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연구 제6권 제2호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011, Vol. 6, No. 2, 175-195.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효과
형 정 은 (부산대학교)
정 명 화 (동의과학대학교)*
김 경 란 (동의과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을 각 학과별 특성에 맞게 계획단계, 활동단계, 반성적
성찰단계에 따라 진행하고 그것이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의 D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도 1학기에 지역사
회경험학습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을 사전, 사후에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경험학습에 참가한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는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경험학습에 참
가한 전문대학생의 지역사회참여의식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실시가 학습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 지역사회경험학습, 봉사학습, 직업기반학습, 학습동기, 지역사회참여의식

* 교신저자 : cmh3237@dit.ac.kr

- 175 -

통합교육연구 제6권 제2호

Ⅰ. 서 론
최근 교육, 기업, 지역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 청소년들을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게 함에 있어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중도탈락 학생의 수를 제외하고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0∼60%의 학생들이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65%는 수업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Indiana University, 2005). 미국의 주요 기업체와 교육기관의 모임인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는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학습과 실제세계와의 연결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의 간격을 줄이지 않
는다면 교육제도는 무의미하다고 한다(Melaville, Berg & Blank, 2006). 이러한 간격을 줄
여 현실세계 안에서 더 많은 학습경험을 하고 그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연구된 교수학습방
법이 지역사회경험학습(CBL: Community based learning)이다.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경
험학습은 지역사회기반학습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이
Dewey(1938)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사회경험학습’이라는 용
어로 쓰기로 한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이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광범위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교과지식과 지역사회경험학습
활동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교과를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해 보게 하는 교수학습방
법이다(Owens & Wang, 1996; Stahl, 2004).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세
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학습자 중심, 경험 중심으
로

