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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가 평생교육 이용자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
보는데 있다.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는 소비자행동 중심의 외면적 동기와 자아활동 중심의 내면적 동기로 구분한 후, 

외면적 관점은 실용적, 오락적, 관계적 이용 동기로, 내면적 관점은 자아실현, 자아존재, 자아참여 이용 동기로 구분
하였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변화는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적 재사회화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연구 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실용적 동기는 자아실현적 동기와, 오락적 동기는 자아존재적 동기와, 관계적 
동기는 자아참여적 동기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에는 이
용동기 중 실용적 이용 동기와 자아실현적 이용 동기가, 평생교육 참여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에는 이용동기 중 오락
적 이용 동기와 자아존재적 이용동기가, 평생교육 참여자의 자발적 재사회화에는 이용동기 중 관계적 이용동기와 자
아참여적 이용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평생교육, 참여동기, 통제된 열등의식, 유보된 욕망, 자발적 재사회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mpirical effect of participating motives for lifelong 
education on the releasing of controlled inferiority, the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and voluntary re- 
socialization. The motives for lifelong education were divided into an external viewpoint focusing on consumers' 
behaviors and an internal viewpoint based on activity of the ego. External motives were divided into pragmatic, 
entertaining, and relational motives, while internal motives were divided into self-realization, self-existence, and 
self-participation motiv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agmatic motive and the self-realization motive, the 
entertaining motive and the self-existence motive, and the relational motive and the self-participation motive are 
highly related to each other. It was found that the pragmatic motive and the self-realization motive affected the 
lifelong education participants' release of controlled inferiority relatively stronger, the entertaining motive and 
the self-existence motive affected participants'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relatively stronger, the relational 
motive and the self-participation motive affected participants' voluntary re-socialization relatively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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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의 실  확산, 주 5일 근무 환

경의 정착으로 인한 여유 시간의 증가, 경제·사회·문화의 

반  발 과, 의식의 성숙, 삶의 질 향상 욕구 등의 

향으로 자기 계발, 취미 활동, 여가 선용, 사회 참여, 정보

의 획득과 활용, 은퇴 후 계획 등을 비하기 한 평생

교육의 요성과 필요성 인식이 새롭게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실행

에 힘입어 그 분야가 학력보완, 성인기 /문자해독, 직업

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 술, 시민참여로 범주화 되고

[1], 다시 각각의 범주가 구체 인 교육으로 세분화 되면

서 재 ·잠재  이용자를 상으로 한 심과 필요성 

확산과 이들의 호의  참여에 실질 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분류와 정리는 다분히 평생교

육의 목 과 방향을 고려한 구조  유목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 으로 평생교육이 기본 교육의 개념

을 넘어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용이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고, 아울러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로그램과 콘

텐츠의 내용  다양성 한 꾸 히 요구되고 있는 바, 우

리 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은 그 기 의 범주가 술, 문학, 

역사, 문화, 철학, , 스포츠 등 역의 제한없이 지속

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한편, ‘동기’가 사람들을 소통 활동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동인으로 기능함을 고려할 때, 평생 교육

의 참여 동기는 사람들로 하여  평생 교육의 제반 과정

에 자발 으로 참여토록 이끄는 강한 동인으로 기능한다

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동기’의 활성화가 ‘동기’ 인지(認

知) 주체의 내  갈등 해소와 실 ·잠재  욕구 충족에

도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평생 교육 참여 동기의 확

인과 그 향력의 재검토는 평생 교육의 요성과 필요

성이 새롭게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시기

으로 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하이테크의 발

과 더불은 교육 환경의 변화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볼 것

인가 라는 시각에서 교육, 비즈니스, 커뮤니 이션, 소비

자행동, 심리학, 미디어, 련 산업 등에 기반 한 학제  

근의 필요성을 지속 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

라, 이러한 시  환경 변화의 반 과 함께 평생 교육의 

실질  주체자인 참여자의 이용 동기가 평생교육의 기획, 

운 , 리 등에 실 이고도 핵심 인 향을 미치는 

변수로 존재함 한 간과될 수 없는 바,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한 융합 ·학제  근의 필요성도 그 의미와 

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평생교육에서의 참여자의 동기는 필연 으로 참여자

의 태도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리  입장에서 동기를 원인변수로 한 태도 변화의 측

은 꾸 히 요구되고 있다. 태도가 다분히 개개인의 심리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학제 인 분야임을 상기할 

때, 참여자의 심리  요인 악을 심으로 한 태도 변화 

측은 쉽지 않은 만큼 리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결과

변수로서의 평생교육 참여자 태도 변화와 련된 연구는 

많은 부분이 가시 인 결과 자체에 미치는 향을 심

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심리  요인의 심층  분석과 

련된 태도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상 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에서, 교육 환경을 둘러싼 패러다

임이 지속 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심리  요

인의 심층  분석과 련된 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는 시기 으로 하다고 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평생교육 참여 동기를 학제  측면에서 유목화 하고, 

나아가 이들 동기들이 평생교육 참여자의 내  갈등, 

실 ·잠재  욕구와 련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 을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일생동안 참

여할 수 있는 형식·비형식 교육과 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Lengrand[2]에 의해 그 개념이 정립된 후, 

최근에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3]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교육 분야에서 핵심 개념의 하나로 자리 잡아 오고 있다.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교육 심 , 시장 심 , 

학습자 심 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교육 심  시각은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평생 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생애에 걸친 교육을 통해 그들이 가변

인 사회에 합하게 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시

스템과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직 ·수평  교육

[4]의 필요성과 이에 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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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Education -The actualization of the unification and 

switching between the vertical education 

system and the parallel education system 

centering on houses, schools, and society due to 

the change of human development levels.

