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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 참여동기, 학습성과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성인학습자 31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은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은 참여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동
기는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과 학습성과는 참여동기를 매개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평생교육의식, 참여동기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의식 전환이 이루어져,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동기가 부여되고,
학습성과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of adult learners' lifelong education consciousness,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outcome. The subjects were 319 adult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the courses of
the lifelong learning in 5 districts of Daeje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ult learners'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learning outcome. Second, adult learners'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participation motivation. Third, participation motiv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learning outcome. Forth, participation motivation had mediating effect between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and learning outcome.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were verified as
factors that affect learning outcome directly.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change the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and to participation motivation potential learners to participate in lifelong learning. Finally this process
will improve their learning outcome. The study is meaningful to provide possibility to enlarg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lifelong learning.

Keywords :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outcome, Adult learner,
Participation opportunity

1. 서론

포럼에서 평생교육 참여율과 각국의 GDP와의 관계를
통해 일인당 국민소득은 평생교육 참여율이 1% 증가할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국가경쟁력, 평생교육이 해

때마다 332달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민의 지속

법이다’라는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1]. 이

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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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장과 직결되며, 선진국에 도달하려면 평생교육

식으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이해, 평생교육의 중요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성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

도 본격적인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학습자

심이 높아지면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들이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의 여부는 평생

증대되고, 평생학습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의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의 수준에 달려

평생교육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의식은 학습활동

2009년 28.0%에서 2013년 30.2%로 OECD 평균

시작과 학습활동의 유지 및 학습의욕을 추진시키는 원동

(40.4%)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력으로 학습을 지속 가능하게 도와주는 의미 있는 변인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참여율 증진 노력과 학습경로의 다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의 동기나 목

양화 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성인의 평생학습

적 등이 뚜렷하지만 개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위치가

참여율의 증가로 전국 평생교육기관 수는 2009년 2,807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 참여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개에서 2013년 3,965개로 증가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

곧 학습자들의 교육목적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그램 수도 2009년 136,123개에서 2013년 180,843개로

적용될 수 있다[4]. 그리고 학습성과는 성인학습자를 위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

한 평생학습의 경우 학습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학습

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참여와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인

되어 2014년 현재 14개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식하고 있는 학습성과나 만족도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중에 있다[2].

지니게 된다. 평생교육의 학습성과 분석은 사회구성원의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 개원하여 평생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실질적 참여율 제고, 참여저변

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와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

확대), 실질적 참여성과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

여하고자 국내 최초로 시민대학을 설립하였다. 시민대학

한 결정적 요건이 될 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의 평생

의 설립취지는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교육 질 관리를 위해서도 학습성과 분석은 매우 필요하

의 학습욕구 충족, 생활에너지 재충전, 직업능력향상, 지

다[5].

역공동체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통해 학습을 지역에 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 의식조사 문

원하는 평생학습체계이다.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기초를

항이 포함된 연구[6-9], 평생교육 실태 및 시민의식조사

형성하여 삶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 계속교육을

와 관련된 연구[10-14], 학습태도가 평생학습 참여 및 학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알기 위

습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15,16], 참

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존

여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17], 참여지속 결정요

재하기 위한 학습을 통해 ‘행복해지는 힘을 기르는 대전

인에 관한 연구[18], 참여동기와 기타 변인과의 관련 연

시민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지적 수준 향

구[19-24], 참여동기와 학습성과 간의 관련 연구[25-30]

상, 건강한 시민형성, 시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등이 있다. 평생교육의식에 대한 연구는 평생교육 요구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여 타 시․도 평생교육기관의 좋은

관련분석, 실태조사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성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학습자의 교육참여 및 참여동기와 학습성과에 관련된 다

이러한 근거로 2013년 1,617개 프로그램에 20,860명

양한 변인과의 관련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성인

이 참여하여, 평생교육 참여 인구 확대 및 시민 행복지수

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을 통한 참여동기와 학습성과의

향상과 평생학습 참여율 확대,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는 성과를 이루었다[3]. 이러한 시민대학의 성과는 국가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의식이 참여동기와

