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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및 학습성과가 사회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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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on Social Capita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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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성인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 분석을 해 D시의 
평생교육기   시설에서 평생교육참여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354명을 상으로 회귀분석, 다회귀분
석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사회 자본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만족도와 학습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성인의 만족도와 학습성과는 성인의 사회
자본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사회 자본 형성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평생교육의 이론 ·실천  함의로서 평생교육 발 에 많은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dults' participation motives for lifelong learning, and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on social capital formation. The subjects were 354 adult learners, who were over 20 years of age. 
They had a lifelong learning experience in various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and facilities located in the D 
provincial areas. The statistical methods of this study wer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dults' participation motives for lifelong learning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it had effects on the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Adult learners'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In addition,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between adult learners' participation motives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the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by provid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words : Adult learner, Participation Motives, Satisfaction, Learning Outcomes, Social Capital Formation

1. 서론

21세기는 속한 지식의 변화와 정보의 발달로 인하
여 지식의 주기는  짧아지는 반면, 생활의 향상과 의
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차 늘어나 인생 100
세 시 가 꿈이 아닌 실로 다가옴에 따라 더 이상 학

교교육만으로는 원만한 사회생활조차 하기 힘든 시

가 되어 가고 있다[1]. 이에 따라 UNESCO와 OECD
를 심으로 세계 으로 평생교육에 한 요성을 인식

하고 학교교육 이후에도 평생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한 인 자본 확충 

정책이 추진 되어오고 있다[2]. 
사회 자본의 주창자이며, 미국의 사회학자인 [3]은 

교육 성취는 학교에 투입되는 물 자본과 인 자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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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사회 ․경제 ․문화  배경에 의해 좌우된다

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사회 자본은 사회  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

는 능력이다. 최근 사회 자본이 더욱 주목받게 된 요

한 배경에는 사회의 다양한 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

회통합 등 많은 정 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4]
는 인 자본이 사회 자본 창출에 정  향을 미친다

고 하 다. 인 자본은 개인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지

만 이에 한 활용은 사회  계망에 향을 받게 된다

[5]. 사회 자본은 그 자체가 학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생학습을 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6]. 
[7]은 생애 모든 역에서의 자아실 을 한 인 자

본과 함께 사회 자본의 가치에 주목하고 사회  신뢰나 

동을 도모하기 한 사회  학습이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평생학습의 역할이 인 자본과 사회 자본을 

함께 형성하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8]. 그러나 
[5]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을 높이기만 하면 그에 걸맞
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과 국

민의 학력수 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착각하는 정부에 의

해 고학력 실업자들이 해마다 체계 으로 양산되고 있으

며, 물 자본과 인 자본은 축 하면서도 오히려 사회

자본은 상실하고 있다고 지 하 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사회 자본 축   형성을 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평생교육에서 성인학습자의 사회 자본 형성에 

한 요성이 증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자본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참여자특성, 기 특성, 참여동기, 만족
도, 학습성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 에서도 
특히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 등
이 사회 자본 형성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 왜 참여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며, 기 목
의식(initial goal commitment)과 련된 동기를 말한다. 
평생학습 만족도는 성인학습자가 학습을 함으로서 성취, 
인정, 보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에 한 개

인의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감성  가치체
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내며, 성인학습자 자신의 
학습에 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정  는 유쾌한 감

정 상태인 것이다.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평생교육 로그램 성과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개인의 성장 측면에 요한 련이 

있다[9]. 평생 학습성과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
습자가 학습성과의 결과로 얻게 되는 혜택들이다[10]. 
이들 요인을 통해 성인 평생학습 참여자의 사회 자본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 까지 평생학습과 사회 자본과 련된 연구로는 

평생학습의 참여동기[8-9, 11-15], 만족도[11, 14, 17], 
학습성과[8, 12-13, 18-20], 사회 자본[5, 7-8, 21-27], 
이 밖에도 참여특성[28], 참여요인[29-31], 참여결정이론
[32]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성인의 평생
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가 사회 자본 형성

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그러므로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
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이 평생학습 참여를 통하여 만족도와 

학습성과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사회 자본을 형성함

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공공선이 강조
되는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론

