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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육 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및 포커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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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평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정년퇴직 이후에 노인복지관등에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행하여지는
사회교육프로그램들에 어떠한 노년학적 지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노인학습자와 사회교육강사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노년학적인 지식이 실제로 노인교육현장에서
사회교육강사에 의하여 어떻게 교육학적인 행위와 연결되는지 실제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알아
보았다. 노인교육현장에서의 노년학적 지식은 주로 노인을 결핍자로 낙인찍는 지식이 사용되지
만 성인학습자인 노인은 이러한 틀에 맞추어진 학습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나가며 교
수자와 상호협력적인 생산적 학습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삶의 만족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참여관찰법과 포커스 인터뷰를 중심으로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
을 탐색하고, 결론에서는 성공적인 노인교육의 사례를 제시하고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미 만들어진 거시 이론이나 개념 또는 범주를 통하여 노인교육을 설
명하지 않으므로 삶의 주체인 노인학습자의 경험의 세계, 주관적인 의미의 맥락, 행위를 중심으
로 새로운 노인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노인교육, 참여관찰, 성공적 노인교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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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교육을 필요로 하
고 있다. 학습사회의 출현으로 노인들이 계속하여 생존하고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노인이 학습의 주체자가 되었고 변화하는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가며 자신
의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인생의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아실현
을 위한 노인교육의 필요성(한정란, 2003)이 중요시되고 있다. 헥하우젠(Heckhausen,
1990:16)의 연구는 청소년,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에는 각각 특징적인 발달이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에릭슨(Erikson)도 성격발달이론에서 노년기에는 개인의 자
아통합의 과제를 주장하므로 노년기의 교육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수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통합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노인개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부족하여 도
중에 그만두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즉 노인교육을 위하여 새로운 방향이 설정
되어야 하는(이화정, 1998: 97)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현재 노인복
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교육의 대부분이 취미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을 비판
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계획을 권장하고 있다(배지연,
2002). 그러므로 노인교육의 과정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의 시각으로 일
상생활에서 연구되어야만 노인들의 생애사적인 문제와 배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상호교환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며 학습자 스
스로가 이러한 학습의 의미를 응용할 수 있는 주관화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질 때
노인교육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적인 교육의 구조는 다양한 개인의
교육의 요구는 배제하고 노인의학, 노인사회학, 노인심리학, 노인복지 등에서 연구
된 노년학적인 지식을 모두 합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든
노인에게 실용적이며 또한 가치가 있는 교육처럼 홍보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교육
학적인 원칙과 노년기의 가소성은 제도적인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지만
어떠한 노인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연구된 질적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노인교육현장을 연구하여 성공적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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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례를 예시하고 앞으로의 노인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노인교육은 토매(Thomae, 1983)와 레어(Lehr, 1985)가 주장한 것처럼
각각 다른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별적인 노년학”을 지향함으로써 은
퇴이론과 같은 표준화 된 노년학이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반성적인 교육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노년기를 문제집단으로 보는 객관적인 노년학의 원칙에서 벗
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학적인 지식이 실제로 노인교육현장에서 사회교육강사에 의
하여 어떻게 교육학적인 행위로 나타나는지 실제적인 참여관찰(조용환, 2002: 117ff)
을 통해 알아보았고 결론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노년기를 보
내고 있는 노인학습자들을 위하여 노인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II. 노년학적인 지식의 이해
1989년 벡(Beck)과 본스(Bonβ)는 다음의 네 가지 가설을 통하여 사회학적인 결과
들이 학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응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학문은 지금까지 우세하다고 알려진 이론과 실천의 논쟁들, 그리고 학문적
인 지식의 형태를 통한 이론과 가설의 검증연구에서 탈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
란 이제는 거시이론에서 나온 가설을 긍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연구보다는 이제
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발견적 사실을 지향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학이나 교육학적인 인식은 이미 가설을 정하고 가설을 긍정하거나 부
정하는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창조적인 논리의 과정이 요구되는 나선형의 연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선형 연구방법이 쓰여질 때 학문적인 인식이 실제적으로 유용
해질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위해서는 인식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새
로운 의미의 해석을 위해서는 사회학적인 정체성이 관념적인 모습을 벗고 본질적
인 틀 안에서 실용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므로(Beck/Bonβ, 1984:395ff, Dewe,
1989:241) 연구방법의 개혁이 요구된다.
