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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Lifelong e-learning 

on Social Adaption 

Jo Sun-jang    

                            Advisor : Prof. Jong-rok Yoon,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stration, Chosun 

UniversityIn  

  This study, we sought to find out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program on Social Adaption. 

  Th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after the researcher and ten 

research assistants who were trained beforehand met personally with 

the elderly and explained to them the purpose of the study. 

When the elderly could answer the questions on their own, they wrote 

down the answers themselves, but many of the elderly had poor 

eyesight for reading and some were illiterate, so in these cases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 assistants dictated the questions to them 

and recorded their answers. In this way 200 elderly people were 

questioned, of which 38 had incomplete or untrustworthy responses, and 

the remaining 162 questionaries were used as the data for final 

analysis, and the summary is as below.

  The analysis method being a cross-sectional research, theoretical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elderly's successful aging―satisfaction level 

with lifelong learning program, life changes made aft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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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method was chosen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model and hypothesis. Thus, SPSS for Window 17 and 

AMOS 9 were used to examine the validity by understanding the 

covarianc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shown in the data of 

theoretical relationship model among the variables. The validity was 

finally analyz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order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criteria of the research data, the internal 

consistency was analyzed using the Cronbach's alpha figures used in the 

quality of life after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program and 

successful ag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hypothe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of the variable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Upon analyzing the demographic factors, determinants such as 

marriage status, education level, religion, health state, and financial 

ability made no difference on whether the elderly participated in lifelong 

learning or not. This is somewhat a disparity from the results of the 

earlier research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of the elderly is, the higher their participation level in learning is. And 

participation rate was high regardless of whether the elderly were in 

good or poor health. The participation rate in lifelong learning was also 

high even when they were not financially secure. From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 has direct effect on the life change and the elderly's Social 

Adaption. 

  First, when an elderly-related facility or organization plans and for 

the elderly class with old age, low education or economic level, it ought 

to plan and provide a learning program that has physical change and 

decline in bodily function as the mai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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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various learning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nd provided for 

invigorating communities among households for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

  Third, as the elderly's physical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are 

increasing due to higher average life expectancy and advancement of 

health care, diverse job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hat will 

develop the elderly's job capability and make financial self-supporting 

possible. based on the social and personal backgrounds, such diverse 

demands of elderly learners must be analyzed and reflected when 

developing lifelong learning programs for th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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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1.1문제제기 연구목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변 의 세기이다.경제 체제는 토지·자본·노동에

기 한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이 생산과 성장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속히 환되고 있으며 기술 으로는 아날로그 체제에서 디지털 체제로 변하

고 있다.국제 으로는 단 국가 체제에서 국경이 무의미한 세계 체제로 환

하고 있다.교육은 학교교육 심,공 자 심에서 평생교육 심,수요자

심으로 변하고 있다.인구 구조는 인생 80년형에서 인생 100년형으로 바 고

있다.평생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고용 가능성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

다.이와 같은 총체 변화는 생애에 걸친 체계 인 인 자원 개발· 리라는

평생교육에 한 새로운 근을 요구한다.평생교육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사회가 분화 발 함에 따라 평생교육은 그 폭과 깊이를 꾸 히 넓 가는

경향이 있다.교육 상을 학령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는 물론 가정

주부,직장인,일반 시민 노인으로까지 확 하 고,교육기 역시 매우 다

양한 형태로 확장시켰다. 격한 사회 변화와 정보화,세계화 시 에 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지식과 기술을 익 야 하며,

이러한 평생 교육은 극 으로 확 되고 제도 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Knowles(1980)는 인간은 구에게나 개인 ․사회 역할을 생애에 걸쳐

수행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자 한다고 하 다.즉,인간은 자신

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각각 해야 할 과업이 있고 이를 수애하기 하여 생애

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특히 변하는 사회에서 발달 과업 수행

을 하여 노력하는 평생교육 로그램 참여자들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

의 습득을 한 교육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는 않는다.학교 이외에,가정 는 사회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진다. 한 교육

은 청소년기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청소년기를 포함하여 유아기,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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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년기 등 인간의 일생동안에 걸쳐서 교육은 이루어진다.교육은 인간의 평

생 동안에 걸쳐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진다.이것이 교육의 형태에 한 가장

넓은 개념이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이다.

평생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크게 둘로 나 수 있는데,그 하나는

학교교육이며,다른 하나는 학교 외 교육이다.사람에 따라서는 자를 형식교

육 (formaleducation),후자를 비형식교육(nonformaleducation)이라고도 한다.

학교 교육은 유치원부터 학원에 이르기까지 '사다리식'제도를 유지하고 있

다.그러나 학교 외의 교육은 이러한 계제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가정교육,사

회교육이 모두 학교 외 교육에 속한다. 한 학교교육에서는 비교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 인 교육과정이 제공되지만,학교 외의 교육은 부분의 경우 단

기간에 걸쳐서 피교육자의 필요나 흥미를 최 한으로 반 시키는 교육과정이

제공된다.여기에 무형식 학습 (informallearning),환경에 의한 우발 학습

(incidentalleaning)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이와 같이 평생교육에 한

심과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가운데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왜 교육에 참여하

며,이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체계 으로 연구하여 평생교육참여자

들의 자기만족과 더불어 변하는 사회에 한 사회 응력을 얻도록 하여야한

다.사회 응력이란 사회 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으로는 한 사회와 그

사회의 개인 사회의 계이며,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사회 응에 련된

개념으로는 욕구만족(생활만족),생활의 질,자아실 ,환경에 한 능동 변

화,사회화 등을 들 수 있다고 하 다(김경미,1999). 사회 응을 사회 유능

감의 구성 역 하나로 보았으며,개인이 얼마나 잘 사회 으로 확정되고도

발달상 타당한 목표들을 성취하는지를 사회 응으로 규정하 다. 한 사회

응은 개인의 유능성의 반 평가들이며 이러한 반 평가들은 특정 상황에

서 사회 역할 수행으로부터 발달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간에 걸쳐서

된 사회 역할 수행에 의해 근거한다(Cavell,1990).

오늘날 평생교육사회(Lifelonglearningsociety)에서의 교육은 평생교육참여

자들의 경제 ․교육 수 의 향상과 변하는 사회 상 그리고 고령화 사

회에서 진입 등에 따라 보다 극 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야 한다.

즉,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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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유지․발 시켜 새로운 기술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한 삶에 있어서 목 의식과 자아 정체성을 강화시키

고 학습자 자신이나 학습자가 속한 집단이 자신의 삶과 지역 체 사회 속

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 응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평생교육을

구성하는 역 즉,평생교육자들을 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참여자들을 한

교육’과 ‘참여자들에 의한 교육’을 상호 연 시켜 진정한 평생교육의 목 이 실

될 수 있도록 하기 한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따라서 본 논문은 평생교

육 참여자들의 평생교육 만족요인과 평생교육을 통한경험이 사회 응력에 미치

는 향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개념과 특성,역할 요성,그리고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

하고자 한다.

둘째,평생교육 로그램만족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직 인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여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자기효능감의 조 효과를 검증하여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논문의 구성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제Ⅰ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 ,연구의 범 와 방법

논문구성을 기술하 다.

제Ⅱ장은 노인 평생교육 만족요인,사회 응력,자기효능감에 한 근 방법과

측정에 해 살펴보았다.

제Ⅲ장은 Ⅱ장에서 검토한 이론 배경을 토 로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

가설을 제시하 다.



- 4 -

제Ⅳ장 연구방법에서는 Ⅲ장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변수의

조작 정의와 설문지 구성에 하여 기술하고 표본의 추출과 특성,

자료의 수집 분석방법을 기술하 다.

제Ⅴ장은 실증자료에 한 분석내용으로 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그리고 가설검증을 통한 추정결과를 기술하 다.

제Ⅵ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갖는 시사 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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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2.1평생교육

2.1.1평생교육의 개념

 21세기 교육은 그 과업과 형태면에서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범 면에서

도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세계와 타인,그리고 그 자신들

에 한 이해와 지식 획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포 이다.배

움의 시기 한 생애에 걸쳐 있으며,지식의 모든 분야들은 서로 연계되고

확장되어 있다.이에 평생교육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능동 으로

처하며,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사회 속에서 먹는 방법,말하는 방법,입는 방

법 등을 배우기 시작한다. 한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 가치와 태도,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는데,모든 인간은 생활의 필요에 따라 생

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일생을 통하여 배우게 되며,성장하고 발달하

게 된다.평생교육의 주 상은 성인이며,그 에서도 여성은 주요한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문자 그 로 일생동안 즉,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통하여

계속 인 교육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평생교육’이란 용어가 학문 으로 발

되기 이 부터 교육은 평생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사회 속에서 먹는 방법,말하는 방법,입는 방법 등을

배우기 시작한다. 한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 가치와 태도,생활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는데,모든 인간은 생활의 필요에 따라 생활이 이루

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일생을 통하여 배우게 되며,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평

생교육의 주 상은 성인이며,그 에서도 여성은 주요한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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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랑스어의 Lducationpermanente이고 이를

번역하면 구교육 는 항구교육이 될 것이고 어로는 lifelongeducation이

라고 번역한 후,우리 나라에서는 평생교육,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옮기고

있다.1965년 12월 유네스코의 성인교육 발 을 한 국제 원회(International

Commi-tteefortheAdvancementofAdultEducation)에서 랭그랑의 계속교

육에 한 연구 논문을 검토한 끝에 유네스코는「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교육의 과정- 체 으로 통합 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라는 건의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여 1970년 의

유네스코 기본교육 사업으로 채택 되었고,그 해를「국제교육의 해」라는 주제

로 내걸고 평생교육을 표방하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유네스코 한국 원회가 큰 구실을 담당하여,1973년

유네스코 한국 원회에서「평생교육 발 을 한 국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제 5공화국(1980년)시 , 면 개정된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한 조

문이 제정되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는 산업화의 진 과 더불어 공장 노동자 혹은 비

노동자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원이나 사설학원 등의 사회교육

시설들이 들어섰는가 하면,비진학 청소년들에게 학력 보충의 기회를 제공하거

나 건 한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는 야학,산업체부설학교,방송

통신고등학교와 학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들이 생겼다.

1980년 반에는 경제 여유의 증 와 함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해 다양한 형태의 취미,교양교실이 개설되었는가 하면, 주민주화 운동을 빌

미로 정권을 장악한 이른바 신군부세력에 한 정치 항을 해 학생,노

동자 등이 심이 되어 사회체제의 변 을 지향하는 각종 정치교육이 평생교육

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다.

평생교육은 평생을 통한 계속 인 교육을 의미하며 변하는 사회에 있

어 일정 연령층을 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을 포함

하고 있으며,다른 한편으로서는 조직화되지 못하고 비효율 인 상태로 방치되

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함께 개편,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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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 화를 지향하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는 결국 인간의 인 ·조화 형성을 하여 모든 형태의 교육을

수직 ·수평 으로 통합 재편성하려는 지도 원리이며,모든 사람의 교육 기회

를 일생동안 공 으로 보장하기 하여 기존의 교육 체제를 재편성하려는 교육

정책이며 실천 구조라 할 수 있다.1)

따라서,배움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본능이기에,평생교육은 배움과 익힘,만

듦과 즐거움의 학습생태를 보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어야

한다.매일 배우고 익히는 학습은 인간의 평생에 걸친 교육과 학습을 의미하지

만,평생학습에 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평

생교육의 창시자인 랑그랑(Lengrand,1970)은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 시

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모든 교육을 통합시키는 원리로 악하 다.그

는 한 개인의 교육이 학교라는 형식 기 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고 그

곳을 떠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임을 지

하면서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것임을 강조하 다.그리하여 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교육의 과정은 통합 인 구조가 필요하며 그 원리는 ‘평생교육’이고 그것

을 해 수직 차원과 수평 차원에서 교육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여기서 수직 차원의 통합이란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교육,즉,유아기,유년기,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년기 등 인간의 발달단계

상에서 교육이 연속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며,수평 차원의

통합이란 공간을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기 즉,가정과 학교,사

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등이 서로 긴 하게 연 되어

유기 인 교육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논의들은 주로 평생교육을 의로 해석한 것이다.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평생교육은 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

른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나, 행 평생교육법상으로는 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생에 걸쳐 보장함으로써 개인 ,

사회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직 인 교육활동 가운데 정규 학교교육을 제

1)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2458559 (2012.5.18) 넷 검색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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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그러나 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과

거 사회교육법 당시의 의의 개념으로 평생교육을 설명하고 있다.우리 나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

직 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

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이해주,최운실,권두승,2000)

첫째,일반 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칭할 때는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

교육을 모두 포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교육을 제외

하고…’라고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하에 행해지고 있

는 교육활동은 제외하고 있다.둘째,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조직 인

교육활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이 비록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이

라고 하더라도 지연 발생 이거나 우연 인 것들은 일단 평생교육의 범주에 들

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를 들면 학습자에게 가르칠 의도를 가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든가 혼자 우연히 학습하게 되는 것은 평생교육의 범

주에 들지 않는다.셋째,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이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고 밝힘으로써 국가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자질을 향상시키기 해(평

생교육법 제1조 참조)실시되는 모든 교육 활동에 을 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지엽 인 지식이나 신체 기능 는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training)’이라는 말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

다.(Tight,1996:17).마지막으로,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모든 형태의

조직 인 교육활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도 법규상으로는 교육의 기회를

학령기의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인간의 발달

단계상의 모든 자들로 상을 확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의 상에 포

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평생교육을 공간 개념에서 교육이 가장과 학교가 아

닌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하여 사회교육이라 하 다.그리고 교육 상 측면에서

교육의 수혜자가 주로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교육이라고도 하 으며,시간 측

면에서 보면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받는 교육이라 해서 계속교육 는

2) 개 원 . (1997). 평생학습법  본방향과 시안, 218쪽

   승 . (2007). 직  평생  참여특 에 따  직무만 도 연 . 학 학원 사학  논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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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동안 받는 교육이라 하여 평생교육이라 말하게 되었다.3)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평생교육에 한 사

정의만이 아니라,평생교육 개념이 등장하고 발 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 평생교육의 특성 역할 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에 한 개념 정의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기 이 에 정의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의는 기술 ,조작 ,강령 정의로 구분될 수 있다(이

돈희,2006).

