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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평생교육 로그램 수강생을 상으로 참여동기, 기 의 지원, 만족도, 

학습성과의 구조  인과 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2011년 1학기, A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 151명을 상으로 참여동기, 기 의 지원, 만족도, 학습성과에 

한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학습자의 참여동기가 만족도와 인지된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은 모두 정(+) 인 유의한 결

과를 얻었다. 둘째, 기 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 의 지원이 인지

된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평생교육학습자의 교육 로그램에 

한 만족도가 학습성과에 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참여동기와 학습성과의 인과 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환경에서의 여성 성인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성과를 높

이기 한 운 략  시사 을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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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to 

participate, organizational support,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 in lifelong edu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learners who enrolled in "A" lifelong education center in the first 

semester of 2011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used. A total of 151 

respondent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motivation to participate factor has an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and learning outcomes. 

Second, organizational support factor has an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but not on the learning 

outcomes. Third, learners' satisfaction have direct effects on the learning outcomes. Furthermore, 

learners' satisfaction mediate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o participate and learning 

outcomes. This study proposed implications and managing strategies that enhance satisfaction 

of female adult learners in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and learn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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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0년 이후 사회의 격한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은 

평생학습에 한 요구로 이어져, 폭넓은 평생학습의 기

회 제공을 확 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 반에 

걸친 평생교육체제 구축분 기로 학습자는 2009년 

22,454,539명에서 2011년 28,920,780명으로 28.8%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1]. 특히 이러한 사회 인 분 기는  

여성들의 가치 을 변화시켜,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계

획을 스스로 세우고, 일, 가정  여가 사이의 균형을 취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2]. 이러한 변화는 여성

의 평생교육 참여증가로 이어져[3], 평생교육에 참여하

는 여성은 2011년 재 16,114,323명으로 체 평생학습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상

태인 여성의 비형식교육 참여율이 2010년 비 14.3%

가 증가하는 상을 나타내고 있다[1].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문 으

로 비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많

기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학업성공과 

련된 변인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4]. 이러한 상

은 여성 성인학습자에게 있어 더욱 두드러지므로 여성 

성인학습자의 학습특성을 분석하고 여성 성인학습자에 

맞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이고 실증 이

고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성과 련 변인들의 

통합  계를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는 주로 

만족도 수 에 그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 상의 학습

성과 련 연구는 주로 원격 학 학습자를 심으로 이

루어진 연구[5-7] 가 부분이다. 이러한 상에 해 

주성과 김소 [8]은 성인학습자 개인의 교육훈련 

로그램에의 참여가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는지에 한 

많은 심을 갖는 기업교육에 비해 평생교육 역에서

는 학습성과 부분에 한 책무성이 상 으로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이

러한 지 에 귀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연

구결과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만족도와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정하고, 이 변인들 사이의 구

조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변인들 간의 통합 인 

인과 계를 악하게 되면, 평생교육의 구조 내에서 만

족도와 학습성과에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으

로써 평생교육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성과를 높

이기 한 구체 인 략설계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는 실생활과 

련된 실용 인 목 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에서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들이 사회에서의 경험 축 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는 매우 복잡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동기를 악해보는 것은 

곧 학습자들의 교육 목 을 악해 볼 수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학교환경이나 기업의 사이버 교육 환경

에서는 학습자의 참여동기가 학습의 효과성을 단하

는데 많이 쓰여 그 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육환경에서는 그 연구가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

문에 본 변인을 선정하여 참여동기와 만족도, 학습성과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기 의 지원은 해당기 의 교육서비스의 질을 뜻하

는 것으로 성인학습자의 교육 로그램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8-10]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만족도에서 학습성과까지 그 시각을 확 하여 투입

요인으로서의 참여동기와 기 의 지원이 만족도와 인

지된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구조  계를 알아보

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에서 참여동기, 기 의 지원은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2. 평생교육에서 참여동기, 기 의 지원은 학습성과  

    에 향을 미치는가? 

