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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와 여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지속 수강 의도, 그리고 

권유 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실용 , 오락 , 계 , 

목표지향  참여 동기로 구분하고, 평생교육에 한 여는 상황  여와 지속  여로 구분하 다. 정량

 연구 결과, 실용  참여 동기와 오락  참여 동기는 평생교육에 한 상황  여와, 목표지향  참여 

동기와 계  참여 동기는 평생교육에 한 지속  여와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

수 방법에 한 만족에는 실용  동기가, 시설 편리성에 한 만족에는 오락  동기가, 소통에 한 만족에

는 계  동기가,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에는 목표지향  동기가 상 으로 더 높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에 한 상황  여는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에, 지속  여는 교수 방법에 

한 만족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지속 수강 의도에는 콘텐츠 품질

에 한 만족이, 평생교육 권유의도에는 시설편리에 한 만족이 상 으로 더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평생교육∣관여∣만족∣지속수강의도∣권유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 the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and involvement on lifelong education have on the learners' satisfaction from lifelong 

education, the continuous intention to take courses, and the intention to recommend lifelong 

education. The results from a quantitative research show that the practical and recreational 

motives ha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to situational involvement in lifelong education and that 

the relational and goal-oriented motives ha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to continuous involvement 

in lifelong education. Moreover, for satisfaction about teaching methods, practical motives had a 

relatively higher effect. For satisfaction about facility comfort, recreational motives had a 

relatively higher effect. For satisfaction about communication, relational motives had a relatively 

higher effect. For satisfaction about contents' quality, goal-oriented motives had a relatively 

higher effect. The finding also shows that situational involvement had a relatively higher effect 

on satisfaction about contents' quality. Continuous involvement had a relatively higher effect on 

satisfaction about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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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문화  다변화와 

더불어 생애 주기 반에 걸친 풍요로운 삶의  욕

구가 증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에 한 심과 

변 확 의 필요성 인식이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평생교육 시장의 질 ·양  성장으로 이

어지고, 나아가 리  측면에서의 수익성을 고려한 운

의 효율성 확보, 커뮤니 이션 측면에서의 련 주체

들 간 소통의 호혜성 확보, 교육 콘텐츠 측면에서의 양

질의 다양한 로그램 구축과 실행의 용이성 확보, 심

리  측면에서의 이용자 동기와 욕구 악의 시성 확

보, 소비자 심 측면에서 교육 수요자 심의 로그

램 개발과 교육 서비스 제공의 성 확보 필요성 등

을 강조하며 평생교육에 한 학제  근의 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동기가 행  주체로 하여  특정 행동에 스스로 참여

하도록 이끄는 강한 동인(動因)임을 고려할 때, 평생교

육에 한 참여 동기는 학습자로 하여  평생교육에 자

발 으로 참여토록 이끄는 강한 동인(動因)이 된다[1]. 

선행 연구는 평생교육의 동기를 학습지향 , 활동지향

, 목표지향  동기로 구분한 연구[2]를 통 으로 활

용하여 그 향력을 살펴보고 있는데[3][4], 평생교육에 

한 동기가 복합 인 성격을 띠고 있음과 최근의 교육 

환경과 사회문화 인 평생교육의 지지 배경이 융합을 

바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소비자 행동

[5][6], 커뮤니 이션[7][8] 등의 인  학문에서 연구되

고 있는 동기 개념의 학제  목을 통한 평생교육 참

여 동기 연구는 학문 간의 통섭과 융합이 강조되는  

시 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 평생교육에 한 여가 ‘학습자가 평생교육을 

통한 상호작용을 얼마나 요하게 인식 하는가의 정도’

를 의미하는 바, 평생교육에 한 여가 학습 동기에

서부터 참여 후 태도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반  과정 상에서 이용자의 행동을 측· 악하기 

한 요한 변인으로 기능함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여가 학습자의 주체  의지의 여부를 고스란히 반

하는 의미의 개념이고 나아가 그 수 의 고· (高·

低)[9][10] 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상황성[11][12]에 따

라서도 그 본질  특성과 향력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

는 개념인 바,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와, 교육심리 

 소비자행동 분야에서 폭넓게 주목받아 온 여 개념

을 함께 교차 용한 원인 변수로 고려하고, 이에 따른 

평생교육 학습자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는 학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만족은 결과변수와 원인변수로의 역할 모두에서 행

동 주체의 태도 이해를 돕는 주요 변인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결과변수로서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다

차원  요소들은, 만족이라는 정  결과를 유도하기 

한 선행요인으로서, 그 구성  특성과 잠재  향력

을 학제  측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기는 

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 주목받아 왔는데, 

선행연구는 동기가 정  만족을 유도하고[13], 학습 

성과 제고[14]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원인

변수로서의 만족’은, 만족이 궁극 으로 메시지와 정보

의 기획자 입장에서 계획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주요 

변인으로 기능한다는 에서 략 · 리  의미가 크

다. 선행연구는 만족이 학습성과의 확인[15]과 학습효

과 측정을 돕는[16] 핵심  개념임을 제시한다. 

한편, 학습자 자신의 지속수강과 타인에 한 학습권

유는, 해당 교육 로그램의 기획·조정· 리에 한 학

습 주체의 질 ·양  평가  교육의 지속성 여부와도 

연 되는 주요 변인으로 기능하고, 실 으로 학습 지

속성과 권유의도가 많은 부분 학습자의 만족에서 기인

하는 바, 이들 간의 계를 ‘평생교육’ 분야에서 실증

으로 확인하는 것은 리 ·실무  측면에서 의미가 크

다. 선행연구는 만족이 로그램 효과 확인[17], 정  

권유[18], 성과 평가[19]를 한 주요 변인임을 제시한

다. 