먼 ,기술 정의는 국어사 식 정의라고도 할 수 있다.개념의 기술 정의

는 일반인에게 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 인 의미를 알려 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그러나 사용자의 주

과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구체 인 의미가 다소 다르게 인식될 소지가 있

어 엄 한 학문 인 정의로서는 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조작 정의는 다른 말로 약정 정의하고 할 수 있다.조작 정의는 특수

한 상황에서 그 개념이 갖는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극

복하기 해 계자들이 특수한 의미로 약속하여 사용하는 정의를 말한다.조

작 정의는 일상생활에서 상식 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다른게 과학 으로

엄 하게 규정하려고 한다는 에서 과학 정의의 성격을 가진다.자연과학은

물론 인간과 사회에 한 개념도 그것이 과학 연구에 등장하기 해서는 조

작 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강령 정의는 규범 정의하고 할 수 있으며 개념 속에 계자들이 추구해

야 할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교육의 강령 정의는 그 안에 교육의 목

을 시시하고 있으며,목표를 결정하고 내용을 선택하며 방법을 기용하는데

있어서 기본 인 규칙을 내포한다.그러므로 강령 정의는 교육 의 집약된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의 분류는 평생교육 개념 정의를 분류하는 하나의 틀로 평생교육

개념을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개념 정의를 분석한 연구는 일정한 분석틀을 가지고 개념 정의를 분석하

다.Kroeber와 Kluckhohn(1952)는 문화의 개념과 정의를 분석하 다.그들은

3) . (1996). 평생학습사 ,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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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정의를 기술 정의,역사 정의,규범 정의,심리 정의,구조 정

의,발생 정의로 총 여섯 가지의 분석 거를 통해 여러 학자들의 문화에

한 정의를 분류하 다.각 분석 거의 강조 은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문화 개념의 분석 거와 강조

구 분 강 조

기술 정의 ․문화의 내용열거

역사 정의 ․문화의 사회 유산 는 통

규범 정의
․규칙이나 방식

․이상 는 가치와 행

심리 정의
․ 응,문제해결 장치 ․학습

․습 ․순수하게 심리학 인 개념 정의

구조 정의 ․유형화 는 조직에서의 문화

발생 정의
․산물 도는 문화 유물:물질 ․ 념

․상징 ․기타

불완 한 정의 -

자료 :acriticalreview ofconceptsand definitions,(pp.81-142).by Kroeber,A.L.&

Kluckhohn,C.Author.1952,New York:Random House.

Weinberger(1998)는 인 자원개발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 이론을 연

구하 다.그는 연구를 해서 인 자원개발의 정의를 학자,정의,핵심 요소,

주요 이론으로 변인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그의 연구는 인 자원개발의 정의

를 분석하는데 가장 기 인 분석기 을 제공하고 있고,많은 연구에서 그의

정의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그의 연구 결과는 다음 <표 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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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인 자원개발의 정의 요약

학자 정 의 핵심 요소 주요 이론

L.Nadler

(1970)

행동의 변화를 해 설계되었으며 주어

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직화

한 활동

행동의 변화

성인교육
심리학

Craig

(1976)

평생교육 측면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개

발하는 것이 핵심목 임
인 성과

심리학

철학

Jones

(1981)

체계 인 인간의 업무와 련된 능력 범

이며 조직과 개인 목표달성에

성과 조직과

개인목표

철학 시스템

심리학

경제학

McLagan

(1983)

T&D는 (계획된 학습을 통해)개인이 재

는 미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역

량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개발하는 것

훈련

개발
심리이론

Chalofsky

& Linclon

(1983)

훈련은 조직 내의 개인과 그룹이 어떻게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지 연구하는 것
성인교육 심리이론

Marsick&

Watkins

(1994)

훈련,OD,CD의 조합으로서 HRD는 학

습조직을 제시하기 해 필요한 이론

통합을 제시하지만,조직을 통해 략

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치에 있음

T&D

CD,OD

학습조직

인 성과

조직성과

시스템이론

경제이론

심리이론

Swanson

(1987)

개인능력을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로세스,직무설계, 성, 문기술,동

기를 다루는 활동 포함

조직성과

경제이론

심리이론

철학이론

시스템이론

Jacobs

(1998)

인간수행공학은 인 성과시스템개발이며,

시스템에 기인한 리이며,조직과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해 시스템 근 사용

조직과

개인성과

시스템이론

통합

자료 :“Commonlyheldtheoriesofhumanresourcedevelopment,”byWeinbergerL.A.Author.

1998,HumanResourceDevelopmentInternational,1,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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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인 자원개발의 정의 요약(계속)

학자 정 의 핵심 요소 주요 이론

R.Smith

(1988)

개인의 개발과 조직의 이익,생산성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직 /간

으로 제도화한 개인의 로그램과 활동

훈련 개발

조직성과

경제이론

시스템이론

심리이론

McLagan

(1989)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해 훈련개발,

조직 개발 경력개발을 통합함

훈련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

심리이론

시스템이론

경제이론

Watkins

(1989)

장기간 업무와 련된 개인,그룹 조

직 수 의 학습능력을 기르는 실제와

연구

학습능력

T&D

CD,OD

심리이론

시스템이론

경제이론

성과향상이론

Gilly&

Eggland

(1989)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조직 내에서

배열된 조직화한 학습 활동이며 직무를

향상시킬 목 의 개인,조직의 성장

학습활동

성과향상

심리이론

시스템이론

경제이론

성과향상이론

L.Nadler&

Z.Nadler

(1989)

과업수행 능력의 개선이나 개인 성장

을 주어진 기간 내에 도모하기 해 고

용주가 제공하는 조직된 학습 경험

학습

성과향상

성과향상

심리이론

D.Smith

(1990)

조직의 인 자원을 개발하고,조직과 개

인 목표의 상호달성을 해 훈련,교육,

개발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 고용인의

생산성과 성과를 체계 으로 향상시키

는 최 의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

성과향상

성과향상

시스템이론

심리이론

경제이론

Chalofsky

(1992)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효율성을 최 화

할 목 으로 학습에 기반한 조정,개발

을 통해 개인,그룹,집단,조직의 학습

능력을 증가시키는 실제와 연구

학습능력

성과향상

시스템이론

심리이론

인 성과

Marquard

& Engel

(1993)

기술은 학습 풍토 개발,훈련 로그램

개발,훈련 로그램 설계,정보와 경험

공유,결과 평가,카운슬링 제공,조직변

화 창출,그리고 학습 양 조

학습풍토

성과향상

심리이론

인 성과

주.From “Commonlyheldtheoriesofhumanresourcedevelopment,”byWeinbergerL.A.Author.

1998,HumanResourceDevelopmentInternational,1,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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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인 자원개발의 정의 요약(계속)

학자 정 의 핵심 요소 주요 이론

Marsick&

Watkins

(1994)

훈련,OD,CD의 조합으로서 HRD는 학

습조직을 제시하기 해 필요한 이론

통합을 제시하지만,조직을 통해 략

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치에 있음

T&D

CD,OD

학습조직

인 성과

조직성과

시스템이론

경제이론

심리이론

Swanson

(1995)

성과향상을 목 으로 조직개벌과 개인훈

련,개발을 통해 인 문성을 개발하는

로세스

T&D,OD

조직 로세스

개인수 에서

의성과향상

성과향상

시스템이론

경제이론

심리이론

자료 :“Commonlyheldtheoriesofhumanresourcedevelopment,”byWeinbergerL.A.Author.

1998,HumanResourceDevelopmentInternational,1,pp.77-79.

Egan(2002)은 조직개발의 정의를 분석하 다.그는 27개의 조직개발의 정의

를 학자,연도,정의,종속변인의 분석틀로 연구를 하 다.종속변인은 조직개발

의 결과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10년 이상의 장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일곱 명의

조직개발 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규정하 다.

백평구와 이희수는(2009)는 인 자원개발 개념 분석을 통해서 인 자원개발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석철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하 다,기존의

인 자원개발 개념을 분석한 Weinberger(1998)의 연구에서 틀에 결과변인과 독

립변인,개념의 범주화의 개념 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인 자원개발의 개념을

분석하 다.개념 분석 결과,다음 <표 2-3>와 같이 인 자원개발 개념 정의에

서 핵심이 되는 용어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해 인 자원개발 개념과 련된 네

가지 명제를 진술하 다.첫째,인 자원개발 개념에 있어서 성과와 학습이 핵

심을 구성한다.둘째,개인 차원의 훈련 개발은 인 자원개발 개념의 형성

기부터 구성 요소로서 지속성을 갖는다.셋째,심리학,시스템,경제학은 인

자원개발의 이론 토 를 이루는 분과 학문이다.넷째,인 자원개발은 조직

반의 효과성 향상을 지향하는 조직 개인에 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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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인 자원개발 개념 정의의 핵심이 되는 용어

구 분 핵심이 되는 용어 비 고

핵심 요소 성과,훈련 개발,학습

토 이론 심리학,시스템,경제학

독립 변인 조직,개인

결과 변인 향상,효과성
(성과,학습은 핵심 요소와

복)

주.출 “인 자원개발 개념 분석을 통한 정체성 탐색”백평구,이희수 ,2009,농업교육과

인 자원개발,41(3),p.217.

Tight(2000)는 성인교육과 훈련의 핵심 개념을 분류하 다.그는 성인교육과

훈련의 핵심개념을 핵심 개념,국제 개념,제도 개념,직무 련 개념,학습

개념,교육과정 개념 그리고 구조 개념으로 분류를 하 다.각 개념은 다음

<표 2-4>와 같이 구성된다.

<표 2-4>평생교육의 핵심개념

개 념 구 성 요 소

핵심 개념 성인,교육,훈련,학습,교수,개발,직업 /인문

국제 개념 평생,순환,학습 조직,학습사회

제도 개념 추가와 고등,성인과 계속,지역사회,형식,비형식,무형식

직무 련 개념 인 자본,인 자원 개발,경력, 문성

학습 개념
원거리,열린,유연한,경험 ,독립,자기주도,안드라고지,의

식화

교육과정 개념 지식과 기술,역량과 기업심,능력,질

구조 개념 평가와 참여,인정과 모듈화,성공과 탈락

주.From KeyConceptsinAdultEducationandTraining(p.5)byTight,M.Author,2000,

New York:RoutledgeFal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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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개념의 정의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평생교육 개념 분석 방

법에 근거를 제공해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평생교육 개

념에 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분석 기 과 인 자원개발 개념의 정의를 분석

할 때 사용되었던 분석 기 을 비교하여 공통 으로 개념 정의에서 사용된 분

석 기 인 상,내용,결과 변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정의 종류와

문화의 정의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정의 분석 거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정의를

범주화하는 기 을 도출하 다.

2.1.2평생교육의 특성

평생교육의 일반 인 특성은 첫째,사회화를 보완하는 특성이 있다.즉 개인

은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미진한 역의 직업기술,교양 그리고 시민으로

서의 자질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것이다.둘째,올바른 민주주의 학습의 계기가

된다.평생교육은 재학시 의 학업 성 과 연 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 기회 균등이 이루어진다.셋째, 실 지향 인 특성이 있다.평생교육의

내용은 미래를 비하기보다는 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을 두고 있

다.성인학습자를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면 지식이나 기술에 한 내용뿐만

아니라,교양교육까지도 실 으로 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넷째,학습자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이 부각된다.평생교육 활동은 학교교육처럼 강요를 받거

나 하기 싫어도 분 기에 려서 어쩔 수 없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

의 없다.성인의 평생교육 활동 참여는 자발 이고,그 결과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도 가능하게 된다.4)

평생교육에 한 특성을 정리하면,평생교육은 체 교육체제 하에서 생애

주기별로는 인생의 각 단계에 실시되는 교육이다.평생교육은 그 의도성과 조

직성을 기본 제로 일반 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학

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교육을 제외한 교육이며,아동 청소년만

을 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으

로,교육자와 피교육자,피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

4) http://blog.naver.com/bangkok3?Redirect=Log&logNo=70001391272. 강남 학  도근. 넷 검색

(20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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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고 실생활 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

지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평생교육에 한 이념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은 다음의 일반

특징을 지닌다.

첫째,확장성(expansion)이다.평생교육은 학습시간,학습 역과 내용 학습상황

이 확장되었다.이러한 교육의 확장은 일과 여가에 해 새로운 태도를 요구한다.