셋째, 현대와 같이 지식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막스베버의 ‘합리적인 학문의
경향’의 모델은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즉, 실제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문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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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해 나간 행위적 유용성 가운데에서 그 해결법
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양적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내적인 발
달과정을 질적 연구에서는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도 찾을 수 있다.
넷째, 연구의 실용성을 살펴보면 거시이론에서 연구가설을 세우고 거시이론을 긍
정하거나 부정하여 얻은 연구의 사실들은 연구자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그러나 개인의 실존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의 연구는 ‘현재 그리고 여기에서’
실존을 하고 있는 개인의 내부자 시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미시영역인 개인의 내적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 즉 행위 연구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처해있는 개인들에게 어느 시기에 어떠한 교육적인 도움이
주어져야 하며 어떠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르쳐주고 있다
(Beck/Bonβ, 1989:10).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지식은 행위자의 특징을 중심으로 표준화되어서 개인이
인식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여 주는 학문적인 지식으로 발달하는데 하나의 도
식(schema)을 만들게 하며 도식들이 연결되어 고도의 시스템체계들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연구에서는 행위자중심의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행
위자의 자율성을 명백히 알게 되며 의미의 연관성과 본질적인 지식의 구조 등을
알 수 있게 된다(Luckmann, 1980:378). 학문은 인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
시영역 연구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기도 하고 긍정되기
도 하고 또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므로 일상생활의 영역과 학문의 발달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민속방법론(Garfinkel, 1974)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연구는
일상생활중심으로 연구되어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알려진 지식을 학문의 이론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년기에 일어나는
복잡한 지식의 형태와 일상생활지향적 지식보다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널리 홍보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첫째, 일반적인 노년학의 이론에서는 노년기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 노년기를 극
복하는 방법 그리고 노년기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규칙들이 모두 합산되어 노년기
를 표준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합산한 노년학의 이론은 일상생활 속에
서 노인을 낙인찍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은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결핍되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발테스(Baltes

노인교육 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및 포커스인터뷰 ❙

111

1984)는 순수한 노화를 대표하고 낙인찍는 노년 발달학의 심리적인 측면이 노년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년학에서의 이탈이론은
노인을 문제의 집단으로 낙인찍는 노년심리적인 시각과 일치하고 있다. 학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노년의 모습이 모두 합산되어 우리에게 잘못된 노년학적 인식
을 심어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
동안 생애를 통하여 쌓아온 인생의 경험이나 삶의 지혜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 이러한 부정적인 노년에 관한 인식은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년학적인 지식이
실제로는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육체적인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년기 교육의 실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
지는 실제적인 생활이나 교육적인 행위의 연관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노년학체계와는 독립된 일상생활적인
자아통합에 관한 의미의 도식을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의미의 도식이
란 노년기를 극복하고 삶의 위기에 대처하는 개인의 응용지식과 형식 그리고 전략
등을 일컷는다. 이러한 의미의 도식은 개별적인 사례를 통하여 파악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생애를 통하여 수정되고 또한 의미가 만들어지는 자아통합을 우리는 개
인이 일상생활에서 노년기를 극복하는 일상생활의 지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일
상생활적인 노년의 지식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내적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노
년을 낙인찍는 객관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노년학은 노인이 노년을 보내는 방법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에 치중하고 있어 노년기 삶의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
자기반성적인 노년학의 일상생활적 지식은 교육학에서 중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는 개인적인 경험의 가치들이 무시되어서 도식화되거나 객관화된 노년학적 지식이
표준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왔다. 노년기 삶의 내용을 무시하는 노년학적 경
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상생활과는 어긋나는 유형화, 편견 그리고 잘못된 평가들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미시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으로 미시적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출
현’(emergence)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적이고 자기반성적으로 일상생
활에서 얻어진 지식들이 삶의 주체인 노년의 지식을 만들어 나갈 때 노년학의 발
전은 실용적이며 유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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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참여관찰법과 포커스 인터뷰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참여관찰과 포커스 인터뷰의 원칙에 의하여 내러
이션(박성희, 2003b)으로 진행되었고 서울의 강북에 있는 세 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졌다. 노인학습자와 사회교육강사들의 교육에 관한 상호작용은 참여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강사들과의 포커스 면
담이 부가적인 자료수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포커스면담에서는 노년학습과 관계
된 질문들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자료를 위한 수집의 과정과 자료의 평가는 근
거이론의 규칙에 의하여 가능한 한 대조를 이루는 사례를 모았고 나선형 평가의
원칙(박성희, 2003b)으로 진행되었다.