이 게 볼 때, ‘평생교육’으로 구체화·세분화 된 본 주

제에서, 학습자의 만족에 미치는 학제  참여동기와 

여 유형의 향력, 그리고 원인변수로서의 평생교육 학

습자의 만족이 학습 이후의 후속 행동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살펴보는 것은 평생교육 로그램의 략

 기획과 해당 로그램 수강생의 안정 인 확보를 통

한 리  측면의 운  효율성 제고에 실질 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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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평생교육의 주요 참여층이 4050세 이고, 

실 으로 이들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비 이 상

으로 높음을 고려할 때, 4050세 로 연구 상을 세

분화 한 근은 논리 인 필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의 목 은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와 

여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지속 수강 의도, 권유 

의도에 미치는 향을 4050세 를 상으로 실증 으

로 확인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
인간의 행동에서, 동기는 행동의 주체인 인간이 스스

로 해당 행동에 참가하도록 이끄는 추인(追引)  활성

체로 기능한다. Petty & Cacioppo[20]는 동기와 능력을 

정보처리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조건으로 설명하

고 있는데, 이는 동기의 확한 악이 인간의 특정 행

동 참여 이유에 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태도의 변화

까지 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음에 기인한 것이

다. 

이 게 볼 때, 평생교육에서 참여 동기의 확인은 학

습자 개개인의 심리  특성, 라이 스타일, 학습을 통한 

기 가치 등의 이해를 통해 평생교육에 한 학습자의 

참여 이유를 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평생교육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후의 태도 변화를 분석· 측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략  측면에서 평생교육 

필요성과 욕구 충족에 기반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돕고, 교육  측면에서 로그램의 질 ·양  성의 

악을 돕고, 리  측면에서 운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개념으로 기능한다.

평생교육에 한 근은 크게 교육 심 , 시장 

심 , 학습자 심 으로 조망할 수 있는데[1], 이들 시

각은 기본 으로 평생교육에 한 근이 이론과 실용

성, 그리고 제반 련 분야 간의 학제  측면을 통합

으로 고려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1]은 평생교육 

이해를 한 근의 시각과 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시각 내용

교육
중심적

시간적 교육 시스템 뿐만이 아닌, 현실의 생활 환경과 관련
된 실용성을 아우르는 공간적 교육을 모두 고려하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강조 

시장
중심적

교육시장에의 자생력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논리
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생교육을 조망 

학습자
중심적

교육에서의 자기 주도 학습과 개인 목표에 기반 한 학습 행
동의 중요성과 함께 평생교육을 조망 

표 1. 평생교육 이해를 위한 접근의 시각과 내용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가 활동지향형, 목 지향형, 학습지향형으로 

평생교육 참여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2-4]. 활동지향형 

동기는 학습보다는 바람직한 인 계의 구축, 필요에 

따른 개선  원만한 유지에 을 두는 동기이고, 목

지향형 동기는 개인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 달성을 

해 평생교육을 수강하는 개념에 을 두는 동기이다. 

학습지향형 동기는 배움의 개념을 시하며 지식과 새

로운 정보의 습득에 을 두는 동기이다. 이들 세 가

지 동기를 기본으로 한 후속 연구들은 지속 으로 진행

되어 왔는데, 이 세 가지 동기를 학 평생교육원에 

용하여 평생교육의 이용 동기를 악하고자 한 연구

[21], Houle의 동기를 7개 요인으로 재구분하여 학습자

의 평생교육 이용 동기를 설명한 연구[22], 이들 동기를 

노인 상 평생교육에 용하여 그 향력을 설명한 연

구[23] 등이 그것이다.

한편, 평생교육의 참여 동기가 다차원 으로 구성되

어 있고, 통섭과 융합의 요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사

회  환경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차 

변화되어가는 사회·문화·경제·교육  환경 하에서, 평

생교육 참여 동기의 확인을 한 근이 다분히 학제  

시각에서 조망되어야 함을 주지한 바, 소비자 행동, 상

호작용  커뮤니 이션 등의 인  학문의 시각에서 연

구되고 있는 동기 개념을 평생교육 분야에 학제 으로 

교차 용하는 참여 동기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화 

된 의의를 갖는다. 

소비자 행동 기반의 참여 동기 연구로는, 이성  의

사결정자 개념으로 소비자를 바라보며 목표와 과업 성

취를 심으로 행 의 동기를 악하는 실용  가치 연

구와, 감성  의사결정자 개념으로 소비자를 바라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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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즐거움과 재미의 추구를 심으로 행 의 동기를 

악하는 쾌락  가치 연구[5][24]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은 가치의 추구가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

다는 시각에 기인한 것이다.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기반의 참여 동기 연구는, 

의 실용 ·쾌락  가치가 교환 행  발생 이후의 개

념임을 주시하여, 교환 행  이 의 ‘기 ’ 개념을 ‘가치’

에 용한 실용  기 가치와 쾌락  기 가치[6-8], 

그리고 최근의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환경이 궁극

으로 바람직한 ‘ 계’의 구축과 유지[25][26]에 있음

을 고려한 계  기 가치[27]를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행 의 동인(動因)으로 조망한데 기인한 것이다. 

