생애사 이야기하기를 통한 시각전환학습의 예로
‘이야기 카페(Erzaehl-cafe)’를3) 들 수 있겠다.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카페
의 교육적 효과는 남의 인생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
볼 수 있으므로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인생의
이야기는 실재 생활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은 사회라는 틀 안에
서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Alheit, 1994).
셋째, 생애사적 배움이란 의식적인 과정이며 말이나 글로 표현된 것이므로
개인이 스스로 고른 이야기의 주제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전생애를 하나의
삶의 규칙(Regel)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성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한
참가자는 자기 삶에 고유한 개인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야기를 자세히 전개하
며 또 끝까지 마치게 된다고 한다. 삶의 이야기는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 꾸며
진 것(Schütz, 1983; 1984)이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각
으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배움이라
는 것이다.
쉬츠는 삶의 이야기는 개인 각자의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개인의 유일한 것
이므로 현재의 시각에 따라 항상 달리 재구성될 수 있으며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연속의 과정이므로 타인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의
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이란 생산적이며 현실적이어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삶의 주체자인 개인의 모습은 개인의 주관적
인 가치판단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가치
가 상호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므로 개인은 생애사 학습에 의해 사회에 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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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Buschmeyer, 1992). 삶을 이야기하는 의식화
작업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은 배움의 기회를 통하여 더욱 촉진되며
강화될 수 있다.
넷째, 자기의 직업에 관한 것, 본인이 주로 하는 일, 친구, 가족, 이웃관계,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 잠자는 것, 성생활, 힘의 권력 관계, 직업이나 흥미와
관계된 모든 것이 생애적 배움을 통한 교육 현장에서는 주제로 선택될 수 있
다. 개인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개인에게 맡기며 교육자는 어떤
배움의 효과가 있었는지 피드백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생애사적 배움이란 정의를 갖고 의견이 다른 두 집단은 활발한 논쟁을 전개
하고 있다. 한쪽은 경험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하여 인지적이거나 비인지적이거
나 경험적인 배움이란 모두 생애사적 배움이라 하며 다른 한쪽은 경험의 인지
적이고 반성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의식화되고 표현된 것만이 배움이라고 팽팽
히 맞서고 있다. 부시마이어(Buschmeyer, 1989)는 자기의 삶을 더 넓어진 시야로
새롭게 해석할 때 그것이 생애적 배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애사 연구방법의 경험적 연구
여성의 노년과 세대에 관한 연구는 생애사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고 1999
년 노년 세대 15명의 인터뷰와 젊은 세대 15명의 인터뷰로 근거이론에 의하여
자료가 모아지고 분석되었다. 4개월 간에 걸쳐서 나레이티브 인터뷰(narrative
interview)의 자료 모집 주의 사항을 지켜가며 자료는 모아졌고 해석과정은 구술
자가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노년여성의 노년의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O
씨의 생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 (웃는다)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살았어..
다른 여자들처럼 내 삶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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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들은 다 살기 어려웠쟎아....
그래도 나는 좀 산다는 편이었어...”
인터뷰의 첫 대화에서 처음 구술자는 약간의 불안감을 보인다. 이야기의 주
제를 생각하면서 곧 웃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할지 방향을 잡았음을 표현한다.
처음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총체적으로 묶어버리는가 싶더니 곧
자신은 남들과 다른 완전히 다르다고 표현한다. 이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구술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남과 다르게 구성된 삶을 이야기 할 이유를 부
여하게 된다. 과거의 회상을 통하여 O씨는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는 1927년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가 날 늦게 출생 신고하는 바람에
1년 뒤에나 신고하러 가셨고
또 날짜도 아버지 마음대로 적으셔셔
호적에 있는 날짜는 진짜 내 생일이 아니야.
글세, 내가 셋-째-딸이거든 (웃음)”
부인 O씨는 나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끈 적극적인 생애의 주도자로 등장한다. 가족인 아
버지는 삶의 주변자로 등장하게 된다. 현대화 시대를 살고 있는 성숙해 있는
그녀는 학습된 시각으로 자신의 출생을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를 비난한다. 아
버지의 이야기 이후에 자신이 셋째 딸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아버지가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지만 본인의 정체성이나 삶의 확신감이 발달되었음을 드
러내고 있다. 웃음은 그런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나는 셋째 딸로 태어났어..
아버지는 큰 상회를 갖고 계셨고
도시 한 복판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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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은
아버지는 항상 밖에서 생활하셨고 집에 없었어
갑자기 아버지가 내가 16살 때 돌아가셨어...”
부인 O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 개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딸
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시집갈 때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행복한 여성
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바라던 아들이 아니
고, 또 딸이 태어나게 된 가족의 실망감을 뜻하기도 한다. 그녀는 셋째 딸이라
는 자신의 위치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여성 특유의 사회가 요구하는 적응력과
순종 등의 사회적 또는 가족적 가치를 체험으로 배워나간다. 아버지에 대한 회
상은 단지 집안의 경제적 상황하고만 연결이 되어있고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분
으로 풀이된다. 아버지를 통하여 그녀는 전통적인 남녀 역할분담을 배워나간
다.
배움의 시기