경험적인 현상에 대한 의미를 연구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그리고 최소한의 원
칙”에 의해서 대조되는 사례들을 모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의 원칙인 포화의 원칙(글래서/스트라우스, 1967)을 지향하였다. 수집된 사례들이
어떠한 조건들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코딩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분석초기
에 오픈 코딩을 하였다. 오픈 코딩이 쓰이는 코딩패러다임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험
연구에서 얻어진 범주나 그것들의 차원을 밝혀내는 과정이 목적이다.
민속방법론의 대표적인 기법인 참여관찰을 토대로 하여 2003년 1월과 2월 상담
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서울강북의 3개의 노인복지관에서 3주 동안 내부자
의 시각(슈츠, 1974, 알하이트, 1989)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참관
하고 관찰일기를 작성하였으며, 3명의 복지사와 6명의 사회교육강사에게는 포커스
인터뷰로 무제한의 내러티브 면접(2003b, 박성희)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1
복지관에서는 포크댄스 수업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고, 제2복지관에서는 단전호흡
과 일본어 수업 그리고 제3복지관에서는 컴퓨터수업과 한자교실 그리고 맷돌체조
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모아진 자료들은 근거이론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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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포커스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한 노인교육 과정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과가 도
출되었다.
1. 제도적인 틀에 짜여진 노인교육
“먼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년의 신체적 노화를 전제로 건강유지를
위한 맷돌체조와 단전호흡, 에어로빅, 요가교실, 건강지압 등의 프로그램이 치매 예
방, 중풍 예방 등을 선전하고 있었다”. (관찰일지 1장)
“대부분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취미교육위주로 짜여있어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이 있다고 하면 반
정도도 안 오십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거리감을 많이 느끼시지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훨씬 줄었습니다. 노인들은 재미없는 것은
안 듣습니다”. (면담 5장)
노인교육과 관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강 그리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은 표준화되고 제도적인 틀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 제도
적인 교육이란 합산된 노년학적인 지식이 축척되어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을 의미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교육강사들에게는 관념에서 나온 구체적 지식인 노년학
적 지식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노년기에 인식적인
지식들도 발달될 수 있도록 실제로 노인 교육의 현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벡과 본
스는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사회학적인 인식이 실제적인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사라
진다고’하며 노년학적인 인식이 노인교육에서 표준화, 객관화되고 있는 사실을 예
로 들었다.