이고 실증 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으

며,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사회 자본 형성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인의 평생학습 만족도가 사회 자본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인의 평생학습성과가 사회 자본 형성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넷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2.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 사회적자본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 자본은 그 자체가 학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생학습을 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8]. 문
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잘 알려진 Bourdieu는 불평
등한 계  재생산을 지원한다고 하여 사회 자본을 비

으로 근하 으며, [33]은 사회 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식에 근거하여 다소 제도 인 계로 지속되는 계망

과 연 된, 실질 이거나 잠재 인 재원들의 총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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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 다. [27]은 Coleman의 사회 자본에 한 분석

을 이론  토 로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 뿐만 아니라 

정치  측면에서 민주주의 성장에도 사회 자본이 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사회 자본

을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해 참여자들이 보다 효율
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
뢰와 같은 사회생활의 속성들’이라고 정의하 다. 

[10]은 참여동기  학습만족수 의 매개효과를 심

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자특성과 교육기 특성이 평생

교육 참여성과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 성인학습자
의 참여동기, 학습만족수 은 평생교육 참여성과에 의미 

있는 향력을 미치는 것과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학습만족수 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성과에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혔다. [14]는 학평생교육원 
참여자의 참여동기, 로그램 만족도, 행복감의 구조
계 분석 연구를 통해, 학 평생교육참여자의 참여 동기
는 로그램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고, 로그램 

만족도는 성인학습자의 행복감에 정  향을 미치며, 
참여 동기는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성인학
습자의 로그램 만족도는 학 평생교육참여 동기와 행

복감 간의 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 평생교육기 들이 성인학습자를 

한 로그램 참여 동기뿐만 아니 로그램 만족도 제

고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요함을 시사하 다.
[12]는 성인학습자의 자아개념, 참여동기  학습참여

도와 평생학습성과의 구조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성과
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련변인으로 참여동기, 
학습참여도가 향을 주고 있으며, 학습참여도는 자아개
념, 참여동기에 모두 향력이 있고, 평생학습성과에 
한 체효과를  분석하여 평생학습성과를 유의하게 설명

하는 변인은 참여동기, 학습참여도, 자아개념 순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에서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
습의 기회를 확 하고 학습문화를 형성하기 해서는 학

습자들의 학습경험을 통한 평생학습 성과를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요하다고 주장하 다. 
[9]는 학평생교육 참여자의 참여 동기, 학업  효능

감  학업 행복감의 구조 계에서 교육서비스의 질 인

식의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학평생교육 ㅌ참여자의 

참여 동기  학업  효능감은 학업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고, 학평생교육 참여자의 교육서비스 질 

인식은 학업 행복감에 매우 요하고, 평생교육 참여자
의 교육서비스 질 인식은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학

업  효능감과 학업 행복감과의 계를 요하게 매개하

는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학평생교육기 의 효율성 

향상을 해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 학업  효능감  

학업 행복감 제고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 의 교육서비

스 질이 매우 요함을 시사하 다. [8]은 성인학습자들
의 평생학습 참여  학습동아리 활동이 사회 자본 형

성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 평생학습을 요하게 인
식할수록, 평생학습 참여시간과 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
자본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한 사회 자본에 가장 

강한 향력을 가진 요인은 평생교육 로그램 만족도와 

학습동아리 활동이라고 보고하 다. 
[18]은 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참여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 유익성
과 평생교육원 지원만족도가 학습성과에 향을 미친다

고 밝혔으며, 구체 인 학습성과로는 사 신뢰, 규범인
식 등의 사회 자본과 학습력, 삶의 질 등 인 자본의 학

습성과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15]는 성
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의 계 연구

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그들의 
자기주도학습 정도가 높고,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동기
는 자기주도학습의 체변량  29%를 설명하고, 교육
참여동기 하 요인들의 자기주도학습에 한 상  공

헌도는 인지  흥미, 자극 순이며, 성인학습자의 교육참
여동기는 연령별, 과정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17]은 평생교육자의 커뮤니 이션 유형, 능력, 
리더십이 성인학습자의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향 연구

를 통해, 평생교육자의 커뮤니 이션 유형, 능력, 리더
십, 교육만족도의 상 계와 평생교육자의 커뮤니 이

션 유형, 능력, 리더십이 성인학습자의 교육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13]은 학평생교육원의 성인학습자가 인식하는 6개 
역에 한 학습성과에 해 실증 으로 규명하 다. 
그는 학습성과에 한 평가 역을 지  역, 정의  