여기서, Houle[2]이 제시한 활동지향형 동기는 바람직

한 인 계의 구축과 유지와 련되는 바, 학제  측

면에서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기반 동기 연구의 

계  기 가치와 유사성을 보이고, 학습지향형 동기는 

학습 목표와 련된 배움의 개념을 시하며 새로운 지

식과 정보 습득을 시하는 바, 학제  측면에서 상호

작용  커뮤니 이션 기반 동기 연구의 실용  기 가

치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에서, 최근 들

어 평생교육의 개념이 련 분야 간 학제 ·융합  

근을 통해 기획-실행-평가-공유 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의 동기 개념을 학제 으로 

용한, 평생교육 참여동기로서의 실용  동기는 평생

교육으로부터 이성  측면에서의 지식과 정보를 추구

하는 동기이고, 오락  동기는 평생교육으로부터 감성

 측면에서 즐거움과 재미의 경험을 추구하는 동기이

다. 아울러,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분야에서의 동기 

개념을 평생교육 분야에 학제 으로 용한 계  동

기는 평생교육으로부터 타인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원활한 계의 구축과 유지를 추구하는 동기이고, 

Houle의 연구에서 학제 으로 용한 목표지향  동기

는 평생교육으로부터 개인 목표의 성취를 추구하는 동

기이다. [표 2]는 평생교육 활성화 필요성의 배경이 되

는 학제  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평생교육 활성화 필요성의 배경이 되는 학제적 관점과 
내용1

내용

경제
-경제 발전에 의한 가처분 소득과 시간의 증대. 
-질적 양적 측면에서 평생 교육 공급과 수요의 규모 확대 및 적
절성 증가.

사회
복지

-고령화 사회의 정착.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 수명 증가. 
-선진적/보편적 복지의 제도화에 따른 의식 수준과 욕구의 확산. 

문화 -글로벌 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이종 문화 교류 확대. 
-다문화 환경의 보편화. 
-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적 공유 욕구의 증대.

마케팅
-주 5일 근무 환경 정착으로 인한 가용시간 증가 소비자 대상, 
서비스와 아이디어의 지속적 상품화. 

-평생교육의 제도화에 따른 경영관리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의 전
략적 개발 증대. 

소비자
행동

-전 세대에 걸친 취미 활동 욕구 증가. 
-은퇴 이후의 제2의 인생 준비 보편화. 
-삶의 질 향상 욕구 일상화/보편화/확대. 

심리
-중장년 소비자의 유보된 욕구 활성화. 
-경쟁 중심의 긴장된 삶으로부터의 탈피와 휴식 욕구. 
-자아 실현, 자아 존재감 확인 욕구. 
-통제되어온 열등 의식의 해소 욕구.  

커뮤니
케이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적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의 증가. 
-상호작용적 관계 중심 소통 환경의 지속적 활성화. 

미디어
(산업)

-하이테크 기반 미디어의 지속적 등장과 이의 생활화 증가.
-새로운 미디어의 지속적 시장화와 실용화. 
-미디어 산업 간의 융합과 재편 확대 증가. 

하이
테크

-시간·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사이버 세계의 편재화. 
-하이테크 중심 사회 구조의 보편화. 

교육

-인간 발달 단계의 변화에 따른 수직적 교육 구조와 가정·학교·
사회 교육 중심의 수평적 교육 구조 간 통합과 병행의 현실화. 

-전통적 학제에 따른 시간과 장소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목적
과 실용성 중심의 탈시간·탈공간적 교육 프로그램 간 현실적 
공존화.

-교육 자체에 대한 전통적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의 저변화.

2. 평생교육에 대한 관여
여는 특정 조건과 환경 하에서, 객체인 상에 

한 행동 주체의 요성 인식 상태이자 과정이다. 여

가 사회과학과 교육심리, 소비자 행동 등의 분야를 학

제 으로 아우르며 연구되어 왔고, 최근의 학문 ·사회

 경향이 학제 ·융합  사고와 근을 통한 문제정립 

능력(Problem Identifying Ability)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Ability) 제고를 강조

하고 있는 바, 여를 조망하는 최근의 시각은 인  학

문의 향력을 고려한 다학제  근과 변화되어 가는 

환경에 맞는 실용  용의 활성화를 지속 으로 요구

1 김철호. 2014. 평생교육 참여 동기가 통제된 열등의식 해소, 유보된 

욕망 충족, 자발  재사회화에 미치는 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pp.517-518에서 번역·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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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여를 변인화 하여 근한 기존의 연구는 여를 

고· (高·低)[9][10][28], 지속성과 상황성[11][12], 연속

성[29]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고 여는 특정 상이

나 사물에 한 개인의 요성이 높음을, 여는 낮

음을 의미한다[29]. 지속 여는 특정 상이나 사물

에 한 개인의 요성 인식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

우, 상황 여는 요성 인식이 상황에 따라 일시 으

로 발생하지만 상황이 종료될 경우 소멸하는 경우로 정

의된다[11][30]. 이에 따라, 평생교육에 한 학습자의 

고 여는 평생교육에 한 학습자 스스로의 요성 인

식이 높은 상태를, 여는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평

생교육에 한 학습자의 지속  여는 학습자 스스로

가 평생교육의 요성을 평소에 지속 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평생교육에 한 학습자의 상황

 여는 학습자 스스로가 특정 상황 혹은 조건에 의

해 일시 으로만 평생학습의 요성을 인식하는 상태

를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주목되는 공통된 견해는 

여가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커뮤니 이션, 마  

등의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행  

주체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요한 핵심 변인으

로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다. 

학제  측면에서 볼 때 평생교육에서의 여 개념은, 

평생교육에 해 학습자가 인지하는 재 ·잠재  가

치의 요성과 련되는데, 이는 여의 향력에 의해 

평생교육 학습 주체의 행동이 가변성을 내포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즉, 여가 행동 주체의 능동 ·수동 , 장

기 ·단기  행동 의지 여부와 련된 개념임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에 한 여는 평생교육 학습자의 평생교

육에 한 주체  요성 인식 여부와 기 가치의 장·

단기  상호 교환 의지 여부를 내포하고 있는 바, 학습

자의 태도 구축, 강화, 변화 등에 강하게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요성을 갖는다.  

