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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는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부터 사고
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체제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평
생교육 영역의 교육개혁은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역량과 체제
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선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지향성을
가져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추구해야 할 발전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2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년도 연구에
서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교육개혁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
다. 이에 터하여 금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는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미래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위시하여 2030 시대 한국사회의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특징적 모습들을 살펴보
고 각 정부별 평생교육정책의 동향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평생교육개혁의 우수사례
분석과 델파이 조사 등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적용 가능한 정책과제 개발이 되도
록 노력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를 비롯하여
심층적인 델파이 조사에 성의있게 응해주신 전문가 집단, 전문가 패널 working group 작업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방대한 연구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
하느라 애쓴 연구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류 방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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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로의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 기술 등은 미래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
고 있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가 수요･공급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공진화
(Co-evolution) 관계라는 관점에서(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향후 교육도 정치･경제･사회･문
화의 변화와 맞추어 발전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재교육
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추구해야 할 발전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2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년도 연구에
서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교육개혁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
다. 이에 터하여 금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는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하여 수행되었다.
평생교육은 한국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시스템으로써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전의 평생교육 기반을 혁신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과학의 발전, 경제적 성장, 시민사회 성숙, 인구 변화에 대처하고 또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강화와 혁신적 접근이 요청된다(홍영란 외,
2016; ILO, 2016). 4차 산업혁명과 경제적 성장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과 인간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Schwab, 2016). 또한 인구절벽, 고령화, 다문화
의 사회변화는 사회통합, 지역공동화 해결, 경제기반 유지 등의 과제와 함께 노동력의 다변화,
새로운 문화와 시장의 등장 등의 가능성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ILO, 2016). 이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면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 각종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교육의
신천지이면서 가장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탄력적인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홍영란 외, 2016).
이에 1차 년도 평생교육개혁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금년 2차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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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미래 2030년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정책과제 로드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개년에 걸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 1차 년도(2016년) -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 고등･평생교육 영역
- 고등･평생교육과 관련된 미래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고등･평생교육 영역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2차 년도 고등･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이고 선제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2차 년도(2017년) -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구체적 추진방안과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1) 2030 한국사회와 평생교육의 기본 구상을 통한 2030 시대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특징적 모습 및 지형 분석, 2) 2003년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필두로 2차,
3차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각 정부별 주요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정책 성과 분
석, 3) 해외 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4)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델파이
분석, 4)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제시, 5) 정책과제 로드맵 제시 등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 우수사례 분석, 델파이 조사･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콜로키움, 전문가 패널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30

2030 한국사회와 평생교육의 지형 변화에 있어 중요하게 드러나는 특징으로 초지능화(hyper
intelligence)로 인한 지능기술 지배, 인공지능 상사와 평생학습, 새로운 역량과 한국의 Talent
비대칭, 나노학위와 새로운 학습자의 등장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적인 부정적 측면으로 일자리 증발과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과 새로운 윤리관의 필요성 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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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체계적 정책과 체제를
계획･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사회를 규정하는 정책 또는 공공 영역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 정책과 준비 체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정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과학기술 중시, 민간-대
학-기업-정부의 연계,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의 연계, 국가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기업 및 국민 등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합의 마련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평생학습 및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사회적 인식 변화, 과학기술 혁신, 교육 혁신의 3가지 주제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혁신은 새로운 역량 체계 마련 및 온라인/무형식학습의 활성화, 일자리
기반 지원, 불평등성 해소 접근 등의 화두를 중요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운영
체계로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민간-대학-정부의 연계체계 운영, 평생학습-노동-산업
-과학의 오픈 플랫폼 운영 등이 필요하다.
한편, 평생교육개혁 과제 개발을 위한 분석틀 구성의 이론적 근거로써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
교육 영역 및 추진체계, UNESCO GRALE 보고서, 1차 년도 연구인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
논의 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분석틀은 평생교육 영역을 문해/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
화예술교육, 인문/시민참여교육의 범주로 구분하고, 이 범주와 UNESCO의 틀을 2차원으로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활용한 분석틀은 평생교육
추진체계, 지역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규제, 고등교육 지원,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학점 및 학위 인정, 평생교육 정보 제공의 7개의 범주로 구성하고, 이 범주와
UNESCO의 틀을 2차원으로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 및 지향점을 활용한 분석틀은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
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
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7가지의 범주와 UNESCO의 틀을 2차원으로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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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이 하나의 국가적 정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이다.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종합계획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수립되었는데, 2002~2006년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2008~2012년 제2차 평생교
육진흥기본계획, 2013~2017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수준의 평생교육 정
책을 운영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다. 3차례에 걸친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종합계획은 정부별로
그 시기가 구분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걸친 평생교육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은 1990년대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되어, 이를
위한 교육부 내 행정조직을 두고, 평생교육법 등 법적 근거를 갖춤과 동시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종합적 추진계획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로 인해 중앙 단위에서 한국교
육개발원 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주요 평생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본격화됨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를 명시하였으며, 지역단위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전국평
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대상 개최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근거가 되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종합계획의 추진에 있어, 주로 해오던 기존의 평생학습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개별 사업으로 확대된 경우가 많았고(예를 들어 학점은행제도, 독학학위제도,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도시 조성’, ‘소외계층 및 성인문해’등 프로그램 지
원사업 위주의 추진으로 전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
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의 여러 새로운 영역들을 확장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
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등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
며,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그간 미흡했던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에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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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는 등 시･도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도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기준으로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모두 설립･지
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평생교육 정책은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영역,
18개 세부 과제들을 균형감 있게 모두 추진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
제 중 평생교육 정책에 관련된 2개 과제, 즉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은
그 예산과 규모 면에서 타 사업에 비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보이긴 했으나, 그 외의 사업들
은 기존에 추진되어져 왔던 사업들의 관행적 추진 수준이거나 일부 과제들의 경우에는 아예
추진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도 하였다.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준하여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경우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자료상의 제한이 있다. 또한 전반적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정부 주도적이라는 점, 교육 관련 기관 및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이 기존 정부들의 공약 종합적 결정판, 교육
철학의 부재 등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성병창, 2016).