역, 신체  역, 진로  취업 역, 가정생활 역, 사
회활동 역 등 6가지 역으로 분류하 다. [19]는 여
성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향요인에 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여성 성인
학습자들의 참여성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련

변인으로 학습자 특성, 교육기 특성, 참여동기수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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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참여도 모두 요한 향력을 갖는다고 보고하 다. 
[23]은 평생교육에서 사회 자본 논의의 비  탐색을 

통해, 사회 자본 개념은 불평등한 권력 계를 간과하고 

있고, 순환논리의 오류에 직면해 있으며 시민의 주체성
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한계가 면 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사회불평등 재생산 기제로, 사회통제 장치로, 주체
인 참여의 내용과 과정을 간과한 채 피상 인 시민참

여 행동만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음

을 밝혔다. 
[22]는 조직의 사회 자본이 새로운 지 자본 창출에 

미치는 향 연구를 통해, 조직의 사회  자본은 계  

차원과 구조  차원, 인지  차원은 지식의 교환과 결합

을 한 선행조건들에 정의 향을 미치며, 한 이들 선
행조건들은 지식의 교환과 결합활동  새로운 지 자본 

창출능력에 정의 향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즉, 사회
자본이 조직에서 지식창출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인 자료를 제시하 다는 에서 시사 이 있다. [21]는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안  평생교육 탐색 연구를 통

해 평생교육과 사회 자본의 계를 설명하 으며, [5]
는 사회 자본의 교육  해석과 활용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는 가족을 단 로 하면 사회 자본이 풍부하지만 가

족  범 를 벗어나면 격감하면서 이웃이 사라지고 있다

고 지 하면서 사회 자본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임을 인

식하고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24]는 사회 자본은 지식의 정체감이 결합되고 교환

되는 사회  상호작용의 장면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7]은 사회 자본의 연계 유형이 평생학습에 주는 가능

한 향력을 제시하 으며, 연계의 종류에 따른 집단 내
외에서 오고가는 정보의 흐름과 그 정보에 한 신뢰 정

도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평생학습 활동이 어떻게 이

루어질 수 있는가를 서술하 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역시 평생교육기   시설에서 평

생학습 참여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354명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54)

Division Fre.
(n)

Ratio
(%) Division Fre

(n)
Ratio
(%)