 이 게 볼 때, 평생교육에 한 여는 평생교육 참여 

동기와 함께 평생교육 참여의 고려 단계부터 참여 이후

의 태도 변화와 평가와 련된 반 인 과정을 측, 

추 , 확인할 수 있는 요한 변인으로 기능하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지속 수강 의도, 권유 
의도

만족은 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  커뮤니 이

션 분야 등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과 태도 연구에 

학제 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온 주요 개념이다. 참여 

동기와 만족 간의 계에 한 선행 연구는 참여 동기

가 만족에 정  향을 미치고[13], 학습의 성과를 높

여주고[14] 있음을 보여 다. 원인 변수로서의 만족에 

한 연구는 만족이 학습의 성과를 악할 수 있는 요

인으로 기능하며[15], 궁극 으로 만족이 학습 효과 측

정의 한 방법[16]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는, 참여가 학습자의 만

족도에 향을 미치고[31],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학습

자의 만족[32]과 교육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33]을 제시한다. 여와 학습자 만족에 한 선행

연구는, 여가 학습자의 교육 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음[34]을 보여 다. 하지만 평생교육 분야에서 학습

자의 여 유형에 따른 향력의 차이에 한 선행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학습자 만족 유형은, 기존 연구에서 학습 내용 

만족, 교과 선택 만족[16], 콘텐츠 만족도[35] 등으로 구

분되어 조사되어 왔는데, 통합  측면에서 볼 때, 소

트웨어로서의 교수자 측면, 학습자 측면, 콘텐츠 자체 

측면, 그리고 하드웨어로서의 시설 측면 등의 유목에 

한 학습자 만족의 측정과 확인이 주목된다.  

아울러 지속 수강 의도가 행동 주체의 자발  의지를 

담고 있는 개념인 바, 학습의 지속 의지는 로그램 기

획·운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악할 수 있는 주요 변인[17]으로 기능한다. 선행연구

는 계지향성이 재등록의도에[39], 련성이 학습지속

의도에[40], 그리고 성취감과 만족감이 참여지속의도

[41]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권유 의도는 권유자의 경제  이익과 무 한 

자발  선의(善意)의 소통 의지인 바, 커뮤니 이션 

상에 한 설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념으로 기

능한다. 선행 연구는 권유 의도가 소비자의 만족과 

정 인 계[18]를 갖고 있으며,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항목으로 기능하고[19], 동기에 의해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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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음[36]을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 이용에 따른 태도의 변화

로서 고려되는 만족, 지속 수강의도, 권유의도 등은 

련 콘텐츠의 실용화 측면에서 로그램의 개발, 개선, 

유지의 성 제고, 커뮤니 이션 측면에서 이용자 행

동의 측, 추 , 이해를 통한 상호작용성의 성과 

호혜성의 확인, 리  측면에서 교육생의 안정 인 확

보를 통한 운  효율성 구축을 해 지속 인 검토와 

확인이 요구된다. 

III.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상기의 문헌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

에 한 교육학과 커뮤니 이션의 융합  용 가능성

을 살펴보았고, 여기에  하나의 독립변인으로서 여

의 향력을 고려하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 평생 교육에 한 참여 동기와 평생교육

에 한 여 간에는 어떤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평생 교육에 한 참여 동기는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평생 교육에 한 여는 평생교육 학습

자의 만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은 평생교육 지

속 수강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5]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은 평생교육 참

여 권유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2. 구성 개념 
본 연구의 잠재변인은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와 

평생교육에 한 여이다.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

는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기반 참여 동기[1][7][8]와 

Houle[2]의 통  평생교육 참여 동기를 학제 ·융합

으로 용한 실용 , 오락 , 계 , 목표지향  참

여 동기로 구분하 다. "실용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

해 정보와 지식 습득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 오락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 계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타인과

의 상호작용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1]로, 목표지향  동기는 ‘평생교육을 통해 인생 

목표에 기반 한 행동 가치를 추구하는 동기’로 조작  

정의를 하 다. 

평생교육에 한 여는 지속  여와 상황  여

로 구분하 다. 지속  여는 ‘평소에 스스로 평생교육

의 요성을 지속 으로 인식하는 경우’로, 상황  여

는 ‘주변의 권유가 발생하거나 특정 교육이 필요한 시

기에만 요성을 인식하는 경우’로 조작  정의를 하 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은 일차 으로 평생교육 학습자

의 만족으로 설정하고,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에 의해 

향을 받는 평생교육 지속수강의도와 평생교육 권유

의도를 추가 인 측정변인으로 설정하 다. 

3. 연구 설계 및 설문 참여자 설정
무작  편의추출법을 통한 설문조사가 서울과 충청 

지역 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1개

월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는 4050세  350명을 상으

로 실시되었다. 이는 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45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학습 성과가, 45세 미만 은층에 

비해 상 으로 높으며[42], 연령이 높을수록 평생교

육 참여율이 높다[43]는 선행연구를 참조한 것이다. 아

울러 이는 4050세 가 학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의 

실  상이면서 생애 주기 반에 걸친 평생교육의 기

본 취지에 잘 공감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세 이고, 

1개월 이상의 수강이라면 사 에 평생교육에 한 충

분한 필요성 고려와 동기 인지가 선행되었을 것이라는 

단에 따른 것이다[1]. 

설문을 통해 312개의 유효 응답이 수집되었다. 통계 

분석을 해 SPSS 18.0과 AMOS 18.0 로그램이 

용되었다. 