둘째, 신성(innovation)이다.확장의 원리는 매혹 인 망과 새로운 양식을

열어주는 신의 필요를 제기한다.즉, 안 인 학습의 구조와 유형을 발견하

고,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습기회의 창출을 통해 신을 고무하고 가치있

게 여기며 아울러 기회 동기 학습가능성 등이 실 될 수 있는 학습풍토를 조성

하며,학습내용의 유연성과 다양성 추구, 한 학습도구와 기법의 활용,학습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운 선택 등을 모색한다.결국,이러한 신은 인간 모두에게

자아실 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고양과 해방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통합성(integration)이다.학습조직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들 간의 연

계를 의미 있게 모색하여 확장과 신의 과정을 진하는 것이 바로 통합의 원

리이다.통합이 없는 확장은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낭비 이게 되며,통합 없는

신은 성공하기 어렵다.평생교육에서는 지식의 통합으로 학제간 연구의 실

지식의 양 팽창에 따른 질 가치를 고양할 수 있고,가정 지역사회 이보

다 더 큰 사회 그리고 일과 매스미디어의 세계 등 교육 잠재력을 통합하여

교육의 과정에서 보다 효과 인 새로운 학습상황을 창출할 수 있으며,인간의

신체 도덕 미 지 발달 등 제반 역을 통합하고,학교교육 이 ,학교

교육 이후 순환교육의 학습단계를 통합한다.

랑그랑(Lengrand)은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의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 측면)과 학교 사회 체 교육(수평 측면)의 통합’으로 정

의했으며, 교육체제를 사회변동과 연 하여 통일 이고 종합 으로 검토하

고 각각의 구성요소인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분야에 한 교육행정기

의 기본 인 역할과 각 분야 간의 상호연 의 요성을 강조하 다.

한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연구소장이었던 데이 (Dave,1976)는 개인의 성

장과 사회의 발 이 하게 연 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평생교육이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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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개인의 생애를 통해 개인 ,사

회 ,직업 발달을 성취하는 과정이다.”라고 하 다.그것은 인생의 다양한

단계와 역에서 가능한 완 한 발달을 이루기 해 모든 형식 (formal),비형

식 (nonformal),무형식 (informal)학습을 포함하는 종합 이고 통합 인 교

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

1973년 UNESCO 한국 원회에서 개최되었던 ‘평생교육의 발 세미나’에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6)

첫째, 격한 사회변동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고,사회발 을 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교육 역량 증 를 해서 필요하다.

둘째,개인의 날로 팽창하는 지식을 시시각각으로 습득하고 새로이 출 하는

사회가치를 창조 ,비 으로 수용하기 해서 필요하다.

셋째, 문화되고 특수화되며 조직화되어 가는 사회 체제에서 개인

이 기능 으로 응하기 해서 필요하다.

넷째,개인이 그의 잠재 개발 가능성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최 한으로 발

시키기 해서 필요하다.

다섯째,개인이 발달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개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서 필요하다.

여섯째,개인이 받은 학교교육의 형식을 보충,보완하거나 정기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자기 발 을 한 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서 필요하다.

평생교육에 한 개념은 논자에 따라 조 씩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기 해서는 평생교육을 주장했던 외

국의 학자들의 견해를 먼 검토해 보고,국내 학자들의 견해와 이를 기반으로

통합 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평생교육의 이론화에 공헌한 데이 (Dave)

는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개인의 생에

를 통하여 개인 ,사회 ,직업 발달을 성취하는 과정이다.’라고 하 고,이

것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 양자가 결합된 개념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랑그랑(Lengrand)과 같이 형식 이고 사상 인 측면만을 강조한 느낌을 주나

5) http://cafe.naver.com/hzcastle/3911. 넷 검색(2012.5.18)

6) 하. (2010). 도시 과 도농복합  노 복지  평생 프로그램 참여동  및 만 도. 단

학  학원 박사학  논문,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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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그랑 보다 발 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Hummel은 ‘평생교육의 개념은 불

과 몇 년 사이에 순식간이라고 할 만큼 거의 동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

다.평생교육의 제창과 그 발 은 코페르니크스 명이라고 할 만큼 교육 역

사상 가장 획기 인 사건 에 하나 다.’라고 말했다.

국내학자들의 평생교육에 한 개념을 살펴보면,먼 김종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자와 나라에 따라서 강조 과 표 상의 차이가 있으나 그 개념을 집

약하면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이념 추구를 하여 태교에서

부터 시작하여 유아아동,청년교육,성인교육,성인 후기교육,노인교육으로 수

직 으로 통합한 교육과 취약 교육,사회교육,학교 교육을 수평 으로 통합

한 교육을 총칭하며,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 한의 신장과 사회발 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 으로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1.3평생교육의 역할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 기능

특성과 아울러 그 사회의 문화 변천과 한 계를 보이고 있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격한 사회변동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고 사회발 을 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교육역량을 증 시키기 해서이다.

둘째.개인이 날로 팽창하는 지식을 시시각각으로 습득하고 새로이 출 하는

사회가치를 창조 ,비 으로 수용하기 해서이다.

셋째. 더 문화되고 특수화되며 조직화되어 가는 사회체제에서

개인이 기능 으로 응하기 해서이다.

넷째,잠재 개발 가능성을 한평생 동안 끊임없이 최 로 발 시키기 해

서이다.

다섯째.개인이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여 새

롭게 일어나는 개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서이다.

여섯째.개인이 받은 학교의 형식교육을 충족·보강하거나,형식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자기발 을 한 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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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가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게 된 동기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정보 지식기술 개발의 주체가 되기 한 계속학습의 욕구 증가,

둘째,기술의 발달과 작업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기술,기능의 필요성 증가

셋째,평균 수명의 연장,자동화에 의한 가사 노동의 감축,출산 양육부담

의 감소 등으로 여가시간 증

넷째, 교육시 의 도래에 따라 여성,노인,근로자,농민 등의 교육기회의

다양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에서 평생교육의 과제를 실 하기 해서는 먼 평생교육의 원리

를 알아야 한다.UNESCO는 평생교육의 원리는 존재하기 한 학습(Learning

tobe),알기 한 학습(Learningtoknow),행동하기 한 학습(Learningto

act),함께 살기 한 학습(Learningtolivetogether)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역할은 인 자본과 사회 자본을 활용한 지역 재생을 목표로 삼

아,학습기회 확 를 통한 삶의 질 향상,지역인 자원 개발,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socialinclusion)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평생교육의

요한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비쿼터스 평생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은 개인 차원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 으로 한다.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하여 태아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생존기간 체에 걸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기

(학교,직장,단체 등)과 모든 장소(학교,가정,사회,직장 등)에서 이루어진다.

평생교육은 한 개인이 생애에 걸쳐 자신의 지식,기술,태도를 계속 으로 개

발하는 과정이며 어떤 것이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는 지를 발견하는 즐거움,세상

의 새로운 것을 깨닫는 기쁨,어떤 것을 혼자서 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창조하

는 재미를 의미한다.평생교육은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자기 주도

(selfdirectedgrowth)'성장을 의미한다.삶의 질 향상을 한 평생교육 운동은

학습을 통한 자기 개발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하여 평생교육은 다양한 학습

로그램 제공,평생교육 기회의 확 ,질 높은 로그램 개발 제공으로 지역주

민이 자기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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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내 인 자원 개발

평생교육은 죽어가는 지역공동체를 다시 살리자는 학습공동체 부활운동으로

서 지역인 자원개발을 추구한다.지역인 자원개발이라 함은 지역 차원에서

는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인 자원을 망하여 양성,활용하는 시스

템을 마련하는 것이며,개인 차원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평생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자질과 잠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재 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지역인 자원개발은 궁극 으로 활

동할 수 있는 지도자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지역인 자원개발은 궁극

으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지역의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가 필요하

다.평생교육 운동에 필요한 인 자원은 충분한 훈련,많은 실천,기교의 축 ,

지 능력 등이 필요하다.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지도자들은 도시의 행

정 분야에서 기획,연구,분석, 용,상담,평가 등에 한 자문 조언을 할

수 있는 문 인사,평생교육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력사(facilitatior),지역

경제활동을 진하고 선도해가는 지도자,학습동아리의 리더 등일 수 있다.

3)지역경제 활성화

평생교육 운동은 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성공 애행을 한 총

체 인 지역 신 략,생존 략으로서 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 재생

(economicregeneration)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평생교육은 지역

경제 개발에 기여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은 경제 성장을 이끌기 한 투자로 볼 수 있다.학습은 부와 고용을 창

출하고,새로운 경제에 필요한 지식을 개발하며,실직자들을 직업과 연계시키거

나 고용가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학습자들은 학습을 통하여 직업능력과

경제 기술을 배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군이 될 수 있으며,학습결

과의 산물을 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자원이 될 수 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학습도시 운동은 경제활동 인력 양성,SOHO(smallofficehome

office)창업,학습 성과물의 상품화 등의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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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통합

평생교육 운동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보살피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림으로써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사회 통합 이념은 타인과 타 집단의 안녕과 복지에

한 심,보살핌,배려,존 등이 해당된다.평생교육 운동은 교육 으로,문

화 으로,지역별로,성별로,세 별로 소외된 계층의 학습 격차를 임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한 지역이 경제 제고를 한 인 자원개발

과 시민사회형성을 한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 통합운동이다

2.2평생교육 만족

2.2.1평생교육만족의 개념

만족(satisfaction)의 사 정의는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상태나 느낌을 뜻한

다.Campbell(1996)은 만족에 하여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을 통한 개인

의 주 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한편 Lock(1976)는 만족이란 정서

반응으로 그 개념이 내부 과정으로서만 발견되거나 악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서 얻게 되는 유쾌하고

정 인 정서 상태로 정의하 다.송병국(1987)은 만족을 일정한 목표나 욕구

의 달성에 한 개인의 주 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 다.이기환(2003)은 선

행 연구들을 토 로 만족이란 개인이 일이나 경험에 해 평가한 결과가 즐겁

고 정ㅈ거인 정서 반응으로서 의욕 사기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라고

하 다.

일반 으로 만족(satisfaction)은 바로 직무 자체 내지는 직무를 구성하는 여

러 요소에 하여 ‘흐뭇하게’,‘흡족하게’, 는 ‘우호 ’으로 느끼고 있는지의 마

음 상태를 말한다.즉 만족(satisfaction)이란 주어진 일에 해 가지는 만족의

정도를 말하며, 체로 만족이란 개인 자신의 일이나 경험에 하여 평가한 결

과가 즐겁고 정 인 정서 반응의 결과이며 의욕 사기를 결정하는 요

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도 평가부분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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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 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

한 발 도 함께 추구한다.평생교육은 통 으로 교육의 사회 가치를 강조

해왔다.이와 같이 평생교육은 통 으로 개인의 가치와 사회 가치의 충족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한다.평생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한 이러한

근방식은 학습자와 사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제를 가지고 있다.이는 곧

교육의 공익성을 의미한다.즉 평생교육은 개인의 발 을 한 학습의 효과성

과 함께 사회발 을 한 공익성 모두를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Smith와 Offermans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을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환경,직원 계들을 강조하 다.그는 학습자가 인

간으로서 매우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교육내용이 우수하다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시설,설비,직원서비스,인간 계 등이 충족되지 못하다면 불만족을

느낀다고 하 다.

일반 으로 욕구(needs)란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

태를 의미한다.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Maslow'shierarchyofneeds)에 의하

면 인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며 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바로 상 의 욕

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이러한 욕구들은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로 용된다.학습자들은 교육에 한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해하며 더 효

과 인 학습을 하게 된다.

2.2.2 평생교육 로그램

평생교육 참가자는 평생교육훈련이 교육생의 경험이나 평생과 연 이 있을

때 평생교육훈련에 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비로소 학습의 자세를 갖춘다.따

라서 평생교육훈련 내용의 필요성을 평생교육 참가자에게 부각시키기 한 방법

에는 평생교육 참가자들에게 친숙한 개념,용어,사례를 활용하는 방법,그리고

평생교육훈련의 성공을 하여 직무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하는 방법 즉

교육환경을 직무환경과 유사하게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직무환경이란 물리 ,

지 ,감정 환경 모두를 말한다.직무환경과 일체된 평생교육훈련은 생산성

향상,실수 감소,좀 더 나은 문제해결 기술습득과 같이 장업무를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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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육차가자로 하여 학습의 동기부여를 강화시킨다(Holton,etal.,

1997).Alliger등(1997)은 평생교육훈련 내용이 실제 생활에 활용되도록 구성될

때 평생교육훈련의 실무 이 효과 즉 평생교육훈련의 이수 도 높일 수 있다

고 하 다.평생교육훈련 내용은 평생교육훈련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지식의

총합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훈련 로그램이 교육강사의 교육방법보다 평생

교육훈련의 이수 에 더 큰 향력을 갖는다고 하 다.Bramley(1991)는 평

생교육훈련의 로그램은 태도교육과 기술교육으로 나 수 있는데 이러한 평

생교육 로그램 내용은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었으나 최근에

는 개인의 태도 평가,가치 의 환,행동모형 등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내용과

신념체계에 해당하는 지식,가치,경험의 총체 인 사고의 틀을 교육내용에 포

함한다고 하 다.임효창과 박정규(1999)는 평생교육훈련 내용은 평생교육훈련

의 이수 의 변화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하 고,정재삼과 한 진(2004)

은 교육내용이 평생교육훈련의 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하 다.

선행연구들에서 교육내용이 평생교육훈련의 이수 에 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하 다.이와 더불어 교육내용으로 평생교육훈련의 이수 이 높아지

면 평생교육참가자의 사회 응력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 측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의 로그램이라는 개념을 변수로 사용하여 평생교육 로

그램이 평생교육훈련 참가자의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2.3.평생교육강사

평생교육훈련 구성요소 교수,평생교육훈련자,평생교육훈련 실시자,교육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는 교육강사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가장 핵

심 인 요소라고 하 다.본 연구에서는 교육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

고자 한다.