의 주요과제인 ‘평생교육진흥’의 관점에 부합하는 사례

학습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

로 평가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

여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평생학

는 시민들의 평생학습의식, 참여동기, 학습성과 변인을

습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참여동기 향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며,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은 학습자 개인의 내적 인

나아가 정책적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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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사회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

유발과 학습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

다.
위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

가 있다.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2 참여 동기

첫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이 학습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참여동기는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는 까닭이 무엇이

둘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이 참여동기에 어떠

며, 어떤 마음 상태에서 학습을 하고 싶은지 이유를 나타

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는 심리적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34]. 따라서 참여동

셋째,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

기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이후의 행동이나 감정을 예

을 미치는가?

측할 수 있는 순환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학습

넷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은 참여동기를 매개

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35]. 국내에서

로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성인학습의 참여동기를 연구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이며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참여 특성분석’[36], ‘대
학사회교육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37], ‘대학부설 평생

2. 이론적 배경

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 결정요인 분석’[18],
평생학습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14]가 이어지면서

2.1 평생교육의식

구체화하였다.

의식(consciousness)이란 외부의 현상이나 경험 속에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구성요인은 인구의 증가, 기

서 지각, 사고, 느낌 등을 표상화한 것이며, 인식과 동의

술변동, 직업의 구조변화, 여가증대 등의 사회적 요인 이

어로 사용된다. 의식은 가치를 형성하는 인지적인 면과

외에 학습자의 내면적 특성과 개인배경인 연령, 거주지

다양한 신념 체계에 의하여 개인적 목표에 반응하여 나

역, 학력수준, 월 평균소득수준 등 여려가지 요인이 결합

타나는 행동적인 표상인 태도를 가진다[31]. 의식은 구

하여 학습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

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고 행위의 의도나 의지에

다.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구성요인의 이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의식은 체계

틀을 처음으로 구축하여 참여동기를 목표지향형, 활동지

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되거나 긍정적으로 교정,

향형, 학습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38]. 목표지향형은 학

변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습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을 목적으로

평생교육의식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치는 개인의 전체

참여하는 유형으로 뚜렷한 학습 목적이 있는 경우이다.

신념 체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한 유형의 신념이다. 가치

활동지향형은 학습자들이 학습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는 개인이 어떤 것을 행해야 하고 어떤 것을 행해서는

참여하는 활동에 의미를 두는 경우이다. 학습지향형은

of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지적호기심이나 배움을 통해 알

existence)를 추구해야 하고, 회피해야 하는가를 말해주

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참여하는 유형이다.

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32]. 학습태도란 학습경험을

따라서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동기에 의

통해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경향성으로

해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를 예측하는 요인으

개인의 학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습경험은 수업

로 학습자의 참여동기를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을 통한 자발적 학습경험 뿐 만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싸

으로 구분하여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안 되며,

인간존재의 어떤 목표상태(end-state

고 있는 학습 환경 변인 모두를 포함한다. 학습태도는 학
습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서 학습의 동기, 의욕, 가치판

2.3 학습성과

단 등을 결정한다. 즉 어떤 학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학습성과란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태도 변화나 지식

사람은 학습활동이 의욕적이고 능률적이어서 학습효과

의 증가가 긍정적으로 극대화 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를 높일 수 있다[33].

다. 평생교육에서의 인지된 학습성과는 지식과 기술 향

평생교육의식의 하위개념으로서 가치와 태도는 동기

상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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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 등을 포괄하고 있다[39].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분석하였다.

는 정규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다르다. 성인

학습자의 참여동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

학습자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장 주목할 만한 참여동기의 유형은 활동지향형임을 보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 평생학습에 참여하여 학습경험을 하

하였다[26]. 참여동기의 유형중 학습지향동기가 활동지

게 되며 이를 통해 학습성과를 얻게 된다. 학습성과는 교

향동기, 목표지향동기보다 동기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육경험 후에 일어나는 학습자의 지식, 태도, 기술, 행동

나타났으며[42], 참여동기 수준은 참여성과에 정적인 영

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17]. 학습지향

본 연구에서 학습성과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형, 활동지향형 참여동기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

어 있다. 지적영역은 학업 성취도, 지식, 기술, 정보습득

며[28]. 참여자 개인특성 중 참여동기 정도에 따라 학습

등 지적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알아본다, 정의적 영

성과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9].