4. 척도의 구성
4.1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 측정 항목은 소비자행동 

기반의 동기에 한 선행연구[5][24]와 상호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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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질문 항목
Factor Loading

F1 F2 F3 F4
관계적 2 내가 평생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타인과의 교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943

3 내가 평생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어울
리는 것이다. 

.938

4 나는 평생교육을 통해 상호작용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를 기대
한다. 

.936

1 나는 평생교육을 통해 무엇인가
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공유하는 것을 기대한다. 

.924

Eigen Value 21.7
Cumulative Percentage 30.4
Cronbach’s α 0.95

목표
지향적

1 내가 평생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
은 내 목표 달성에의 기여이다.

.911

3 나는 평생교육이 오랫동안 간직
해온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909

2 평생교육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
는 것이다. 

.888

4 목표를 성취해 가는 것은 내가 평생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다.  

.873

Eigen Value 16.7
Cumulative Percentage 53.8
Cronbach’s α 0.93

표 3.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 구성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항목 간 내적신뢰도 분석 결과

실용적 1 내가 평생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필요한 지식이다. 

.903

2 내가 평생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정보의 습득이다. 

.902

4 나는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운 무
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기대한다. 

.891

3 나는 평생교육을 통해 현실에 실
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
기를 기대한다. 

.879

Eigen Value 11.7
Cumulative Percentage 70.2
Cronbach’s α 0.92

오락적 1 내가 평생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재미이다. 

.889

4 나는 평생교육에서 즐거움을 기
대한다. 

.884

2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평생
교육에서 기대하는 것이다. 

.877

3 오락의 경험은 내가 평생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다. 

.861

Eigen Value 9.39
Cumulative Percentage 83.3
Cronbach’s α 0.91

N=312

뮤니 이션 기반의 동기에 한 선행연구[1][7][8], 그

리고 통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한 선행연구[2]를 

학제 으로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하

다. 이에 따라, 계 , 목표지향 , 실용 , 오락  참

여 동기 모두, 각각 4개 항목의 7  Likert scale로 구성

하 다.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명확

한 요인 분류를 해 직각회 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각 요인별 요인 재량은 모두 0.7 이상이고, 네 동기 요

인의 Eigen Value 값은 각각 21.7, 16.7, 11.7, 9.39로 나

타나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기 측정 척도의 구성 개

념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계 , 목표지향 , 실

용 , 오락  참여 동기의 Cronbach’s α 계수가 각각 

0.95, 0.93, 0.92, 0.91로 측정되어, 네 동기 요인 모두 높

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표 3].

4.2 평생교육에 대한 관여
평생교육에 한 여 측정 항목은 상황  여와 지

속  여에 한 기존의 연구[11][37]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하 다. 이에 따라, 상황  

여와 지속  여 모두 각각 4개 항목의 7  Likert 

scale로 구성하 다.

타당성 검토를 해 탐색  요인분석이 실시되었고, 

명확한 요인 분류를 해 직각회 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각 요인별 요인 재량은 모두 0.7 이상이고, 두 

여 요인의 Eigen Value 값은 각각 17.3, 7.84로 나타나 

평생교육에 한 여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은 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 신뢰

도 검증 결과, 상황  여와 지속  여의 Cronbach’s α 계

수가 각각 0.94, 0.92로 나타나 두 요인 모두 높은 신뢰

도가 입증되었다[표 4].

4.3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지속 수강 의도, 권유 의도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측정 항목은, 소 트웨어로

서 학습자 측면에서의 소통에 한 만족, 교수자 측면

에서의 교수 방법에 한 만족, 콘텐츠 자체 측면에서

의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 그리고 하드웨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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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질문 항목

FL

F1 F2

상황적
관여 

3 내게 평생교육은 가끔씩 필요에 의해 생각나
는 존재이다. 

.912

2 나에게 평생교육은 평소에는 별 의미가 없다. .912
4 나는 어떤 계기가 생길때만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다. 
.895

2 평생교육은 어떤 특정한 동기가 발생하기 전
에는 내게 고려되지 않는다.

.893

Eigen Value 17.3
Cumulative Percentage 56.5
Cronbach’s α 0.94

지속적 2 평생교육은 나에게 항상 중요하다. .895
관여 3 수강 여부를 떠나 평생교육에는 늘 관심이 있

다. 
.882

4 평생교육을 계속해서 수강하는 것은 내게 의
미가 있다. 

.875

1 평생교육은 항상 내게 관심의 대상이다. .859
Eigen Value 7.84
Cumulative Percentage 82.2
Cronbach’s α 0.92

N=312

표 4. 평생교육에 대한 관여 구성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
석과 항목 간 내적신뢰도 분석 결과

시설 측면에서의 시설 편리에 한 만족으로 유목화 하

여 구분하 다. 측정 척도는 선행연구[17][38]를 참조하

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하 다. 각각 3개 문항 

7  Likert scale이 사용되었다.

상기 네 측정변인을 상으로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

증을 해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의 명

확한 분류를 해 직각회 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별

로 요인 재량이 모두 0.7 이상이면서, 네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0.5, 9.25, 6.06, 4.24로 나타나 

본 연구의 네 측정변인에 한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소통에 

한 만족, 교수 방법에 한 만족,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 시설 편리에 한 만족의 Cronbach’s α 계수가 각

각 0.89, 0.82, 0.74, 0.72로 측정되어 네 요인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 다[표 5].

구성
요소

질문 항목
Factor Loading

F1 F2 F3 F4
소통에 
대한
만족

3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을 좌우하
는 가장 큰 요소는 소통이다.

.893

1 ‘어떻게 소통하는가’는 평생
교육에 대한 만족에서 가장 중
요하다.

.884

2 소통은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다.