교수학습방법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원칙은

'Northwest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에서 개최한 5년간의 세미나를 통해 명확해
졌고, 'A Model for Restructuring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경험학습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규정함으로써 핵심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Owens, 1994).
지역사회경험학습은 봉사학습(Service-Learning), 체험기반 직업교육(Experience Based
Career Education), 협동교육(Cooperative Education), 직업기반학습(Work Based Learning),
청년 도제제도(Youth Apprenticeship)와 같은 교수학습방법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에
대한 ‘개념적 틀’이다(정영근, 2008; Communica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 2001;
Melaville et al., 2006; Owens & Wang, 1996). 즉 지역사회경험학습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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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심적으로 취하는 전략들을 추출하여 이것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교수학습방법
이다.
지역사회경험학습 실시 후의 성과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문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1996년부터 48개의 학교에서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적용한 결
과로, 지역사회경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92%정도 학문적 성취
가 높았으며 학급에서의 행동문제도 95%가량 줄어들었고 특히 출석률이 증가되었다고 보
고하고 있다(Melaville et al., 2006 재인용). 다음으로 개인적·사회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경험학습이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자율성 및 자기효능감의 증가와 유의미하
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한다(Kirby, 2001).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경험학습을 통한 직업의
식에 대한 성과는 비참가자들보다 참가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했으며 직업윤리의식도 높다고 하였다(Roger & Reeb, 2006; Furco
& Billig, 2002). 특히, 지역사회경험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높은 동
기가 형성되며 사고력과 분석력이 발달하고(Eyler, Giles & Braxton, 1997),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Charles, 2004).
국내의 지역사회경험학습에 대한 연구는 이주성, 정봉주(2010)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 연
구에서는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외부기관 평가, 학생 만족도, 학습성과 평가 결과에 효과적
임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경험학습에 포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별적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봉사학습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영리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직업기반학습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
리기관, 비영리기관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봉사학습은 학습자에게 학교 수업, 개인
적 성장, 시민의 책무 등을 의미 있는 봉사 경험과 연결해 주는 교수학습방법으로 비영리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원미순(2003)은 대학생들이 봉사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참여의식
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봉
사학습이 대학생들의 지역사회참여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학교, 학생, 교수, 교
직원, 봉사활동 기관이 상호협력해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 봉사학습을
가족복지론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봉사학습이 학생들의 자
기효능감,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가족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가족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도 증진시켰다고 하였다(한인영, 박형원, 김주현, 2005).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세기 기업에서 원하는 핵심역량인 지
역사회참여의식과 직업윤리의식도 함께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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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40%를 점하며, 2006년도 전체 고등 교육기관 재적
생의 25.7%를 차지하고 있어(정지선, 2008), 현장 실무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
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전공 교과를 충실
히 학습하고 이를 취업과 연결하여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련의 연구들(김선희, 2000; 나승일, 정철영, 박동열, 이해선,
2002; 박해미, 이재열, 정우택, 이경희, 김문성, 2008; 유윤희, 1994)에 의하면 전문대학생들
이 학업수행의 불만족, 진로목표의 상실 및 사회에서의 낮은 기대감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가지고 학습상황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을 연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전문대학은 짧은 수업연한으로 인해 사회적 일꾼으로서의
진출이 빠르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참여를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고 실천에 옮기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
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험학습을 각 학과별 특성에 맞게 계획단계, 활동단계, 반성적
성찰단계에 따라 진행하고 그것이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전문대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4년제 대학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도 지역사회경험학습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경험학습의 개념 및 특징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청소년들을 생산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요구에 의해 대두되었다. 즉, 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수업 내용이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관계가 별로 없고 또 바로 응용할 기회도 부족하다고 느
끼며 기업에서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아도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어 다시 재교
육을 시켜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따라서 교육이 달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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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기술, 태도를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지식과 실제의 간극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핵심적으로 취하고 있는 전
략들을 도출하고 이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경험학
습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수학습이론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
해 핵심적 특징을 강조한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과 그 특징을 교수학습 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
게 하는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Melaville et al., 2006). 첫째, '의미 있는 내용
(meaningful conent)'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그들의 관심 주제를 고려하여 내
용을 구성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자연적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하도록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의 기억과 전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듣고 선택하기(voice
and choice)'이다.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배울 내용과 활동 장소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선택하도록 학생들을 수업과정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는 코치 혹은
가이드로서, 그리고 학생은 지식의 공동 창조자로서 각 주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
째, ‘개인적 목적과 공적 목적(personal and public purpose)'이다. 학생은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를 알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된다. 또 다양한 관점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평가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게 해야 한다. 넷째, ‘평가와 피드백(Assessment and
Feedback)'이다. 학습과정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성취와 발전의 결과물을 학생들에게 지속
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때 동료와 멘토 혹은 교수가 학생에게 피드백을 자주 제공한
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배운 것을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수업 마지막에 배
운 것을 확인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자원과 관계(Resources
and Relationship)'이다. 학생과 사회적 자원은 같이 일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학생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 설계를 위한 경
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직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2. 지역사회경험학습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청소년과 어른들이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광범위한 교수학습방법이다(Owens & Wang, 1996). 지역사회경험
학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봉사학습(Service-Learning), 체험기반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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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Based Career Education), 협동교육(Cooperative Education), 직업기반학습
(Work Based Learning), 청년 도제제도(Youth Apprenticeship) 등이 있다(정영근, 2008;
Communica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 2001; Melaville, Berg & Blank, 2006; Owens
& Wang, 1996).
전문대학에서는 배운 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책
무성을 가지고 있다(나승일 외, 2002). 지역사회경험학습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 중 봉사학
습(Service-Learning)과 직업기반학습(Work based Learning)은 지역사회 속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봉사학습과 직업기반학습 두 가지를 선택하여 지역사회경
험학습을 구성하였다.
봉사학습이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과 학습이 연결되는 학습방법이다
(Communications for a Sustainable Future, 2001). 즉, 봉사학습은 교육장소를 교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시켜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하도
록 하며 직업준비, 학문적, 기술적 능력 등을 기르게 한다(Owens & Wang, 1996). 봉사학
습의 목표는 봉사와 학습의 동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며 봉사학습의 요소에는 통합 학
습, 고품질 서비스, 협동, 학생의 참여, 시민 책임감, 반성 및 평가가 포함된다.
직업기반학습(Work based Learning)은 미국에서 1980년대 말에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산업제반 요소 및 일반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 직장
멘토링, 유급 근로체험, 직업훈련 경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습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은 학업적 기술과 직업능력 기술을 얻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진로에 실질적
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황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을 멘토 및 역할모델과 연결함으로써 학생의 학
습과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학생에게 광범위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Owens et
al., 1996).