실제로 노인교육의 영역에서는 노인교육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서 체조,
탁구, 게이트볼이나 댄스 등의 신체적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또는 서예, 민
요, 부채춤, 장구 등의 취미 교육, 그리고 건강상담, 물리치료, 수지침진료, 한방진
료, 이ㆍ미용서비스 등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일본어교실, 한자교실, 한글교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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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실 등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 학습자의 참여율은 체조와 같은 프
로그램에서는 100명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지만 일본어나 한자수업에는 대략
10명 정도만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극히 소수만이 교양교육에 관심을 나타내
고 있음을 나타낸다. 노년기에 개인에게 일어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제도적인 기
관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틀에
짜여진 노인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노인 스스로가 필요한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복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저의 경험으로는 노인들에게는 소외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복지관에 오
셔도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역시 복도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점심식사
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면대면의 상담프로그램이나 또는 같은 인생의 경험을 같이 하
신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을 이야기 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학력 수준이 낮은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면
담 3장)
2. 제도적인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노년학적인 지식의 사례
다음의 세 가지 명제는 일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노년학적 지식의 대표적 사례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의 한계점을 드러
내고 있다.
첫째, 노인의 인지영역에서의 사고능력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Thorndike
(1928), Miles와 Miles(1932), Conrad(1933) 등은 학습능력이 20세 정도에 최고가 되
고 노년기에는 급속히 쇠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어 수업의 참
여관찰일지를 보면 노인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수업은 원래 월요일과 금요일에 1시간씩 운영되지만 학습자들은 1시 반에서
4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노인
은 6명 남성 노인은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용한 지하실에 교실이 자리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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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교사와 학습자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생산적인 학습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참여일지 6장)
“학생 1: 선생님, 아까도 탁음 아니예요? 혹시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선생님: 아하,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글자를 수정한다)
학생 1: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학생 2: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이거 배우려고 악을 써요
선생님: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 3: 죽이든 밥이든 계속 해봐야 해
선생님이 헤어질 때의 인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학생 4: 아하!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노인들이 아침에 체조하고 헤어지면서 잉에
르바 하더라고, 사요나라도 아니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게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였네요, 그게 무슨말일까 했는데 이렇게 알게되니 속이 시원하네요 하하하...
학생5: 금방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 공부하려면 머리청소부터 해야지“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을 거의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쉬운 것은 잘 못하는 학생
에게 그리고 어려운 것은 잘 하는 학생에게 질문하여 누구나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셨다“. (참여일지 3장)
“저는 학생들의 학습속도에 맞추어서 진도를 나갑니다. 저의 목적은 학생들이 일
본어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배웁니다. 저도 일본
어 교사로 예전에 일했지만 책을 안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같이 배우러 옵
니다. 자원봉사로 일하지만 학생들하고 같이 배웁니다. 일본에 갔더니 학생들이 선
생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더라구요. 노인들도 배워야 합니다”. (면담 2장)
노인의 인지영역에서의 사고능력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감소한다는 첫 번째학
문적인 지식은 이것을 노인 모두에게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일반화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인들이 학습에 나타내는 관심은 젊은 학생들
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참여적이고 상호적이며 자기주도적으로 나타났고, 외부의 강
요가 아닌 내적인 동기유발에 의한 스스로 학습이 무엇보다도 강하게 나타났음이
관찰일기와 면담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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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은 체력이 소모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건강을 유지하도
록 해야하며 또한 체조 등의 신체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은 치매, 중풍, 관
절염, 고혈압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하여야 한다.
“강사: 발 운동부터 합시다. 여기를 눌러 주세요. 치매와 중풍을 예방합니다. 감
기예방에 좋아요, 눈과 시력이 맑아집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위장이 좋아집니다.
간장이 튼튼해 집니다. 신장이 좋아집니다. 뇌 세포가 살아나도록 발가락을 비빕니
다. 체조를 시작합니다. 무릎관절이 좋아지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손끝 발 마사지는
머리 속 세포를 살리기 때문에 치매와 중풍이 예방됩니다. 머리의 백해열을 눌러주
시면 백수 합니다. 목선을 마사지하면 고혈압이 예방됩니다. 기관지, 폐가 좋아집니
다. 요실금 예방 체조를 합니다”. (관찰일지 2장)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단전호흡을 통하여 치매, 중풍, 고혈압 등에 예방된다고 교
육하고 있다. 즉 체력 훈련에 관한 단전호흡강의는 노인병에 관한 내용으로 짜여져
서 원래 호흡법이 주 내용인 단전호흡은 그 의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즉 노년기를
치매, 중풍, 관절염 등의 성인병을 앓고 있는 시기로 낙인찍는 학문적인 지식이 그
대로 교육내용에 쓰여지고 있다. 노인을 노인질환의 잠재자로 보기때문에 건강한
노인을 위한 빠른 속도의 에어로빅이나 댄스 등은 교육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넷 교육이 실시되고 있
다. 교육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업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강조되며 컴퓨터가 서
툰 노인학습자들을 위하여 연습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것이 홍보되고 있다.