▣
홍영란 외(2016)에서 제시된 평생교육 정책 개혁의 일곱 가지 방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였는데, 미래사회에서 개별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 분야 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정책
방향과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통합을 통한 미래사회의 평생교육 체제 확립 정책 방향이 그것이
다. 이 두 가지 분류에 따라 각각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개별 사회구성
원의 평생교육 분야 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
의 운영(한 학습자의 학점인정과 학위취득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학습
자원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정책)’의 우수사례로 미국의 온라인 개방대학(MOOC)의 학위과정
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정책 도입(학습자의 전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정책)’의 우수사례로 미국의 플러스50 이니셔티브를,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 지원시스템 강화(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시민들의 창조적 경력경로 개발 지원
정책)’의 우수사례로 핀란드의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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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역의 통합을 통한 미래사회의 평생교육 체제 확립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생태계 구성(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평생교육 체
제의 연계 추진 정책)’의 우수사례로 호주의 국가장애전략 2010~2020을, ‘평생교육과 직업훈
련의 통합 및 전문화(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체제의 통합 및 전문화
정책)’의 우수사례로 세계은행의 STEP 프로그램을,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산업의 빠른 변화속도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과 교육 체제의 연계를 통한 직업 역량 개발 지원
정책)’의 우수사례로 일본의 인재육성 이니셔티브를,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특화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유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의 우수사례로 독일의 NEPS(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를 분석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
평생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문항은 주관식이 다수인 반면 2차 델파이 조사 문항은 객관식이 다수로써 서로 차이가
있다.
1차 델파이 조사지는 개인 특성을 포함한 4개 영역의 17개 문항인데 하나의 문항에 복수의
하위문항이 들어 있어서 실제 응답 문항 수는 더 많았다. 첫째,‘평생교육 2030 변화 지향점’영
역에는 2030년의 한국 평생교육이 변화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문항(1-1)
이 1개 포함되었다. 둘째,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정책과제’영역은 총 7개 문항
(2-1~7)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7개 문항은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안된 7가지의 평생교육
정책 세부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정책 방향으로써의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관련 과제 제안의 3가지의 세부 질문이 포함되었다. 이중 정책 방향으로써의 타당성
은 리커트 5점 척도의 객관식 문항이었고, 다른 2개인 수정 보완 의견, 관련 과제 제안은 주관식
으로 의견을 묻는 문항이었다. 셋째 영역인 ‘평생교육 영역별 개혁과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서 규정된 6대 영역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조정한 4개 영역에 대한 과제 제안 문항(3-1~4)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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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영역, 직업능력교육 영역, 문화예술교육 영역, 인문교육 및 시민
참여교육 영역의 4개 영역에 대하여 정책 차원으로써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의 3가지
하위 문항이 배치되었다. 넷째 영역인 ‘개인 특성’문항은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평생교
육분야 기관 근무기간의 5개 객관식 문항(4-1~5)이 포함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도구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관련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 수렴 결과와
연구진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각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와 시급도를 묻는 문항을 위주로 객관식 147개, 주관식 17개, 개인 특성 5개의 총 169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주관식 문항은 세부 영역별로 추가적인 정책과제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문항
이었고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도록 하는 주관식 문항
이 추가되었다.
델파이 조사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이 함께 활용되기 때문에, 분석 방법 역시 질적 분석
방법과 양적 분석 방법이 모두 활용되었다. 주관식 응답의 경우 분석틀과 연구진의 논의과정을
통해 범주화하고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객관식 문항 응답 자료는 기본적
으로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델파이 양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CV(Coefficient
of Variance: 변이계수)와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성 비율)을 사용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 객관식 문항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였다. 즉 t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 LFF(Locus for Focus)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
고,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최우선순위 정책과제와 차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 평생
교육 영역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집･분석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분석 자체도 의미가 있으나,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 근거로도 활용된다. 이에
3가지 영역별로 분석된 내용을 분석틀에 모두 모으고 문항 수준으로 간략화하게 표현하는 종합
과정을 거쳤다. 유사한 표현이나 중복되는 의견은 조정하고, 부정확한 내용이나 추상적인 방향
만 제시한 경우에는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또한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표현이나 범주 등에서의 새로운 조정 등을 통하여 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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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평생교육 영역별(문해/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
육, 인문/시민참여교육),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평생교육 추진체계, 지역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학점 및 학위 인정),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
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영역
의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2030시대 평생교육체계에서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정
책과제에 대한 주관식 응답 내용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는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원 역할 변화, 경험학습 학점 교류, 고등교육기관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화, 직업과
연계된 이력관리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 델파이 2차 조사의 양적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최우선순위 및 차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영역별로 정리하면 최우선순위 과제는 20개, 차우선순위 과제는 28개로 총 48개였다.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에서는 최우선순위 과제로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인문학
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세계시민교육 강화의 5개 정책과제가 선정되었다.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에서는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융･
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의 3개
과제가 최우선순위 과제였다. 마지막의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
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평생
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학습휴가제 확대, 일-학습 병행제 확대-신산업에 적합
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 지원 방안 마련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의 12개 정책과제가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최우선순위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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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에 해당되어 중장기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 지향점에 대한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
1)
정책과제 개발의 첫째 단계로, 정책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할 개발대상 정책과제를 선정
하였다. 우선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에서 각 세부영역별로 중요도와 시급도에 있어 최우선순위
로 선정된 정책과제 20개를 개발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세부영역 중 최우선순
위 과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우선순위 과제를 개발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차우선순
위 과제 중 개발대상 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직업능력교육의 4개, 지역평생교육 지원의 2개,
학점 및 학위 인정의 3개,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의 2개,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의 4개로 총 15개였다. 그 다음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평생교육 영역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개 과제를 추가하였는데,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영역
에 추가된 나노학위(Nano Degree) 운영이 그것이다.
총 36개의 정책과제를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 평생
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로 구분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working group과
연구진의 공동 작업과정을 통해 정책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하였다. 정책과제의 개발틀은,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활용성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과제명, 과제 배경, 추진 목적, 추진 내용, 추진 체계, 기대 효과, 추진 시기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추진 시기의 경우 해당 과제의 적절한 추진 시기에 있어서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를 중복 표기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정책 추진 로드맵 작성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2) 정책 추진 로드맵
정책과제별 추진 시기에 대한 전문가 working group과 연구진의 공동 작업 결과를 활용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정책 추진 시기를 반영한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 ix －

먼저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의 경우, 9개의 정책과제 중 단기과제로는 문해 및 학력보
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의 3개가 제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의 2개가 제시되었다. 장기과제는 세계시민교육 강화 1개
가 제시되었다. 중･장기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사회
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의 2개가 제시되었다. 단･중･장기과제는 지역
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1개로 현재 시점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계시민교육은 시급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리되었다.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의 경우, 9개의 정책과제 중 단기과제는 교육부 기본계
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가 제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융ㆍ복합 기반 평생학
습 시설의 설치 운영,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 체제 구축의 2개가 제시되었
다. 장기과제는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이 제시되었다. 단･중기과
제로는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중･장기과제는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2개로 제시되었다. 단･
중･장기과제는 나노학위 운영,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2개로 현재 시점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평생교
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과제가 4개 정도 되었으나 나머지는 중･장
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과제였다.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의 경우, 18개의 정책과제 중 단기과제로는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의
4개가 제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의
2개가 제시되었다. 장기과제는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제 구축 2개가 제시되었다. 단･중･장기과제는 학력중심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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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개가 제시되었다. 단･중기과제로는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사업
확대 운영(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학습휴가제 확대, 일-학습 병행제 확대, 기초 및 광역단
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의 4개가 제시되었다. 중･장기과제는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
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신산업 직업역
량 도출 및 역량개발 지원 방안 마련의 5개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선 접근해야할
과제가 8개로 다수였고, 중･장기와 같이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10개였다.
이상의 영역별 정책 로드맵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 로드맵: 영역별 종합 >
영역

세부영역

문해/학력보완교육
(A-1)

정책과제
A-1-1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A-1-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A-2-1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
(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직업능력교육
(A-2)

A-2-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A-2-3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A-2-4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문화예술교육(A-3)
인문/시민참여교육
(A-4)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평생교육
추진체계(B-1)

A-3-1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A-4-1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A-4-2 세계시민교육 강화
B-1-1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
/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B-1-2 나노학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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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정책시기
중기 장기

영역

세부영역

지역평생교육
지원(B-2)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B-3)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정책과제
B-2-1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B-2-2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B-3-1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B-4-1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B-5-1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학점 및 학위
인정(B-5)

B-5-2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B-5-3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

C-1-1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 (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C-1-2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C-2-1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 운영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

C-2-2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C-2-3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C-2-4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C-3)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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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2.
3.
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차 년도 연구와의 연계성
연구의 내용
연구의 방법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Ⅰ.