-The realistic symbiosis between the traditional 

school system with an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time and place and a 

practicality-based education program deviating 

from time and place.

-The basing of the justification and perspective of 

necessity of education itself.

용할 수 있도록 유지, 리하는데 을 둔다. 

시장 심  시각은 교육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  규

모 확   이를 통한 교육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강

조한다. 이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교육과 소비자로서의 

학습자 간의 균형과 조화 유지와 상호지향  혜택의 고

려, 경쟁을 통한 교육산업의 질  향상 유도 등에 을 

둔다. 아울러, 실 으로 평생 교육이 민간 기 과 정부 

기 의 력[5,6]을 통해 실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시

장 심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 경쟁 체제에 기

반을 둔 시장 경제 논리를 평생 교육에 용, 궁극 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경쟁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을 

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 심  시각은 평생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습자

의 자율성과 의지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 개개인

의 평생 교육 련 목표와 동기  욕구를 시간 , 상황

, 환경  측면에서 악하고,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정립 능력(Problem Defining Ability)과 문제해결 능

력(Problem Solving Ability)을 키워 그들이 원하는 결과

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리, 개선, 유

지하는데 을 둔다. 이러한 흐름을 짚어볼 때, 평생학

습을 통한 자아의 확인, 존재감의 인식, 자발  사회 참여

의 발  역시 학습자 심  시각을 지지하고 있으며, 따

라서 이 시각은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7,8]과 그 흐름

을 같이한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평생교육을 조망

하는 시각을 구조 인 편의 상 교육 심 , 시장 심 , 

학습자 심 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평생교육의 

기획, 리, 운 에 있어서 이들 세 시각은 모두 각각의 

장 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사회·학습자의 환경

·상황  가변성에 맞춰 이들 장 을 시의 하게 통

합· 용하는 것은 평생교육으로부터 원하는 시 지 효과

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이다. 

한편,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  분류는 크게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 과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 으

로 구분되며,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 은 다시 1)학교 형

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 .고등학교), 2)원격

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3)사내 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로 구분되어 있고,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 은 1)학교 

형태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 .고등학교, 2) 

유. . 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3) 학(원) 부설 평생

교육시설, 4) 원격 형태 평생교육시설, 5)사업장 부설 평

생교육시설, 6)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언론

기  부설 평생교육시설, 8)지식·인력 개발형태평생교육

시설, 9)평생학습 으로 구분되어 있다[9]. 이 기 에 의

하면 백화 이나 형유통업체에서 운 하는 문화센터

의 경우는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기 으로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 2013년 11월 재, 유통업체 

부설 문화센터는 총 340개가 운 되고 있으며, 61,744개 

로그램을, 총 959,399명의 학습자가 이용하고 있다[10].

2.2 평생교육 참여 동기

인간 활동에서의 ‘동기’는 행 의 잠재  주체로 하여

 해당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강한 

동인(動因)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인간 활동에서의 동기

의 확인과 이해는 활동 주체의 행  참여 이유뿐만 아니

라, 련된 요인들에 한 이들의 향력까지 악할 수 

있는 미시  찰과 거시  조망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

해 다. 동일한 맥락에서, 평생교육에의 참여 동기는 평

생 교육에 한 학습 주체의 참여 의지를 활성화 시켜주

는 원인과 련되고 이러한 활성화의 동기로서의 원인은 

인간 사회의 구조  측면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과

의 융합  상호작용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바, 다분히 

학제 ·융합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Table 1>은 

평생 교육의 요성과 필요성 인식의 활성화를 뒷받침 

하는 학제  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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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The increase in time and disposable incom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e increase of appropriateness and th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s supply and 

deman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Society -The stabilization of an aging society.

-The increase of life expectancy due to the 

increase of medical technique.

-The spreading of desire and level of 

consciousness due to the systemization of 

advanced and universal welfare.

Culture -The expansion of trade among different cultures 

due to the universaliz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The genera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increase of desire of cultural sharing based 

on diversity.

Marketing -Targeting consumers who have increased 

available time due to the settling of a 5 working 

day per week system.

-The continuous productification of services and 

ideas.

-The increase of the program's strategic 

development due to the system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Consumer

Behavior

-The increase of desire for hobbies in all 

generations.

-The generalization of preparation for a second 

life after retirement.

-The routinization, generalization and spreading of 

the desire for a better life.

Psychology -The vitalization of reserved desire of elderly 

consumers

-The desire to rest and break away from a tense 

competition-based life and work.

-The desire for self-realization and the checking 

of one's ego.

-The desire to release the previously controlled 

sense of inferiority 

Communicati

on

-The increase of new communication methods 

applying new communication tools.

-The continuous activation of a communication 

environment focusing on mutual interaction

Media

Industry

-The continuous appearance of up-to-date media 

and its increasing familiarization

-The continuous marketing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media.

-The increase of reorganization and unification 

among media industries.