“나는 집안형편이 좋은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소학교를 다녔어
우리 집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야...”
부인 O씨는 “나”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나간다.
그러나 집의 표현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가족이나 집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여기서의 집은 친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어
린 시절의 집은 좋은 추억 속에 묻혀있다. 이것은 앞의 문단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아버지가 전통적이었고 그녀는 전통적인 가족 속에서의 추억을 항
상 간직하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다녔던 학교는 남들이 다닐 수 없었던
상급학교이었음의 강조를 통하여 나의 존재, 즉 정체성을 무척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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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어
그래서 좋은 여고진학을 했어
내가 말하면 금방 알꺼야
어떤 학교인지 말이야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창이야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조금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 보다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다들 사회생활하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학교 그만두고 결혼준비나 하라고 하셨어
상급학교에 꼭 더 다니고 싶었는데 말이야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부인 O씨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아상이 정립되어 있다. 성적이 뛰어났음
을 강조하고 있고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사회생
활을 했었을 것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학창시절의 언급을 통하
여 학교 경력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으로 그녀가 미루어 보아 그녀가 삶에 자기발달이나 자아실현의 기회가
온다면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이해되고 있다. 그녀가 만약 상급학
교를 졸업하였다면 그녀의 삶은 다르게 변했을지도 모름을 암시하고 있다. 그
러나 그녀 자신보다 도 더 중요했던 것은 가족이라는 집합체였고 결국 본인은
가족형편에 맞는 인생행로를 걷게 되었음을 이 문단에서 명확히 해주고 있다.
결혼기

“내가 20세가 되었을 때
남편은 나보다 4살이 더 많았는데
중매로 혼인을 하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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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시 한복판에 살았는데
시집은 서울에서 떨어진 곳이어서
처음에는 영 내키지 않는 결혼이었는데
혼사가 이루어 졌어
나이가 20세가 되니까 어머니가 성화를 하셔서 말이야
시외에서 살게 되어서 영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신랑이 아주 잘생겼고
집이 아주 넓고 지붕도 높고 아주 좋더라고
번득해서 조금씩 살면서 마음이 풀어졌어...”
이 소문단에서 이제 결혼을 통하여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들었음이 나타
난다. 그녀의 결혼에 대한 결정이라던가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은 본인의 선택
이 아니고 집안의 어른이신 어머니의 권유였다. 이런 결혼에 대한 수동적인 행
위를 통하여 부인 O씨의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성장 잠재력은 결혼을 통하
여 많이 수그러든 것처럼 보인다. 가족을 하나의 공동집합체로 보고 가족의 웃
어른에게 순종하는 그녀의 행동지향은 가족이 본인의 결정보다 우세한 그녀의
전통적 가치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녀 스스로의 독립 가능성이나 발달가능
성은 사회문화적 전통적인 가치에 눌려보인 듯이 보인다. 이 소문단에서는 그
녀의 생의 전략지향이 수용, 복종 그리고 적응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인 O씨의 생은 계속 이어진다. 결혼을 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지만
시어머니에게 항상 복종만 하는 며느리는 아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인
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자신의 행위영역을 넓혀나간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혼내는 것을 알고 남편이 들어올 때쯤이면 조용히
일어나서 대문을 열어놓기도 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희생을 하더라
도 참고 견디는 생애사적 시각을 발달시킨다. 부인 O씨는 중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게 된다. 결혼기는 축약하고 장년기를 보내는 그녀는 모습이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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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기