1
미래사회로의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 기술 등은 미래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
고 있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가 수요･공급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공진화
(Co-evolution) 관계라는 관점에서(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향후 교육도 정치･경제･사회･문
화의 변화와 맞추어 발전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재교육
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추구해야 할 발전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2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년도 연구에
서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교육개혁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
다. 이에 터하여 금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는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하여 수행되었다.
평생교육은 한국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시스템으로써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전의 평생교육 기반을 혁신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과학의 발전, 경제적 성장, 시민사회 성숙, 인구 변화에 대처하고 또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강화와 혁신적 접근이 요청된다(홍영란 외,
2016; ILO, 2016). 4차 혁명과 경제적 성장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과 인간의 역량을 요구
하고 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Schwab, 2016). 더불어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치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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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와 변화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정도로 발전하였
다(현영섭, 2015). 또한 인구절벽, 고령화, 다문화의 사회변화는 사회통합, 지역공동화 해결,
경제기반 유지 등의 과제와 함께 노동력의 다변화, 새로운 문화와 시장의 등장 등의 가능성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ILO, 2016). 이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면서 교육을 포함한 사회 각종 시스
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교육의 신천지이면서 가장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탄력적인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홍영란 외, 2016).
이에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새로운 한국을 위한 평생교육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한편,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반
이나 정책적 기반은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2003년부터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을 이끌었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중 3차 계획이 2017년 종료된다. 5년 단위로 추진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중심대학, 생애단계
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교육부, 2013; 최돈민, 2012). 그리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체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학습역량 향상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박명신 외, 2016).
따라서 2017년에는 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기간을 갖는 혁신적 정책과제가 담겨져야 한다. 특히 이 시기 한국은 인구절벽과 고령사회
진입 등 평생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끌고 갈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기본 정보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2018년 이후부터는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영역의 대처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절벽 도래와 고령사회 진입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중년기
진입 확대, 다문화배경 자녀의 청년기 진입 확대,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강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증가, 평생교육 자체의 질 관리 등도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변화이다(홍영란 외, 2016). 그리고 이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평생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시스템의 진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체계로써 평생교육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2016년 미래 평생교육의 전망과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홍영란 외, 2016)를 추진하였고 평생교육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정책, 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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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계한 평생교육 정책, 직업과 경력을 반영한 정책 등 7가지1)로 정책적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7가지의 정책 방향과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7개
정책 방향의 평생교육 정책 반영도를 향상시키고, 관련 논의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비록 2016년에 7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가설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2017년 추가 연구나 새로운 정책 이슈 제기로
인한 추가 또는 수정된 정책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2016년
연구를 정책과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추가적인 정책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평생교육 관련 중장기계획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의 최신성과 포괄성이 부족한 상황
이다. 우선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포괄성을 담고 있는 연구보고서 등은 대부분이 4~5년 이전의
연구(강성국 외, 2008; 이윤경, 2013; 홍영란 외, 2009)로 최신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매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발표하는 평생교육 통계자료집이 있으나 통계 자료 자체
이지 정책과제 등의 제안을 담고 있지는 않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최신성은 높은 반면에 포괄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평생교
육 정책 개발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전망이나 다각적 측면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비전이나 정책방
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7년 1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 DB(RISS)
를 통하여 검색한 결과2),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전체 학술지 논문이 127편, 최근 5년
(2012~2016년) 발표 논문이 52편으로 비교적 최근 논문이 다수였으나 학술지 논문은 학습계
좌제(노경란, 2013), 경상북도 지방 거버넌스(전기창, 2015), 이주민 포용(김진희 외,
2015), 고등평생교육체제(곽삼근 외, 2014) 등 구체적이고 제한된 주제를 다룬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물론 개별 주제에 대한 정책과제를 구상할 때 기본 정보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유의미한 논문들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생교육의 흐름을 가늠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하
나의 비전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포괄적 연구가 정책과제 개발 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1) 7개의 정책 방향은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
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新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임
2) 검색조건으로 ‘논문 제목에 평생교육 포함’, ‘초록에 정책 포함’을 사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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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다. 포괄성이 높은 학술지 논문도 일부는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다문화교육이나 베이
비붐 등을 주제로 평생교육 정책의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과제를 다룬 경우(선태무 외,
2012; 이병준 외, 2012; 최돈민, 2012), 기존의 평생교육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박명신 외,
2016) 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이라는 점에서 논문의 분량이나 내용의 구체성이
정책 개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평생교육 분야의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포괄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현 시점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넷째, 평생교육 정책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에 기초한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인 정책 방안과 과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전의 유사 연구들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전문가 협의회를 거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정책 개발을 위한 구체
적인 근거자료로써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든지, 전문가 의견이 구체적인 정책과제 수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정책 방안과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제안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써 전문가의 의견 등에 대한 분석과 반영의 과학적 방법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방안과 과제를 활용하는 정책
입안자에게 정책 방안과 과제의 우선순위나 시급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양적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권대봉 외, 2016a; 박명신 외, 2016).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적 분석이 가능한 델파이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의견을 정책과제
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운영 등을 적용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차기 평생교육
정책 마련이라는 시대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관련 연구들의 포괄성과 참신성의
측면에서 국가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 진행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의견
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 입안자가
활용 가능한 유형으로 제공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1차 년도 평생교육개혁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금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미래 2030년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정책과제 로드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개년에 걸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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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년도 (2016년) -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 고등･평생교육 영역
- 고등･평생교육과 관련된 미래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고등･평생교육 영역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2차 년도 고등･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이고 선제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2차 년도 (2017년) -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구체적 추진방안과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1

평생교육의 미래 전망과 정책 대응을 위하여 2016~2017년의 2개년에 걸쳐 교육개혁의 전망
과 과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연구는 미래 평생교육개혁의 전망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된 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1차 년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의 영역에 대한 미래사
회 변화 전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영역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체제 변화,
고령화로 인한 인력양성체제 개편,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글로벌 교육 수요 증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경제 영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과 국가인재육성체계의 필요성, 사회
영역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통합적 맥락, 소셜 러
닝, 합리적 규범화, 인공지능, 고등교육 중심의 연구개발 강화 등 새로운 방향이 도출되었다.
미래사회 변화 전망 분석과 더불어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국내･외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도
함께 분석한 결과 국내 평생교육 정책의 미래 전망을 위한 6가지 의제를 선정하였다. 6가지
의제로는 ‘초개방형 평생학습체계 강화’, ‘학습복지 결합형 평생교육의 확대’, ‘제3의 학습
대응’, ‘소규모 행정단위 학습지원 확대’, ‘전문영역별 평생교육 전문화’, ‘평생교육 변화에
대응･선도하는 정부체계 변화’가 도출되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셜 미디어의 네티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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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전문학술자료 등을 분석하는 빅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티즌 의견에서는 학점
은행제가 핵심적인 화두로 나타났으며, 학습플래너,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독학사 등도 주요 화제어로 등장하였다. 언론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서는 핵심 이슈가 자격증 취득이었다. 경제 불황에 대응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경력개발
의 방법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관심 있게 보도한 것이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소외계층 지원, 중장년층 지원 등에 대한 보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학술자료 분석에
서도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주요 화제어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표 Ⅰ-1>과 같이 총 7가지로 평생교육 정책 개혁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7가지의 평생교육 정책 개혁방향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4차 산업혁명, 인구
및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이나 정책과제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일부 정책 방향의 표현이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각종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이 어떤
정책 방향과 연계되는지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Ⅰ-1❙ 평생교육 정책 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
세부 방향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한 인간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 또는
학력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체계와 관련한 정책
복지와 평생교육 영역의 협력적 호응을 위한 인적 교류, 정보 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의 활동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유아기~노년기까지 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로드맵과
학습모델 구축 등을 위한 정책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새롭게 나타날 직업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직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정책