DeSimon과 Harris(1998)는 평생교육훈련 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교육강사

가 갖추고 있는 자격 요건과 그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하고 평생교육훈련의 성공

을 해서는 교육진행의 기본 방향은 물론 교육진행 시 필요한 지식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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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을 완 하게 터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uckely와 Caple(1995)

은 교육강사의 능력을 측정하기 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 는데 평가목록은

교육 비 사항과 교재,강의목표에 한 설명,교육진행 등의 교육구조,그리고

강의기술과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Broad와 Newstorm

(1992)은 평생교육훈련의 이수 을 진하는 좀 더 궁극 이고 구체 인 면

에서 교육강사의 역할에 해 언 하고 있다.교육강사는 교육의 략 목표

와 평생교육훈련 로그램을 일치시켜야 하며,평생교육훈련 필요성 분석과

로그램 일정 교육내용 설계과정을 통해서 리자와 교육참가자의 참여와 몰

입을 유도하며,사 조사와 기 성과 측을 통해서 체계 인 평생교육훈련

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교육강사의 역할과 자질,능력에 하여 제시한 것을 종합하면

교육강사는 학습 문가인 교육강사,역량강화자,요구분석가, 로그램 설계자,

학습자료개발자,연구자,평가자,경력개발 컨설턴트,조직변화 진자,행정가,

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이와 같이 교육강사의 능력이 교육

참가자의 평생교육훈련의 이수 과 직무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강사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여 교육참가자에게 미치는 평생교육훈련의 사회 응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2.2.4 평생교육환경

평생교육환경이란 평생 교육 시 장 실습 교육내용의 구성의 설성과 평생

교육에 한 반 인 사 교육 등을 의미한다. 한 교육장은 설비,평생교육에

합한시설과분 기,담당직원들의 응 ,교육목표에 맞는 운 정도를 의미한다.따라

서 교육 상자,교육 로그램,그리고 상황 특성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훈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를 보다 효과 으로 제공할 것인지도 요하다.Baldwin

& Ford(1988)의 모델에서 교육훈련 운 은 교육성과에 직 인 효과를 미치

며,교육 이에는 교육성과를 통해서 향을 미치는 간 효과를 갖는다고 하

으며 Noe(1986)는 교육훈련 성공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교육훈련 로그램

설계자체와 교육훈련 이를 한 환경과 련된 것들이다.그들은 교육내용과



- 25 -

같은 교육훈련 로그램 설계 련 요인을 학습의 정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

주장 하 다.Broad& Newstorm(1998)은 교육훈련의 운 은 교육훈련 이정

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제시 하 다.

호(2003)는 평생교육을 한 평생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최소화하고 평생을 보다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교육훈련

상자의 요구를 반 하고 평생 성공가능성과 연결이 되는 체계 인 교육 훈련과

정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 교육참가자들의 원하는 훈련과정을 조사 .

분석하여 교육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평생교육에

한 교육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김안국외(2004)는 효율 인 교육훈련의 운 으로 교육성과와 이성과를 높

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Ruben(1995)은 교육훈련의 환경 운 은 교육에 한 만족은 향상 될 것

이고 상하고,교육 만족 측정지표에서 실시방법 운 은 매우 요한 역할

을 한다 주장하 다.조장 (2007)은 실증 연구를 통하여 교육훈련환경이 평

생교육 참가자의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이 있는 것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2.3사회 응력

응(adjustment)이란 개념은 생물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850년에 Darwin

의 이론이 기 가 된 순응(adjustment)이란 개념을 심리학자들이 응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생물학 측면에서 응이란 생체의 욕

구에 한 응이며,심리학 면에서는 개체의 욕구해소 과정으로,이것은 객

사회면에서의 외 응과 자아 측면에서의 내 응으로 분류된다.외

응은 개인이 환경의 사회문화 규범에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가치를 실

하기 해 극 으로 활동하며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를 말한다.

내 응은 개인의 주 세계로 자기 자신의 가치 기 이나 요구 수 에

견주어 자신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 충족감,자존감,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수자,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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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응해 가야할 환경은 물리 .물질 환경에의 응,제도에의 응,

습 이나 통에의 응 ,나를 둘러싼 타인과의 응이 있다.이러한 응의 문

제들은 첨단기술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변하는 사회구조,교육의 방법,학생

의 성격형성이나 응 상에 문제를 낳게 된다.

인간은 구나 요구를 지니며 이 요구의 상이 행동의 목표가 된다.요구는

외 요구와 내 요구의 두 종류로 나 어 질 수 있다.인간은 끊임없이 외

요구와 내 요구에 하여 반응하고 있으며,이 요구들 간의 무리 없는 합치

를 하여 각각의 요구수 을 조정해 가고 있다(한미선,1987).

Shaffer(1956)는 욕구불만의 이론을 인용하여 응이란 개체의 욕구와 사회

환경 상황과의 조화라고 하 다.Adams(1972)는 응을 환경에 효과 으로

응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이 능력에 따라 개인의 생존이 결정된다고 보았

으며,Wolman(1973)역시 응을 신체 ,사회 으로 욕구를 충족하고 욕구에

응하는 능력을 포함한 유기체의 환경에 한 조화 계라고 보았다.

조종 (1984)은 응이란 개체의 요구와 환경 사회 요구 사이에 압력이나

긴장이 없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부 응(maladjustment)

이란 그와 반 로 개체의 요구 감정이상 등이 사회.환경 인 여러 장면에서

만족할 수 없는 여건에 의하여 개체가 목표를 달성시킬 수 없고 그 행동을 방해

할 때 정서 으로 긴장상태를 래하고 욕구좌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 다.

Atwater는 응이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말한다(김인자 역,1982).즉 응이란 생물학 인 변화라기 보다는

‘개체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있는 계’를 의미한다.개체의 요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상태이며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이 심리.사회.직업 기능을 원활

히 수행하는 것으로 표출된다고 하 다.

장병림과 정한택(1965)은 응을 생물의 욕구와 환경사이에서 조화와 평형을

취하려는 과정으로 설명하 다.

즉,사람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그 욕구만족을 한 행

가 환경에서 장해를 맞게 되면 그 장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학습과 사

고의 과정을 통해 행함으로써 해결 상태 곧 재 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동기,환경(장해),다양한 반응(학습.사고의 과정),해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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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그 주요한 구성요소로 들고 있다.

이처럼 응이란 개인의 삶의 만족을 해 내 .심리 욕구와 외 .사회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내려는 극 인 노력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 견해들에서 볼 수 있다.

박용헌(1973)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집단 성원들의 기 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수정,발달시켜 자신의 인성,동기,가치 ,태도,신념 등을 형

성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보았으며,Sage(1974)는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 태도,가치,역할 등을 학습함으로써 독자 인 인성을 형성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화를 보았다.

즉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합한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본다.그리고 사회화란

분리된 일련의 응이라기보다는 각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는 발 의 과

정이라 할 수 있다(임선화,1987).

일반 으로 인간의 응에 한 개념은 신체 ,심리 ,사회 으로 통합된 개

념으로 이해되고 특히 사회 응은 사회에 한 소속감과사회화 욕구를 반

하며 사회규범,역할 인식,윤리 가치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회 활동의

회복과 활성화를 의미하며 어떠한 스트 스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

분히 인식하고 일상의 일을 리하는 능력에 한 개념이다(Lazarus,1976).

인간은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인 감정,언어 의사소통과 사고의 능력,다양

한 사회 역할의 수행능력을 사회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발 시킨다.변

용에는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사회 환경도 요한 의의를 갖는다.따라서

사회 환경에 합하도록 인간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특히 사회 응이라고

본다(김 소,1976).

사회 응이란 넓은 의미로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eissman,1975).다라서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나아가 그러한 자신의 수행에 만족감을 얻을 경우 사회 응을 잘 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경미(1990)는 사회 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으로는 한 사회와 그 사

회의 개인 사회의 계이며,그 상호작용의 과정이기도 하다고 하 다.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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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한 사회에 하여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한 개인이 그들 자신

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사회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하는 생활의

질에 한 문제, 한 한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한 개인이 얼마나 정서 으로

안정된 만족감을 느끼는가?하는 생활만족의 문제,그리고 그 개인이 그들의

환경에 하여 조정하고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한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가? 그러한 결과로 한 개인이 더 높은 조화발 의 단계로

그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생활의 기회에 한 문제들

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회 응에 한 설명과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 다. 한 그는 사회 응에 련된 개념으로는 욕구만족(생활만족),생활

의 질,자아실 ,환경에 한 능동 변화,사회화 등을 들 수 있다고 하 다.

Cavell(1990)은 사회 응을 사회 유능감(socialcompetence)의 구성 역

하나로 보았으며,개인이 얼마나 잘 사회 으로 확정되고도 발달상 타당한 목

표들을 성취하는지를 사회 응으로 규정하 다.

한편,사회 응은 개인의 유능성의 반 평가들이다.이들 반 평가들은

특정 상황에서 사회 역할 수행으로부터 발달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간에

걸쳐서 된 사회 역할 수행에 의해 근거한다(Cavell,1990).

이러한 개인의 사회 응들을 평가하기 한 척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개

발되어졌다.

김 소(2003)는 사회 응력을 3개 하 요인으로 구분하 고,윤서 (1999)은

사회 응력을 가족 응, 인 응,자아 응,정서 응의 4개 하 요인으로 구

분하 다. 한 임선화(1987)는 가족 계, 인 계, 실 응성, 응성의 4개

하 요인으로 구분하 고, 미향(1997)은 인 계, 응성,책임성,충동성의

4개의 하 요인으로 구분하 다.노인여가복지시설 평생교육 로그램 운 실

태에 한 황과 내용을 악하기 하여 이와 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 검토

하 다.그 결과 반 인 복지시설 운 실태에 한 연구 논문은 많았다.그

러나 복지시설의 평생교육 로그램 참여가 성공 노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논문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김재순(1996)은 서울특별시,부산 역시, 구 역시 등을 비롯한 도시 지

역 거주자 600명과 경산시,울산시,조치원시 등 소도시 거주자의 생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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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평생교육 로그램 제공에 연구 목

을 두었다.조사 연구 결과 인구학 요인에서는 남성이 61.1%로 여자의

38.9%보다 훨씬 더 많았다.이것은 유배우자만이 상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특히 노인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서는 이웃의 은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와 가족으로부터 가족 문

제 결정에 참여가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에 높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리고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해서는 복지 의 일반 로그램 참여가

생활 만족도에 가장 높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에

한 정책 방향 제시는 경로 효친사상 교육 강화와 노인복지 확충 그리고 평

생교육 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 다.

이경희(2004)는 국 노인복지 상으로 한 노인학습자의개인 배경과 사회

경제 배경에 따라 교육 만족도,교육 욕구,사회 참여도간에 상 계가 있는

지를 조사 분석하 다.조사 연구 결과 노인의 경우 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면 교육활동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에 만족하면 교육 욕구와 사회 참여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

났다.그리고 사회활동 참여가 많은 학습자는 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로그

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한 참여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에 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선화(2007)의 사회 응척도를 토 로 평생교육 참가

자를 상으로 평생교육 참여자의 사회 응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2.4.자기효능감

2.4.1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인지 자원들과 주어진 상황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해 필요로 하는 일련의 행 들을 시작하고 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wood& Bandura,1989),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인지 자원,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한 단(Gist& Mitchell,1992),성공

에 필요한 신체 ,지 ,정서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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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Eden& Aviram,1993)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김아 ,2004).

자기효능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향을 미치는 두 종류의 기 가 있는데,자

기효능감의 조작 정의는 이 두 가지 기 인 결과기 와 효능기 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다(Sherer,Maddux,Mercandante,Prentice-Dunn,&

Jacobs,1983)

Bandura(1977)는 결과기 란 자신의 특정행동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이

라는 개인 기 이며,효능기 란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능력에 한

개인 확신을 가리킨다.그는 결과기 보다는 효능기 가 동기와 더욱 한

련을 가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 틀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자기효능감 개념의 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 행

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회의가 생긴다면 행동이 유발되지 않을 때 결과

기 와 효능기 간의 구분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 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동기,정서,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지 과정,동기 과정,정서 과정,

그리고 선택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이 네 가지 과정은 서로 독립 인 거의

아닌 서로 복되어 상호 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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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지 과정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고 유지하는데 인지 과정은 용한 역할을 한다.즉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함으로써 특정 결과를 래했을 경우 그 인과 계에 해

재해석하는 인지 과정을 통해 행동조 의 통제소재는 자극에서 개인으로 이동

한다. 한 개인은 목표설정,결과에 한 표상,자기 평가 반응과 같은 인지

과정을 통해 동기화되는데 능력에 한 인식,사회 비교,피드백,지각된

통제성,분석 단 등은 인지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향을 수 있

는 요소들이다(Bandura,1993).

2)동기 과정

자기효능감은 동기 과정을 통해 개인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얼마나 노

력을 기울이며,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노력을 지속하며,실패에 어떻게 유연하

게 처 하는지에 향을 미친다.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 인 과제를 시

작하고,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과제를 지속하는 동기

행동을 보인다(Bandura,1993).

3)정서 과정

자기효능감은 을 받는 상황이나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 스

를 받고,얼마나 우울해지는지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정서 반응은 사고의

본질과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직·간 으로 행동에 향을 미친다. 한 스

트 스는 지각된 체 효능감 뿐만 아니라 방해 인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Bandura,1993).