Institu-t
ion type

Public 
sector

Metro civil univ. 70 19.8

Partici
-pation
attracte-
d media

Agecy news, 
Promotions 84 23.7

District lifelong 
learning center 57 16.1 Internet, Homepage 112 31.6

Community center 81 22.9 Newspaper,
Broadcast 14 4.0

Private
sector

Univ. lifelong 
learning center 36 10.2 Friend 

recommendation 113 31.9

Council, Welfare 47 13.3 Others 31 8.8
Cultural center 54 15.2

Partici
-pation 

progr-a
m type

Basic literacy 19 5.4
Complemen.edu. 18 5.1NGO 9 2.5

Gender
Male 90 25.4 Vocational edu. 146 41.2

Female 264 74.6 Arts edu. 190 53.7

Age

20’s 27 7.6 Liberal arts edu. 86 24.3

30’s 64 18.1 Citizenship edu. 50 14.1

40’s 106 29.9

Parting 
number

Once a week 179 50.6

50’s 82 23.2 Twice a week 114 32.2

60’s 54 15.3 3 times a week 38 10.7

More than 70's 21 5.9 4 times a week 13 3.7

Marital 
status

Married 297 83.9 5 times or more 10 2.8

Single 57 16.1

Tuition

Free 48 13.6

Edu. 
level

Highschool or less 79 22.3 Less than 10,000 44 12.4

College graduates 52 14.7 10,000~30,000 132 37.3

Univ. graduates 171 48.3 30,000~50,000 64 18.1

Graduate later 52 14.7 50,000 or more 66 18.6

At 
work 
form

Full-time 91 25.7

Circle 
type

Enrichment type 135 38.1

Part-time 59 16.7 Specialization 
explore type 56 15.8

Housewives 111 31.4 Ploblem solving 
type 6 1.7

Retirees 53 15.0 Community service 
type 70 19.8

Etc. 40 11.3 Non-participat. 124 35.0

Income
level

Less than 1mil. won 91 25.7

Activi-t
ies 

Period

Less than 1year 92 26.0 

1.01~2 mil. won 105 29.7 1~3years 83 23.4 

.201~3 mil. won 83 23.4 3~5years 29 8.2 

3.01~4 mil. won 45 12.7 5~10years 16 4.5 

4.01~5 mil. won 13 3.7 10years or more 10 2.8 

Over 5 mil won 17 4.8 Non-participation 124 35.0

Particip
ation 
period

Less than 1 year 114 32.2

Active 
location

Public institution 146 41.2

1~3years 131 37.0 School institution 38 10.7

3~5years 57 16.1 Private institution 26 7.3

5~10years 31 8.8 Others 20 5.6

10 years or more 21 5.9 Non-participation 124 35.0

 

3.2 연구모형

이 연구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

습성과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 연구를 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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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vari. Measured vari. Item no. Reliability

Participation 
Motive

Oriented activity 8 .886
Oriented learning 6 .862

Goal-oriented 5 .919

Satisfaction

Edu. contents 4 .904
Edu. meathod 4 .902

Environmental edu.. 3 .923
Edu. facilities 4 .914

Educators 4 .774

Learning 
Otcomes

Intellect. domain 10 .870
Affective domain 14 .840
Social activ. area 12 .900

Body area 4 .820

Career & Employ. area 6 .920

Living area 5 .890

Social 
Capital

Trust 8 .904
Mutual benefi. Norms 7 .902

Network 6 .923
Democratic citizenship 7 .914

Table 2. Reliability of the Measuring Tools

Fig. 1.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3.3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해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를 독립변인으

로, 만족도  학습성과를 매개변인으로, 사회 자본 형

성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다.
측정방법은 모두 Likert 5  척도로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2 ), 보통이다(3 ), 그 다(4 ), 매
우 그 다(5 )로 구성하 다. 이는 수가 높을수록 평
생학습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 사회 자본이 높음

을 의미한다.  
참여동기 측정도구는 [34], [35], [36]의 연구를 기

로 작성하여 [19], [12] 등이 사용한 척도로 Cronbach α 

값이 .862~.919이며, 만족도 측정도구는 [13]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10]의 척도로 Cronbach α 값이 

.774~.923이다. 학습성과 측정도구는 [37], [38]의 연구
를 기 로 한 [13]의 연구와 [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

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Cronbach α 값이 

.820~.920이며, 사회 자본은 [38]이 개발한 척도로 
Cronbach α 값이 .902~.914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4 자료분석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1.0 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 신뢰도분석(Cronbach α)
을 실시하 다. 그 다음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 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4.1 측정변인 간 기술통계 분석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포 편차, 왜도  첨도는 

Table 3과와 같다. 변인들의 평균값은 앙치를 유지하
고 있으며, 왜도는 표 지수로서  값이 3.00을 넘지 
않으며, 첨도는 표 지수로서 8.00을 넘지 않으므로 자
료의 정상분포를 잘 가정하고 있다. 

Table 3. Measured variables Average, SD, Skewness, 
Kurtosis

(n=354)

Pot.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Itemno. Average SD Skwness Kurtosis

Participation 
Motives

Oriented activities 8 3.637 .631 -.230 .201
Oriented learning 6 3.430 .883 -.180 -.341

Goal-
oriented 5 3.799 .672 -.085 -.591

Satisfaction

Edu. contents 4 3.811 .642 .168 -.571
Edu. meathod 4 3.778 .647 -.038 -.221

Environ. education 3 3.808 .670 .031 -.625
Educationfacilities 4 3.735 .678 .185 -.671

Educators 4 3.845 .723 -.014 -.637

Learning 
Outcomes

Intellect. domain 10 3.643 .642 .058 -.226
Affective domain 14 3.692 .638 -.001 -.099
Social activ.area 12 3.528 .661 -.050 .327