“오늘은 새해의 첫 수업이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20명 수강인 강의에는 12
명만 참석하였다. 정보화교실의 중급반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
었다. 초급반을 수강했기 때문에 수업이 비교적 잘 진행되는 듯했다. 간혹 사이트
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은 자원봉사자가 다니면서 사이트를 불러주었다. 자원
봉사자들도 역시 이곳의 정보화교실을 수강하신 분들 이시다. 너무 많은 자원봉사
자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도와 줄 것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은 뒷줄에 앉아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실버넷 강의는 인기가 좋아서 금방 수강신청이 마감되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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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자로 신청하면 항상 컴퓨터 교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분이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강의실은 꽉 차버리고 말았다.” (관찰일기
4장)
학문적으로 잘못 알려진 노년학적 지식은 노인학습자가 컴퓨터를 배울 때 학습
장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자원봉사들이 수업을 보조하며 연습시간이 따로 마
련되어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관찰일기를 통하여 나타난 노인들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자임이 증명되었다. 실버넷 교육은 일정한 한
글수준과 영어지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수강자들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았다. 노인학습자를 학습장애인으로 보는 시각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사고력의 감소, 기억력의 감소, 치매, 중풍,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개념들은 우리
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다. 첫 번째와 두번 째 명제의 핵심어
들은 노년심리학과 노년의학 등에서 나온 지식이다. 사고 능력과 기억력 등은 노년
에 감소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유동적 지식이므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력
의 감소는 달력상의 나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과 사고를 넘는 과중한 일에 대
한 장애 때문에 사고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본(Bonn) 학파의 연구에 의하
면 노화현상이란 달력상의 나이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애사적인 요소 때
문에 일어나는 것(Thomae, 1983)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 적용된 명제를 통하여 노년을 이해하는 사고의 준거틀에 관한 의미를 살펴
보면 노년의 특징을 망각, 사고력이 경직된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노년학의 지식은 일상생활에서는 광고 효과로 나타난
다. 실제적으로 이런 홍보적인 노년학적 지식은 제도적인 노인교육의 현장에서 사
회교육강사를 통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의 요구를 배제하고 강사의 시각에서
학습내용과 목표를 구성하도록 한다. 노년광고적인 처방에 의하여 학습자들은 잠재
적인 학습목표를 예상하게 되며 또한 강사는 교육내용에 홍보적인 노년학 지식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의 시각으로 본 유용한 지식이
일상생활지향적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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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교육의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노년학적 지식의 기능
지금까지 알려진 노년학적 지식이 일상생활의 노년학과 다른 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범주를 확정하였다.
1) 유형 a : 노인학습자의 이해와는 동떨어지게 만들어진 노년학적 지식
노화의 현상이 광의적인 노년의 존재를 상징하게 됨으로써 사회교육강사는 교육
을 계획하면서 홍보적인 노년학적 지식을 사용하게 된다. 체조강사는 노년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인병을 중심으로 관절운동을 계획하거나 치매나 중풍 등을 예
방하여 주는 것을 학습목표로 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체조를 위한 목적은 처음
부터 학습자의 개인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홍보적으로 알려진 노인상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관찰을 통하여 노인의 맷돌체조를 지도하는 사회교육강사
의 견해를 살펴보자.