4)선택 과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선택하는데 향을 다.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처한다(Bandura,1993).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변화와 련된 개념으로서 몇 가지 유사한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나 자존감(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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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능력(perceivedcompetence)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우선 이 개념들

은 인가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내 요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한 주 인

개념을 의미하며 환경을 신체 으로 자각하고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의 방향

을 결정해 다는 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으로 해석될 수 있다(곽호

근,2007)

각 개념들이 가지는 차이 을 살펴보면 먼 다차원 인 개념으로 한 개인

이자기에게 부여하는 자기평과와 련된 모든 특성들의 구조물로 정의되는

자아개념은 부분이 반 인 자기 이미지에 련된 것으로 다른 행동이나

같은 활동의 수 , 는 환경에 따라 인지의 복합성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

한다(Bandura,1986).즉 혼합된 자아 이미지는 수행과 어느 정도 상 이 있

지만 수행자의 내 타당성을 정확히 언하는 개념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한편 자존감은 자신이 지각된 성격 는 특징에 한 스스로의 평가이며 자

신의 속성이나 단면에 하여 은연 에 배정한 자기평가의 총제로 정의되는 데

자기효능감과 차이 은 이 두 개념이 자기창조 사고의 다른 측면으로 서로

다른 상을 나타내는 바 (Bandura,1986)자존감은 자기가치에 한 평가,즉

자신의 속성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기 과 얼

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자기능력의 단 는 기 에

한 것이라는 이다.

한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개인의 단

이므로 개인의 성취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해 가지는 기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고정된 행 도 아니며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아는 것

이 아니라 인지 ,사회 ,행동 하 기능들을 종합 인 행동방식으로 조직하

는 성능력이라는 에서 (Bandura,1982) 재의 능력에 한 단순한 지식수

의 의미하는 지각된 능력과의 차이를찾아볼 수 있다.

즉,자기효능감은 능력에 한 기 이므로 능력에 한 지각보다 오히려 행

동변화에 더 강력한 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윤희두,1994).

의 내용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한 개념들을 정의해보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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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1)자신감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과 능력에 한 개인의 확신 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자기효능감은 구속하는 요소로써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확신 는 신념의 정도라고 축소된 의미를 용할 수 있다(sherer,

Maddux,Mercandante,Prentice-Dunn,& Jacobs,1982).

<표 2-5>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의 정의

자료 :곽호근(2007),평생교육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 인하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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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86)는 자기효능가을 상황-특수 인 개념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

기 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한 단으

로 정의 했지만,이를 일반 개념으로 확 한다면 자신감의 정의 에서 자

신의 가치에 한 개인의 확신을 제외한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확신

는 신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인지 인

단과정을 통해 성림되고,정서 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1986,Bandura,

1993).

2)자기조 효능감

자기조 체계가 인간행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찰하

고,자신의 목표인 기 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을 단하고, 정 이라면 새로

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 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해 부가 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김아 ,1996).따라서 자기조 효능감이란 개인의 자

기조 ,즉 자기 찰,자기 단,자기반응을 잘 수행 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

기 라 할 수 있다.

Zimmerman(1992)은 Bandura(1986)의 학업성취에 한 지각된 자기조 효

능감을 측정하기 한 다차원 척도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고등학교 학생

들과의 면 을 통해 학업성취에 한 지각된 자기조 효능감에 한 연구를

하 다.이는 자기조 학습 략의 다양한 사용과 련된 학생들의 지각된 능

력을 측정하는 것으로,그 내용은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계획하기,학습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기 해 인지 인 기술 사용하기,방해자극으로부터 피하기,

학교숙제를 끝내기 해 동기화시키기,공부하기 한 환경만들기,수업에 참

여하기 등이다.Owen(1988)은 학생들의 학습(Academic)에 한 자기효능

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구성요소를 사회 상황,인지 인 조직,기계 인

기술로 분류함으로써 자기조 효능감의 개념을 용하 다.이러한 자기조

효능감은 자기- 찰,자기- 단인 인지 과정과 자기-반응의 동기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Bandura,1986;Bandura,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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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제난이도 선호

자기효능감 수 은 행동상화의 선택에 향을 미친다.자기효능감의 높은 개

인은 도 이고 구체 인 목표를 선택한다(Latharn& Locke,1991;Bandura,

1988).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인 상

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하며,그들이 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

택하고 행동한다(Bandura,1977).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 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Bandura,

1993).

4)귀인

자기효능감과 귀인의 계는 양방 이다(Silver,Mitchell& Cist,1995).자기

효능감은 어떤 결과에 해 어떤 방식으로 귀인할 지에 향을 미치고,반 로

어떤 결과에 해 어떤 방식으로 귀인할 지에 향을 미치고,반 로 어떤 결

과에 해 어떤 귀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의 증진이나 감소,유지에

향을 미친다.즉,수행은 자기효능감의 가장 요한 정보원이다.하지만 수행

은 개인이 어떤 귀인 과정을 거치는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칠수도,부정 인 향을 미칠수도, 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실

제 으로 성공 인 수행을 하더라도 외부요인에 귀인을 하면 수행은 자기효능

감에 어떤 향도 미치지 않는다.즉 성공의 원인이 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

니라 한 기술이나 노력일 때,자기효능감 증 에 도움이 된다.수행에 있어

서 실패를 능력에 귀인하게 되면 자기효능감은 하된다.

결과의 원인을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작은 노력으로

성공하면,자기효능감은 크게 하된다.

과제의 난이도 수 이 수행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어떻게 매개하는

지를 보면,쉬운 과제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의 증진이나 하에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한다.그러나 어려운 과제에 성공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의 증진

에 많은 향을 미친다.성취의 비율이나 유형도 자기효능감에 한 단에

향을 미치는 데,상 으로 진 인 수행의 증진을 보여 가는 것이 자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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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Bandura,1977).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의 믿음을 자기 자신에 한 신뢰와 경험을 통한 정보를

근원으로 보고 있다.Bandura(1977)는 4가지의 요소 즉,성공경험(enactivemasrery

experiences), 리 경험(vicariousexperiences),언어 설득(verbalpersuasion),

생리 ·정서 상태(physiologicalandaffectivestates)가 자기 효능감의 정보

근원으로 이 요소에 향을 받아 자기효능감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가.성공경험

성공 인 경험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 기 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향력

있는 자기효능감의 근원이다.왜냐하면 본인의 성공경험은 성공하기 해서 행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 신뢰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이런 본인의 성공경험

은 자기효능감을 높이지만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낮게 한다.특히 수행

기에 일어난 실패,노력이 부족하여 일어난 실패결과,외부환경에서 방해요인이

없었음에도 일어난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낮게 한다.그러나 반복된 성공경

험을 통해 얻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일시 으로 실패한다고 해도 자기효능

감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단한 노력에 의해 가끔 실패가 극복되면,

오히려 자기효능감이 강화되고 지속 인 노력으로 지극히 어려운 장애물도 극

복했다는 성공경험을 가지게 된다.그러므로 수행의 결과로 얻은 실패경험을

통해 개인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실패가 일어나는 제 경험의 상황과

시기를 고려하여 단을 해야 할 것이다.일단 자기 효능감의 정 기 가

형성되면 이는 그 밖의 련 상황에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나. 리 경험

행동의 변화는 직 인 경험 이외에도 간 인,즉 리경험에 의해서도

일어난다.인간의 자기 자신과 비슷한 타인의 성공 인 경험을 보거나 상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갖는다.마찬가지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타인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듭 실패하는 것을 보

았을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평가 하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이러한

리 경험은 일반 으로 수행을 통한 성공경험보다 자기효능감에 상 으로

약한 효과를 미치지만,수행에 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무의미하고,지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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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얻을 수 있다.

다.언어 설득

언어 설득은 쉽게 사용가능하므로 가장 공감하기가 쉽다.어떤 일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자신이 믿도록 말해 주는 것을 말한

다.이러한 설득은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보다 더 많

이,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언어 설득은 설득하는

사람의 지 나 신용, 문 식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언어 설

득 후 결과 으로 성공 으로 수행한 결과를 가져오면 략 사용과 효능감의

계는 더욱 해진다.그러나 비 실 인 설득과 수행의 실패는 설득자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손상시킬 것이다.

라.생리 ·정서 상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단할 때 생리 이고 정서 인 상태에 의해 달되는

신체 정보에 부분 으로 의존한다.자기효능감의 개인 신체지표는 성취 가

능한 신체 건강상태,스트 스 요인에 한 처능력 역과 히 련되

어 있다.사람들은 종종 스트 스를 받거나 괴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생리 활

성화가 기능장애를 일으켜 신체가 취약하다는 신호를 보낸다.높은 각성상태는

수행을 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장이 고조되거나 정서 으로

불안할 때보다 극단 각성과 긴장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성공을 기 하는

경향이 있다.효능감을 주지 않는 통제에 한 스트 스 반응은 상 자기각

성을 통해 더욱 스트 스량을 늘린다.자신에 한 부 한 인식과 격히 늘

어난 스트 스에 해 부정 인 사고를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

능장애를 유발하고 고통을 상승시키도록 자기 각성을 유도한다.그러나 숙달

경험을 통하여 주 장애에 한 불안한 정서 장애를 제거하는 처지는 수

행에서의 성공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 효능감을 강화시킨다.

한 자기효능감에 한 생리 정서 상태는 자율 각성에만 제한되지 않는

다.강도와 지구력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피곤한 정도,숨

이 가뿜,통증,고통 등을 신체 비효능감 지표로 여긴다.이런 기분 상태 역

시 사람들은 자기효능감에 한 단에 향을 다.자기효능감에 한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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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상태는 건강기능과 신체 강도 지구력을 요하는 활동에서 강력

한 역할을 한다.이러한 상태들은 다양한 역에서 기능하는 데 표 으로 자

기효능감에 한 신념에 해 일반화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키는 네 번째 근원은 생리 정서 상태를 성취 가능한 상태로

증진시키고,스트 스 수 과 부정 인 정서 경향을 감소시키며,생리 ·정서

상태에 한 잘못된 해석을 정정하는 것이다.Bandura(1977)는 개인의 능력

에 한 지각은 사회 ,개인 경험을 통해 얻어 진다고 했으며,자기효능감은

<그림 2-2>와 같은 3가지 정보 자원 즉,성취경험, 리경험,언어 설득,생

리 정서 상태 등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된다고 하 다.

<그림 2-2>효능감 정보,효능 기 감과 수행 자원들 사이의 계(Bandura,1977)

효능감 기 는 비슷한 과제나 행동에서 성공을 경험한다면 높아질 수 있다.

리경험,언어 설득,정서 상태도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지만 그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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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며 이들 4가지 정보 자원은 하나하나 독립되어 혹은 모두 합쳐져서 자기효

능감에 향을 미친다.직업 진보의 성향에 비교하여 보면,목표지향형은 외

부환경에 자신을 맞추며 타인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해 직업 기술

을 익히기 한 학습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지향형은 Morstain& Smart가 제시한 사회 계,도피/자극,사회

복지와 비교하여 볼 때,성인들의 여가를 바람직하게 보내기 해 개설된 많은

평생학습 로그램들과 상당한 연 이 있다.단조롭고 반복 인 가사노등으로부

터 벗어나 새로운 침구도 사귀고,사회 사활동에도 극 참여하는 성인들의

경우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5선행연구 고찰

평생교육에 한 연구는 최근 사회 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연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만,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로그램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본 연구자는 평생교육 련 논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황지혜(2010)는 교육참여 이 과 이후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 감 변화를

알아보기 해 강남구 소재 평생교육기 학습자 10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연구결과 참여자 모두 교육 참여 이 에 비해 이후의 삶의 만족도

와 자아존 감이 모두 높았으며,특히 학습을 통한 자아실 동기를 가진 집단

의 존 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기하(2010)는 노인복지 로그램이의 만족도 조사를 해 경기남부 소재

노인복지 내 학습자와 리자 7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조

사결과 학습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참여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

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하면서 이에 하여 ‘맞춤형 학습 로그램’을 개발

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주장하 다.

박형량(2011)은 2010 IMC(수학경시 회)한국 표 선발 에 출 한 학생

1,200명을 상으로 학교와 평생교육기 교육만족도를 비교 분석하 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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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학교교육에서는 학습만족감을 가증시키는 능력별 반편성과 심화학습 방법

을 강구하고, 재 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을 막기 한 방법으로 공교육에 의

한 지원을 차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승유(2007)는 직장인의 평생교육참여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비교분석

하기 해 울산, 구,경북,경기도 지역의 직장인 4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조사결과 평생교육 로그램과 직무와의 련성이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직장인의 연령과 근무연한,직 , 여 등 인구학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노민이(2011)는 남 주지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참여자 289명을 설

문 조사하 다.조사결과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유형으로는 활동지향형,학습

지향형,목표지향형 순으로 내용으로는 사회 계형성,소속감,스트 스 등

의 이유로 참여하는 동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에 따라 정책 으

로 성인학습자들의 참여동기를 배려한 교육제도가 필요함을 제안하 고,교육

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 하여는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해재

정지원과 지원범 확 를 주장하 다.

김기정(2008)은 충청남도 홍성군 7개 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용

자 12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연구결과 주민자치센터시설과 만

족도의 상 계가 높다는 을 지 하면서 교육시설 확충 장비의 확보에

우선 으로 투자할 것과 인센티 제를 도입하여 자원 사경력에 가산 부여와

경력인정 제도 등의 시행을 제시하 다.