Technology -The omnipresence of a cyber world that 

overcomes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The generalization of a social structure based on 

high technology.

선행 연구는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를 활동지향

형, 목 지향형, 학습지향형[11], 문 지식 획득, 도피와 

자극, 인지  심, 사회  계, 외  기 감, 사회  복

리[12] 등으로 제시하면서,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가, 

과제에 한 개인  의미[13], 학습자 참여[14], 자아 개

념[15], 학습 경험[16] 등과 하게 련되어 있음을 설

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 역시 학제  측면의 이해가 

바탕이 되는 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탐색  근이지만, 평생교육을 학제  에서 

조망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에 한 이용

자의 참여 행동은 마  에서의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개념과 교육·심리·사회학 에서의 자아 활동 개

념을 융합  측면에서 평생 교육 참여자의 행동에 용

하여 살펴볼 수 있다. 

2.2.1 소비자가치 지향행동 중심 외면적 관점

소비자 가치는, 소비자를 논리  문제 해결자로 보아 

온 실용  가치 개념과 함께 소비자의 경험과 정서의 

요성을 강조한 쾌락  가치 개념을 제시한 연구

[17,18]와, 이들 소비자 가치가 교환 행 의 결과로서의 

가치를 다루고 있음을 지 하며 교환 행  이 의, 소비

자로 하여  마  커뮤니 이션 행 에의 자발  참

여를 유도하는 동기로서의 실용  기 가치와 쾌락  

기 가치를 제시한 후속 연구들[19,20,21], 그리고 상호 

작용과 계 심의 최근의 미디어 환경과 마  커뮤

니 이션 환경을 고려, 사회  기 가치[22]와 계  

기 가치[23] 등을 추가로 제시한 최근의 연구 등을 통

해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한 핵심  개념으로써 인

지되고 있다.

이 게 볼 때,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을 평생교육에 학

제 으로 용한, 평생 교육 이동 동기는 실용  동기

(Pragmatic Motive), 오락  동기(Entertaining Motive), 

계  동기(Relational Motive)로 구분할 수 있다. 실용

 동기(Pragmatic Motive)는 정보의 추구, 지식의 습득, 

새로운 것의 학습과 배움을 지향하는 동기로서, 선행 연

구의, 교육을 통한 지식의 창출[24,25]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오락  동기(Entertaining Motive)는 감정  측면

에서의 즐거움, 재미, 오락 등을 추구하는 동기로서, 선행 

연구에서, 학습 참여에서의 흥미의 요성을 지 한 연

구[26], 학습자의 인지  정서  흥미 개념을 제시한 연

구[27] 등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계  동기(Relational 

Motive)는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 상호작용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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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동기로서, 공동체의 발 을 평생교육의 과정으

로 본 연구[28] 등과 체 인 흐름을 같이한다. 

2.2.2 학습자의 자아활동 중심 내면적 관점

자아는, 삶의 주체로서의 ‘나’의 인지 ·정서  사유와 

행동, 신념과 개성, 욕망 등을 통합 으로 아우르는, 사유

와 행 의 장 주체이다. 따라서 자아에는 삶의 주체자

인 ‘나’의 사유와 신념을 딛고 서려는 욕망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이에 따라, 실체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사유와 

신념은, 때때로 내재된 욕망을 충족하기 해, 자아가 활

용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된다. 자아가 이른바 그림자

에 의한 실체의 잠식 상에서, 행 의 주 자이면서 동

시에 통제자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

아는 사유와 욕망의 주체인 개인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의해 꾸 히 향을 받을뿐더러, 개인으로 하여  환경

과 상황에 응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아가 다차원  특징을 지니며, 복수(複數)의 개념

으로 존재하고[29], 지속 인 재조직화를 통해 가변성을 

띄며[30], 정서  경험에 향을 받고[31], 사회를 반 하

며[32], 주변과 상호작용[33] 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사실  사회에서 자아의 개념은 특정 학문 분야의 

고유 역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학, 철학, 

사회, 술 등 인간 활동과 련된 제반 분야에서 리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에 따라, 자아

의 개념, 이론  분류 등은 연구자의 심 분야와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아의 개

념  구분의 다양성과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보편  

용성과 활용성은 인간의 의식  행동 이해에 요 변인

으로 기능하는 ‘자아’ 자체를 학제  측면에서, 즉, 자아

와 련된 인  학문들과의 향력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서 조망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 동기로서 학습자의 자아활동 심 내

면  은, 자아실  동기, 자아존재 동기, 자아참여 동

기를 심으로 조망할 수 있다. 자아실  동기는 궁극

인 목표의 성취, 이상의 실화, 꿈의 실  등을 추구하는 

동기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실 이 자기 결정의 주요 

구성요소로서[34], 개인의 잠재력을 유지 혹은 높여주며

[35], 완 함을 지향하는 노력[36]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자아의 존재 확인 동기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 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존재감의 정  확인이 개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기

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스로가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임을 느끼고[37], 자신의 가치에 해 정  평가

[38]를 하고, 타인에게 받는 존 [39]은 사회  존재로서 

개인의 삶에 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자아참여 동기는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에의 참여와 어울림을 지향하

는 동기이다. 선행연구는 사회와 조직에의 참여 활동이, 

정  삶의 변화를 이끌고[40], 자아 발 에 요한 역

할을 하며[41],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42] 있으며, 인간

계에서 소외감은 낮은 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43]을 제

시한다.