.882

Eigen Value 10.5
Cumulative Percentage 24.7
Cronbach’s α 0.89

교수 
방법에
대한

3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을 좌우하
는 가장 큰 요소는 교수 방법이
다. 

.865

만족 2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평생
교육에 대한 만족에서 가장 중
요하다. 

.860

1 교수 방법은 평생교육에 대한 만
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
분이다.  

.843

Eigen Value 9.24
Cumulative Percentage 46.6
Cronbach’s α 0.82

콘텐츠
품질에
대한

2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을 좌우하
는 가장 큰 요소는 콘텐츠의 질
적 우수함이다.

.818

만족 1 ‘콘텐츠가 얼마나 질적으로 우
수한가’는 평생교육에 대한 만
족에서 가장 중요하다.

.804

3 콘텐츠의 질적 우수함은 평생교
육에 대한 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785

Eigen Value 5.84
Cumulative Percentage 62.1
Cronbach’s α 0.74

시설 
편리에
대한

3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을 좌우하
는 가장 큰 요소는 시설 편리성
이다. 

.791

만족 1 ‘시설이 얼마나 편리한가’는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에서 가장 
중요하다. 

.788

2 시설의 편리함은 평생교육에 대
한 만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인 부분이다. 

.786

Eigen Value 4.14
Cumulative Percentage 72.1
Cronbach’s α 0.72

N=312

표 5.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구성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
인분석과 항목 간 내적신뢰도 분석 결과

지속 수강 의도와 권유 의도 측정척도는 각각 선행연

구[17-19][35]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

하 다. 각각 3개 문항 7  Likert scale이 사용되었다.

상기 두 측정변인을 상으로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

증을 해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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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분류를 해 직각회 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별

로 요인 재량이 모두 0.7 이상이면서, 두 요인의 

Eigen Value 값이 각각 10.8, 4.46으로 나타나 본 연구

의 두 측정변인에 한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

이 입증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 항목 간의 신뢰도 검증 

결과, 지속 수강 의도와 권유 의도의 Cronbach’s α 계수

가 각각 0.91, 0.72로 측정되어 두 요인 모두 높은 신뢰

도를 보 다[표 6].

구성
요소

질문 항목
FL

F1 F2
권유
의도

2 나는 주변에 평생교육을 수강하라고 권유할 의
향이 있다. 

.918

1 나는 평생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908
3 내게 평생교육은 서로 수강을 권하며 공유해야 

할 존재이다.  
.900

Eigen Value 10.8
Cumulative Percentage 53.9
Cronbach’s α 0.91

지속
수강

3 나는 평생교육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
서 수강할 생각이다.

.845

의도 1 나는 평생교육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싶다. .775
2 내게는 평생교육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수강할 의향이 있다. .744
Eigen Value 4.46
Cumulative Percentage 76.2
Cronbach’s α 0.72

N=312

표 6. 평생교육 학습자의 평생교육 권유 의도와 지속 수강 의
도 구성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항목 간 내적
신뢰도 분석 결과

4.4 타당성의 검토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평생교육 참여 동기 측정 항목

을 상으로 실시한 확인  요인분석(CFA) 결과, 잠재

인 측정 모형의 합도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χ2=321.2, df=237, p=0.00, NFI=0.952, RFI=0.944, 

IFI=0.987, TLI=0.985, CFI=0.987, RMSEA=0.034). 개념

타당성의 확인 결과, 두 잠재변인 구성 항목 간의 표

화된 요인부하량(β)은 모두 0.8 이상(p<.05)으로 확인

되었고, 집 타당성의 경우, 두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

출값(AVE)은 모두 기 치인 0.5 이상, 개념신뢰도(CR)

는 기 치인 0.7 이상으로 확인되어 통계 으로 유의함

이 입증되었다. [표 7]은 본 연구의 잠재변인 구성 요소

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잠재변인 측정항목 SRW SE CR AVE

실용적
동기

U1 0.876 0.106 
0.965 0.873 U2 0.872 0.109 

U3 0.854 0.109 
U4 0.860 0.112 

오락적
동기

EN1 0.856 0.132 
0.958　 0.851 EN2 0.842 0.136 

EN3 0.840 0.129 
EN4 0.881 0.115 

관계적
동기

RE1 0.892 0.097 
0.975 0.906RE2 0.929 0.081 

RE3 0.919 0.083 
RE4 0.920 0.085 

목표지향
동기

OO1 0.913 0.090 
0.969 0.886 OO2 0.867 0.101 

OO3 0.904 0.090 
OO4 0.844 0.118 

상황적
관여

SI1 0.901 0.092 
0.970 0.890 SI2 0.890 0.089 

SI3 0.885 0.107 
SI4 0.877 0.104 

지속적
관여

CI1 0.831 0.103 
0.968 0.884 CI2 0.869 0.089 

CI3 0.869 0.089 
CI4 0.841 0.099 

표 7. 잠재변인 구성 요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  요인분석 후, 잠재변인들 간의 개념  차별성 

악을 한 별타당성이 검토되었다. [표 8]은 상 계

수, 분산추출지수, 결정계수 비교를 통한 잠재변인들 간

의 별타당성 분석 결과이다. 이 표에서 각선의 계

수는 분산추출지수(AVE), 각선 윗부분은 상 계수, 

각선 아랫부분은 결정계수인 바, 결정계수가 분산추

출지수 보다 작게 나타나 구성 개념 간 별타당성이 

함이 확인되었다. 