3. 평생교육에서 만족도는 참여동기와 학습성과, 기  

    의 지원과 학습성과의 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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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동일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라 하더라도 각각 다

른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평생교육에 참여하

는 학습자의 동기는 더욱 범 하고 다양하다. 평생교

육학습자는 개개인이 처해있는 상황  맥락이나 환경, 

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의 참여동기를 이해하

는 것은 교육성과의 제고 측면에서 요한 의의를 가진다.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를 범주화하는 가장 표 인 

이론은 Houle(1961)의 이론이다[12]. Houle은 평생교육

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구나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 을 지니고 있

으며 이들 목 은 학습자들의 참여동기 유형에 따라 각

기 상이할 것이라고 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하에 

평생교육 참여동기의 유형을 ‘목표지향형(goal-oriented)’, ‘활동

지향형(activity-oriented)’, ‘학습지향형(learning-oriented)’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Houle의 참여동기 

이론에 기반 하 다.

기 의 지원이란 해당 기 이 등록한 수강생을 상

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이 느끼

는 교육에 한 서비스의 질을 기 의 지원이라 정의하

고자 한다. 수강생이 평생교육기 에서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과 련서비스에 하여 신뢰감을 갖고 고

스러운 느낌을 받고, 신속하게 수강생들 개개인의 요구

를 해결해 다고 느낄수록,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이 높

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13].  

만족도에 해 Campbell[14]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간의 만족감을 열망(Aspiration)과 성취

(Achievement)의 단계로 보면서 개인이 희망하는 열망

과 개인이 실제로 향유하는 성취간의 차이가 만족정도

라고 하 으며, 만족의 수 은 결핍상태로부터 충족상

태에 이르는 범  내에서 열망과 성취간의 차이이므로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Astin[15]은 

만족도란 학습자들의 교육 경험에 한 주 인 반응

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조사된 학생들의 교

육에 한 만족도는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 다. 

학습이란 학습자들이 교육훈련 로그램을 통하여 

실제로 획득하는 태도의 변화나 지식의 증가, 혹은 기

술의 향상을 의미한다[16]. 학습성과란 이러한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태도 변화나 지식의 증가가 정 으로 

극 화 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에서의 인

지된 학습성과에는 지식과 기술, 정보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질, 미래에 한 희망과 행복감이 포함된다. 

1. 만족도와 관련 영향변인과의 관계 
만족도와 참여동기와의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7]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한 연구

에서 참여동기가 높은 집단이 간 이하의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입증하 다. 이 결과는 주부

를 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로, 이를 통해 평생교육

로그램의 성인학습자인 여성을 상으로 했을 때의 결

과를 측해 볼 수 있다. 한 이기환[18]은 참여동기와 

만족도와의 계에서 참여동기의 하 변인으로 보았던 

명시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 세 변인 모

두에서 만족도와의 계에 유의성을 보 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참여동기를 명확하게 악하여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동기가 만족도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 다.

만족도와 기 의 지원과 계된 선행연구에서 일

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임재화[19]는 학 교육

의 서비스품질요인, 즉 학교육에서의 기 의 지원에 

한 연구에서 교직원 행정서비스, 교수서비스, 강의환

경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입증하 다. 평생교육기 의 교

육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재이용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김지 과 이상복[20]은 기 의 지원 즉, 운 서

비스 요소가 만족과 재이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고하 고, 오요섭과 최은수[21]는 주민자치센터

의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한 기 의 지원에 한 성인

학습자 만족도 연구에서 개인별,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

는 있지만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 Martinez[22]는 기업교육 환경에서 기 의 지원과 

만족도의 계에 밝히고 있다. 기 의 지원은 직무만족

을 강력하게 측한다고 밝힘으로써 높은 생활의 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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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도움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여성학습자

를 상으로 동일하게 용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기

의 지원이 만족도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

다. 

만족도와 학습성과에 련된 선행연구 역시 일 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DeLone[23]의 연구에서 만

족은 개인의 효과에 향을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e-러닝 환경에 용한 이

웅규, 이종기[24]와 학교육에 용한 병호[25]의 연

구는 학습만족이 교육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만족도는 학습성과에 향을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 다. 

2. 학습성과와 관련 영향변인과의 관계 
평생교육에서 학습성과의 측정은 학습평가 자체가 

성인학습자들에게 평가로 인한 동요  불안감을 조성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25] 직 인 학습평가 신 학

습자 자신이 인지하는 학습성과를 스스로 보고하는 방

식으로 측정되는 사례[8][25]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도 학습성과를 학습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학습

성과로 보았다.

학습성과와 참여동기와의 계를 살펴보면, 평생교

육환경에서 학습성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실

정이다. 최근의 변주성[11]의 연구에서는 참여동기가 

학습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평

생교육분야에서 학습성과에 한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음을 지 하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해 언 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라 참여동기는 학습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 다. 