평생교육 교육강사를 상으로 그들의 강의력과 이미지를 평생교육 효과

만족도와 연결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그러나 간

으로 련이 있는 선행연구로는 평생교육 교육강사를 포함하는 포 개념

모형에 입각하여 평생교육자에 한 연구를 수행한 표 인 연구로 권두승

(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권두승은 평생교육자와 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평생교육자 연구를 둘러싼 여러 문제 들을 체계 으로 분석하면서,

평생교육자의 개념과 역할 모형 그리고 평생교육자의 직무 련 태도 문

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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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문자로서의 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의 효과를 연구(

도근,2005)한 도근 등의 연구가 발견된다.동 연구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의 효과가 학습자와 교육기

요인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와 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동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효과 인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을 해서는 교육에 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에 한 사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과 평생교육사 사회 네트워크 구

축에 담당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 담당 교수들의

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 효

과를 높이기 해서는 도서 과 같은 부 시설의 사용에 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과 평생교육사 고용배치를 한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을

도출하 다.

다른 유형의 연구로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에 한 련 선행연구

로 김애련(2004)의 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에 한 연구가

발견된다.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 학습자의 학습 성과 인식에는 학습자 자

체의 요인과 교육기 요인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의 고등 교육의 사학에

한 높은 의존도와 도시 집 상이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와 교육 경험,

그리고 학습 성과 인식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교육강사의 이미지 련 선행연구로는 김경호(2005)와 김근 (2005)

의 인 계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과 효과 강사의 이미지가 수강생의 학습

수용태도와 교육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가 발견된다.이들

연구들 먼 평생교육 교육강사의 이미지와 간 상 이 있는 연구로는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성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김경호,2005).동 연구에서

는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을 정립하고 참 자아 인식 이미지 메이킹 로그램

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이미지 메이킹의 효능감이 인 계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려는 목 의 연구를 시도하 다.동 연구에서 용한 이미지 메이킹

로그램은 첫인상 향상,열등감 극복,표정 리 방법,외모 리 방법 등 네 가

지가 용되었으며 이미지 메이킹의 다양한 내용 에서도 특히 첫인상 형성,

열등감 극복,표정 리 방법,외모 리 방법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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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의 궁극 인 목 은 개인의 자기성취에 있음을 밝 내

고 있다.본 연구에서 도출해 내고자 하는 교육강사의 이미지가 평생교육 학습

자의 학습 효과 인식과 만족도 인식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성립을

제로 할 때,교육강사에게 작용할 개인 이미지의 향력을 증 시킬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볼 수 있다.

한 교육강사의 이미지와 직 인 련이 있는 연구로는 강사의 이미지가

수강생들의 수용태도와 교육효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김근 (2005)의 연구

를 들 수 있다.동 연구에서는 사회에 필수 인 이미지의 요성을 인식

하고 커뮤니 이션 능력이 필수 으로 요구되는 강의의 장에서 강사의 이미

지를 형성하는 주된 요소인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을 맞추고 이러한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이 이미지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이 게 형성된 강사의

이미지는 수강생들의 강의 수용태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동 연구결과 강사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능력과 강사의 이미지와는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행 요소가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강사의 이미지

는 수강생들의 강의 수용 태도와 교육 효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강사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이미지에 미치는 향은 강사의 성별에 따

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강사

는 언어 측면은 물론 비언어 커뮤니 이션 능력의 요성을 인지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평생교육에 한 연구들이 평생학습의 참여도나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에

한 연구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 펑생교육 교육강사나 평생교육의 성과 효과

에 한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그러나 비록 간 련성을 지니는 수 에

서나마 평생교육 부문 교육강사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바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들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평생교육의 성과를 가름하는 데 결정 변

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평생교육 교육강사 변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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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모형 가설의 설정

3.1연구모형

기존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생교육 로그램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

응력 변수간의 계를 검토하 다.평생교육과 자기효능감 사회 응력은

각각의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사회학,교육학,

여가학,경 학 그리고 심리학분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생교육과 자

기효능감 사회 응력과 련하여 통합 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임승규,

2010;신혜정,2008;김 범,2006;방종근,조병훈,2005)그러나 평생교육 로

그램에 한 만족 그리고 자기효능감 사회 응력에 한 연구는 지식기반시

와 평생학습시 를 맞이한 우리사회에서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인 차원에

서 가정과 직장,사회생활에 있어서 격하게 변화해가는 사회에서의

인들의 성공 인 사회 응력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 인 근거를 토 로 한 실

증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로그램만족,강사만족,환경만족)을 독립변

수로 자기효능감을 조 변수로 설정하며 사회 응력을 종속변수로 이들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해 <그림 3-1>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3-1> 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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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가설의 설정

기존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생교육 로그램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

응력 변수간의 인과 계를 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Ⅰ :평생교육만족과 사회 응력

평생교육과 사회 응력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경미(2005)는 평생교

육과 사회 응에 한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응에 련된

개념으로는 욕구만족(생활만족),생활의 질,자아실 ,환경에 한 능동 변

화,사회화 등을 들 수 있다고 하 다.

김 소(2003)는 사회 응력을 3개 하 요인으로 구분하 고,윤서 (1999)은

사회 응력을 가족 응, 인 응,자아 응,정서 응의 4개 하 요인으로 구

분하 다. 한 임선화(2004)는 가족 계, 인 계, 실 응성, 응성의 4개

하 요인으로 구분하 고, 미향(2006)은 인 계, 응성,책임성,충동성의

4개의 하 요인으로 구분하 다.평생교육 로그램 운 실태에 한 황과

내용을 악하기 하여 이와 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 검토하 다.

김재순(2004)은 평생교육을 통해 평생교육 로그램 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사

회 응력에 가장 높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에

한 정책 방향 제시는 평생교육 강화와 평생교육기 확충 그리고 평생교육

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제시하 다.

이경희(2004)는 평생교육과 련하여 개인 배경과 사회경제 배경에 따라

교육 만족도,교육 욕구,사회 참여도간에 상 계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

다.조사 연구 결과 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면 교육활동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에 만족하면 교

육 욕구와 사회 참여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사회활동 참여가 많

은 학습자는 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한 참여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이와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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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Ⅰ :평생교육에 한 만족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평생교육 로그램에 한 만족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평생교육강사에 한 만족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3:평생교육환경에 한 만족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  Ⅱ : 평생 만족과 사회적 력  계에  효능감  조절효과

자기효능감은 타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로 이는 교육훈련의 이에 향을 주며(Gist,1992) 한 교육이 끝나는 시

에서의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의 이에는 물론 직무성과에도 유의미한 향을

다고 하 다(Mathieu,etal,1992).임효창과 박경규(199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

능감과 교육훈련의 이간에 상 계가 있다고 하 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연구자는 평생교육에 한 만족에 향을 미치는 향변수로 평생교

육 로그램 학습동기․교육강사의 능력을 채택하고 그들의 계에서 자기효능

감의 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왜냐하면 교육참가자의 자기효능감 수 에

따라 학습동기와 교육강사의 능력이 교육훈련의 이수 에 미치는 향력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단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교육강사의 능력과 교육훈련의 이수 간에 교육참가자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Ⅱ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에 한 만족과 사회 응력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Ⅱ-1: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 로그램에 한 만족과 사회 응력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Ⅱ-2: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 강사에 한 만족과 사회 응력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Ⅱ-3: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환경에 한 만족과 사회 응력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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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방법

4.1표본의 선정 자료수집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가자를 심으로 하여 평생교육만족도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

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평생교육만족도 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

평생교육환경,사회 응력,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약 15

일간에 걸쳐 설문조사 하 으며 설문조사는 주, 남지역을 심으로 평생교

육 참여자를 상으로 200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으며 그 185부가

회수되었다.그러나 설명을 충분히 하 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응답이 락되

어 결측치가 있거나 내용작성이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후 162

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하 다.이 게 하여 총 162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본 연

구 분석에 이용 되었다.

4.2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기업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4-1>과 같다.

표본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30세이하가 체 조사 상 56명으로

34.5%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30-39세 미만은 32.0%,40-49세는

19.1%,50-59세미만은 11.1%를 차지하 다.60세이상은 3.0%로 조사결과 나타

났다.조사 상의 학력을 살펴보면 학사가 체 조사 상 86명으로 53.0%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고졸이 17.2%, 문 졸이 16.0%,석

사는 10.4%,기타에는 0.6%로 나타났다.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체조상

상 여자가 96명으로 59.2%,남성이 40.7%를 차지하 으며 평생교육참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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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배우는게 즐거워서가 라는 동기는 14.1%를 차지하 으며 새로운

지식습득이 8.6%,건강과 여가가 19.7%,가족간 화합이 23.4%,사회 사의 동

기는 17.9% 친구와 이웃노인복지 이 12.3%로 나타내었다.평생교육 참여기간

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16.6%,1년 미만이 33.9%,1-2년 미만이 19.7%,2-3

년 미만은 15.4%,3년-5년 미만은 8.6%,5년 이상은 5.5%를 나타내었다.

<표 4-1> 인 통계학적 특성

  %   %

연령

30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56

52

31

18

5

34.5

32.0

19.1

11.1

3.0

성별
남자

여자

66

96

40.7

59.2

결혼
미혼

기혼

91

71

56.2

43.8

학력

고졸

문 졸

학사

석사

박사

기타

28

26

86

17

4

1

17.2

16.0

53.0

10.4

2.0

0.6

평생

교육

참여

동기

배우는게 즐거워

새로운 지식습득

건강과 여가

가족간 화합

사회 사

친구와 이웃

23

14

32

38

29

20

14.1

8.6

19.7

23.4

17.9

12.3

평생

교육

참여

기간

6개월미만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

27

55

32

25

14

9

16.6

33.9

19.7

15.4

8.6

5.5

평생

교육

참여

횟수

주 1회 미만

주 2회 미만

주 3회 미만

주 3회 이상

45

72

32

13

27.7

44.4

19.7

8.0

계 162 100% 계 1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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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변수의 조직 정의 설문지 구성

4.3.1변수의 조작 정의

실증연구를 해서는 상에 한 계량 인 측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변수의 상태와 변수들간의 계를 분석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목 에 따라서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본 연구목 에 맞도록 기존의 정의된 개념들을 보다 구체

으로 찰 가능한 조작 정의를 하 다.

1)평생교육 로그램만족

평생교육 로그램에 한 만족은 평생교육참가자의 요구를 반 하기 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평생교육성과를 극 화하기 해 교육훈련 로그

램설계자들은 사용 가능한 여러 교육훈련방법을 조사하여 평생교육훈련 참가자

들에게 가장 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최고의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교육훈련 로그램만족을 측정하기 하여 Goldstein& Ford(2002),

가 연구한 항목을 기 로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실제 평생교육과의

련성,평생학습에 도움이 되는 구체 인 자료의 제공 등을 심으로 5개 문

항으로 측정하 다.

2)평생교육강사만족

평생교육훈련강사의 능력이란 교육훈련 로그램을 비하고 실행하는 평생교

육훈련강사의 능력을 말한다.Buckley& Caple(1995)는 교육훈련 강사의 능력

을 체크하기 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 는데 평가의 상은 교육훈련강사의

비사항과 교재,강의목표에 한 설명,교육진행순서 등의 교육구조 그리고

강의기술과 시청각자료의 활용 등 4가지로 구성하 다.그들은 4개의 교육훈련

자 유효성 요인을 구체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총 29개의 설문항목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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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가요소를 표할 수 있는 측정항목들을 심으로 강의충

실도,교육훈련내용 달,강사의 열정,강의기술 등 5가지 요인을 기 로 5개 문

항으로 측정하 다.

3)펑생교육환경만족

평생교육운 은 평생교육훈련 참가자들의 학습효과를 증진시켜야 하고 평생

교육훈련의 내용과 목 에 합하여야 한다.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의 환

경이 참가자 학습에 합하지 않거나 교육훈련내용에 따라 교육 매체가 하

게 사용되지 못하는 환경은 교육훈련참가자들의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

게 되며 사회 응력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평생교육 교육장은 설비,

평생교육에 합한시설과분 기,담당직원들의 응 ,교육목표에 맞는 운 정도를 의

미한다.따라서 교육 상자,교육 로그램,그리고 상황 특성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를 보다 효과 으로 제공할 것인지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운 을 측정하기 해 김성완 김채훈(2009).의 연구

를 토 로 강의시설,기자개활용여부,실내환경,직원의 친 함 등을 심으로

4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4)자아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Jones(1986)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이 미

래의 행 나 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하거나 일정한 결과에 도달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가능성에 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이를 심으로 5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5)사회 응력

사회 응에 해 Lazarus(1996)은 사회에 한 소속감과사회화 욕구를

반 하며 사회규범,역할 인식,윤리 가치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회 활

동의 회복과 활성화를 의미하며 어떠한 스트 스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

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상의 일을 리하는 능력에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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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ll(1990)은 사회 응을 사회 유능감(socialcompetence)의 구성 역

하나로 보았으며,개인이 얼마나 잘 사회 으로 확정되고도 발달상 타당한

목표들을 성취하는지를 사회 응으로 규정하 다.본 연구에서는 사람들과

교제하기의 정도,갑작스런 일에 한 처능력,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능

력 등을 바탕으로 이경희(2005),임순화(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10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4.4설문지 구성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는 연구목 에 맞게 질문의 범 를 크게 선행연

구를 통해 추출한 ,평생교육만족도 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평

생교육환경,사회 응력,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진 것으로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을 선별 으로 본 연구목 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

여 측정하고자 한다.첫 번째 부류는 평생교육만족도에 한 질문으로 평생

교육 로그램 3개 문항,평생교육강사 3개 평생교육환경 3개 문항으로 구성

하고자 하며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평가척도를 이용하 으며 “

그 지 않다”,“그 지 않다”,“보통이다”,“그 다”,“매우 그 다”의 5 척

도를 사용하 다.