Body 
area 4 3.700 .689 -.062 .342

Career & Empl. 
area 6 2.912 .920 -.133 -.395

Living 
area 5 3.470 .749 -.205 .751

Social Capital

Trust 8 3.267 .680 .156 .535
Norms 7 3.268 .468 .184 -.011

Network 6 3.180 .629 .193 .253
Citizenship 7 3.417 .699 -.154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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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서 제시된 각 요인들의 신뢰

성을 한 측정도구의 문항내  일 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검사를 해서 Cronbach α 계수
를 산출하 다. Table 4와 같이 Cronbach α 값이 모두 
.6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of the Measured Variables
(n=354)

Potential 
vari. Measured vari. Item

no.
Concept 

confi. 
degree

Total 
cofi. 

degree

Participation 
Motives

Oriented activity 8 .868
.925Oriented learning 6 .879

Goal-oriented 5 .894

Satisfaction

Edu. contents 4 .893

.954
Edu. meathod 4 .885

Environmental edu.. 3 .770
Edu. facilities 4 .838

Educators 4 .941

Learning 
Otcomes

Intellect. domain 10 .939

.978

Affective domain 14 .956
Social activ. area 12 .944

Body area 4 .899
Career & employ.area 6 .911

Living area 5 .923

Social 
Capital

Trust 8 .926

.939
Mutual benefi. Norms 7 .666

Network 6 .711
Democratic citizenship 7 .905

4.3 참여동기와 만족도 및 학습성과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4.3.1 참여동기가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사회 자본 형성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

하 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Motives to Social 
Capital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
dized 
coeff
(β)

t
Multicollinearity

B S.E Tolera
nce VIF

Constant 1.832 .163 11.270
Oriented 
activites .197 .051 .233 3.895*** .621 1.610

Oriented 
learning .045 .055 .056 .813 .469 2.133

Goal-
oriented .164 .037 .271 4.386*** .580 1.725

F=33.838***     R=.474      R2=.225(.218)    

 *** p<.001

Table 5와 같이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의 공차와 VIF 
모두 1에 근 할 때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단하

며, 공차값이 .1이하일 때와 VIF가 10이상이 되면 다
공선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각 요
인들 간에 다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

다.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활동지향(t=3.895), 목표지향
(t=4.386)이 사회 자본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 계수에 의하면 목표지향(β=.271) 활동지향(β=.2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자본 총 변화량의 21.8%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2 만족도가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만족도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to Social Capital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
dized 
coeff
(β)

t
Multicollinearity

B S.E Tolera
nce VIF

Constant 1.908 .176 10.812
Edu. 

contents .129 .078 .155 1.656 .275 3.634

Edu.
method .116 .068 .140 1.710 .358 2.792

Environ.
education .014 .060 .018 .237 .433 2.308

Edu.
facilitirs .006 .065 .007 .090 .355 2.817

Educators .096 .059 .129 1.624 .382 2.619
F=13.406***      R=.402      R2=.162(.149)  

 *** p<.001

Table 6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의 공차값이 1
에 근 하고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계수에 의하면 교육내용(β=.155), 교육방법(β=.140), 
교육담당자(β=.129), 교육환경(β=.018), 교육시설(β=.00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자본 총 변화량의 14.9%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3 평생학습 성과가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성과가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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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Lifelong learning Outcomes to 
Social Capital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
dized 
coeff
(β)

t

Multicollinea-
rity

B S.E Tolera
nce VIF

Constant 1.042 .117 8.899
Intellect. 
domain .081 .06 .097 1.327 .226 4.422

Affective 
domain -.014 .071 -.017 -.200 .169 5.907

Social activ. 
area .0161 .055 .199 2.914** .226 3.850

Body area .053 .042 .068 1.267 .423 2.366
Career & 
Empl. area .077 .027 .132 2.900** .581 1.721

Living area .291 .039 .407 7.398*** .399 2.504
F=80.081***      R=.762      R2=.58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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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의 공차와 VIF 
모두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가정생활
역(t=7.398), 사회활동 역(t=2.914), 진로  취업 역

(t=2.900)이 사회 자본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 계수에 의하면 가정생활 역(β=.407) 사회활동 역

(β=.199), 진로  취업 역(β=.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자본 총 변화량의 57.3%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4 평생학습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 