2.3 평생교육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변화: 열등의

식 해소, 유보된 욕망충족, 자발적 재사회화

태도는 학습된 선유 경향[44]으로서, 교육, 심리, 커뮤

니 이션, 마 , 사회학 등 우리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공 분야에 따라 학습자, 수용자, 소비자 등의 용어로 

환언되는, 소통과 정보의 상 주체 이해를 한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는 리  측면에서 재 ·잠재  평생교육 참여

자의 행동 추이를 이해· 측할 수 있는 요한 단서가 

되는 바, 그동안 다양한 원인 변수와 함께 향력의 지속

인 추 과 확인이 요구되어 왔다. 태도가 다분히 행  

주체 개개인의 심리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학제

인 분야인 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 참여자의 심리  요

인 악을 심으로 한 태도 변화 측이 리  측면에

서 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 변수로서

의 평생교육 이용자의 태도 변화와 련된 선행 연구는 

많은 부분이 가시 인 결과 자체에 미치는 향을 심

으로 진행되어 온 바, 심리  요인과 련된 결과로서의 

태도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그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

심리  측면에서 평생교육은 성인 학습자가 그동안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해 왔던 열등의식을 해소하는데 도

움을  수 있다. 선행연구는 열등의식을, 사회  조건과 

상태가 타인에 비해 낮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심리  상

태[45]라고 정의하며, 열등의식이 정신 건강에도 향을 

미치는 요인[46]임을 설명한다. 이 게 볼 때 평생교육을 

통한 열등의식의 해소는, 첫째, 기본 으로 평생교육이 



평생교육 참여 동기가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적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5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Nov; 12(11): 515-530

성인 학습자에 한 ‘교육’의 성격을 띄고 있음에 따라 성

인 학습자 스스로의, 희망 분야에 한 배움의 실기(失

期) 인식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주  열등의식

이 평생교육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둘째, 새

로운 분야 는 특정 분야에 한 본인의 열등의식을 유

발하는 경쟁자 비, 앞선 경험과 정보의 습득 추구 행  

한 사회  인간의 열등의식 해소를 한 수단으로 활

용될 수 있는 바, 평생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회  인간의 

열등의식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평생교육은 성인 학습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욕망을 인간 존재

의 제 조건으로 설명하는데[47], 이는 욕망이 일차

인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는 원성과 능동성을 갖기 때

문이다. 이 게 볼 때, 평생교육을 통해 충족되는 유보

된 욕망은 성인 학습자가 오랫동안 경제 ·시간  여유 

부족, 혹은 주변의 환경 ·문화  특성 등의 불가항력

인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해 왔던 희망 분야에 

한 체험과 지식 습득이 평생 교육을 통해 뒤늦게나마 

충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 으로 어린 나이나 

은 나이에 배움이 시작되는 분야를 평균보다 늦은 나이

에 도 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상과 하게 련되

어 있다. 

나아가, 평생교육은 궁극 으로 성인 학습자의 자발

인 재사회화를 유도한다. 선행연구는 재사회화가 환경과

의 상호작용에 따라 지속 으로 발생하며[48], 심리  

기감과 련되고[49], 평생 동안 진행되는 개념[50]임을 

제시한다. 이는 평생교육의 개별  목 이 지식의 습득

이든, 즐거움의 경험이든, 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든 

간에 평생교육에의 참여 자체가 본인의 의지와 희망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인 학습자 

스스로가 본인이 선택한 배움과 교육을 통해 어떤 형태·

수 , 혹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사회  존재로서의 재사

회화에 자발 으로 참여할 가능성과 기회를 높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학문 간 학제 ·융합  근의 요성과 선별  용 

필요성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에 한 학습자의 참여 동

기를 이종 학문에 근간을 둔 시각으로 유목화하고, 이에 

따른 심리  측면의 학습자 태도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

는 것은, 비록 본 연구가 탐색  성격을 띠고 있지만 평

생교육 산업 운 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시

에서 학습 참여자 행동의 학제  이해와 이를 통한 해당 

산업의 발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이에 따라 상기의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심리  태도 

변화 간의 계와 향력 확인을 해 설정되었다.

[연구문제1]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기와 내면  

참여 동기 간에는 어떤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에는 어떤 계

가 있는가?

[연구문제3]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 간에는 어떤 계가 있

는가?

[연구문제4]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자발  재사회화 간에는 어떤 계가 있

는가?

[연구문제5] 평생교육의 내면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에는 어떤 계

가 있는가?

[연구문제6] 평생교육의 내면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 간에는 어떤 계가 있

는가?

[연구문제7] 평생교육의 내면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자발  재사회화 간에는 어떤 계가 있

는가?

3.2 구성개념

본 연구의 잠재 변인은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이

며,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심의 외면  참여 동기와 

자아 활동 심의 내면  참여 동기로 구분하 다. 소비

자 가치 지향 행동 심의 외면  참여 동기는 실용 , 

오락 , 계  동기로 구분하고, 실용  동기는 ‘평생교

육을 통해 정보와 지식 습득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 

오락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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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구하는 동기’, 계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우선으로 추구

하는 동기’라고 조작 으로 정의하 다.