新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성인 대상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이 아닌 신산업사회에서
지향하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창의 중심적 직업 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출처: 홍영란 외(2016). 452~4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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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 고등･평생교육 영역
제1차 년도(2016)

제2차 년도(2017)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Ⅰ) : 고등･
평생교육 영역
→ 고등･평생교육 관련 미래사회 환경
변화 전망 및 이슈 도출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
교육 영역
→ 교육 2030 대비 평생교육 영역 교육
개혁 정책과제 제안

연구목적

연구목적

 고등･평생교육과 관련된 미래사회 환
경 변화 전망
 고등･평생교육 영역의 주요 정책이슈
도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영
역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정책과제 추진방안 제시

연구내용

연구내용

 고등･평생교육 관련 미래사회 변화 전
망 탐색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고등･평생교
육 정책 국내 및 해외 전망 탐색
 고등･평생교육 미래사회 변화 전망 관
련 주요 정책이슈 도출 및 의미 분석

 2030 한국사회와 평생교육의 기본
구상 논의
 각 정부별 주요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정책 성과 분석
 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정책과
제, 추진방안 제시
 정책과제 로드맵 제시

연구방법

연구방법

 문헌분석
 빅 데이터 분석
- 네티즌 의견 분석
- 언론 기사 분석
- 전문학술자료 분석
 연구 콜로키움







문헌분석
사례 분석
델파이 조사･분석
연구 콜로키움
전문가 패널 working group 구성 및
운영

❙그림 Ⅰ-1❙ 연차별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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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연구가 정책 전망과 이슈, 정책 방향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2017년 본
연구는 1차 년도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평생교육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설
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2개년에 걸친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그림
으로 간략히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Ⅰ-1]과 같다. 다만 1차 년도 연구는 ‘교육개혁의 전망
과 과제’라는 연구 제목 하에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합하여 다루었던 반면 금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분리하여 각각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하여 진행하였다.
1차 년도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평생교육 영역의 정책 방향은 2차 년도의 정책 및 과제 개발을
위한 주요 준거 및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며, 델파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고, 평생교육개혁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분석틀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차 년도 연구와 2차 년도
연구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단계적 심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3
. 2030
◦ 2030 시대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특징적 모습 및 지형 분석
- 2030년 4차 산업혁명과 한국사회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평생교육이 지향
해야 할 특징적 변화의 모습과 지형에 대해 분석한다.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일자리의 변화, 필요한 역량의 변화, 학습 유형과 학습자의
변화, 국가 및 지역 인재육성정책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 정책, UNESCO 정책 분석체계, 1차 년도 보고서 등을 분석하
여 평생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분석틀을 구성한다.

.
◦ 각 정부별 주요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정책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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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3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을 필두로 2차, 3차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내용, 관련 정책 동향, 정책 성과를
분석하여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정부별로 보면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동향과 성과 분석
이 이에 해당한다.

.
◦ 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
된 사례를 수집･분석하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유의미한 사례에 초점을
두고 심층 분석한다.

.
◦ 미래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 재검토 및 정립
-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교육이슈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재정립한다.
◦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2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평생교육 정책과제 개발에 반영한다.

.
◦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 델파이 분석 결과를 비롯하여 우수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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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로드맵 도출
-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별 추진 포지션, 정책과제 추진시기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개발･제시한다.

4
.
◦ 2030 한국사회와 평생교육 정책 방향 관련 문헌분석
- 4차 산업혁명과 한국사회의 대응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문헌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세계경제포럼(WEF), UNESCO 등의 국제기구의
홈페이지 게시물 및 간행자료, 국내 관련 학술대회 등의 발표 자료, 국내 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한다.
- 평생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분석틀은 평생교육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및
게시자료,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 UNESCO 등 국제기구의 간행자료, 관련 학술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 각 정부별 주요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정책 성과 관련 문헌분석
- 평생교육 정책의 흐름 및 발전 방향을 한국의 정책 실천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별 정책의 방향과 추진성과를 분석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 정부별 주요 정책과 정책 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부 업무 보고 자료,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성과보고서, 관련 학술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평생교육백서 등의 문헌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정부정책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게시자료, 기타 인터넷 검색자료
를 활용하여 필요한 문헌을 수집‧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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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선정 및 자료 수집
- 1차 년도 연구 결과 제시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데
유용한 관련 우수사례를 선정하되 사례 선정을 위하여 적합성, 최신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선정된 사례는 사례에 대한 1차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사례 관련 인터넷 사이트, 관련 보고서, 전문가 의견, 사례의 자체 원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 사례 내용 분석
- 사례와 관련된 1차 자료와 기타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례 내용을 정리함으
로써,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례 내용 분석을
진행한다.

.
◦ 델파이 조사 대상 집단 구성 및 조사 실시
-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델파이 조사를 위한 대상자 집단을 구성한다. 이를 위하여
학계 전문가(대학교수 및 연구원), 정책 및 현장 실무자 등의 대상 집단을 파악하고,
각 집단별로 적정 인원(약 30~40명)을 선정하여 델파이 대상자로 선정한다.
- 1차 델파이 조사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설문 참여 동의 및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을 이메일로 배포한다. 1차 델파이 조사에는 한국 평생교육 2030의 변화
지향점, 1차 년도 미래 평생교육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해당 정책과제, 평생교육 영역
별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포함한다. 평생교육 정책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양적 조사도구로, 그 외의 다른
문항은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적 조사도구로 구성한다. 그 외에 델파이 응답
자의 개인특성 질문 문항을 포함한다.
-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분석된 정책 의견과 더불어 연구 진행과정에서
추가된 정책 변화 방향 등을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양적
으로 조사한다. 더불어 추가적인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 문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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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 자료 분석
- 1차 델파이 조사 자료 분석은 질적 문항에 대한 분석과 양적 문항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된다. 질적 문항의 경우 사전에 설정한 분석틀에 의하여 응답자의 응답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양적 자료는 정책과제로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판단
하기 위한 분석에 활용된다.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
을 적용하고,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질적 응답 자료
를 분석한다. 또한 2차 델파이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정책
실행 시기의 포지션을 판단하여 정책과제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활용한다.

.
◦ 연구주제 및 방법 등에 대해 원내 다양한 전문가들과 열린 토론 과정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 수렴
- 평생교육 관련 미래사회 전망과 연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연구자 간의 토론 및 브레인
스토밍 활성화를 통해 집단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평생교육 관련 과제 개발 등에 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제안 및 발상의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연구자 간의 토론 과정을 통해 보다 보편적 논제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한다.

.

working group

◦ 목적 :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실행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내용 : 델파이 및 각종 조사 실시에 관한 자문, 평생교육 영역 정책 방향 의견 수렴,
정책과제･로드맵･실행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등
◦ 대상 : 학계 전문가(대학교수, 연구원), 평생교육 부문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운영 방법: 1차적으로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구조화 된 개방형 의견 조사지를 구성하
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집단 논의의 과정을 거쳐 다각적, 다면적인 과제
개발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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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평생교육 2030 기본 구상

1. 2030 한국사회와 평생교육의
기본 구상
2. 평생교육개혁 과제 개발을 위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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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2030

2030
.