역은 도덕성, 동기, 자아개념 등 정의적 측면에서 나타나

학습자들의 참여동기 유형에 따른 만족도는 목표지향형,

는 성과를 알아본다. 신체적 영역은 체력의 증진, 신체의

활동지향형 참여동기를 가진 학습자들보다 학습지향형

건강, 삶의 활력 획득 등 신체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과

참여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상대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

를 알아본다. 진로 및 취업영역은 취업, 소득, 상급학교

으로 확인하였다[43].

진학 등 진로 및 취업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알아본

대학평생교육원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

다. 가정생활영역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고부관계 등 가

으로 학습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의적 영역과 지적 영역

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알아본다. 사회활동영역은

의 학습성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5].

대인관계, 동료학습자를 통한 자극, 분발, 학습경험의 사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과 밀접한 학습성과를 인지

회활동에의 적용 등 사회활동영역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적영역, 정의적영역, 진로 및 취업영역, 가정영역, 사회

알아본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험의 변화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학

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습성과를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44].
평생학습 참여목적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를 인식하

2.4 관련 선행연구

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4],

평생교육의식과 참여동기, 학습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참여자의 참여동기와의 관계에서 활동지향형인 경

관련 선행 연구는 없지만,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 수준

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참여동기가 높게 나타났다[45].

에 대해 공동체 경험인 가치와 이념이 정적인 효과를 나

활동지향적 동기와 학습지향적 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성

타냈다[18]. 학습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태도 또한 참여

과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6], 성인학습자의

와 지속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며[40], 참여와 지속에

평생학습 참여동기 유형이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에 대한 태도 요인 중 내적가치

미치며 그중에서도 정의적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

인식은 참여와 지속을 이끄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인하였다[28].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41].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통해 HRD자본, 사회문화적 자본, 개인적 자본 측면의

학습특성변인 중 학습가치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학습

성과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성인학습자들은 개인적 자본,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성

사회문화적 자본, HRD자본 순으로 성과를 인식하고 있

인 학습자들의 학습태도가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의 사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47], 위탁교육 학습성과와 관련하

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15,16]는 평생학습

여 성인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의 학습성과가 가장 높은

에 대한 이해수준, 가치판단이 높을수록 평생학습에 대

것으로 보고하였다[30].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
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3. 연구방법

형성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의
식조사[8]로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요구 및 인식경향을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월12일부터 5월23일까지 대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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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5개구에서 운영

의 참여동기 이론을 근거로 Boshier(1971)[50]가 개발한

중인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교육 참여 척도(Educational Participation Scale: EPS)를

성인학습자 31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

발전시켜 최운실(1985)[36]에 의해 개발된 ‘성인의 교육

의 배경변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참여에 관한 조사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임숙경
(2007)[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n=319)
gen
der

%
23.2
76.8
8.8
16.6
27.9
28.5
18.2

80

25.1

education

86

27.0

129

40.4

24

7.5

currrent residence

n
74
245
28
53
89
91
58

work

years

content
male
female
20s
30s
40s
50s
60s or older
below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colla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more than

content
office
works
business
owners
student
retirees
job-seekers

다. 이 도구는 목표지향(6문항), 활동지향(7문항), 학습

n

%

지향(5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5점

68

21.3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동기 하위요인

38

11.9

Cronbach’ α는 목표지향 .866, 활동지향 .851, 학습지향

35

11.0

dong-gu

79

24.8

jung-gu
seo-gu
daedeok-gu
yuseong-gu

28
41
84
87

8.8
12.9
26.3
27.3

319

100.0

.767로 나타났다.
3.2.3 학습성과

학습성과는 김애련(2004)[25]의 대학평생교육원 성인
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지적영역(13문항), 정의적영역(15
문항), 신체적영역(5문항), 진로 및 취업영역(7문항), 가정
생활영역 (7문항), 사회활동영역(12문항)의 6개 하위요인

Total

총5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취지와 맞
지 않는 정의적영역 2문항, 가정생활영역 2문항을 제외하

본 연구대상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성
인학습자 중 남자는 23.2%, 여자는 76.8%로 여성의 참
여율이 훨씬 높고,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았다.