“1960년대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시어머니는 자기 친정으로 가시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첩 이셨나봐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 대접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식구끼리 살게 되었어
시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더라고
시어머니와 갈등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크고 시간이 나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시간이 많아 지니까...”
부인 O씨는 며느리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인의 역할을 해나
가는 장년시기에 시아버지의 사망을 통하여 주어졌던 며느리의 역할을 벗어난
다. 하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그녀는 자아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
것은 그녀가 이제 까지 발달 시켰던 “가정이 우선이지만 기회가 오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쓰겠다”는 생애사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나타난
다.
“성당에 다니기로 했어..
남편이 반대했는데
내 뜻을 밀고 나갔어
주중에는 집안 일을 열심히 했어
주말에는 성당에 가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좋더라고...”
이 소문단에서는 O씨 부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로써의 자신의 정
체성을 발달시키며 자신의 결정을 행동지평의 발달로 연결시킨다. 장년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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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이제 가족이 아닌 자아 발달의 주체로 나타난다.
노년기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을 나와서
나는 정말 좋았어
아들이 대학을 나닐 때 연애를 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했어
그 여자네 집이 너무 부자고
어디 하나 나무랄 때가 없더라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바꾸었어
자식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말이야...”
아들이 고른 결혼 상대자를 처음에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부인 O씨는 노년을 아들에게 의지하려고 했는데 며느리 감은 자신의
노년기를 같이 보내기에는 너무나 현대적이었기 때문이겠다. 결국 그녀는 결혼
을 승낙하는데 그것은 자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본인의 노년기 계획을 수
정하였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집안이 화목하게
살기 위하여 본인의 미래 계획은 현대화 시대를 살고 있는 부인 O씨의 수정을
요구당하며 이미 삶의 지평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녀는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가는 시각을 발달시킨다.
“남편이 70세가 되었을 때 잔치를 크게 했어
아들이 60세에 회갑잔치를 크게 해준다고 했는데
거절했어...
요새 60이면 청춘이지 돌아갈 때는 아니잖아..
우리가 70세에 잔치상 받는다고 했어

50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6 No.1, 2003

나는 아직도 청춘이라고 생각해...”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내야겠다는 시각이 굳어진 후
에는 부인 O씨는 젊게 그리고 적극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게 된다. 스스로를
아직도 청춘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하여 노년의 자신에 찬 자아상을 읽을 수
있다.
“나는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싶어
죽기 전에 말이야
미국에 있는 언니가 하도 오라고 해도
그동안 할아버지도 있고 해서 못 가다가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3년 전에 미국에 다녀왔어...
지금 안가면 영영 못 갈 것 같아서
미국에 갈 때가 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어
며느리가 봐준다고 해서 다녀왔어
..........(줄임)
미국 갔다와서는 노인 복지센타에 다녀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친구도 많고 빠지기가 싫어
할아버지는 좀 몸이 많이 아퍼서 집에 있는데
나는 바뻐
주중에는 복지관에 다니고
주말에는 성당에 다녀...”
부인 O씨는 현대화시대의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행동의 수정
을 계속하고 있다. 남편의 수술을 자식에게 맡기고 미국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통하여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자기지향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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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부여하는 삶의 의미를 통하여 부인 O씨는 자아실현의 노년을 보내고
있다.
“영감이 살아 있으니까 지금은 둘이 살다가
혼자 되면 큰아들하고 살고 싶은데
혼자서도 잘 살수 있을 것 같아...
성당친구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노후에 대해 서로 이야기 많이 해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양로원에 모여서 살자고 했어
자식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부인 O씨는 노년을 마감할 때까지 자세한 인생계획을 갖고 있었다. 장년기
에서부터 뚜렷히 발달하게 되는 독립적인 삶을 지향하는 생애사적 시각은 노
년에 더욱 확고히 드러나게 된다. 장남에게 노년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마음 한
군데 아직 지워버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현대사회에 당당
히 적응해 나가는 그녀의 현재의 모습은 독립된 노년의 삶의 지향하는 그녀의
성장으로 표현할수 있겠다. 종교생활을 통하여 그녀는 전통적인 삶 속에서의
희생적인 행동지향과 단절하고 서양의 종교를 통하여 자기중심의 행동지향을
발전시킨 것 같다. 확고한 그녀의 미래의 설계는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노년을 인생의 위기로 본다면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녀의 노년 설계는 평생
학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결론
위와 같은 경험연구에 의한 생애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은 개인은 생애
사 이야기하기를 통하여 자신을 주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주체로
표현함이었다. 생애사를 통한 평생 배움은 인간 스스로 삶의 질적 개선과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개인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고양,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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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교육인 것이다. 갈등이나 위기를 맞고 있는 개인에게 교육자, 즉 타
인이 타인의 시각으로 본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간접적인 도
움보다는 개인은 행동하는 주체이므로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깨달음을 통하
여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개인은 현대사회
에서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 등의 개인의 내재성에 의한 스스로의 만들
어짐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평생교육(Lebenslanges Lernen)이란 자기 의사 결
정권, 자아실현 그리고 자기 정체의식이 뚜렷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해진다(Kade,
1996).
생애사 연구를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설명을 축
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생애사는 사회문화환경 속의 법칙으로서 연령과 관계
깊으나 개인의 지향으로 만들어 가는 삶이 더 중요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사회화연구(socialization)에서는 개인이 제도적인 교육화 과정 이외에
비제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되어 가는 문제를 적극적인 역할의 수
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재생산화와 개인화의 과정인 개인의 학습의 능력과 행위의 능력은
점점 복잡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점점 요구되는 경향이다.
교육심리학적인 배움의 개념은 유년기의 학습의 원칙을 하나의 부분으로밖
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실용주의적 사상은 사회화 연구를
생애사 연구와 병행하기 시작했다(Brim, 1974; Hurrelmann, 1976; Kohli, 1991).
그것은 성인의 사회화는 일과 인생 그리고 직업교육에 관해 흥미를 보이는 결
과를 낳았다. 노년화의 과정을 배움과 삶의 장으로 보고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
하여 개인이 서로 다른 배움의 과정으로 노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화로 표현
되고 사회화의 과정적인 면이 전인생 주기에서 연속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호에닝의 경험적 노년연구(Hoerning, 1989)에서 알려졌다.
경험적인 연구는 사회적인 인식을 보다 실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
양화의 과정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행위와 결과의 관계가 체험되면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며 사고와 함께 지각된다는 것이다. 지각을 통하여 내면
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개인의 습관으로서, 개인의 신념으로서, 개인의
능력으로서 개인의 성품으로서,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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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변화란 문제해결능력의 취들과 시각전환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쉬츠(Schuetz)와 룩만(Luckmann)은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생산과정이며 생애사는 내부에서 생식되는 규칙체계로서 개인의 행위를 구성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생활세계는 생애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든스(Giddens)는 인간이 만들어나가는 생의 주기는 추상적인 구조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한계를 극
복하기도 하며 또 새로운 한계점을 만들어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므로
개인에게서 제조되는 것이며 또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 개인의 행위는 집합적인 규칙체계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생애사적인 메카니
즘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상이성 속에서 사회 속의 개인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란 합리적 표현으로 상호이해와 정당성을 확보한다. 사회체계는 사람들의 행위
에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한다. 루만
은 생물학의 개체형성(Autopoesie)이라는 개념으로 살아 역동하는 유기체와 관련
을 지어 스스로 자신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며 재생산하는 의미로 사회체계를
설명하는데 사회체계는 스스로 조직하는 힘을 가지며 인간의 상호작용은 의사
소통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상학은 의식의 지향성을 분석하려하기 때문
에 의식의 능동적 작용을 포착하려 했다. 그러나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는 의식
철학의 패러다임이 포기되었고 언어철학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생애사 분석은 개인의 성장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계속적이며 역동적인 형
태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전과 계속, 향상과 해결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람직하게 설계해나가는 주체로 보아진다. 개인의 삶의 규칙의 구성을 이루는
발전과 연속성, 위기의 해결과 향상 그리고 미래 지향성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평생교육의 경험적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묘사되는 내재성의 형
태들이다. 구술사 형식의 생애사 분석법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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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graphical Learning as Lifelong Education