(hyper intelligence)

2016년 1월 WEF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도래가 천명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전망이 발표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사회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주장과 선진국의 새로운 지배원리일 뿐
이라는 비판적 주장이 모두 커지고 있다(Rifkin, 2016).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공통적으
로 지적하는 사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지능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능기술
(Intelligence Technology: IT)이 중요해진다는 점이다([그림 Ⅱ-1] 참조).
다수의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있는 변화 방향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기술
력 국가로서의 발전 비전을 갖고 있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로 변화되어야 한다.
2030년에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적응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 초지능화의 사회로 진화되어야 한다. WEF(2016a)는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
합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설명하였다(<표 Ⅱ-1> 참조).
유사하게 위키백과(2017a)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을 정
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높은 지능을 가진 시스템, 컴퓨터, 또는 로봇과 인간 그리고 모든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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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는 초지능화이다. 그리고 이런 초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 데이터(big data)라고 할 수 있다(WEF,
2016a).

❙그림 Ⅱ-1❙ 4차 산업혁명의 위치
출처: 미래에셋대우(2016). 2쪽.

사물인터넷 또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은 현실 세계와 사이버 또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
술이다. 인간이나 인공지능은 수많은 사물과 환경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자연실습을 하기 위해 숲으로 가서 나무의 이름을 모를 때 위성위치추적장치, 스마트기기의
감각기능 등을 활용하여 나무의 종류, 습성 그리고 방위나 동물 분포까지 알려줄 수 있다.
사물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연결성은 여기에 빅 데이터라는 광대한 정보가 결합되면서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빅 데이터와 사물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초연결성(Hyper
Connection)이라는 새로운 미래사회의 특성을 발생시켰다. 즉,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
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성은 정보의 취득과 공유의 수월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깊이와 다양성까지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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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초지능화의 기반기술
기술

내용

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이라고도 하며,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 등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
- IoT가 도입된 기기는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 정보를 직접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형태

CPS
(Cyber-Physical System)

- 로봇, 의료기기 등 물리적인 실제의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서 제조시스템,
관리시스템, 운송시스템 등의 복잡한 인프라 등에 널리 적용 가능

빅 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
- 증가한 데이터의 양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산업 현장에 활용할 경우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 등이 가능

인공지능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
- 단독적으로 활용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하고, 그보다 더욱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가능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7쪽.

더불어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등장하였고, 인간
은 인공지능의 판단을 활용하거나 판단을 따르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매일경제, 2017a).
인공지능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나 속도에서 인간을 넘어서고, 정확하기 때문에 초지능성을
갖는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지능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인간도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향상된 조력자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초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인공지
능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는 학습에서의 변화와도 관련된다. 성인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강좌에 대한 정보, 배우고
싶은 지식,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전통적 학교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이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학습체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특히 전통적 개념의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필요지식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장실무능력을 키우기에 부족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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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초지능성과 초연결성 등의 4차 산업혁
명의 특징은 새로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를 지원하여 학습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개
방형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초개방형 평생학습체제는 성인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
용하여 학습하는 다양한 과정과 방법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의미한다(홍영란 외, 2016).
초개방형 평생학습체제는 전통적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MOOC나 더 작은 단위의 온라인 학습까
지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직무경험, 경력개발을 위한 행위 등도 학습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WEF(2017)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과 정서적 학습(Emotional Learning)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특히 WEF(2017)는 평생학습과 직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뉴딜
정책으로써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준비형 교육과정(Future-ready
Curriculum), 교사 전문성 향상, 디지털 탁월성, 일터에 대한 조기 노출과 지속적 경력 상담,
기술직업 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제공, 새로운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 평생학습 기회 보장, 교육혁신에 대한 개방성 등을 강조하였
다(권대봉 외, 2017a). 더불어 새로운 역량 전환이나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민간기관 등에서의 공조가 필요하
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뉴딜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WEF,
2017).
 노동자가 자신의 모든 경력단계에서 학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인프라를 개발･강화하는데 정부, 기업, 교육기관은 협력한다.
 인생의 초기 단계 교육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애 단계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두 번째 교육 기회(Second Chances)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 생애동안 작은 단위의 역량이나 기술이라도 학점으로 인정되는 시스템(Micro-credentialing
System)을 운영한다.
 학습, 훈련, 역량 변화에서 주인공으로서의 학습자 또는 노동자를 인정한다.
 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 개인주도적 학습, 디지털 학습, 개인적 학습, 직무현장 학습
등 다양한 학습을 포괄하는 평생학습 모형을 구축한다.
 일터학습의 학습문화를 ‘고용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Employment)’에서 ‘고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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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Employability)’으로, ‘직무안정성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Job Security)’에서 ‘경력안정성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Career
Security)’으로 전환한다.
 학습자의 역량, 학습, 훈련에 대한 요구를 최우선시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역량 중심 고용과 역량 개발 중심 경영을 하는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한다.
 역량기반 학점 인정 및 학력 인증 시스템을 국가 단위 또는 전 세계적 수준에서 정부나
기업이 운영한다.
 노동시장과 교육 간의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를 구축하여 노동시장 예측력을 강화한다.
노동시장과 교육의 피드백 관계는 노동현장을 잠시 떠난 성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원활
하게 할 수 있다.
 평생교육과 일터학습이 의료, 법, 교육 등 숙련기술 직업영역에서도 작동하도록 한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장소는 기업이나 직장이다. 일자리에서의 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WEF(2016a) 다보스 포럼에서의 주요 발표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모습으
로 일자리의 변화에 1차적 초점을 두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특징
으로 하는 각종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다수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처음에는 일자리
증발로 의한 디스토피아의 전개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대응을 통하여
발생될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수의 직장이나 일자리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에 의한 컴퓨터 터미널이나 로봇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로봇약사의 등장, 자율주행자로 인한 택시운전수의 감소, 기업 회계 감사의 변화
등은 이미 예견되고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이다([그림 Ⅱ-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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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WEF의 2025년 예측
출처: 한석수(2017). 7쪽.

WEF(2016a)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
질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사라지는 일자리의 종류는 사무와 행정, 제조와 생산, 건설과 채굴,
디자인과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 법률, 시설 및 정비 등으로 대부분 사무나 전통적 노동기반
생산이나 건설 분야였다. 증가하는 일자리는 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금융, 경영, 컴퓨터와 수학, 건축과 엔지니어링, 영업과 관리직, 교육과 훈련이었다(글로벌
과학기술정책기관, 2016). 일자리가 증가하는 영역은 빅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설계
하고 관리하는 등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다(<표 Ⅱ-2> 참조). [그림 Ⅱ-3]과 같이,
최근 영국 BBC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에서 인공지능 등에 의하여 위협받는 일자리 수는 152만개
를 넘고 있다(강정수, 2015).
❙표 Ⅱ-2❙ 2015~2020년 직군별 일자리 증감규모
(단위: 천명)

순고용
감소
순고용
증가

법률

시설･정비

-497

-151

-109

-40

영업･관리직

교육･훈련

303

66

제조･생산

건설･채굴

-4,759

-1,609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492

416

405

339

출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기관(2016).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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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우리는 은행 업무를 보거나
재무･회계와 관련된 일을 할 경우 사람이 아닌 존재와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도서관 책 대여는 컴퓨터로 다 처리되며, 퇴근길에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기 위한 절차도 타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과의 대화로 처리된
다. 사실상 하루 일과의 대부분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과 만나서 일을 처리하고 하는 방식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단위: 명)

❙그림 Ⅱ-3❙ 영국에서 위협받는 일자리
출처: 강정수(2015). 30쪽.