“첫번째 훈련은 일반적으로 정신집중력을 촉진시킵니다. 자, 머리에 있는 백해열
을 눌러주세요. 이것을 많이 누르면 백수 합니다. 두번 째 훈련은 우리 몸을 막고
있는 혈을 뚫어주는 운동입니다. 손톱으로 꽉꽉 누르세요, 중풍예방 혈자리를 잊으
시면 안 됩니다. 세번 째 훈련은 치매예방에 좋습니다. 용천혈을 두드려 주세요. 발
가락 운동을 해주세요”. (관찰일지 6장)
강사는 이미 표준화된 노년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노인의 개인적 성향을 무시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 맷돌체조란 배꼽주위를 맷돌처럼 돌리는 기본운동으로
장운동을 활발히 도와주며 하루의 일상이 무기력해 질 수 있으므로 온몸의 마디마
디에 근육을 돌려 줌으로써 신진대사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교
육강사는 노인학습자들을 치매와 중풍 등을 앓게 될 잠재자로 낙인찍고 장수하는
법 그리고 중풍과 치매를 예방하는 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래 원활한
신진대사가 목적인 맷돌체조로 성인병 모두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
은 근본적인 학습의 의미나 훈련의 유용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삶에 관
계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교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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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노년학적 지식을 일상생활의 노년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상생활적인 의미의
세계에 중점을 두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2) 유형 b : 교수와 학습 간에 일어나는 노년학적인 지식의 적용
교육프로그램은 총체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수법에 의
하여 노년학적 지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년학적인 지식은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과제를 실행시키거나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교수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교육강사에게 풍부한 노년학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학습자지향
의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었는데, 다음의 관찰일기는 노년
학적 지식이 잘 적용된 경우이다.
“강사: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집에서 어려움이 더욱 증가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오
른손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왼쪽 손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유용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자를 많
이 알면 지식의 폭도 넓어집니다.” (관찰일지 5장)
“오늘 수업에 학생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학생
의 수준에 맞추어 교재를 정하였으므로 7급 한자공부를 하는 노인과 2급 한자 공
부를 하는 노인 등 5명의 학습능력은 서로 다른 것 같았다. 유일한 남성 학습자 한
분이 밖으로 나가신다. 조금 있다 들어오시더니 옆방의 바둑판에 적혀있는 한자를
적어오셨다.” (관찰일지 5장)
“학생: 선생님, 善敗者不亂,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둑을 둘 때마다 바둑판에
새겨져 있어서 궁금했는데 아까 란자를 공부할 때 문득 바둑판에 있던 글자가 생
각나서 적어왔습니다.
강사: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바둑두다가 지면 싸우고 야단이 나지요? 하하하 누
가 아주 좋은 말을 바둑판에 적어 놓았군요. 처음 자는 무엇인가요? 착한 선...
사회교육강사는 연이어서 질문을 제기했고 학습자들의 답이 활발히 이어졌다.
강사: 여기서의 선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머리가 어
지럽지 않다’ 그런 말 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졌을 때 또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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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수양을 닦아야 겠지요, 너무 분노하고 그러면 살 수 없
습니다 ”. (관찰일지 5장)
이러한 노년학의 지식을 사용하는 사회교육강사의 사례는 매우 본 받을 만 하다.
이것은 한자공부를 통하여 노인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어 삶에 활기를 주며, 또
한 노년기에 성숙된 자아의 모습을 쌓을 수 있도록 내적인 도야지도를 함께 해주
기 때문이다. 사회교육강사는 노년학적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핵심적인 삶
의 의미 등을 지적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강의가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에
게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실제적인 학습의 효과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능
력이 사회교육강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첫째는 학습자에게 계속적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유도하며, 둘째는 발달심리학을 응용하여 노년기의 내적인
삶의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강의가 되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활발한 학습참여적인 상호작용도 관찰할 수
있었다.