자아 활동 심의 내면  참여 동기는 자아실 , 자아

존재, 자아참여 동기로 구분하고, 자아실  동기는 ‘평생

교육을 통해 평소에 갖고 있던 꿈의 실 과 목표의 성취

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 자아존재 동기는 ‘평생교육

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과 존재가치 확인을 우선 으로 

추구하는 동기’, 자아참여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행동과 실천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라고 조작 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은, 본 연구가 심리  요인과 련

된 태도 변화 측정에 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통제

된 열등기제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  재사회화로 

구분하고, 통제된 열등의식은 ‘성인 학습자 스스로가 그

동안 통제해온 내면의 열등의식’, 유보된 욕망은 ‘성인 학

습자 스스로가 그동안 유보·유 해온 내면의 욕망’, 자발

 재사회화는 ‘성인 학습자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환경

에 응하려는 의지와 행동’ 이라고 조작 으로 정의하

다.

3.3 조사 설계 및 설문참여자 설정

본 연구가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를 독립 변인으

로, 참여자의 태도 변화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두 변

인 간의 계를 찾아보고자 하는 바, 정량 인 조사 방법

의 하나인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편의 샘

링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서울 지역 유통업체 문화센터에 

1개월 이상 다닌 경험이 있는 4050세  300명을 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4050세 를 연구의 상으

로 제한하여 선정한 이유는, 비록 평생교육이  연령층

을 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 으로 평생교육

의 다양한 로그램의 주요 학습 상으로서, 재를 즐

기며 미래를 비하는 경제력을 갖춘 년층으로 존재하

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1개월 이상 수강자를 연구의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실 인 표집의 어려움 해결 

방안과 함께, 비록 1개월 수강 경험자라 할지라도 수강 

에 충분히 수강의 동기와 이유를 스스로 검토·확인한 

후 수강·참여라는 행동으로 실행했을 것인 바, 본 연구의 

참여 동기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단에 따른 것

이다. 설문조사 후,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72개의 설문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 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이 정량  결과 도출을 해 사용되었

다. <Table 2>는 최종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정리

한 것이다.

<Table 2> Demographic Data for Respondents
Demographic Item Number Percentage

Gender Male 112 41.18

Female 160 58.82

Age 40s' 123 45.22

50s' 149 54.78

Duration

of

Participation

(Month)

1~3 82 30.15

4~6 66 24.26

7~9 45 16.54

10~12 48 17.65

13~ 31 11.40

3.4 척도의 개발

3.4.1 평생교육 참여 동기

평생교육 참여 동기로서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심

의 외면  참여 동기에 한 측정 항목은,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 심의 선행연구[51,52]와 실용  기 가치, 

쾌락  기 가치 심의 선행연구[53,54], 그리고 계   

기 가치 심의 선행연구[55]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하 다. 이에 따라, 실용 , 오락 , 계

 동기로 유목화하여 구분한 후, 각각 4개 항목, 7  라

이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은 3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요인

의 명확한 분류를 해 직각회 (Varimax Rotation)이 

실시되었다. 각 요인별로 요인 재량이 모두 0.7 이상이

면서, 세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7.9, 12.6, 9.13으

로 나타나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심의 외면  참여 동

기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계 , 

실용 , 오락  참여 동기 요인의 Cronbach 계수가 각각 

0.89, 0.88, 0.84로 측정되어 세 요인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심의 외면  참여 동기 구성 요소에 한 탐색  요인

분석과 내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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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Motive
Questions

Factor Loading

F1 F2 F3

Relational

Motive

RE1 I expect to experience 

communion with other 

people through lifelong 

education.

.880

RE3 I expect to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people 

through lifelong education.

.862

RE4 What I expec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the 

construction of a mutualy 

interactive network.

.836

RE2 What I wa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the 

sharing of something by 

associating with other 

people. 

.824

Eigen Value 17.9

Cumulative Percentage 32.5

Cronbach’s α 0.89

Pragmatic

Motive
PR2 I expect to earn necessary 

knowledge through lifelong 

education. 

.871

PR4 What I expec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the 

obtaining of information.

.860

PR3 The learning of something 

new is what I wa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851

PR1 What I want though lifelong 

education is to learn things 

that I can apply in the real 

world.

.841

Eigen Value 12.6

Cumulative Percentage 55.5

Cronbach’s α 0.88

Entertain

ing

EN4 Lifelong education must be 

fun.
.848

Motive EN2 What I expec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joy.
.814

EN1 Enjoyment is a reason why 

I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809

EN3 What I wa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an 

experience of 

entertainment.

.775

Eigen Value 9.13

Cumulative Percentage 72.0

Cronbach’s α 0.84

Internal

Motive
Question

Factor Loading

F1 F2 F3

Self-

Realization

SR4 Through lifelong 

education, I expect to 

fulfill my dream.

.875

SR1 The achievement of the 

goal I always thought of 

is what I expect 

through lifelong 

education. 

.846

SR3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is a 

process in which I find 

out what I want.