3. 지역사회경험학습의 구성요소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크게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세 주체가 협력하여 목표지향적인 관
계를 형성해야 한다. 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코디네
이터를 두어 교과 개설 및 지역사회기관의 섭외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학
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Owens와 Wang(1996)에 의하면 지역사회경험학습은 3가지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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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계획-활동-반성적 성찰의 3단계로 활동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
다. 우선, 계획단계에서는 교사 또는 지역사회의 관리자는 멘토가 되어 학생과 함께 상호
협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계획이 뚜렷할수록 학습자
는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활동단계에서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경험한다. 활동은 각 교과에 관한 지식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하게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반성적 성찰은 개별 또는
집단토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역사회경험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현장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수업에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보도록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 세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
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멘토의 역할은 교수, 코디네이터,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 그
리고 동료 등이 할 수 있다. 멘토는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하고 학습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며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지식과 지혜를 공유한다. 이러한 멘토의 역할은 지
역사회경험학습이 잘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지막

핵심

구성요소는

반성적

성찰(reflection)과

상호교호성(reciprocity)이다

(Queensland Studies Authority, 2008). 반성적 성찰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수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를 생각하는 것이며
상호교호성이란 교수, 학생, 현장담당자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파트너가 되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세 주체 간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며 그리고 학생들
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역사회의 연결이 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세 주체와 협력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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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경험학습의 단계별 적용
지역사회경험학습은 계획, 활동, 반성적 성찰의 세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Owens &
Wang, 1996). 본 연구는 각 단계 마다 전문대학에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세
부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각 세부과정마다 확인해야 할 중
요한 핵심사항을 Berryman(1995)과 Melaville, Berg와 Blank(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
시하였다. 전문대학에 지역사회경험학습의 단계별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지역사회경험학습 단계별 세부과정, 확인사항, 실행대상
단계

세부과정
유형 선택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계획

교과목 개설
기관선정 및
협약체결
참여학생
오리엔테이션

확인사항


학과에서 선택한 지역사회경험학
습 유형이 전공특성에 적합한가?



전공과목이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진행하는데 적합한가?
선정한 기관에서 효과적인 학습
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이 지역사회경험학습에 관심
을 가질 수 있는가?




실행대상
교수
대학
교수, 대학,
기관
대학, 학생

⇩
참여학생 사전교육
기관별 학생배치
활동

전공이론 학습
지역사회기관 활동
포트폴리오 작성
(활동·성찰일지 및
소감문 포함)







교육내용이 학생의 사전지식과
관련지어 구성되는가?
학생의 관심 주제에 따라 기관배
치가 되었는가?
전공과목 수업은 학생들의 지역
사회경험학습과 연계되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
는가?
멘토/교수는 피드백을 주고받으
며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도하는
가?

기관, 학생
교수, 기관
교수, 학생
기관, 학생
학생, 교수,
기관

⇩
결과발표회
반성적
성찰

기관/교수 :
학생평가
만족도 조사





학생이 배운 경험과 결과물을 보
여줄 수 있는가?
학생의 학습 태도가 주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는가?
학생과 지역사회기관이 서로 도
움을 주는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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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소재한 D전문대학에서 2011년 1학기에 실시한 지역사회경험
학습에 참여한 학생 162명이다. 실험집단 76명은 2011년 1학기에 개설된 지역사회경험학습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고, 통제집단 86명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별 학년, 학과 및 참여인원 수
실험집단