3) 유형 c : 수업에서 중요한 현상을 이해하고 또한 스스로 응용할 수 있는 의미
의 잠재력을 가진 노년학 지식
노인교육학은 노인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의미의
잠재력을 근거로 해서 노년학적인 지식과 현상을 전달하는데 이런 학문적인 지식
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주체자인 노년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상생
활의 의미를 만들어내므로 총체적인 노년적 지식을 만들며, 학습자 스스로가 노년
학적 지식을 스스로에게 맞게 주관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잠재력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 실용적 지식이 된다.
이미 알려진 일상생활이론은 현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일상
적인 이론은 다양화를 원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와 노인들의
상이한 학습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발견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음의 사례는 컴퓨터
강사의 교수방법인데 사회교육강사는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일상
생활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실용적인 학문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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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에 의하면 노인의 강의는 젊은이하고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젊은
이보다 노년학습자들은 배우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노인 학습자를
예로 들어보면 대부분은 공부를 한다는 사실에 대단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 경직되어 있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의 장애를 빨리 없애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강의계획이 수업 도중에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학습 장애를 없애주기 위해
서 수업초기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인들은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매번 강의스타일을 바꾸고 싶어하는데 노인들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도 그
런 경우가 있었어요. 강의스타일을 바꾸자 노인학습자가 곧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그룹을 벌써 2년 가까이 지도하는데 매번 같은 강의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노인들의 학습요구는 젊은이보다도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가르칠 때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유동적으로 학습목표를 변경하며 상
호작용에 따라 수업정합니다.” (면담 4장).
여기에 나타난 교수법과 관계된 일상생활이론은 컴퓨터수업에 관한 것이다. 중요
한 것은 사회교육강사가 학습을 지도하면서 전통적인 교육학 이론을 사용하지 않
고 학습자중심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교육강사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
용적인 일상생활이론을 적용하고 있고 경험을 통하여 노인의 학습 성향을 잘 파악
하고 있으며 또 예상되는 반응의 형태나 결여된 학습에 대한 의지를 교정하여 주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강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실제적인 교육
적인 행위는 학습자중심의 학습 상황을 우선하며 사례의 일반화보다는 학습자 중
심적이며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을 지향하는 성공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안 : 관찰일지를 통해 본 노인교육의 방향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사회교육강사
유형 a는 노년학적 지식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유형 b는 편견에서
벗어난 일상생활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형 c는 자기반성적으로 노년학적지
식을 일상생활이론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유형 c형의 사회교육강사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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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본적인 자세는 노년학습자에게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된다. 노인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은 인간학적인 가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인간상을 이해하는 학
문적인 인식에 의해서 보편적인 유도가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
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원칙과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노인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노인교육학적인 기본적인 가정은 노인을 문제집단으로 낙인을 찍는 원칙은
피하여야 한다.
관찰일지를 통하여보면 사회교육강사는 학습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중에 특별한 행동을 설명하려고 한다. 즉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노화라는
조건을 교육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교육강사
가 갖고 있는 노년에 대한 인식과 특별한 노년학적인 지식은 밀접한 연관성을 맺
으며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노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이며 신체적인 개인내의 차이
와 개인간의 차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달력상의 나이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을 기반으로 노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식적으로 사회교육강사는 노년이란 범주를 회피하고 있다. 그는 노인이란 말
을 쓰지 않고 어르신이라는 말을 쓴다. ‘저에게는 노년은 없고 어르신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면담 1장)
사회교육강사는 노인을 표현하기 위해 어르신이란 단어를 골랐고 이것은 노인스
스로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성숙하게 표현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회교육강사는 노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노년기의
노인을 문제의 집단으로 낙인찍는 시각이 아니라 노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끊임없는 발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것을 통하여 노년기에도 의미있
게 구성될 수 있는 내적 성숙을 유도하며 긍정적인 노년기의 교육의 가소성을 열
어놓고 있다. 사회교육강사는 일반적인 노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
을 학습자지향을 통하여 적절히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저는 노인의 문제가 점점 큰 사회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도시에서
상당히 외롭습니다.” (관찰일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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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강사의 이런 자세는 본질적으로 홍보적인 노년학적 지식을 거부하는 것
이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일상생활이란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 사회교육강사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학문적 지식을 버리고 있다. 이런 경향은