학습성과와 기 의 지원과의 계를 살펴보면, 최근

[9]의 연구에서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참여한 교육

로그램의 학습자 지원서비스의 질이 높으면 성과인식

도 높아짐을 밝혔으며, 이규 [10]도 학부설 평생교

육원 참여 학습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지원 

환경요인이 참여자의 학습성과 인식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Hoyt와 Howell[27]도 

평생교육기 의 학습자 서비스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

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여성학습자에게도 동일한 

맥락으로 용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기 의 지원이 학

습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상정하 다. 

3. 만족도와 매개변인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참여동기와 학습성과, 기

의 지원과 학습성과 간을 매개하는 매개변수로 설정하

다. 만족도가 참여동기와 학습성과, 기 의 지원과 학

습성과를 매개하는 지에 한 선행연구는 평생교육 분

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Baron과 Kenny

의 연구[28]에서 향변인이 매개변인에 향을 주고 

매개변인이 결과변인에 향을 미칠 경우,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고 하 으므로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는 가설을 상정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상정하 다. 

연구가설 1. 평생교육에서 참여동기, 기 의 지원은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평생교육에서 참여동기, 기 의 지원은 

학습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평생교육에서 만족도는 기 의 지원과 

학습성과, 참여동기와 성과의 계를 매

개할 것이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서의 참여동기, 기 의 지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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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해 2011년 1학기 기  

A 학 평생교육원 로그램  탁교육과정에 참여 

하고 있는 수강생 21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연구 상인 A 학 평생교육원은 서울소재의 평생교

육기 으로 재 탁교육과정을 포함해 학기당 150여

개의 강좌가 운 되는 등 질 ∙양 으로 안정 인 운

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므로 연구 상으로 선정

하 다. 설문은 2011년 1학기 기  지방자치단체 탁 

교육 로그램에 수강 인 수강생으로 210명을 상으

로 6월에서 8월, 2달간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회

수율을 높이기 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이 끝난 후 장

에서 수집되었다. 설문에는 총 192명이 응답하 으며, 

이  불성실한 응답자 41명을 제외한 151명을 최종 연

구 상자로 삼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기

의 지원, 참여동기, 만족도  인지된 학습성과의 측정

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도구를 평생교육환경

에 맞게 번역, 수정하여  Liket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를 사용하 다. 각 도구의 

시 문항  문항 수, 신뢰도는 [표 1]에서 제시하 다. 

표 1. 측정도구 문항 및 신뢰도 

측정
변인

문항 시
문항
수 

신뢰
도 

 참여
 동기

 본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
께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였다. 10 .813

 기관의
 지원

 교직원들이 바쁠 때에도 학습자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5 .860

 만족도  본 기관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나에게 가치 있
는 경험이었다. 5 .932

 학습
 성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많이 획득하였다. 12 .933

2.1 참여동기
참여동기는 Houle의 이론을 제로 한 이숙원의 연

구[29], 이기환의 연구[18], 이내빈의 연구[30]를 토 로 

변주성[11]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에서 본 과정

과 계없는 3문항을 제외하여 활동지향(4문항), 목표

지향(2문항), 학습지향(4문항)을 측정할 수 있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주성[11]의 도구에서 문항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94이고,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13이다. 

2.2 기관의 지원
본 연구에서는 기 의 지원을 측정하기 해 

Parasurman 외[31]도구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 학

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성과조사-학습자용’[1]으

로 개발한  도구를 평생교육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Parasurman

의 도구에서 기 의 지원의 반응성과, 확신성, 유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3개의  문항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

발한 도구  평생교육원 수강생지원 서비스에 한 측

정항목 2 문항을 더해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수정된 도구의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는 평생교육 문

가 3인에게 검증 받아 사용하 다. 문항내 신뢰도 계

수 Cronbach's α는 .875이고,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0이다. 

2.3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교육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Shin[29]

이 개발한 도구를 평생교육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 다. 측정도구는 반  만족도, 성취감, 수강에 

한 보람, 타인 추천의향을 묻는 문항 등 총 8개의 문항

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의 만족도 측정에서는 

성취감에 련된 항목은 학습성과에서 측정되기 때문

에 성취감 련 문항  4, 5, 7번은 제외되었다. 측정된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된 도구의 신

뢰도와 내용타당도는 평생교육 문가 3인에게 검증 

받아 사용하 다. Shin[29]의 연구에서 보고된 문항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4이고,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2이다. 