여 5점 Likert식 척도 총5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성
과 하위요인 Cronbach’ α는 지적영역 .926, 정의적 영역
.950, 신체적 영역 .914, 진로 및 취업영역 .936, 가정생활

직업은 가정주부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직장인이 많은

영역 .929, 사회활동영역 .952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3 연구절차

특히 대졸이상 성인(47.9%)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만

참여율[48]과 일치한다.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31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3.2 측정도구

이론들을 근거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3.2.1 평생교육의식

평생교육의식을

측정하기

조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12일부터 5월23일까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평생학습에 참여

(2003)[49]에서 개발한 평생교육의식조사에 사용된 설

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구, 중구, 서구, 대덕

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치(12문항), 태도(9문
항)로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문항
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의식
하위요인 Cronbach’ α는 가치 .848, 태도 .810로 나타났
다.

구, 유성구 총 400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
사된 설문지 400부를 모두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
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81부의 설문지는 분
석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31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
용하였다.

3.2.2 참여동기

3.4 자료 분석

참여동기에 대한 측정하는 도구는 Houle(1961)[38]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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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20.0, AMOS 21.0)을 각각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첨도의 기준은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에 기본 가정을 만족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

시키고 있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SPSS 20.0 Program을 활
용하여 기본 가정을 검토하고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자
료(평균, 표준편차), 신뢰성 분석을 위해서 문항 간 내적

Table 2.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riable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n=319)

일관성 계수 (Cronbach′α)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변인

measured
latent variable
variable
value
consciousness
attitude
goal
participation
active
motivation
learn
intelligence
affective
physical
learning
outcomes
career and job
home life
social activity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계
수를 산출하고, 측정변인과 잠재변인과의 관계는 요인계
수를 입력하여 검증하였다. 2차적으로 AMO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
형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
였다.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에 존재
하는 경로의 유의도와 설명력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추정
치와 C.R(t) 값을 통해 검증하였다.

M

SD

3.776
3.817
3.412
3.679
3.566
3.789
3.872
3.760
2.897
3.616
3.585

.569
.590
.868
.683
.720
.594
.667
.743
1.019
.837
.754

skewness kurtosis
-.143
.236
-.575
-.412
-.175
.155
-.327
-.402
-.012
-.410
-.212

-.190
-.314
.075
.985
-.120
.139
.206
.861
-.553
.458
.261

4.2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와 잠재변

4. 연구결과

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

4.1 측정변인 간의 기술통계분석

다.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의식,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Table 2

참여동기, 학습성과의 모든 하위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

와 같다. 변인들의 평균값은 중앙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계가 있었으며[Table 3],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도 유의(p<.01)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왜도와 첨도는 자료의 정상분포를 잘 가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의식과 참여동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정상성(normality) 가정의

는 정적 상관관계(ｒ=.651, p<.01)에 있으며, 학습성과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지표인 왜도의 표준지수로서 절대