노년학습자의 이탈 행동을 이상 행동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노인학습자가 이탈적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보다도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간상에 대한 믿음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모
든 사회교육강사에게는 노년학적인 지식을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는 경험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학습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학적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학적인 기본가정은 나이라는 범주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교육학적인 상황은 순수한 일상생활의 상황과는 명백히 다르다. 일상생활의 사고
의 준거 틀에서의 행위의 방법과 일련의 사건들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교육
학적인 배경으로서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문헌에 나타난 노년의 문제와 노인교육의 과정은 노화는 노인만이 갖고 있는 결
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노화라는 현상이 금기시 되어서도 안
된다. 노년의 노화현상은 인간의 이성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제적인 혁신은 노인의 학습력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교육학적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가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인교육의 목적은 노년을 문제집단으로 보는 낙인에서
벗어나 노인의 자아실현을 돕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인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심어주는 주어 긍정적이며 열려져 있는 노년상을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
학적인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광고적인 노년학적 지식에서 비롯된 노년
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우어주며 기쁨을 갖도록 하여 편견에
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있다. 즉, 노인교육은 노년들로 하여금 노년기에도 배울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도록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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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결론
이 연구는 내부자 시각으로 노인교육의 과정을 분석하여 노인교육의 방향을 정
리한 것이다. 제도적인 틀 안에서 노년학적 지식이 노인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사용
되는 지 알아보았고 또, 교육학적인 일상생활의 행위의 영역을 고찰함으로서 실제
적인 경험 연구를 하였다.
노년학적 지식은 사회교육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사회교육
강사와 노인학습자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때인데, 이것은 노인교육이 노년학적인
관념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인교육 프로그램
들이 교육학적인 의미나 또는 교육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습의
단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년학적 지식을 벗어나 일상생활지향으로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노년학적인 지식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의미의 잠재력을 키
워주는 데’ 교육목적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교육은 노인에게 학습장애가 발
생했을 때 학습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를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는 일상생활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교육은 노년학적인 지식과
일상생활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노인을 낙인찍는 객관화를 삼가해야 하며, 노인
이라는 범주의 틀을 벗어나 인간교육학적인 기본가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교육강사들은 노년학의 전문가도 아니며 순수한 초보자들도 아니다. 그들의
노년학적인 지식은 자신의 전공영역에서의 지식과 일상생활의 지식이 잘 어울려진
지식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성인교육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
게 사용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삶의 실제와 학문의 매개체가 되고 있
으므로 그것은 대단히 기능적이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교육의 현장은 노년학적
지식을 합리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되 노인학습자의 학습요구를 고려하여 실용
적이며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쓰여져야 함이 밝혀졌다. 노년학적 지식은 교육현장
에서 표준화되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인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사용될 때 노인
학습자가 적극 참여하며 만족하는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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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cess of the Elderly Education
by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he Focus Interview

Seong-Hie Park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Women's University

The elderly living in the age of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re making a use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t the elderly welfare center to spend their useful
old age after their retirement. This study is that any gerontological knowledges are
applied for lifelong programs conducting at elderly welfare center and what
interactions happen between elderly learners and educators. In the field of the
elderly education, gerontological knowledges have been mostly used for the elderly
as the disengagement. The elderly learner, however, are participating eagerly in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cooperation-productive learning with satisfaction in their
lives.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being researched by participant
observation not through outside perspective but inner perspective. In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elderly education isn't explained by macro theories, concepts or
categories. This study has examined a direction of the successful education for the
elderly as actors of their lives based on experiences of the elderly learners, contexts
of the subjective meaning, and actions.
Key Words : Elderly Education, Participant Observation, A Case of the Successful
Elderly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