두 번째 부류는 사회 응력요인으로는 20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세 번째 부류는 자기효능감에 한 질문으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부류는 성공 노후에 한 질문으로 10개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부류는 평생교육 참가자의 일반 황에 한 질문으로 나이,학

력,결혼여부,참여기간,참여시간,참여동기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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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설문지의 구성

변 수 문 항 수 문항번호

평생교육 로그램 4 Ⅰ-1～ Ⅰ-4

평생교육 강사 4 Ⅰ-5～ Ⅰ-8

평생교육 환경 4 Ⅰ-9～ Ⅰ-12

사회 응력 10 Ⅱ-1～ Ⅱ-10

자기효능감 8 Ⅲ-1～ Ⅲ-8

성별 1 Ⅳ-1

연령 1 Ⅳ-2

결혼 1 Ⅳ-3

학력 1 Ⅳ-4

참여동기 1 Ⅳ-5

참여기간 1 Ⅳ-6

참여횟수 1 Ⅳ-7

4.5 연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분석,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상

계분석에는 SPSS17.0KO forWindows를 사용하며 확인 요인분석

가설검증을 한 상 분석과 계층 회귀분석과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단계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일반 으로 조 변수를 규명하는 것으로

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첫째는 ANOVA에 의한 방법,두 번째는 표본을

수로 분할하여 각각 단순상 계를 비교하는 방법,그리고 세 번째는 다

회귀 분석 방법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의 단계 다 회귀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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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  

5.1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정에 앞서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구성개념들이 신

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를 분석하 다.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 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 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 일 성 검정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

하는 경우 측정도구 내의 항목별 평균 인 상 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일반 으로 신뢰성을 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측정도구에

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는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한다.Cronbach'sAlpha에 의한 신뢰성 검정은 사용이 간

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5.1.1외생변수 요인 신뢰성분석

타당성은 그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

게 측정하 는가를 의미하게 된다.타당성의 평가는 그 방법에 따라 개념 타

당성,기 련 타당성,내용 타당성의 개념으로 나 수 있다.일반 으로 내용

타당성은 특정한 측정도구의 표성에 한 개념이며,기 련타당성은 특정변수

간의 통계 인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한 개념 타당성은 변수들의 특성 측정과 련한 것으로서 측정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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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에 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 인 방

법으로 흔히 요인분석(FactorAnalysis)이 사용되고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별 타당성과 개념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

를 히 이기 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방

식을 사용하 고,요인의 회 으로는 직각회 방식(Varimax)을 선택하 다.

외생변수에 한 요인 분석결과는 <표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3개 문

항 3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각

요인별로 재치(FactorLoading)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 는데,그

결과 노인의 평생교육 만족요인으로 로그램만족,교육환경만족,강사만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평생교육 만족요인 로그램만족을 설명해주는 설명 분산은 22.91%,교

육환경만족을 설명해주는 설명 분산은 21.97%,강사만족을 설명해주는

설명 분산은 21.48%로 도출되었다. 체 인 분산 설명비율은

66.37%로 나타났다. 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 신뢰성 검증을 한

Cronbach'sAlpha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 으로 기 값 0.6을 과

함으로써 각 문항에 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반복 유사한 질문은 각

항목간의 상 계를 구해서 상 계가 은 값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Cronbach'sAlpha분석결과 로그램만족은 α=0.841,교육환경만족은 α

=0.861,강사만족은 α=0.80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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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외생변수 요인 신뢰성 분석

개 념 변 수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로그램만족

로그램만족2 .781 .201 .218

로그램만족3 .769 .215 .102

로그램만족1 .751 .222 .215

로그램만족4 .666 .159 .126

교육환경만족

교육환경만족1 .212 .858 .201

교육환경만족3 .231 .830 .231

교육환경만족2 .249 .825 .262

강사만족

강사만족1 .148 .230 .793

강사만족4 .163 .165 .746

강사만족2 .219 .250 .733

고유치 2.978 2.857 2.793

설명분산(%) 22.911 21.974 21.487

분산(%) 22.911 44.885 66.372

Cronbach'sAlpha .841 .861 .809

5.1.2내생변수 요인 신뢰성 분석

내생변수에 한 요인분석 결과 15개 문항 3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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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내생변수의 요인 신뢰성분석

개 념 변 수 요 인 1 요 인 2

사회 응력

사회 응력1 .843 .146

사회 응력7 .823 .166

사회 응력2 .813 .126

사회 응력4 .767 .129

사회 응력3 .759 .20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2 .212 .858

자기효능감3 .231 .830

자기효능감1 .249 .825

자기효능감6 .171 .742

자기효능감7 .161 .682

고유치 5.698 3.987

설명분산(%) 36.492 28.933

분산(%) 36.492 64.425

Cronbach'sAlpha .893 .831

내생변수에 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5-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요

인이 나타났다.각 요인별로 재치(FactorLoading)를 살펴 0.6이상인 변수들

만 추출하 는데,그 결과 사회 응력,자기효능감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사회 응력의 설명 분산은 36.49%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설명 분산은

28.93%로 나타났다.그리고 체 인 분산 설명비율은 64.42%로 나타났

다. 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 신뢰성 검증을 한 Cronbach'sAlpha분석결

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 으로 기 값 0.6을 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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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났는데 Cronbach'sAlpha분석결과 사회 응력은 α=0.893자기효능

감 요인은 α=0.831로 나타났다.

5.2상 계 분석

5.2.1변인들의 상 계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사용된 잠재변인들 간의 련성을 악하기 해 상 분석

을 실시하 다.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상 은 모두 정 상 을 보 다.아래 <표

5-3>에 정리하 다.잠재변인들의 상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로그램만족은

교육환경만족과 정 상 (r=.544)을 보 으며,강사만족과는 r=.531의 정 상 을 보

다.그리고 로그램만족은 자기효능감와는 r=.509,사회 응력과는 r=.466의 정

상 을 보 다.모두 유의미한 수 에서 정 상 을 보 다.

<표 5-3>상 계분석

1.로그램만족 2.교육환경만족 3.강사만족 4.자기효능감 5.사회 응력

1 1

2 .544
**

1

3 .521
**

.536
**

1

4 .509** .467** .487** 1

5 .466
**

.526
**

.511
**

.541
**

1

**p<.01

다음으로 교육환경만족은 각각 강사만족(r=.536),사회 응력(r=.467),자기효

능감(r=.526)와 모두 유의미한 정 상 을 가지고 있었다.강사만족 역시 사회

응력과 r=.487의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며 자기효능감와는 r=.5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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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다음으로 사회 응력은 자기효능감와

r=.541의 정 상 을 보 다.

5.2.2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구조모형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다변량 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에

서 분석되는 것임으로 먼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해 극단치,변량의 정규성,다변량 가정,다 공선성을 검토하 다.

변량의 극단치를 확인하기 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를 사용하 다.CDi>1인 경우에는 향력이 큰 측값으로 해석하

여 제외하고 분석을 하여야한다.본 연구에서는 체 609사례에서 극단 값으로

나타난 사례가 없어 609사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 다.

변량의 정규분포는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검토를 통해 평

가할 수 있는데 값을 기 으로 왜도의 경우 3이상,그리고 첨도의 경우

10이상 일 때 변량이 정규분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본 연구의 자료들은

모두 왜도는 3이하이고 첨도는 10이하 이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다변량의 기본가정인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해 다변량 분산 분석

시 공분산행렬에 한 Box의 동일성 검증(Box'sM)과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 다.Box의 동일성 검증(Box'sM)에서는 공분

산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각 유형별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 다.

한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한 Levene의 검정도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인의 오차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오차분산 역시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다.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 다.완 정 상 일 경우는

d값이 0이고 완 부 상 일 경우에는 d값이 4로 나타난다.본 연구에서는 통

계량이 모두 2에 가깝게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의 선형성(linearity)을 알아 볼 수 있는 다 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

(varianceinflationfactor;VIF)의 검을 통해 악 할 수 있는데,일반 으로

분산 증가 요인이 10이상이면,심한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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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을 제거하거나 조합하여 합성변수를 만들어야한다.본 연구에서는 분산

증가 요인이 모두 10을 넘지 않아 그 로 분석에 사용하 다.

5.3가설의 검증

5.3.1가설 I의 검증 :평생교육에 한 만족감(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가설 Ⅰ-1평생교육 로그램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로그램에 종속변수인

사회 응력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다음〈표 5-4>은 평생교육

로그램 내용이 사회 응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한 회귀분석

결과 이며 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5-4>사회 응력에 한 평생교육 로그램 요인의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Adjusted

R
2 F

사회 응력
평생교육

로그램
459 12.652

***
.209 160.073

***

〈표 5-4>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교육 만족 요인 평생교육 로그램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2.652
***
，p=0.001).이

와 같은 검증결과는 평생교육에 한 만족의 하 요인인 평생교육 로그램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 참

여자의 만족도와 성과를 조사하 는데 평생교육 로그램이 평생교육 성과가

향이 있으며 로그램에 참가한 교육생은 로그램의 다양성에 만족하며,사

회 응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무엇보다도 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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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시키는데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평생교육 참여자의 자기발달단계에서 최

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발달과정에 효율 으로 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FeldmanandLeana,2000;한정란,2006)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자기개발의 기회,사회 응에 만족해하며,평생교육을 통해

실질 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자존심과 자기효능감을 회복하 다고 하는 기

존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 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에 만

족하면 교육 욕구와 사회 참여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사회활동

참여가 많은 학습자는 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한 참여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검증결과는 평생교육에 한 만족을 통해 사회 응력을 주기 해서는 교육훈

련 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실행되는 것이 매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가설 Ⅰ-2평생교육만족 요인 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강사

에 종속변수인 사회 응력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 〈표 5-5>은 평생교육강사가 사회 응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한 회귀분석결과 이며 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5-5>사회 응력에 한 평생교육강사 요인의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Adjusted

R
2 F

사회 응력
로그램

강사
410 11.034

***
.167 121.750

***

가설 Ⅰ-2의 사회 응력에 한 평생교육강사 요인의 회귀분석결과 〈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교육 만족 요인 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1.034
***
，p=0.001).이와 같은 검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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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평생교육에 한 만족요인의 하 요인인 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비사항과 교재,강의목표에 한 설명,교육진행순서 등의 교육구조 그리고

강의기술과 시청각자료의 활용 문성과 열정,그리고 교육 실용성은 사회 응

력에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평생교육에 있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

히 강사의 역량개발 문성을 갖춘 강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연구

와 (LatackandDozier,1986)일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받아왔던 통해 평

생교육생들을 상으로 교육의 유용성과 만족도를 조사 한 결과 사회 응력

향상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FeldmanandLeana(2000)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즉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사회 응력을 키워주

기 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 강사에 만족감이 매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가설 Ⅰ-3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환경에 종속변수인 사회 응력

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다음 〈표 5-6>은 평생교육환경이 사회

응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한 회귀분석결과 이며 그 결과 다

음과 같다.

〈표 5-6>사회 응력에 한 평생교육환경 요인의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Adjusted

R
2 F

사회 응력 평생교육환경 504 14.300
***

.253 204.477
***

〈표 5-6>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교육 만족요인 평생교육환경이 사회 응

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4.300
***
，p=0.001).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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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는 평생교육 만족요인의 하 요인인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유

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에 있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환경 즉,평생교육 교육장의 설비,평생교육에 합한시설과 분 기,담당

직원들의 응 ,교육목표에 맞는 운 정도는 사회 응력에 매우 요한 변수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2가설 Ⅱ 의 검증 :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 검증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계에 다른 제3의 변수

가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조 변수의 조 효과를 악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인 계 회귀분석 방법은 회귀식에 변수들을 단계 으로 투

입하는 과정에서 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와 곱셈으로 결

합한 항목으로 추가했을 때 설명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가를 비교

함으로써 조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Stone& Anderson(1994)에 의하면

조 변수가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계 회귀분석 방법이 하 집단 상 계

분석에 비해 통계 강도가 보다 강하다고 하 다(허윤,2006).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평생교육 만족요인인 평생교육강사,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

환경이 사회 응력과의 계에서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자기효

능감에 따라서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한 조 효과 분석은 보통 다음 차에 따라

서 진행된다.

제 1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제 2단계 :독립변수,조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제 3단계 :독립변수,조 변수,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 변수)과 종속변수

간의 회귀분석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 :Y=γ +δ1Xi,j+ε                 ----------------모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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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계 :Y=γ +δ1Xi,j+δ2Ak+ε          ----------------모형②

제 3단계 :Y=γ +δ1Xi,j+δ2Ak+δ3Xi,jAk+ε  ----------------모형③

Y:종속변수(사회 응력)

Xi,j:독립변수(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평생교육환경)

Ak:조 변수(자기효능감)

γ :상수,δ :회귀계수,ε :잔차 항

의 세 단계 과정에서 마지막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 변수)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 을 때,설명력(R)이 유의수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 다면 조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송지 ,2008)그리고,이의 해석에는 다양

한 견해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상호작용항의 해석방법은 상 을 이용한 방

법과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별할 수 있다. 자는 두 변수 간의 상 이

조 변수의 향에 의해 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심을 두는 경우로,

그 표 인 로는 FisherZ검증을 들 수 있고,후자는 독립변수에 한 종속

변수의 기울기가 조 변수의 향에 의해서 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심을 두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규재,2005).