또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
한다는 것은 특정 일자리 전체가 인공지능으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직원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코셔(Kosher, 2015)는 인공지능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의 위에서 상사로서 일하는 일자리(Workforce above the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API)와 인공지능의 아래에서 부하로서 일하는 일자리(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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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the API: BAPI)를 제시하였다. AAPI는 인공지능 또는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통제하
고 운영하는 일자리다. 결국 인공지능의 상사인 셈이다. 반면에 BAPI는 인공지능이나 알고리
즘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명령에 따라 일을 하는 일자리로써 인공지능의 부하이다. 또한 BAPI
는 인공지능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APIjobs)과 인공지능에 따라 일을 하는 로봇(APIrobots)으
로 구분된다.
APIjobs는 인공지능을 상사로 모시는 사람들이며, 동료가 APIrobots이고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일자리 증가 속도를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APIrobots
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양혁승, 2016). 이는 인간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더욱 양극
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즉, 인간이 거의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과의 경쟁
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간관리자 이상은 인공지능 자체로 대체되면서 인간이
갖게 되는 일자리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림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의 가운데 영역은 BAPIjobs 영역이고 그 아래의 우측 하단 영역은 BAPIrobots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이 2020년 또는 그 이후로 갈수록 넓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고, 시간이 더 진행되면
BAPIjobs 영역도 줄어들어 BAPIrobots 영역으로 전환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림 Ⅱ-4❙ 인공지능의 위와 아래 일자리
출처: Kosher(2015). <https://www.forbes.com/sites/anthonykosner/2015/02/04/google-cabs-and-uber-bots-willchallenge-jobs-below-the-api/#15d0752369cc>. 2017.4.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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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의 변화는 사라지는 일자리,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하는 일자리로 종합된다. 이런 일자리의 변화와 양극화는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인적
자원개발 및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 내부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거나 인공지
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방식 등에 익숙하게 하기 위한 일자리 적응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일자
리 소멸로 인하여 재취업을 해야 하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
교육, 신입직원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재 양성 단계나 확보 단계에서
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나 지원이 해당되는 창의적 인재 발굴 영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이나 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이해 교육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능해진 다양한 문명의
이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 인식
개선 영역 등이 요청된다. 물론 이 영역 이외에도 유･초･중등 및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 등의
추가적인 영역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다.

❙표 Ⅱ-3❙ 일자리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의 대응 영역
영역

내용

일자리 적응

- API를 통제하는 일자리나 API에 의하여 통제되는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적응교육)
- 일자리 변화로 조직 내에서 일자리를 전환해야 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전환교육)

재취업 교육

- 일자리 증발로 실업한 인력에 대한 재취업 교육 운영
-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이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개발 교육 운영
아날로그 방식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재교육 운영

창의적 인재 발굴

-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업 이전부터 Talent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육정 지원 및 기업 연계 교육 운영

4차 산업혁명
인식 개선

- 평생교육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교육 운영
-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 배양 교육 운영

일자리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은 위험한 기회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절벽과 생산성의 저하,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등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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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중요한 판단과 지성 그리고 윤리적 판단은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전문성에 의존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80세 노인이 신규 일자리 취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와 노동구
조의 변화, 노동인력의 역량 변화 등 거시적이고 전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생교육, 문화, 인식 등에서의 변화와 적응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평생학습에 대한 개방적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생애주기별/경
로별 평생교육지원 정책 및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홍영란 외(2016)의 연구에
서 제시한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다양한 경력
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등 평생
교육 미래 방향의 필요성과 일치된다.

.

Talent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새로운 직무역량의 필요와 등치의 개념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는 창의성에 기초한 Talen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운영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도 함께 중요하게 평가된다(글로벌 과학기술정책기관, 2016).
일자리는 로봇이 대체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에
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은 달라진다. 특히 금융서비스, 정보통신의 분야에서는 기술 관련 지식
이나 능력이 수일 단위로 변화되기도 한다(글로벌 과학기술정책기관, 2016). 그러나 단순한
기술력은 역시 인공지능 등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창의성과 인간의 또 다른 능력들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되는 역량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 역량)로 표현된다. 소프
트 파워는 교육, 과학, 문화, 기술 등 인간의 이성 및 감정적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힘으로
정의된다(김상윤, 2016). 즉, 군사력이나 물리력 등과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 강성 역
량)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은 다양한 영역이나 주체 또는 생각할 수 없는 범위 사이에 사고를 연계하
는 연결성(Connectivity)과 창의성(Creativity)으로 구성된다(Nye, 2004).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간의 연결, 서비스와 생태계 간의 연결, 인간과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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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결 등 다양한 개체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산출 능력이다.
그리고 창의성은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전 산업분야의 저변에 존재하는 평범하지 않은 힘으
로 산업과 문화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시각을 의미한다(김상윤, 2016).
연결성은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고, 빅 데이터와 사람을 연결하는 등 새로운 영역이나 가치
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결국 산업간 융･복합, 학문간 융･복합 등의 영역과 밀접히
연관된다. 창의성은 연결성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역량인데,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역량이다. 한국에서도 MP3 플레이어, 미니홈
피, 인터넷 무료전화 등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는 창의성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김상윤,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연결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하는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배양하
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미래사회의 선두 국가로써 한국의 위치가 결정되어질 것이다.
소프트 파워에서의 시사점은 첫째, 국가나 도시 단위에서 직면한 문제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하여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 코펜하겐의 ‘Copenhagen Connecting’ 프로젝트는 ‘2025년 인구 60만 명과 탄소
배출 0’의 목표로 도시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사업이었다. 도시 친환경 구축, 도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IT-도시개발을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개
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김상윤, 2016).
이 사례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에서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틀이 마련된
경우로 평가된다.
둘째, 다양한 주체들이 역량을 활용하고 또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적･개방적 혁신 체제를 갖추
는 것이다. 특히 특정 주체나 영역이 전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 영역이나 주체에
상관없이 다양한 참여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재육성 체계는
지역마다 주체와 영역이 분할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
복합단지 등 그 동안 한국의 과학기술이나 기타 산업발전 전략을 보면, 특정 지역에 특정 영역을
할당하고 이 주변의 대학이나 인재육성 기관과 연계하는 체제이다. 이는 연계성과 창의성의
소프트 파워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인
공지능, 로봇, 시스템 등에 의하여 노동자가 교체되는 현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빅 데이터, 정보
통신, 프로그래밍 기술 등의 과학기술에 대한 역량이 기본적으로 중요시된다. 또한 설득,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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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과 같은 사회관계기술, 복합문제해결능력 등의 좁은 영역의 기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글로벌 과학기술정책기관, 2016).
이와 관련하여 WEF(2016a)에서는 현재 모든 산업부문에서 널리 사용되는 35가지의 직무기
술 역량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35개 직무기술 역량을 능력, 기본적 직무기술, 직능을
넘나드는 직무기술로 구분하면 [그림 Ⅱ-5]와 같다(글로벌 정책과학기술기관, 2016).

❙그림 Ⅱ-5❙ 핵심 직무기술
출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기관(2016). 5쪽.

WEF(2016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개의 직무기술 역량 중 복합적 문제해결기술
(Complex-Problem Solving Skills)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인지역량(Cognitive Ability)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서 복합적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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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말 그대로 연계성에 기초를 두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인지역량은 사고 유연성, 창의성, 논리･수학적 사고 등의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지성을 의미한다. 인지역량은 복합적 문제해결기술을 위한 선제요건이기도
하다(<표 Ⅱ-4> 참조).