.842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External Motive for 
Participating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 참여 동기로서 자아 활동 심의 내면  참

여 동기는 자아실 , 자아존재, 자아참여 동기 요인으로 

구분한 후 측정 항목을 구성하 다. 이에 따라 자아실

의 경우, 져를 통한 자아실 을 측정한 선행연구[56]와 

자아실 을 정서 , 업무 , 도덕 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선행연구[57]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측정 항

목을 구성하 다. 4개 항목, 7  라이커트 척도가 사용되

었다. 자아존재의 경우, 선행연구[58,59]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하 다. 4개 항목, 7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자아참여의 경우, 참여의 지속성을 

측정한 선행연구[60]와 참여 동기와 련된 선행연구[61]

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도록 구성하 다. 4개 

항목, 7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은 3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요

인의 명확한 분류를 해 직각회 (Varimax Rotation)이 

실시되었다. 각 요인별로 요인 재량이 모두 0.7 이상이

면서, 세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7.3, 10.3, 5.91로 

나타나 자아 활동 심의 내면  참여 동기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자아실

, 자아존재, 자아참여 동기 요인의 Cronbach 계수가 각

각 0.88, 0.86, 0.78로 측정되어 세 요인 모두 신뢰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자아 활동 심의 내

면  참여 동기 구성 요소에 한 탐색  요인분석과 내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 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Internal Motive for 
Participating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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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2 I expect to be able to do 

what I want to do 

through lifelong 

education.

.823

Eigen Value 17.3

Cumulative Percentage 35.7

Cronbach’s α 0.88

Self-

Existence

SE4 I want to feel my 

existence through 

lifelong education.

.836

SE2 What I want from lifelong 

education is certainty 

about my values.

.833

SE3 What I expect from 

lifelong education is a 

confirmation about 

myself.

.818

SE1 I want to feel that I am a 

meaningful person 

through lifelong 

education.

.817

Eigen Value 10.3

Cumulative Percentage 56.9

Cronbach’s α 0.86

Self-

Participa

-tion

SP3 I want to feel that I am not 

left out through lifelong 

education.

.781

SP4 What I want through 

lifelong education is to 

become a part of a 

community.

.777

SP2 I expect a sense of 

belonging from lifelong 

education.

.753

SP1 What I want from lifelong 

education is the feeling 

that I am not isolated 

from society.

.733

Eigen Value 5.91

Cumulative Percentage 69.1

Cronbach’s α 0.78

Attitude 

Change Question
Factor Loading

F1 F2 F3

Releasing

Control l ed 

Inferiority

CI3 Lifelong education hanges 

my thoughts that I do not 

have anything to boast 

about compared to others.

.959

 

CI2 Lifelong education 

changes my perception 

that I am less talented than 

others.

.952

CI1 Lifelong education 

changes my feelings that 

my life is comparatively 

less ahead than others'.

.941

Eigen Value 13.4

Cumulative Percentage 35.1

Cronbach’s α 0.95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RD1 Lifelong education makes 

the joyful things that I 

had reserved into reality.

.932

3.4.2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 열등의식 해

소, 유보된 욕망충족, 자발적 재사회화

본 연구의 측정변인은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  재사회화이다. 이에 따라, 통제된 열등

의식 해소에 한 측정 항목은, 열등감을 신체, 사회, 가

정, 학업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연구[62]와, 신체, 사회, 지

, 가정, 성격 등으로 구분하여 열등감을 측정한 연구

[63]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3개 문항 7  라이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유보된 욕망 충족은 욕망을 충동  

개념으로 본 연구[64]와 욕망을 이성  단과 련된 개

념으로 본 연구[65], 그리고 인간의 행·불행을 욕망 충족 

여부로 설명하는 욕망충족이론[66] 등을 참조하여, 본 연

구의 목 에 맞게 구성하 다. 3개 문항 7  라이커트 척

도가 사용되었다. 자발  재사회화에 한 측정 항목은, 

재사회화의 핵심 요소에 한 연구[67]와 은퇴를 심으

로 재사회화를 측정한 연구[68]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하 다. 3개 문항 7  라이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은 3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요

인의 명확한 분류를 해 직각회 (Varimax Rotation)이 

실시되었다. 각 요인별로 요인 재량이 모두 0.7 이상이

면서, 세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3.4, 10.3, 5.91로 

나타나 평생 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 측정을 한 세 요

인에 한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통제된 열

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  재사회화의 

Cronbach 계수가 각각 0.95, 0.91, 0.86로 측정되어 세 요

인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평생교육 참여자의 태도 변화 구성 요소에 한 탐색  

요인분석과 내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 다.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Items of Participants' Attitude Change 
toward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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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3 Lifelond education lets 

me enjoy the things that I 

had suppressed for 

personal reasons. 

.906

RD2 Lifelong education allows 

me to fulfill the fun 

things that I had 

postponed.

.906

Eigen Value 9.96

Cumulative Percentage 61.3

Cronbach’s α 0.91

Voluntary

Re-

socialization

VRS3 Lifelong education helps 

me actively adjust to 

society.

.894

VRS1 Lifelong education lets 

me personally adjust to 

a changed environment.

.885

VRS2 Lifelong education lets 

me fit into a changing 

environment with my 

own will.