　 실용 오락 계 목표 상황 지속

실용 0.873 0.084 0.191 0.411 0.068 0.231
오락 0.007 0.851 0.319 0.261 0.390 0.163 
계 0.036 0.102 0.906 0.161 0.394 0.416 

목표지향 0.169 0.068 0.026 0.886 0.205 0.320 
상황 여 0.005 0.152 0.155 0.042 0.890 0.375 
지속 여 0.053 0.027 0.173 0.102 0.141 0.884 

표 8.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IV. 결과
[연구문제1]의 검증을 해 평생 교육에 한 참여 

동기와 평생교육에 한 여 간의 상 계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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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실용  참여 동기는 평생교육에 한 상황  

여와(r=.499, p<.05), 오락  참여 동기는 평생교육에 

한 상황  여와(r=.265, p<.05), 계  참여 동기는 

평생교육에 한 지속  여와(r=.123, p<.05), 목표지

향  참여 동기는 평생교육에 한 지속  여와

(r=.352, p<.05), 정 인 상 계가 상 으로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2]의 확인을 해 평생교육에 한 참여 동

기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간의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실용  참여 동기는 교수 방법에 한 

만족(β=0.237, t=3.23, p<0.05)에, 오락  참여 동기는 

시설편리에 한 만족(β=0.335, t=4.37, p<0.05)에, 계

 참여 동기는 소통에 한 만족(β=0.580, t=11.0, 

p<0.05)에, 목표지향 참여 동기는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β=0.277, t=4.08, p<0.05)에 상 으로 더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평생 교육에 한 

참여 동기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간의 경로분석 결

과를 보여 다 ( 합도: χ2=1018.7, df=772, p=0.00, 

NFI=0.898, RFI=0.887, IFI=0.973, TLI=0.970, 

CFI=0.973, RMSEA=0.032).

경로 β t p
실용적 동기→교수방법에 대한 만족 .237 3.23

<.05

오락적 동기→교수방법에 대한 만족 -.096 -1.46
관계적 동기→교수방법에 대한 만족 -.091 -1.52
목표지향 동기→교수방법에 대한 만족 -.240 -3.50
실용적 동기→시설 편리에 대한 만족 .045 .555
오락적 동기→시설 편리에 대한 만족 .335 4.37
관계적 동기→시설 편리에 대한 만족 .194 2.86
목표지향 동기→시설 편리에 대한 만족 .005 .072
실용적 동기→소통에 대한 만족 .235 4.08
오락적 동기→소통에 대한 만족 .243 4.60
관계적 동기→소통에 대한 만족 .580 11.0
목표지향 동기→소통에 대한 만족 -.004 -.083
실용적 동기→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 -.161 -2.27
오락적 동기→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 .165 2.54
관계적 동기→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 .027 .458
목표지향동기→콘텐츠품질에 대한만족 .277 4.08

표 9.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간의 경로분석 결과

[연구문제3]의 확인을 해 평생교육에 한 여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간의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상황  여는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β

=0.200, t=2.81, p<0.05), 소통에 한 만족(β=0.153, 

t=2.68, p<0.05), 교수 방법에 한 만족(β=0.138, t=1.91, 

p<0.05) 순서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

속  여는 교수 방법에 한 만족(β=0.305, t=4.16, 

p<0.05),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β=0.298, t=4.23, 

p<0.05), 소통에 한 만족(β=0.07, t=1.25, p<0.05) 순서

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평생 

교육에 한 여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간의 경로

분석 결과를 보여 다.

경로 β t p
상황적관여→교수방법에 대한 만족 .138 1.91

<.05

상황적관여→시설편리에 대한 만족 -.145 -1.78
상황적관여→소통에 대한 만족 .153 2.68
상황적관여→콘텐츠품질에 대한 만족 .200 2.81
지속적관여→교수방법에 대한 만족 .305 4.16
지속적관여→시설편리에 대한 만족 -.098 -1.23
지속적관여→소통에 대한 만족 .070 1.25
지속적관여→콘텐츠품질에 대한 만족 .298 4.23

표 10. 평생교육에 대한 관여와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 간
의 경로분석 결과

[연구문제4]와 [연구문제5]의 확인을 해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과 평생교육에 한 지속 수강 의도 간

의, 그리고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과 평생교육에 한 

권유의도 간의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지속 

수강 의도에는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β=0.890, t=8.62, 

p<0.05), 소통에 한 만족(β=0.052, t=.903, p<0.05) 순

서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유 의도에는 

시설 편리에 한 만족(β=0.431, t=6.11, p<0.05), 콘텐

츠 품질에 한 만족(β=0.336, t=5.18, p<0.05), 교수방

법에 한 만족(β=0.102, t=1.74, p<0.05) 순서로 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평생교육 학습자

의 만족과 평생교육에 한 지속수강의도 간의, 그리고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과 평생교육에 한 권유의도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여 다.

경로 β t p
교수방법에 대한 만족→지속수강의도 -.123 -2.14

<.05

시설편리에 대한 만족→지속수강의도 -.009 -.149
소통에 대한 만족→지속수강의도 .052 .903
콘텐츠품질에 대한만족→지속수강의도 .890 8.62
교수방법에 대한 만족→권유의도 .102 1.74
시설편리에 대한 만족→권유의도 .431 6.11
소통에 대한 만족→권유의도 .056 0.96
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권유의도 .336 5.18

표 11.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속수
강의도/권유의도 간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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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주요 변인 간의 

향력을 보여 다. 