    사회-적자본 간의 경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성인 학습자의 참여동기, 만족
도, 참여성과, 사회 자본 간의 경로를 분석하기 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4.4.1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 
사회 자본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 련성이 어떠한
지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4.4.2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 사회적자본 간

의 경로분석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만족도와 학습성과를 매

개로 하여 사회 자본 형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경로를 검증하기 해 단순회귀분석과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among Measured Variables
(n=354) 

변인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M SD

x1 1 3.637 .631

x2 .607
**
1 3.799 .672

x3 .468** .641** 1 .3430 .883

x4 .410** .505** .430** 1 3.811 .642

x5 .390** .433** .424** .785** 1 3.778 .647

x6 .304** .285** .213** .636** .609** 1 3.808 .670

x7 .358
**
.402
**
.296
**
.692
**
.609
**
.716
**
1 3.735 .678

x8 .342
**
.454
**
.303
**
.736
**
.653
**
.598
**
.698
**
1 3.845 .723

x9 .484** .585** .503** .647** .592** .454** .561** .568** 1 3.643 .642

x10 .552** .585** .497** .638** .595** .472** .538** .582** .875** 1 3.691 .638

x11 .555** .465** .466** .500** .495** .374** .433** .418** .708** .772** 1 3.528 .661

x12 .503** .469** .354** .494** .465** .482** .512** .481** .649** .714** .700** 1 3.700 .689

x13 .294
**
.307
**
.493
**
.287
**
.297
**
.189
**
.241
**
.204
**
.462
**
.441
**
.597
**
.356
**
1 2.912 .920

x14 .468
**
.495
**
.511
**
.475
**
.445
**
.306
**
.394
**
.407
**
.603
**
.670
**
.737
**
.602
**
.560
**
1 3.470 .749

x15 .379** .352** .415** .408** .418** .306** .329** .330** .583** .614** .666** .599** .543** .718** 1 3.267 .680

x16 .313** .287** .311** .296** .277** .249** .264** .286** .424** .467** .541** .438** .400** .603** .665** 1 3.268 .468

x17 .294** .249** .311** .230** .183** .185** .190** .223** .417** .446** .558** .392** .426** .557** .618** .658** 1 3.180 .629

x18 .362** .378** .382** .352** .352** .239** .260** .362** .530** .531** .575** .457** .478** .590** .729** .637** .658** 1 3.417 .699

**p<.01

*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Participation motives): x1(Oriented 
activity), x2(Oriented learning), x3(Goal- oriented), Parameter Variables 
1 (Satisfaction): x4(Edu. contents), x5(Edu. method), x5(Environmental 
edu.), x7(Edu. facilities), x8(Educators), Parameter Variables 2(Learning 
outcomes): x9(Intellectual domain), x10(Affective domain), x11(Social 
activity area), x12(Body area), x13(Career & Employment area), 
x14(Living area), Dependent Variables: x15(Trust), x16(Beneficial 
norms), x17(Network), x18(Citizenship)

Table 9.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Motives to 
Satisfaction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β) t
B S.E

Constant 2.093 .158 13.212
Participation Motives .470 .043 .502 10.899***

F=118.783***      R=.502      R2=.252(.250) 

 ***p<.001

Table 9와과 같이 참여동기(t=10.899)가 평균보다 1
표 편차 높아지면 만족도는 평균보다 .502만큼 높아지
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만족도 총 변량
의 25.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Motives to 
Learrning Outcomes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β) t
B S.E

Constant 1.156 .138 8.361
Participation Motives .645 .038 .674 17.128***

F=293.369***      R=.674      R2=.455(.453) 

 ***p<.001

Table 10과 같이 참여동기(t=17.128)가 평균보다 1표
편차 높아지면 학습성과는 평균보다 .674만큼 높아지
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습성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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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의 45.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Table 11.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Motives, Satisfaction, 
Learning Outcomes to Social Capital 

Variables

Non-stand. 
coefficients Standa-rdiz

ed coeff
(β)

t
Mult-colline-arity

B S.E Toleran
ce VIF

Constant 1.141 .141 8.119
Participatio 

Motives .035 .042 .040 .827 .533 1.875

Satisfaction .093 .043 .101 2.193* .606 1.651
Learning 
Outcomes .752 .049 .828 15.393*** .442 2.263