가설 Ⅱ-1.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설 Ⅱ-2.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강사가 사회 응

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설 Ⅱ-3.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

육환경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

을 하여 개인특성이 평생교육 만족요인인 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

평생교육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사회 응력에 향을 미치는가의 조 효과를 검

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표 5-7>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인 평생교육 만족

요인인 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평생교육환경을 종속변수인 사회 응

력과 회귀분석을 1단계로 실시한 다음,2단계에서는 조 변수인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총 설명력(R
2
)을 확인한 후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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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2단계까지의 자료에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을 새로운 변인

으로 추가하여서 나타난 총 설명력(R2)을 2단계의 총설명력(R2)과 비교하여서

유의 으로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즉 마지막 3단계에서는 상호간의

작용을 추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총설명력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

검증하 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독립변수인 평생교육 만족요인인 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평생교육환경을 조 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후 검

증결과는〈표 5-8>와 같다.

Ⅱ-1과 Ⅱ-2,Ⅱ-3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독립변수인 평생교육 만족요인

인 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평생교육환경에 조 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후 평생교육 만족요인인 평생교육 로그램,평생교육강사,평생교육환경

과 개인특성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표 5-7>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Ⅱ-1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조 효과를 검

증한 결과 설명력(R2)은 .266으로 2단계에 비하여 증가된 설명력(△R2)은 .014,

F=72.509(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증결과 평생교육 로그램

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자기효능감은 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가설 Ⅱ-4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

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가설 Ⅱ-2자기효능

감에 따라 평생교육강사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설명력(R2)은 .223로 2단계에 비하여 증가된 설명력(△R2)은

.001,F=57.226로 설명력(R
2
)은 .001로 약간 증가하 으나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즉 평생교육강사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자기효능감은 조 효과

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Ⅱ-2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

교육강사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

었다.가설 Ⅱ-3의 조 효과 검증에서는 설명력(R
2
)은 .285로 2단계에 비하여 증

가된 설명력(△R2)은 .004,F=79.590으로 설명력(△R2)은 .004로 약간 증가하 으

나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즉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

에 자기효능감은 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Ⅱ-3

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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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이와 같은 검증결과 평생교육 로그램을

통한 사회 응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5-7>평생교육 로그램과 사회 응력간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 분석

변수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사

력

(A)평생 프로그램 .459*** .356*** .034

(B) 능감 .228
*** .313

평생 프로그램*

능감 

(A)*(B)

.806**

R-square .210 .252 .266

⊿R-square

F-value 160.073*** 101.074*** 72.509**

평생 강사(A) .410*** .295*** .133

능감(B) .254*** .042

평생 강사* 능감

(A)*(B)
.325

R-square .168 .220 .223

⊿R-square

F-value 121.750*** 84.535*** 57.226

평생 경(A) .504*** .413*** .212

능감(B) .187*** -.122

평생 경* 능감

(A)*(B)
.448

R-square .254 .281 .285

⊿R-square

F-value 204.477*** 116.984*** 7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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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Ⅰ-1평생교육 로그램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평생교육 만족요인 평생교육 로그램은 사회 응력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 참가자를 상으로

조사하 는데 평생교육 로그램의 내용이 성과가 향이 있으며 평생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평생교육 로그램의 다양성에 만족하며,사회

응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무엇보다도 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냉정

하게 분석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Feldman and

Leana,2000,한정란,2006)일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참가자의 요구를 반 하

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평생교육성과를 극 화하기 해 교육

훈련 로그램설계자들은 사용 가능한 여러 교육훈련방법을 조사하여 평생교육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장 합한 방법을 활용이 요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이러한 검증결과는 평생교육에 한 만족도를 해서는 평생

교육학습자에게는 사회 응력을 주기 해서는 평생교육 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실행되는 것이 매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Ⅰ-2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평생교육 만족요인 하 요인인 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에 있어 평

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결과는 평생교육 만족요인 하 요인인 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에 있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

히 강사의 역량개발 문성을 갖춘 강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연구

와 (LatackandDozier,1986)일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받아왔던 통해 평

생교육생들을 상으로 교육의 유용성과 만족도를 조사 한 결과 사회 응력 향

상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FeldmanandLeana(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즉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사회 응력을 키워주기

해서는 교육훈련에 있어 강사에 만족감이 매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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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Ⅰ-3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평생교육 만족요인 하 요인인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

존의 평생교육환경이 사회 응력에 유의한 항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일치

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설 Ⅱ-1평생교육 참여자의 자기효

능감에 따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자기효능감은 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Ⅱ-4

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가설 Ⅱ-5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강

사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

과 평생교육강사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자기효능감은 조 효과를 나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Ⅱ-5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

강사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

다.가설 Ⅱ-6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자기효능감은 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의 조 효과 검증결과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자기효능감은 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

서 가설 Ⅱ-6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이와 같은 검증결과 평

생교육 로그램을 통한 사회 응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하겠다.



- 67 -

<  5-8> 가  검

가 내   용 채택 무

Ⅰ-1
  평생 프로그램  사회적 력에 한 향  미

칠 것 다.
채택

Ⅰ-2
  평생 강사는 사회적 력에 한 향  미칠 

것 다.
채택

Ⅰ-3
  평생 환경  사회적 력에 한 향  미칠 

것 다.
채택

Ⅱ-1
  효능감에 따라 평생 프로그램  사회적 력

에 미치는 향에 차 가  것 다. 
채택

Ⅱ-2
  효능감에 따라 평생 강사가 사회적 력에 미

치는 향에 차 가  것 다. 
각

Ⅱ-3
  효능감에 따라 평생 환경  사회적 력에 미치

는 향에 차 가  것 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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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6.1 연  결과  

본 연구는 목 은 먼 이론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만족 요인과 자기효능감,사

회 응력의 계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한 선행연구의 고찰과 종합

인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이론 토 를 마련하고자 하 다.특히 평생교육

과 련된 개념과 개과정, 근법,이론모델 등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

론들을 종합 으로 정리하 다.이러한 이론 토 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만족

요인 인 사회 응력과 자기효능감을 조 변수로 변수들간의 향 계를 분석하

기 하여 실증연구를 한 타당한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실증연구에서는 이

론 연구모형을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측정항목을

개발 하 다.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분석결과를 토 로 가설을 검증

하 다.검증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평생교육 로그램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을 검증한 결과 평생교육 만족요인 평생교육 로그램은 사회 응력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 참가자를 상으로 조사

하 는데 평생교육 로그램의 내용이 성과가 향이 있으며 평생교육 로그

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평생교육 로그램의 다양성에 만족하며,사회 응력

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평생교육성과를 극 화하기 해 교육훈련

로그램설계자들은 사용 가능한 여러 교육훈련방법을 조사하여 평생교육훈련 참

가자들에게 가장 합한 방법을 활용이 요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이러한 검증결과는 평생교육에 한 만족도를 해서는 평생교육학

습자에게는 사회 응력을 주기 해서는 평생교육 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실

행되는 것이 매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평생교육 만족요인 하 요인인 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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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에 있어 평생교육강

사는 사회 응력에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

은 검증결과는 평생교육 만족요인 하 요인인 평생교육강사는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에 있어 평생교육

을 실시하는 강사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강사의

역량개발 문성을 갖춘 강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평

생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사회 응력을 키워주기 해서는 평생교육

에 있어 강사에 만족감이 매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을 검증한 결과 평생교육 만족요인 하 요인인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력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생교육환경은 사회 응

력에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평생교육환경이 사회 응력에 유의한 항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일치하고

있다.

넷째,자기효능감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생교육 참여자의 자기효능감

에 따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자기효능감은 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효능감에 따라 평생교

육강사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자기효

능감에 따라 평생교육강사가 사회 응력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이와 같은 검증결과 평생교육 로그램을 통한 사회

응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6.2연구결과의 시사 한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증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르는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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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지식기반시 와 평생학습 시 를 맞이하여 많은 기 들에서 평생교

육을 실행하고 있지만 사회 응력과 자기효능감 등을 통한 로세스의 연결

에 심을 두는 연구는 많지 않다.평생교육과 사회 응과 연계하는 방법

에 한 연구는 시작하 으나 평생교육 만족 요인이 무엇이고 장에서의 그

것이 어떻게 구축되는 것에 한 방법은 아직 밝 지지 않았다(Penual&

Cohen， 2003).본 연구는 평생교육활동과 성공 인 사회 응과의 련성을

규명하 다.

둘째，평생교육에 한 국내 연구로는 평생교육과 삶의 만족도 는 성공

노후에 한 직 인 향 계를 밝히는 연구로만 이루어 졌으나 평생교육 만

족 요인을 통한 사회 응력과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

다.본 연구를 통하여 평생교육 만족을 통한 사회 응력과 자기효능감 등을 통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실질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 하 다.

셋째，평생교육 만족과 사회 응력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를 분

석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 응력에 미치는 조 효과를 규명 하 다.

즉,기존연구에서 평생교육과 교육 이라는 단편 인 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요인이 지니는 조 효과를 밝 냄으로써 인과 계의 구조상에서 창출되는

효과를 규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사회 응력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한 매커니즘을

일부 규명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분 으로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

가 있음을 찰하 다.지 까지의 평생교육과 련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통찰력과 연구 가능성을 얻었다는 에서 상당히 이론

공헌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즉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교육생들

의 만족도와 그 성과에 한 연구결과들을 보다 구체 으로 근하여 평생교육

을 실시할 때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회 응력 더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 만족 요인과 성공 인 사회 응력 간 조 역할로

서의 활용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로 자기효능감의 필요성이 실증 으로 증명되

었다는 이다.이는 지식기반시 와 평생학습 시 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응력과 교육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노력과 사회 응력의 통합된 이론 틀을 제시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하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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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선행연구를 토 로 고안된 설문 문항이라 하

더라도 철 한 사 인터뷰 사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상 기업의

상을 보다 정확히 반 할 수 있는 엄선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용한다면

좀 더 세 하고 정확한 연구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보다 정교화 하는 이론 검

토 작업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한 성과와 교육생의 만족도와 그로 인한 삶의

변화를 종합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

러한 부분은 본 연구와 련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연구자의 심과 노력

으로 연구의 질 향상을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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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그

지않

다

보통

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1.교육기 은 학습자들의 요구를 잘 반 해서

로그램을 편성,운 하고 있다.

2. 재 참여 인,혹은 참여한 로그램의

수업내용에 해서 만족한다.

3. 재 참여 인,혹은 참여한 로그램이

수업진도에 잘 맞춰 진행 되었다.

4.강사의 옷차림과 용모는 단정하다.

5.강사의 수업방식에 해서 만족하다

6.강사의 수업이 질 인 측면에서 만족하다.

7.기 의 행정직원들의 서비스가 친 하고

책임감이 있어 신뢰감을 다.

8.기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재나 자료,

교육정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9.학습자들은 센터에 비치된 교재나 자료,

교육정보 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0.기 에 학습자들을 한 편의시설(휴게실,

식당,주차시설)등 잘 갖추어져 있다.

11.교육기 은 주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12.강의실이 쾌 (온,습도)하고 다른 교육에

향을 안 받는다.

Ⅰ.다음은 재 참여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교육 로그램 만족도에

한 질문입니다.해당사항에 ✔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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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은 사회 응력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그

지않

다

보통

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1.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한다.

2.좀시시한이야기도상 방기분을생각해서끝까지

들어 다.

3.남들이 나를 비교 믿어주는 편이다.

4.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려면 마음이 떨린다.

5.갑작스런 일이 생기더라도 잘 처하는 편이다.

6.친구를 사귈 때는 상 방보다 내가 먼 나서는

편이다.

7.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일이면 빠지지 않는

편이다.

8.어떤 경기나 단체 활동에 극 으로 참가하는

편이다.

9.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 할 수 있다.

10.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냉정하고 침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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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음은 자기효능감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그

지않

다

보통

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1.새로운 일을 하는것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2.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3.앞으로 군가를 새로이 만나도 친해질 자신이

있다.

4.계획을 세우면 그 로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5.나는 나의 노후를 훌륭히 지낼 자신이 있다.

6.나는 앞으로의 일을 놓고 볼 때 지 껏

어려운 일들을 잘 해왔다.

7.나의 기술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8.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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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  반  특 에 한 질문 니다  해당 는 곳에  √  해 주십시 .

1.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귀하의 나이는?

①30세 이하 ②30-39세 ③40-49세 ④50-59세 ⑤60세이상

3.귀하의 결혼여부는?

①미혼 ②기혼

4.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고졸이하 ② 문 졸 ③학사 ④석사 ⑤박사 ⑥기타

5.귀하가 학습 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①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 ② 새로운 지식을 얻기 해

③ 건강과 여가 시간을 해 ④ 가족 간의 화합을 해

⑤ 사회 사와 사회 참여를 해 ⑥ 새로운 친구,이웃을 만나기 해

6.학습 로그램에 참여하신 기간은?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3년 미만 ⑤ 3년-5년 미만 ⑥ 5년 이상

7. 재 평생교육 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횟수는?

① 주 1회 미만 ② 주 2회 미만 ③ 주 3회 미만 ④ 주 3회 이상

♣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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