❙표 Ⅱ-4❙ 산업분야별 요구 역량
금융
서비스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보건

17 17 26 27 27 28 32 23 30 28 20 19 27 32 22 20 26

24

20

19

공정 능력
(Process Skills)

10 19 21 22 24 29 36 34 25 36 26 25 27 31 18 22 37

29

18

18

체계적 능력
(System Skills)

22 26 28 25 24 18 23 22 -

-

26 24 -

16 23 16

16

16

17

자원관리 능력
(Resource
Management Skills)

21 15 38 35 29 24 20 20 -

-

16 19 28 32 26 28 24

29

14

13

25 20 20 18 29 22 5

-

22 20 -

-

26 21 19

18

14

12

-

현
재

2020

사회적 능력
(Social Skills)

2020

36

2020

36

2020

38

2020

-

2020

32 24 35

인지 역량
(Cognitive Abilities)

42 33 28 31 49 38 35 39 35 36 36 46 -

16 -

현
재

평균
현
재

기술적 능력
(Technical Skills)

현
재

2020

현
재

복합문제해결 능력
(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현
재

정보통신
전문
미디어 이동수단
기술
서비스

2020

에너지

2020

소비자

2020

구분(%)

기초/
인프라

10 19 13 25 -

-

15 23 35 36 20 23 -

-

11 27 19

22

11

15

콘텐츠 능력
(Content Skills)

6

13 -

-

-

-

22 24 -

-

19 18 -

-

22 28 11

15

10

10

신체적 역량
(Physical Abilities)

-

-

-

-

-

-

-

-

-

-

-

5

4

-

-

-

-

-

-

-

출처: 글로벌 정책과학기술기관(2016). 5쪽.

한편 협업이나 협동기술, 감성지능, 협상력 등의 사회관계 기술도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었
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이나 인지역량이 지성 또는 개인적 수준의 역량인 것에 비해 관계적 역량
의 특성을 갖는다(현영섭, 2017a).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나노단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생겨나면서 이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이 사회
관계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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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이 일자리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의 중요성은 다
른 교육 영역보다 더 크다. 일자리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나 청년뿐만 아니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변화는 일자리 구조의 변화
와 함께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에 대한 재교육, 새로운 경력을 찾고 직업순환을 하기 위한 지원,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협업과 연계, 해외 인재의 확보, 인재육성을 위한 통합적 연계형 체계
구축 등이 전략이 될 수 있다.
소프트 파워와 유사한 용어로 Talent가 강조되고 있다. Talent는 ‘창의적 인재’, ‘인재 경쟁력’,
‘소프트 파워를 포함한 역량’ 등의 의미로 활용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즉, Talent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필요 역량이면서 동시에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 자체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역량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4차 산업혁명에서의 역량 화두
역량

개념 및 내용

소프트
파워

- 소프트 파워: 교육, 과학, 문화, 기술 등 인간의 이성 및 감정적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힘으로
연결성과 창의성을 구성요소로 함
- 연결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간의 연결, 서비스와 생태계 간의 연결, 인간과 기계
간의 연결 등 다양한 개체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산출 능력
- 창의성: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전 산업분야의 저변에 존재하는 평범하지 않은 힘으로 산업과
문화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시각

직무
역량

- 직무역량: 일자리의 변화와 연결되어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상의 기술과 능력
- 복합적 문제해결기술: 연계성에 기초를 두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 인지능력: 사고 유연성, 창의성, 논리･수학적 사고 등의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
- 사회관계 기술: 협업이나 협동기술, 감성지능, 협상력 등 사람의 연계 능력

Talent

-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필요 역량이면서 동시에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 자체

Talent와 관련해서는 인재육성 체제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이 논의를 보면
한국은 Talent 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lent 비대칭은 Talent 양성과 활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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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균형된 수준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교육투자와 등록 등의 투입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의 수준은 해외 주요 선진국을 능가한다. 그러나 활용과 지원 시스템 그리
고 공급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한국은행, 2016;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의 교육투자와 등록 등 투입 요인은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투자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거
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OECD(2016)에 의하면 한국의 GDP 교육투자 비중은 5.9%이며
OECD 평균(5.2%)보다 높은데 여기에 공공은 4.0%, 민간은 1.9%였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
은 6.2%, 독일 4.3%, 일본 4.5% 수준이었다(OECD, 2016). 물론 백분율과 실제 투자 규모
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선진국의 GDP 규모가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투자와 함께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의 등록률도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 교육은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OECD의 조사 결과에서 한국은
3차 교육 등록률이 2위로 나타났는데 일본이 42위, 독일이 35위, 중국이 69위, 미국이 5위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률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반면에 인재의 양성과 활용 등에서는 한국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IT 관련 인재의 양성 규모 부족, 인재의 노동력 등 질적 수준의 저하, 교육시스템의
질 낙후, 전문 직업훈련서비스의 현업적용성의 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현대경제
연구원, 2017)(<표 Ⅱ-6> 참조).

❙표 Ⅱ-6❙ 교육 및 노동력 기술 수준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미국

교육시스템의 질

75

37

13

43

17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

36

18

17

50

33

전문 직업훈련서비스의 현지 가용성

58

23

13

61

16

노동력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수준

22

26

8

74

12

현재 수준

26

19

2

85

5

미래 기대 수준

24

39

15

58

18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7).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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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새로운 일자리 역량에 대한 점검과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2016년부터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 체제나 온라인 에듀
테크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a)의 내용을 보면 [그
림 Ⅱ-6]과 같다.

❙그림 Ⅱ-6❙ 폐쇄회로 교수학습 체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a). 10쪽.