.872

Eigen Value 8.93

Cumulative Percentage 84.7

Cronbach’s α 0.86

Latent Variable Item SRW SE CR AVE

Pragmatic

Motive

PR1 0.786 0.192

0.933 0.778
PR2 0.827 0.182

PR3 0.794 0.195

PR4 0.822 0.177

Entertaining

Motive

EN1 0.768 0.207

0.912 0.722
EN2 0.754 0.213

EN3 0.704 0.223

EN4 0.777 0.226

Relational

Motive

RE1 0.888 0.138

0.939 0.794
RE2 0.743 0.215

RE3 0.817 0.164

RE4 0.799 0.169

Self

-Realization

SR1 0.798 0.202

0.929 0.766
SR2 0.779 0.202

SR3 0.804 0.201

SR4 0.834 0.186

Self

-Existence

SE1 0.762 0.177

0.932 0.775
SE2 0.789 0.172

SE3 0.766 0.179

SE4 0.790 0.172

Self

-Participation

SP1 0.668 0.184

0.911 0.720
SP2 0.658 0.195

SP3 0.730 0.177

SP4 0.693 0.180

PR EN RM SR SE SP

PR 0.778 0.084 0.191 0.411 0.068 0.231

EN 0.007 0.722 0.319 0.261 0.390 0.163

RM 0.036 0.102 0.794 0.161 0.394 0.416

SR 0.019 0.068 0.026 0.766 0.205 0.320

SE 0.005 0.152 0.155 0.042 0.775 0.375

SP 0.053 0.027 0.173 0.102 0.141 0.720

3.4.3 타당성 검토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 

측정 항목을 상으로 실시한 확인  요인분석(CFA) 

결과, 잠재 인 측정 모형의 합도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χ2=247.3, df=237, p=0.31, NFI=0.926, 

RFI=0.913, IFI=0.997, TLI=0.996, CFI=0.997, 

RMSEA=0.013).

구체 으로, 소비자가치 지향 행동 심의 동기 구

성항목과 자아 활동 심의 동기 구성 항목 간의 표

화된 요인부하량(β)은 모두 0.8 이상(p<.05)으로 나타

나 이들의 개념 타당성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확인되

었다.

집 타당성의 경우, 소비자가치 지향 행동 심의 동

기와 자아 활동 심의 동기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모두 기 치인 0.5 이상, 개념신뢰도(CR) 역시 기 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Table 6>은 본 연구의 잠재변인 구성 요소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6>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the Latent Variables

확인  요인분석 후, 잠재변인들 간의 개념  차별성 

악을 한 별타당성을 상 계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Table 7>은 상 계수, 분산추출지수, 결정계수 

비교를 통한 잠재변인들 간의 별타당성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각선의 계수는 분산추출지수(AVE)이고, 

각선 윗부분은 상 계수, 각선 아랫부분은 결정계수

이고, 결정계수가 분산추출지수 보다 작게 나타나 구성 

개념 간의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확보되

었음을 보여 다.

<Table 7> Result of the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on the Lat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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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β t p

Pragmatic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355 5.39 <.05

Entertaining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274 -4.02 <.05

Relational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125 -1.85 <.05

Self-Realization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317 4.58 <.05

Self-Existence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211 3.02 <.05

Self-Participation Motive

→ Releasing

   Controlled Inferiority

.061 .836 <.05

<Table 8> Result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the 
Controlled Inferiority

Path β t p

Pragmatic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154 -2.42 <.05

Entertaining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366 5.27 <.05

Relational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062 .915 <.05

Self-Realization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152 -2.25 <.05

Self-Existence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429 5.85 <.05

Self-Participation Motive 

→ Gratification of

   Retained Desire

-.175 -2.37 <.05

4. 결과

확인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델의 합성을 

확인한 후, 잠재변인(평생교육 참여 동기)과 찰변인(통

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충족, 자발  재사회화)

을 상으로 한 구조모델의 합성을 검증한 결과, 최종

으로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χ2=519.5, 

df=462, p=0.33, NFI=0.909, RFI=0.896, IFI=0.989, 

TLI=0.987, CFI=0.989, RMSEA=0.021).

[연구문제1]의 검증을 해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기와 내면  참여 동기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실용  참여 동기는 자아실  동기와(r=.411, p<.05), 오

락  참여 동기는 자아존재 동기와(r=.390, p<.05), 계

 참여 동기는 자아참여 동기와(r=.416, p<.05) 상

으로 정(正)의 상 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2]의 검증을 해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의 경로를 분

석한 결과, 실용  동기가 다른 외면  참여 동기에 비해 

통제된 열등기제 해소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55, t=5.39, p<0.05). 한편, [연구

문제5]의 검증을 해 평생교육의 내면  참여 동기와 참

여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아실  동기가 다른 내면  참여 동기에 비해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0.317, t=4.58, p<0.05). <Table 8>은 평생

교육의 참여 동기와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간의 경로분

석 결과를 보여 다.

[연구문제3]의 검증을 해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기와 이용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오락  동기가 다른 외면  참여 동기에 비해 유보

된 욕망 충족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66, t=5.27, p<0.05). 한편, [연구문제6]의 

검증을 해 평생교육의 내면  참여 동기와 이용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재 동

기가 다른 내면  참여 동기에 비해 유보된 욕망 충족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429, t=5.85, p<0.05). <Table 9>는 평생교육에의 참

여 동기와 유보된 욕망 충족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여

다.