통제집단

학년

학과

인원(명)

학년

학과

인원(명)

2

사회체육과

5

2

사회체육과

4

2

식품과학계열

13

2

식품과학계열

9

2

간호과

10

2

간호과

10

2

사회복지과

8

2

사회복지과

19

2

유아교육과

20

2

유아교육과

16

2

경영정보계열

6

2

경영정보계열

15

2

토목과

14

2

토목과

13

합계

7

76

합계

7

86

2.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실제 운영
1)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운영 절차

지역사회경험학습은 교수자의 신청을 통해 전공과목과 연계하여 교양과목 1학점으로 개
설하였다. 대학은 과목을 개설하는 교수자와 협의하여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유형인 봉사학
습과 직업기반학습 중 학과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유형에 따라서 참여기
관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구분했으며, 학습내용도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유형을 선
택한 후 지역사회경험학습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받았다. 연계
된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중 지역사회경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교양과목 1학점
인 ‘OO과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수강하며, 1학기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을 지역사회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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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였다. 학습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받으며, 전공에서 배운 이론
과 지식을 활동에 사용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매 활동이 끝날 때마다 활동일지, 성찰일지,
소감문을 작성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 때 교수자와 기관 멘토가 피드백을 해 주
었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이 끝난 후, 학생들은 활동경험과 결과를 발표하는 결과발표회에
참여하였고, 기관 멘토와 교수자는 학생의 수행을 평가하였다. 대학에서는 학생과 기관 멘
토에게서 만족도를 조사하여 추후 지역사회경험학습 운영에 반영하였다. 지역사회경험학습
진행에 관한 절차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지역사회경험학습 진행절차

학과
신청

⇨

유형
선택

⇨

과목
개설
및
기관
선정

⇨

학습
활동

⇨

반성적
성찰
및
피드백

⇨

결과
발표회
및
평가

2) 지역사회경험학습 유형별 참여학과, 과목명, 참여기관명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과의 특성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봉사학습의 경우에는 비영리기관과 협약하여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공과목을 학습하고, 직
업기반학습은 각 학과의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영리기관과 협약하여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지역사회경험학습은 7개 전공과목과 연계된 7개의 교양과목을 12개
의 지역사회기관에서 수행하였다. 봉사학습은 사회체육과, 식품과학계열, 간호과, 사회복지
과의 4개 학과에서 선택하였으며, 직업기반학습은 유아교육과, 경영정보계열, 토목과의 3개
학과에서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각 학과별 지역사회경험학습 유형과 학과, 전공과목명, 그
리고 참여한 기관명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 184 -

형정은 ․ 정명화 ․ 김경란 /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효과

<표 4> 지역사회경험학습 유형별 학과, 과목 및 기관명
유형

학과

전공과목명

사회체육과

골프지도법

식품과학계열

고급영양학

봉사학습

참여기관
부산진구청
해운대구 보건소
비영리기관

동래구 보건소

간호과

지역사회간호학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송국클럽하우스
하늘숲어린이집

유아교육과

법원어린이집

유아언어교육

직업기반학습

놀이아유치원
영리기관

경영정보계열

ISO경영시스템

토목과

실무프로젝트Ⅱ

한솔유치원
(주)대호상선
(주)제일방열판
(주)무성토건

3. 측정도구
1) 학습동기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UC Berkeley의 봉사학습센터에서 개발한 Evaluation
System for Experiential Education(ESEE)의 질문지를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수정한
원미순(2003)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학습에 대한 동기화, 경험·실천·이론
적용능력, 진로계획을 포함한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이다. 원미순(2003)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alpha)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1이었다.
2) 지역사회 참여의식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yers-Lipton(1996)의 시민적 책임감 질문지와
미국의 Campus Compact에서 만든 College Student Survey(CSS)의 시민적 책임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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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토대로 Knee(1999)가 재구성한 질문지와 UC Berkeley의 봉사-학습센터에서 개발한
Evaluation System for Experiential Education(ESEE)의 질문지를 원미순(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9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미순
(2003)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alpha)는 .7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7이다.