F=144.251***      R=.744      R2=.553(.549)  

 *p<.05, ***p<.001

Table 11과 같이 공차와 VIF 모두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학습성과(t=15.393), 만족도(t=-2.913)
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화 계수는 학습성과(β
=.828), 만족도(β=.101), 참여동기(β=.040)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학습성과가 평균
보다 1표 편차 높아지면 사회 자본은 평균보다 .828
만큼 높아지며, 만족도가 1표 편차만큼 높아지면 사회

자본은 .101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 자

본 총 변량의 54.9%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 결과에 따라 각 변인들의 경로를 나타낸 모형은 

Fig. 2와 같다. 

Fig. 2. The Path among Participation Motives, Satisfaction 
and Social Capital 

성인 학습자의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는 사회
자본 형성에 정 으로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족도와 학습성과는 참여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3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 사회적자본 간

의 경로효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만족도, 학습성과, 사회
자본 간의 경로모형의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는 다
음 Table 12와 같다.

Table 12. The Path Effects of the Lifelong Participation 
Motives, Satisfaction, Learning Outcomes 
and Social Capital

Predictors
Social Capital

Dir.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of the

Indirect Effect

Participation 
Motives .040

.502×.101=.051

.609 .649

Participation 
Moties→Satisf.

.674×.828=.558
Participation 

Motives→Learn. 
Outcomes

Satisfaction .101 - .101

Learning Outcomes .828 - .828

Table 12와 같이 성인 학습자의 사회 자본에 미치는 

총 효과는 학습성과(.828), 참여동기(.649), 만족도(.101)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는 만족도와 학습성과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사회 자본 형성에 직 효과(.040)과 간
효과(.609)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가 사회 자

본 형성에 미치는 향력과 변수간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사회 자본 형성

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사회 자본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인의 평생학습 만족도
는 사회 자본 형성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 학
습자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회 자본도 높게 나타나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성인의 평생학습성과가 사회
자본 형성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학습성과가 높을수록 사회 자본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
기는 만족도와 학습성과를 매개로 하여 사회 자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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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학습성과, 만족도, 참여동기 순으로 사회 자본 형성

에 직 인 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 평생학습
자의 참여동기가 만족도와 학습성과를 통하여 사회 자

본 형성에 간 인 향력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학습성과는 사회 자본 형성에 매우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 으로 만족도는 

약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 한 직
효과는 극히 낮았으나, 학습성과를 매개로 하는 간
효과 향으로 총 효과는 상당한 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즉, [10, 12, 14, 18-1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오늘날 
사회의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부족한 사회 자본을 

확충하기 해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성과를 높이는 

것이 매우 효과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 자본 형성에 향을 미치는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평생학습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 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극 개발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구나 언제 어
디서나 보다 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먼 ,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을 극 활용하여 우수한 평생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  민간 평생교육기 에 보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날 지역의 평생교육 로그램이 거의 동소이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 로그램에 한 문인력 

부족과 산 부족으로 소  인기 주의 평생교육 로

그램을 그 로 모방하여 운 함으로써 평생교육에 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한 어떤 평생교육 로그램이 
사회 자본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지에 한 지속

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우수한 평생교육 로그램을 

집  개발 보 함으로써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평생학

습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  설치  효율 인 

리체제 도입이 시 하다. 우리나라는 재 국가 평생교
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
습 , 교육청 평생학습 , 행복학습센터, 학평생교육

원, 백화 ․ 형마트 문화센터는 물론 복지 , 청소년
수련 , 학교, 종교시설 등 수 많은 평생교육기 이 산재

해 있다. 그러나 이에 한 체계 이고 종합 인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생교육이 
리․감독과 운 체제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

화되어 있어 평생교육기 에 한 실태조사 조차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
는 조속한 련법의 정비는 물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반에 한 리의 일원화가 시 하다고 하겠다. 한 

평생교육정보망을 보다 확충하여 평생학습에 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구나 최 의 시간과 공간

에서 자신에게 합한 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인 자

본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자본 형성을 통한 

살맛나는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한다.
이 연구는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사

회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론 이고 실증

인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평생교육의 질  수  향상

과 평생교육 발 에 많은 시사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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