도 정적 상관관계(ｒ=.631, p<.01)에 있는 것으로 나타

값 기준이 3이하를 충족하였으며, 첨도의 표준지수로서

났다. 한편 참여동기와 학습성과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

절대 값이 8이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의

(ｒ=.705, p<.01)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변인들의 왜도와

Table 3. Measured variable used in the correlation analysis

value
attitude
goal
activity
learning
intelligence
affective
physical
career and job
home life
social activity
**p<.01

value

attitude

goal

activity

learning

1
**
.69
.60**
.41**
.54**
.51**
**
.48
**
.44
.52**
.53**
.53**

1
.45**
.49**
.56**
.50**
**
.48
**
.45
.43**
.53**
.54**

1
.44**
.67**
.47**
**
.44
**
.45
.63**
.54**
.50**

1
.63**
.47**
**
.56
**
.55
.36**
.52**
.52**

1
.50**
**
.56
**
.54
.53**
.56**
.58**

4542

intelligence affective physical

1
**
.82
**
.76
.59**
.72**
.68**

1
**
.83
.50**
.75**
.72**

1
.59**
.71**
.71**

career
and job

1
.62**
.64**

home life

1
.75**

social
activ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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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GFI= .935, CFI= .96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learning outcome

participation
motivation

TLI= .940, RMSEA= .098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모형

learning
outcome

의 적합도 기준에 합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RMSEA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1
.651**
**

.631

일반적으로 0.1이하일 때 수용할 수 있다[34,51,52,53].

1
**

.705

1

4.3.2 측정모형 분석결과

**p<.01

측정모형의 각 이론 변인의 모수추정치를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6과 같다.

4.3 측정모형의 분석

Table 6. path-coefficient of the Measurement model

4.3.1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Hypothesis path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 learning outcome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 participation motiv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 learning outcome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아 적정한 적합도지수를
얻기 위하여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학습
성과의 하위 측정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의적영역과 진로·취업영역의 2개 요인을 제거하여
Fig. 1과 같은 수정된 최종모형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B

S·E

β

.293

.308 .100

C·R(t)
**

3.087

.783 1.038 .085 12.187***
.543

.431 .077

5.578***

**p<.01, ***p<.001

제시된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6 의 모수추정치를 통해 나타난 경로계수의 해

Table 5와 같다.

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이 학습성과에 영향
을 주는 경로계수는 .308(p<.01), 평생교육의식이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038(p<.001)이며 이
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동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431(p<.001)로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의식이 학습성과와 참여동기에 각각 영향을 주
며 참여동기에 따른 학습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결과에 따른 수정모형 표준화 경로계수는 Fig. 1에
나타냈다.
Fig. 1. Measurement model of standardization pathcoefficient

evaluation
fitness
standard

χ²
97.627
(.000)
p>.05

df

GFI CFI

TLI

24

.935 .960 .940

수정모형의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본 내용은 Table 7
과 같다.

Table 5. Measurement model of the goodness of fit
model

4.3.3 측정모형의 경로에 대한 효과 분석

RMSEA

Table 7. Effects of Measurement Model

.098

Path effect

.90 .90 .90
.05<RMSEA<.10
over over over

Direct
effect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
.308
learning outcome
consciousness of lifelong education →
1.038
participation motiv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431
→ learning outcome

Table 5의 결과를 살펴보면 χ²=97.627 df=24, p=.000
의 결과는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지만, χ²값이 사례수의
영향에 민감한 적합도 지수이니 만큼 다른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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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1

Indirect
effect

Full
effect

.447**

.755**

-

1.038***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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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식은 참여동기에 직접효과(β=.1.038, p<.001)

기는 다시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참여동기도 학습성과에

타났다. 평생교육의식이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직접효과(β=.431, p<.0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것은 평생교육의식이 높은 성인학습자가 학습성과도 높

편 평생교육의식은 학습성과에 직접효과(β=.308, p<.01)

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 선행 연구

뿐만 아니라 참여동기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β=.447,

는 없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태도 요인 중 내적가치 인식

p<.01)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 참여와 지속을 이끄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가[41] 있었다. 또 학습자특성

4.3.4 측정변인 간의 매개효과 검증

변인 중 학습가치가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며, 학습을 가치롭게 여기는 학습자가 학습을 오래 지속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제3변인이 두 변인의 관계를

하며, 학습가치는 여성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완전매개효과와 부분

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한 연구[17]가 있었

매개효과로 구분한다[54].