2.4 학습성과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해 ‘

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성과조사-학습자용’[1]

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체 문항  로그램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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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1. 기관의지원 3.90 .57 -.51 1.41
2. 참여동기 3.90 .48 -.62 2.72
3. 만족도 4.33 .58 -.50 -.18
4. 학습성과 3.75 .56 -.37 -.16

과를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학습성과를 측

정하 다. 평생교육진흥원[1]의 연구에서 보고된 문항

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69이고, 본 연구에

서의 문항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3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상성  신뢰도를 분석하

고, AMOS 18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

식 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  변인들 간

의 직·간  효과를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인간의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

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고 정확한 

통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 다. 

변인들의 평균은 최소 3.75에서 최고 4.33, 표 편차

의 평균은 최소 .48에서 최고 .58이었으며, 왜도는 

값 최소 -.62에서  최  -.37, 첨도는 값 최소 -.18

에서 최고 2.72의 값을 보 다. 측정변인의 표 왜도가 

3보다 작고 표 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조

건이 충족되므로[33]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다변량정규분포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인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상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n=151)

2. 측정모형의 검증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해서 최 우도

추정법에 의해 측정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합

도 추정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n=151)

CMIN p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형 106.472 .000 48 .914 .947  .079
(.059~.099)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RMSEA 

(.059～.099)를 비롯한 모든 합도 지수에서 측정모형

이 양호한 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 경로별 표 요인부하량은 .46～.96에 

걸쳐있으며 유의수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이여야 함을 고려할 때[34]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하게 측정하게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인 간의 상호상 정도를 

검토한 결과, .28～.67의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연구모형 하의 각 잠재변인들을 측정하기 해 

설정된 측정변인들은 충분한 수렴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잠재변인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에 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

정모형을 통해 통계 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3. 구조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합도가 검증됨에 따라 측정된 통계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합도지수가 합

도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추

정가능성이 이론 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 우도추

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합도를 추정하 다. 연구모

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  결과

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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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p df TLI CFI RMSEA

초기
모형 106.472 .000 48 .914 .947  .079

(.059~.099)

표 4. 초기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n=151)

기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합도

는 TLI=.914, CFI=.947,  RMSEA=.079(.059~.099)로 나

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동기, 기 의 지원 만족도  인지된 

학습성과 간의 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동기와 기 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참여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

은 β =.23 (t= 2.142, p<.05) , 기 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β =.24 (t= 2.312, p<.05) 이었다. 

둘째, 참여동기와 기 의 지원이 학습성과 간의 계

를 검증한 결과 참여동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력

은 β =.34  (t= 3.509, p<.05)이 으며, 기 의 지원은 학

습성과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 구조모형과 수정된 간명모형이 계  모형

(hierarchical model)을 이루고 있어 기구조모형과 수

정모형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기 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CMIN= 0.01로서 합도에 

있어서 수정모형과 기구조모형간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모델인 수정된 연구모형을 최종연구모형을 선정하

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합도를 측정하기 해 최 법

을 통해 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CMIN p df TLI CFI RMSEA

수정
모형 106.486 .000 49 .917 .948  .078

(.059~.099)
초기
모형 106.472 .000 48 .914 .947  .079

(.059~.099)

표 5.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n=151)

수정된 연구모형의 합도는 TLI=917,. CFI=.948, 

RMSEA=.078(.059~.099)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

으로 단할 수 있다.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를 

표 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수정모형의 구조계수에 한 추정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동기, 기 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참여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향

력은 β =.23 (t= 2.14, p<.05)이었으며, 기 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β =.24 (t= 3.377, p<.001)

다. 둘째, 참여동기와 기 의 지원이 학습성과 간의 

계를 검증한 결과 참여동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

력은 β =.34 (t= 3.607, p<.001)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는 기 의 지원과 학습성과, 참여동기와 

학습성과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개효과 검증단계에 의하면 만족도는 참여동기, 기 의 

지원과 만족도 간을 매개할 수 있으므로, Sobel test를 

통해 간 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참여동

기와 기 의 지원이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성과에 

미치는 간 효과의 검정통계량은 z=2.053(p<.05)으로 

도출되어 유의한 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평생교육에서의 여성학습자의 만족도는 참여동

기와 학습성과 간의 계를, 그리고 기 의 지원 과 학

습성과 간의 계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수정모형

의 직∙간  분해표는 다음 [표 6]과 같다. 