Sunghee Park

This study is about Career Education, which is an effective adult education,
in modern society. It is considered that synthetic and standardized adult education
programs with statistical methods have difficulties to satisfy various individual
learning needs in individualizing modern society. An individual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s considered to be effective by self directed learning through
reconstruction of experience. Active educational method means an individual learning
in the process of self realization and an effective solution of his problems through
construction of new perspective of life. The preface of this article shows that the
dispute on sociological individualization has vitalized the study of career history in
adult education. The main issue of the study of career history and its empirical
researches. Today enter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significance of lifelong
education becomes more important in Korea. The study of Career history, as a
qualitative research, shows a real life of socialization through studying the process
of career history with a personal view in real life. The study of career is making
its appearance as a new paradigm in adult education.

Key words : Biographical approach, Theoretical outline, Adul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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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1) 경험과 이론을 둘 다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 이 연구방법
은 이론에서 도출된 경험을 그리고 자료에서 얻은 경험에서 도출된 이론을 새로운
가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나선형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근거이론의 핵심은 다음
과 같다. 근거이론은 처음에는 귀납법이라고 해석상의 혼란을 일으켰으나 지금은 경
험에 의한 이론 구성법(empirisch fundierte Theoriebildung)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에는
양적 연구가 우세하여 연구자는 이론에서 나온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검증
만을 할 뿐이었다. 따라서 실재 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의 도출을 토대로 새로운 가설
을 세우는 것은 등한시되었다. 그리하여 생활세계와는 거리가 먼 연구자의 시각에
의한 가설의 검증법과 연역법의 연구방법은 현대화의 진행과 더불어 많은 학자들의
의문을 품게 하였다. 글래저와 스트라우스는 미국의 실용주의학자인 듀이, 미드 그리
고 퍼쓰의 사상을 기초로 가설검증을 중단하고 현대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학문의
연구 방법을 만들었다.
2) 참고: 이돈희 (1992). 존듀이 교육론.
교육론 p.62.
3) 행위와 상호작용은 상징이론가들에 의하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언어란 생애사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언어가 서술자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해 이야기되어질 때 정체성이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