<Table 9> Result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the Retained 
Desire

[연구문제4]의 검증을 해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기와 이용자의 자발  재사회화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계  동기가 다른 외면  참여 동기에 비해 자발

 재사회화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09, t=5.93, p<0.05). 한편, [연구문제7]의 

검증을 해 평생교육의 내면  참여 동기와 이용자의 

자발  재사회화 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자아참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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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β t p

Pragmatic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147 -2.36 <.05

Entertaining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142 2.18 <.05

Relational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409 5.93 <.05

Self-Realization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151 2.28 <.05

Self-Existence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111 -1.63 <.05

Self-Participation Motive

→ Voluntary Re-socialization
.436 5.43 <.05

기가 다른 내면  참여 동기에 비해 자발  재사회화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436, t=5.43, p<0.05). <Table 10>은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와 자발  재사회화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여 다.

<Table 10> Result of the Path Analysi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the 
Voluntary Re-socialization

5. 논의 및 시사점 

평생교육은 인간의  생애에 걸친 형식·비형식 교육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에서 단순한 ‘교

육’의 의미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욕구와 외부  환경의 

향을 모두 아우르는 포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

라 평생교육은 교육, 심리, 문학, 술, 문화, 철학, 스포츠 

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인, 삶의 질 향상, 함께 사는 

사회  인간의 모습·역할과 련된 다양한 분야를 융합

으로 아우르면서 그 요성과 필요성이 지속 으로 활

성화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평생 교육이 교육, 시장, 학

습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종합  시스템의 열린 장

(場)으로 기능하는 바, 통합  시각에서의 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 기획, 리, 운 과 교육시장에서의 수요 공

 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산업의 질  제고 못

지않게 학습자의 태도를 이해하기 한 학제  근 

한 그 요성이 꾸 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구문제1]과 련된, 평생교

육 참여에 한 내면 인 자아실 , 자아존재, 자아참여 

동기가 외면 인 실용 , 오락 , 계  동기와 각각 상

으로 강한 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동

기가 학습자의 태도를 추 · 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학습자 태도의 분석이 향후의 평생교육 로그램 기획과 

콘텐츠 운 에 도움이 되는 바, 리 인 측면에서 인간

의 내면에서 유발되는 동기와 학제  성격의 외부로부터 

향을 받는 동기를 통합 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연구문제2]  [연구문제5]와 련된, 평생교육 참여

자의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에 실용  동기와 자아실  

동기가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실용  측면에

서의 정보, 지식 등의 습득이 평생교육을 매개로 스스로 

통제해 왔던 열등의식의 해소에 도움을  수 있음과 내

면 인 동기로서 자아실 의 욕구 한 개인의 열등의

식 해소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 했듯이, 학습자가 인지하는 배움의 실기(失

期)가 열등의식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쟁 환경에서의 앞

선 경험과 정보 습득 지향 행 가 내재된 열등의식 해소

를 한 매제가 될 수 있는바, 실용  동기가 이를 극

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과, 자아실 에 한 의지 한 

내재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문제3]  [연구문제6]과 련된, 평생교육 참여

자의 유보된 욕망 충족에 오락  동기와 자아존재 동기

가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 으

로 꿈꾸어 왔지만 경제 ·시간 ·환경 인 이유로 그동

안 근하기가 어려웠던 개개인의 희망 분야를 늦게나마 

평생교육을 통해 경험하며 즐길 수 있고, 이 게 즐거움

과 재미를 추구하는 의지와 행동에 의해 그동안 유보되

어 왔던 욕망이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동기로부터도 유발될 수 있음

을 보여 다. 

[연구문제4]  [연구문제7]과 련된, 평생교육 참여

자의 자발  재사회화에 계  동기와 자아참여 동기가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평생교육 참여자의 교

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교육 참여자의 계  동기와 자

아참여 동기와 하게 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1 기반의 마  환경, 상호작용성 심

의 커뮤니 이션 환경, 네트워크 심의 미디어 환경 등 

 사회에 반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상호작용  

계 심의 사회문화  트 드가 평생교육 분야에도 학

제 으로 용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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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고령화 

시 의 실화에 따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소비자 행동

과 심리학 기반의 학제  측면에서 융합 으로 살펴본 

, 둘째, 평생교육 참여자 이용 동기와 그 향력을 정량

으로 악, 평생교육의 리  측면에 실질 으로 기

여하고 있는 , 셋째, 평생교육 참여자 심의 실증  조

사를 통해, 비록 탐색 인 근이지만 이용자 심의 

로그램 확인·개발·개선·유지의 당 성을 제시하고 있는 

, 넷째,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 향후 평생교육 참여자

의 이용 동기와 연계된 가시  효과 측정의 시스템 구축

에 기여하고 있는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평생교육의 외면  참여 동

기를 소비자 가치 지향 행동 심으로 제한하여 근한 

, 둘째, 자아 활동 심의 내면  동기를 자아실 , 자

아존재, 자아참여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한 , 셋째, 비

록 논문의 부제로 언 하 지만, 평생교육을 문화센터를 

통한 교육에 한정하고, 아울러, 로그램의 차이에 따른 

학습자 태도의 가능한 차이를 통제하지 못한 , 넷째, 연

구의 참여자를 문화센터 1개월 이상 경험자로 폭넓게 선

정한  등이 그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비록 학제  

근에 기반 한 탐색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고, 정량  연

구의 특성 상 다양한 변수를 한 연구에 모두 포함하기 어

려운 실  문제에 기인한 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태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 다양한 평생

교육 기 의 고려, 로그램 성격에 따른 향력의 명확

한 통제와 구분, 교육 참여 기간의 조정 등에 따라 다양

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이 측되는 바, 후속 연구에서

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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