4. 자료처리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학습동기 척도와 지역사회참여의식 척도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습
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 구 결 과
1.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표 6
>에 제시하였다.
<표 5> 학습동기의 기술통계치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정값*

구분
M

SD

M

SD

M

SE

실험집단(n=76)

38.02

4.05

38.26

3.88

37.32

0.41

통제집단(n=86)

34.36

4.23

34.90

4.03

35.73

0.39

전체(n=162)

36.08

4.52

36.48

4.29

36.53

0.40

*공변인(사전 학습동기 평균 36.08)으로 조정한 학습동기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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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습동기의 공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공변인

648.81

1

648.81

55.46***

집단

84.73

1

84.73

7.24**

오차

1859.99

159

11.70

합계

218499.0

162
*p < .05 **p < .01 ***p < .001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 학습동기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추정한 사후검사
점수에서 실험집단(M=37.32, SE=0.41)은 통제집단(M=35.73, SE=0.39)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표 6>과 같이 공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24, p<.01). 즉,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실행이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전문대학생의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검사 결과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 지역사회참여의식의 기술통계치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정값*

구분
M

SD

M

SD

M

SE

실험집단(n=76)

27.08

3.13

27.11

3.50

26.32

0.34

통제집단(n=86)

24.51

3.57

24.97

3.37

25.66

0.32

전체(n=162)

25.72

3.60

25.97

3.58

25.99

0.33

*공변인(사전 지역사회참여의식 평균 25.72)으로 조정한 지역사회참여의식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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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역사회참여의식의 공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공변인

605.99

1

605.99

53.05***

집단

15.26

1

15.26

1.90

오차

1276.07

159

8.03

합계

111319.0

162
*p < .05 **p < .01 ***p < .001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 지역사회참여의식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추정한
사후검사 점수에서 실험집단(M=26.32, SE=0.34)은 통제집단(M=25.66, SE=0.32)에 비해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표 8>과 같이 공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90, p>.05). 즉,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실행은 전문대학
생의 지역사회참여의식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최근 전문대학은 입학자원의 부족, 중도탈락 학생의 증가,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상 미배출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어 새로운 교수학습방법들을 모색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지역
사회경험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경험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통
합해보고 적용하는 것이다. 즉,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 속에서 실제로 활용해
봄으로써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추후 사회 및 직장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적용하고, 이 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지역사회참여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경험학습에 참여한 전문대학생의 학습동기 수준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경험학습이 학생들의 학습동기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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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김은영, 유숙영, 2008; Eyler, Giles, & Braxton, 1997; Eyler & Giles, 1999;
Vogelgesang & Astin, 2000)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
째, 학습동기는 학습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때 더욱 향상된다(Schunk, 199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했다.
Webb과 Mastergeorge(2003)에 의하면 학습 내용에 대해 자기가 필요하다는 지각없이 타
인의 설명을 듣게 될 경우 학습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과제에 대해 학습
자가 인식하는 중요성과 유용성이 커질 때 학업성취도 높아진다고 하는 과제가치(Pintrich
& Schunk, 2002; Ames, 1992)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 더욱 동기화 될 수 있기
(Eyler, & Giles, 1999)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이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스스로 필요하다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학습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이것이 학습동기의 증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Dewey(1938)는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성과 상호작용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경험학습의 핵심 구성요소는 상호교호성(reciprocity)
으로, 학기 중에 평균 5∼6회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교수자와 학생간, 기관 멘
토와 학생간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학생
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셋째, 학습의 실제성이 높아 학습동기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실제성이란
학습자가 학습활동, 학습과제의 복합성, 평가 조건과 기준 등이 모두 실제적이라고 인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강명희,

윤희정,

김지심,

김혜선,

2008;