그림 1.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 간 영향력

V. 논의 및 제언

생애 주기 반에 걸친 평생교육의 요성은 개개인

의 존재감 확인  사회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하게 연 된다. 평생교육이 궁극 으로 개개인 스스로 

인지하는 가치 있는 삶의 추구를 지향하는 바, 평생교

육의 범 는 인간의 지  사유와 정서  참여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상호작용  미디어의 지속 인 등장, 첨단기술의 비약

 발 과 함께 평생교육에 한 리  근의 필요

성, 학습자와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 구축과 유지 필요

성, 학습 동기와 태도에 한 확한 이해의 필요성 등

은 평생교육에 한 학제 ·융합  사고와 교류의 당

성을 지속 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의 경우, 교육과 커뮤니 이

션 분야에서 공통 으로 고려하고 있는 동기의 개념과 

소비자 행동 분야의 주요 개념인 여와의 연결 계를 

학제 으로 살펴보고 있다. 결과 으로 [연구문제 1]의 

확인에서 보여주는 평생교육에 한 실용  참여 동기

와 평생교육에 한 상황  여와의 높은 상 계는, 

앞에서 실용  참여 동기를 ‘평생교육을 통해 정보와 

지식 습득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동기’[1] 라고 정의한 

바, 학습이 필요시 되는 특정 시기에 높아지는 상황  

여와 함께 실용  참여 동기가 상 으로 더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목표지향  참여 동기와 평생교육에 한 지

속  여와의 높은 상 계는, 앞에서 목표지향  참

여 동기를 ‘평생교육을 통해 인생 목표에 기반 한 행동 

가치를 추구하는 동기’ 라고 정의한 바, 생애 주기 반

과 장기 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평생교육의 특성 

상 지속  여가 목표지향  참여 동기와 상 으로 

더 하게 련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발견 은, 동기와 여가 소비자 행동 이해의 

핵심  변인으로 기능해 오고 있음과, 사회에서 평

생 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  근의 패러다임이 꾸

히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함께 고려할 때, 평생교육 학

습자 태도의 추 · 측·이해를 한 학제  근의 필

요성과 패러다임 변환기 상에서의 그 향력의 지속  

확인 필요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연구문제 2]의 확인에서 보여주는 실용  참여 동기

의 교수 방법에 한 만족에 한 향력, 오락  참여 

동기의 시설 편리에 한 만족에 한 향력, 계  

참여 동기의 소통에 한 만족에 한 향력, 그리고 

목표 지향 참여 동기의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에 

한 향력은, 만족이 행 의 동기와 행 의 결과를 연

결하는 주요 변인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 학습자가 무엇에 한 만족을 시하는가’ 라

는 에서 평생교육 학습자의 만족에 한 구체  세

분화의 필요성과, 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참여 동

기의 유목화, 그리고 이들의 교차  용 필요성을 

실 으로 보여 다. 한 리  측면에서 개별 학습자 

심의, 참여 동기의 맞춤식 고려와 용 필요성을 함

께 제시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평생교육에 한 여의 향력 확

인[연구문제 3]이 보여 , 상황  여의 ‘콘텐츠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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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만족’에 미치는 향과 지속  여의 ‘교수 방

법에 한 만족’에 미치는 향은, 시간의 집 성과 연

속성 여부에 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고 여 라는 에

서 공유감을 갖는 상황  여와 지속  여의 유목화 

필요성  이의 구분에 의한 향력 차이의 사  고려 

필요성을 보여 다. 이는 비록 학습자가 평생교육에 

해 큰 틀에서의 동일한 고 여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학습자가 느끼는 만족 유형이 실 으로 다양하게 존

재하는 바, 리  측면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여 유형을 구체 으로 확인하고, 이를 학습자의 

다양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략의 기획, 실행, 평

가 과정에 히 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연구문제 4]와 [연구문제5]의 확인에서 보여주

는 평생교육 지속 수강 의도에 미치는 콘텐츠 품질에 

한 만족의 향력과, 평생교육 권유의도에 미치는 시

설 편리에 한 만족의 향력은, 평생교육에 한 ‘개

인의 지속 수강 의도’에 미치는 만족의 요인과 ‘타인에

게의 평생교육 권유의도’에 향을 미치는 만족의 요인

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는 학습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그 ‘무엇’을 얼마나 정교하게 세분화 하고 

그 개별 요인이 학습자에게 의미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

하게 악하느냐에 따라, 학습 지속성과 권유의지에 미

치는 그 ‘무엇’의 개별  향력에 한 확한 측력

과 리 능력이 좌우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아울

러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 학습자의 태도 이해에 있어 

이성  측면과 감성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심리  변

인 악의 요성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에서 심리학  근을 포함하는 학제  연구

의 지속 인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 인 

거시 환경의 다변화와 삶의 가치 향상과 함께 교육 환

경의 세부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의 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시 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학제  측면에

서 살펴본 , 둘째, 학문간 융합  측면에서, 평생교육 

참여 동기를 교육 분야,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 분야

에서 근하고, 이를 소비자행동 심리  측면의 여 

개념과 함께 통합 으로 고찰하면서, 그 향력을 실증

으로 악하고자 한 , 셋째, 평생교육에 한 만족

을 학습자 심 시각에 의거, 학습자가 요시하는 만

족의 요인으로 세분화한 후, 이들 개별 인 세부 요인

에 미치는 동기와 여의 향과, 이들 세부 요인에 의

해 변화될 수 있는 학습 이후의 태도 변화를 정량 으

로 악하고자 한 , 넷째, 상기 변인들 간의 계와 

향력의 악을 통해, 향후 평생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개선  운  후의 효과 측정을 한 리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동기와 여 개념의 추가  세분화에 따라, 

조사 상의 로그램 선호도와 학습 기간에 따라, 그

리고 이들 변인들 간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학

제  측면의 다른 변인, 혹은 학습자 만족의 조 변인

화·매개변인화에 의해 더욱 깊이 있는 태도 변화의 측

정과 측이 가능한 바, 차후의 연구에서는 반드시 이

러한 한계 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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