계변수

비표 화계수(B) 표 화계수(β)

총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만
족
도

←참여동기 .532 .532 - .228 .228 -
←기관의지원 .279 .279 - .237 .237 -
←참여동기 1.150 .837 .313 .475 .346 .129학습

성과 ←만족도 .589 .589 - .568 .568 -

표 6. 수정모형의 직∙간접 분해표            
(n=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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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여성 학습자의 참여

동기, 기 의 지원과 만족도  학습성과의 구조 인 

계를 규명하여, 평생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성과를 

제고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해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 기 의 

지원을 향요인으로, 만족도를 매개요인으로, 학습성

과를 결과요인으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조사

를 통해 얻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모형의 합성을 확

인하 다.

평생교육에서의 참여동기, 기 의 지원과 만족도, 학

습성과의 구조 인 계를 악하기 하여 1개 평생

교육기 의 학습자만을 상으로 임의표집한 것은 본 

연구가 갖는 제한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

육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성과에 미치는 변인들의 

계를 규명하는 모형을 구안하고 합성을 검증하는 과

정을 통해 모형 내의 각 변인들의 향력을 확인하 다

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

은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학습자의 참여동기가 만족도와 인지

된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은 모두 정(+) 인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참여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

한 결과를 보고한 김소 [17]과 이기환[18]의 연구와 동

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학습성과에 한 향

도 여성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유의한 향을 보

고한 임숙경, 조용하[3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

고 있다. 도자교육 로그램 참여자를 상으로 한 변주

성[1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강의

의 경험과 동료 교·강사의 의견을 통해 학습성과에 

한 인 향을 상정했던 변주성[11]의 가설을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동기가 만족도와 학습성

과에 미치는 향의 유의성을 확인함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의 참여동기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 평생교육기 의 수강 차는 학 은행제 

과정을 제외한 일반과정에서는 수강승인 후 별도의 학

습자를 한 오리엔테이션 없이 수업이 시작되므로 학

습자 개개인의 특성에 한 이해와 학습성과 향상에 

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학습자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학습자에 한 안내와 오리엔테이션은 학습자에 한 

이해와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잠재  학습자를 상으로 평생교육의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 을 극 으로 홍보하여 학습자

의 참여 동기를 높이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

다. 

둘째, 기 의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육을 상으로 한 임재화의 연구

[19]의 결과가 지지됨으로써, 기 의 지원은 학교육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의 상황에서 만족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한편, 기 의 지원이 인지된 

학습성과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임

으로써 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습자를 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보고한 이규 [10]과 서울·

경기 지역의 평생교육학습자를 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고한 최근 [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기 의 지원이 학습성과에 미

치는 유의한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지만 기 의 지원이 

학습자의 만족에 미치는 향은 많은 연구[9][10]에서 

일 인 결과를 보이고, 만족도가 학습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 에서는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직원들의 학습자 응  매

뉴얼을 개발하고 정기 인 서비스교육을 통해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학습자의 교육 로그램에 한 만족

도가 학습성과에 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참여동

기와 학습성과의 인과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됨

에 따라 훈련상황의 성인학습를 상으로 한 Nease[33]

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기 에서는 학습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구체

인 방안을 극 으로 강구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이를 해 정기 인 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상담실의 

활성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악할 수 없는 학습자 

개인의 요구사항까지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과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 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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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와 정책  노력을 제안한

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사한 로그램을 수강하는 다른 

학습자로 상을 확 하여 모형의 합도를 검증함으

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찰, 인터뷰 등의 질

인 연구방법을 병행한 통합  연구방법으로 발 시

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한 평생교육에 한 평가가 활동 심에서 성과를 

지향하는 결과 심으로 환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37][38] 학습자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략 이고 

효과 인 정책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교

육과학기술부 외의 여러 앙부처와의 의를 통해 성

과 심의 평생교육 정책 재구조화를 한 방향을 수립

하고, 체계 이고 략 인 근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실 을 양 , 질 으로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평생교육기 에서 평생교육에 참

여하는 학습자의 만족과 학습성과를 제고하기 한 

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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