Gulikers,

Bastiaens,

&

Kirschner, 2004).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계획-활동-반성적 성찰의 3단계에 따라서 지
역사회경험학습을 적용하였다. 먼저 학생을 지역사회기관과 연결하여 사회적 자원을 제공
하였고, 교수자와 기관 멘토로 하여금 학생이 과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마지
막으로 학생이 수행한 과제나 결과물을 교수자와 기관 멘토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높은 수준의 학습실제성을 가졌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면서 학습동기를 향상시킨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실제 상황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
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향상되었을
것이다(강명희, 김나리, 1999; 박선주, 김명신, 2004; Ames, 1992; 한인영 외, 2005).
넷째,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도록 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의 핵심 구성요소는 반성적 성찰(reflection)이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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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
식과 실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학습내용, 활동일지, 성찰일지, 소감문을 매 활
동마다 작성하여 교수자와 기관 멘토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포
트폴리오를 만들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학습과정과 과제수행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스스로 활동을 정리하며, 교수와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기 때
문에 학습동기가 향상된 것이다. 이는 포트폴리오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동
기를 향상시킨다고 한 연구(김태용, 1998; 심명보, 2000; 조한무, 1997; Frazie & Paulson,
199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학생들의 지역사회참여의식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존의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지역사회참여의식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
구들(김은영, 유숙영, 2008; Eyler & Giles, 1999; Myers-Lipton, 1996; Perry & Katula,
2001)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학생들이 지역사
회에서 활동한 횟수가 지역사회참여의식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
이 수행한 활동횟수는 평균 5∼6회였고, 활동시간은 학과별로 많게는 56시간 적게는 15시
간으로 학과별로 차이가 난다. 봉사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참여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연구(김은영, 유숙영, 2008; 김은영, 유숙영, 2009) 대부분이 11회 이상의 활동을 진행하였
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의 활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동횟수가 부족
하여 지역사회참여의식을 향상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활동시간 및 활동
횟수가 지역사회참여의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실행하는 세 주체인 학생, 기관, 교수자가 지역사회경험학습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새롭게
적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오리엔테이션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어
려웠을 것이다. 이주성과 정봉주(2010)는 참여 학생이 사회문제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
야 지역사회경험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대학생의 사회이슈에 대한 인식
고취방법으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독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주
체를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경험학습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생의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을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학습과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직업기반학습을 통합하여 적용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직업기반학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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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안에 배운 전공지식을 바로 적용한다는 시기적인 특성 외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활동 대부분은 현장실습과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전공지식을 지역사회에서 경험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참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와 참여기관에 생소한 교수
학습방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실행하는 학생, 교수자, 참여기관에게 지역사회
경험학습의 목적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경험학습과 관련된 수업사례 및 학생지도 방법에 관한 사전 세미나 또는 워크
숍을 개최함으로써 수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 유의미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공과목별
로 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기관이 부족하여 학생의 요
구를 모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관계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
이 다양한 기관에 참여하여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은 실제 지역사회현장에 있는 참여자
들과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이며, 반성적 활동이 부족하고 문제해결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대등한 관계이면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것
을 분석 및 평가하는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경험학습을 활용한다면, 이론과
실제의 연계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대학에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써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론이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경험학습의 개념에 대한 이론 연구나,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형편이다. 그
러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지역사회경험학습은 다양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한데 묶은 큰 틀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경험학습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체계적인 틀을 구축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 지역사회경험학습의
모형을 구축하는데 기초 연구로써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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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mmunity-Based Learning on
Colleg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Hyung Jung Eun (Pusan National University)
Cheong Myung Hwa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Kim Kyung Ran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munity-based learning on colleg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by
making students do community-based learning through planning phase, action phase
and reflection phase in compli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epartment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76 students at D college and community-based learning
was conducted in the spring semester of 2011. Colleg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were examined before and after
community-based learning and were analysed with ANCOVA.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llege students who engaged in community-based learn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learning motiva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wasn't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the
effects of community-based learning on colleg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are discussed.
Key Words : CBL(Community Based Learning), Service-Learning, Work Based Learning,
Learning motivation,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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