다. 성인학습자가 인식한 공동체 경험 중 가치와 이념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Table 6 에서 제시된 비

참여지속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가치와 이

표준화 계수 및 표준오차를 활용하여 Sobel 테스트[55]

념의 정적 영향력은 성인학습자와 교육기관의 목적 일

에 따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음 Table 8

치, 가치 공유가 참여지속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과 같다.

보고한 연구[18]와 평생교육 경험 후에 성인학습자들에

Table 8. Test result of Mediating effect

습자의 개인적 성장으로 국민의 교육 및 의식 수준 향상

게 바람직한 행동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가 성인학
path of variable
independent
parameter
variable
consciousness of lifelong
participation
education
motivation

dependent
variable
learning
outcome

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한 연구[25]와 비슷한 맥

Zab

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 학습자의 가치와 이념,
태도 등 평생교육의식은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

5.088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학습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매개효과 검증결과, 변인 간 경로 평생교육의식→ 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

여동기→ 학습성과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확률이 P<.001

라는 인식을 국민 대상으로 홍보 전략을 정부차원에서

이므로 참여동기가 평생교육의식과 학습성과 사이에서

실시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방법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전환
은 평생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민이 평생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이수를

5. 논의 및 결론

통한 성과나 가치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
여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평생교육의식과 참여동기를 설정하고, 이들 변
인들이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구

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

성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이 참여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참여동

을 때 행복감을 느끼거나, 자기계발, 사회활동, 여가생활
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거나, 건강한 활동을 하고 싶

결과 모든 변인은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첫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은 참여동기와 학습

둘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은 참여동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언가 배우고 있
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을 가

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한

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기회를 높이는데 주력해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거나, 삶에 활력을 주기위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한다. 이
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없지만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 중 평생학습 중요성 인식은 참여목적(학습지
향, 활동지향, 학습지향)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한 연구[34]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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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성인학습자들을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성과도 높게 인식될 수 있음을

학습에 참여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확인시켜

시사한다. 학습자들의 학습성과를 높이려면 학습자들의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은 본인의 필

참여목적에 따라 평생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과정을 마쳤

요에 따라 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에 더 많

을 때 본인이 의도한 목적을 성취 할 수 있도록 도와주

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야 한다.

성인학습자들은 평생학습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

넷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과 학습성과는 참여

의 목적달성을 위해 참고 노력한다. 이러한 학습력을 가

동기를 매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성인들은 학습을 통한 기대감과 평생학습에 대한 중

이는 평생교육의식이 학습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계속해서 학

미치기도 하지만 참여동기를 경유하여 학습성과에 영향

습활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결과로

이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생교육의식의 영향을 많

비추어 볼 때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이 개인이 추구

이 받는 성인학습자일지라도 참여동기에 의해서 학습성

하는 가치와 학습에 임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과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자

러므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의 학습자 특성변인과 참여동기 간의 상관에 대해 분석

서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참여동기를 고려하는

하면서 학습자특성은 참여동기에 정적인 직접적인 영향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7]. 즉 학습자 특성변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인 학습가치, 학습효능감, 학습애착이 높은 학습자가 참

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은 학습자 개인의

여동기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내적 인식으로 평생학습 참여에 주요한 변인이다. 본 연

들을 통해 학습자특성은 학습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구에서는 평생교육의식의 변인으로 평생교육의 가치, 평

이 학습에 참여하는 목적의식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생교육에 대한 태도 등 일부 변인들을 사용하였으나 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평생교육의식 측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학습에 참여하게

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계

셋째, 참여동기는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속해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해야 한다. 즉, 학습자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에서 참여동기 연구는 평생학습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이는 참여동기와 참여성과 관계

있고 학습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평생

의 연구[17], 학습자의 참여동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학습 상담을 통해 학습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학습상담

영향[26,28]의 연구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참여동기

시스템과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평생학

의 유형은 활동지향형이다. 특히 참여동기의 하위변인

습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중 활동지향(M=3.67)동기가 학습지향(M=3.56), 목표지
향(M=3.41)동기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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