 에듀테크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결과 평등이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하여 에듀테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교사 부족 해소, 인프라 부족 해소, 저렴한
교육비용 실현, 다양한 사례나 현상의 신속한 공유, 다량의 실시간 데이터 제공, 다양한
교수법 적용, 성인직업교육에의 적용 가능 등의 가능성을 갖는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a).
 에듀테크의 활용을 위해서는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폐쇄회로 학습체제가 필요하
다. 폐쇄회로 학습체제는 학습목표 설정부터 학습결과의 추적까지 일련의 학습과정이
서로 통합되고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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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능력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프트 파워, 직무역량, Talent 등 다양한 화두가 등장하고 있다. 각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한국의 경우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 구축,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 노동력의 질 제고 및 직업 훈련의 현업적용도 향상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변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정책의 방향은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과 전문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경력경로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홍영란 외, 2016). 더 나아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현업적용성 강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가 단위의 새로운 체계 마련, 연계성과 창의성의 인재육성
체계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4차 산업혁명 때문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학습과 학습자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의 발전, 소통 미디어의 발달, 개인적 가치의 존중 문화 등은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요구와 이를 반영하는 학습 유형의 탄생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학습 유형 또는 개념 중에는 나노학위(Nano
Degree), 패스트 러닝(Fast Learning), 마이크로 칼리지(Micro College), 인공지능 교사(AI
teacher), 익스트림 학습자(Extreme Learner) 등이 있다. 나노학위와 패스트 러닝은 괘를
같이하는 온라인 교육 제공 방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온라인 유･무료 강좌 시스템이 MOOC
형태로 발전하면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성인학습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시도되는 것이다.
나노학위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 제공업체인 유다시티(Udacity)에서 개발한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을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보다 유다시티에서 인공지능 나노학
위과정의 이수를 선택할 수 있다. 유다시티의 나노학위는 곧바로 필요한 지식을 3개월 정도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전문분야 온라인 강좌이다(매일경제, 2017a).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야하고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통적 학습 유형은 효율성이
부족해진다. 이에 유다시티의 나노학위와 같이 대학원 과정이나 학부 과정에서 작은 단위의
학습모듈을 활용한 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33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나노학위와 유사한 유형이 패스트 러닝이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빠르게 배울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은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매
일경제, 2017b). 유다시티보다 더 큰 세계적 온라인 교육 업체인 코세라(Coursera)는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패스트 러닝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미국 일부
대학의 MBA 과정은 코세라를 통해서 2년까지의 풀코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한국
에서도 미국 대학의 MBA 석사과정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온라인 학위과정에 대한
것이지만, 과거 유학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의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도 패스트 러닝의 전략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온라인 강좌의
강화, 전통적 학위과정의 위기, 작은 단위의 학습모듈의 확대 등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학습자의 요구 변화가 나노학위나 패스트 러닝을 만든 것이라면, 과정을 없애는 학습자의
요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익스트림 학습자는 배우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찾거나 등록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나 전문가와 함께 관련 활동을
하면서 지식을 습득한다(IFTF, 2014a). 이는 교육과정의 필요성보다는 직접 활동을 하는 단체
나 모임을 통하여 배운다는 점에서 마치 길드(Guild)의 교육체계나 도제제도와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전통적인 평생학습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전통적 문화센터의 교육과정보다
백화점의 상품판매소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MD(Merchandise)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도에 대한 공부를 교육과정이 아니라 차를 파는 가게에서 차를 직접 만들고
마시면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평생학습이 보다 실천성과 현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익스트림 학습자 외에 체화된 학습(Embedded and Embodied Learning), 글로벌 학습 제공
자(Global Learning Arbitrage), 온라인 교육내용 공유(Content Commons), 사회구조적 직무
와 능력(Socialstructed Work), 인간-소프트웨어 연계 바이오시스템(Human-Software
Symbiosis), 학습 및 정보 평가 기관(New Foundations) 등이 새로운 학습동향으로 제안되고
있다(IFTF, 2014b).
아직 개념적 논의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이 목도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형태가 개별화되고 개인화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온라
인 공유나 이에 대한 평가 기관 등에 의한 정보 평가와 공급으로 정보의 제한이 많이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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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학습 도구나 유형에 의해 학습을 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익스트림 학습자로서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고, 어떤 학습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기기로 자신이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학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공유한다. 또 어떤 학
습자는 직접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학습기관이 된다.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호텔을 평가하듯이 다양한 학습 정보나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판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관도 등장한다. 이런 변화가 현실화되고 빈번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현실에 등장하고 있다.
나노학위, 패스트 러닝, 익스트림 학습자 등의 등장은 평생교육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자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개인화되는 동시에 사회 연
결화된다. 따라서 학습자와 학습내용 그리고 방법을 정책으로 규제하거나 한정하기가 쉽지 않
다. 오히려 평생학습정책이 이를 반영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
서 새롭게 등장하는 학습을 어떻게 학점이나 학위 등으로 연결할 것인지, 잘못된 정보나 과정
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학습의 불평등성이나 한국적 문화의 증발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정책적 화두가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중장기적인 고민과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 4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며 마냥 핑크빛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서울경제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
명을 이끌 기술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사물인터넷, 로봇 등이 지목되었다(조양준, 2016). 그러
나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양극화 심화(61.7%), 대량 실업(14.7%),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8.82%), 기계의 인간지배(2.9%) 등이 있었다(조양준, 2016)([그림
Ⅱ-7] 참조).
양극화의 심화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
인뿐만 아니라 조직, 지역, 국가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4차 산업으
로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하여 전문성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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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면서 발생하는 양극화, 비정형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의 양극화 심화
도 예상된다(최현수 외, 2017).
서울경제신문에서 조사한 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의 부정적 측면은
일자리의 변화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일자리 증발이라는 현상을 가져오고 이것이 부정적 측면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
출처: 조양준(2016). <http://www.sedaily.com/NewsView/1KW8GRW1XZ>. 2017.8.3. 인출.

일자리 증발은 2016년 슈밥에 의해 발표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었
다. 2016년에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5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규모의 정확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기계나 인공지능 등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가 잠식되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일자리 증발은 현실가능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글로
벌 과학기술정책기관, 2016).
일자리 증발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의
편중성 때문이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주로 육체노동이나 단순노동, 관리직 등의 중간관리직으
로 파악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중간관리직의 약 50%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WEF, 2016a). 그 다음에 육체노동이나 단순노동은 완전히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조양준, 2016).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미 상당 부분의 생산직을 대체하고 있다. 제조업에
서 상품 생산 공정의 다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인간이 지원하는 보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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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감정과 지식노동에 속하는 판매직이나 단순사무직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과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회계 처리는 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다. 반면에 비정형적이고 비반복적인 영역의 경우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한 대체율이 아직
까지 높은 편은 아니다([그림 Ⅱ-8] 참조).
그렇다고 하여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직이나 연구직, 관리
직의 경우 보다 발전한 유형의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대신할 IBM의 왓슨(Watson)은 초기 암환자 진단율에서 인간 의사를 앞서고 있고, 한국
의 대학병원 등에서도 의료용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복잡한
주식매물의 흐름을 판단하고 수익과 고객의 입장 등을 고려하는 주식 매매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주식 매매자의 경우 고빈도 매매(High-frequency trading)를 통하여
인간 매매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고빈도 매매는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수 백만개의
주식을 사고파는 매매방식이다. 이는 인간 매매자는 직접할 수 없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능하
다(나준호, 2016).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한다면 고빈도 매매를 자율적으로 또는 주어진 프로
토콜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인간 매매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의사나 주식 매매자와 같은 전문직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다.

❙그림 Ⅱ-8❙ 인공지능 및 로봇의 직종별 영향
출처: 나준호(2016).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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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직에 비해 단순생산직, 육체노동, 단순서비스직, 사무직 등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인공지능과 협업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좁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증발이 발생하는 주요 직무영역이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인간고용
잠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멈추지 않는 현상이다.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기계 또는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한다(Brynjolfsson & McAfee, 2011). 따라서 인간의 일자리
증발은 특정 직종이나 영역에 집중되며 이는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
일자리 증발의 편중과 함께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가치 창출의 편중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대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나 기존의 일자리를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나눠서 소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근로시간 탄력화 모델을 통한 조업단축제도나 근로시간계좌제 등이
었다(Bosch, 2009).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사람이 엄청난 부를 축적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수퍼스타 경제(superstar economy)의 출현이다. 수퍼스타 경제는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처럼 극소수의 재능 있는 엘리트들이 큰 보상을 받고 절대 다수는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을 받는 구조’를 의미한다(나준호, 2016). 4차 산업혁명에서 일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과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지위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단지 인공지능 수준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독점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영역마다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나 집단을 만들어 왔다(김세현 외,
2016). 특히 인공지능 수준의 기술력이 개인까지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개인이
빅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엄청난 소득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이원화,
2017).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으로 양극화 심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일자리 증발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증발은 모든 직종이나 직급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노동, 생산직, 단순서비스 및 사무직 등으로 표현되는 직종이나 직급
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집중적으로 발생된다. 반면에 전문직이나 정신노동
의 경우 대체보다는 보완과 협업의 형태로 일자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차
적으로 일자리 증발이 편중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소득이나 일자리 양극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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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갖게 된다. 또한 특정 개인에게 소득이나 가치가 집중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당장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일자리로 전환하기 어려운 노동자는
기계에 빼앗긴 일자리와 소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으며, 결국 사회적 약자의 굴레에
빠지기 쉽다.
평생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평생교육 자체
가 평등성을 추구하는 학문 영역이며 또 일자리 등 성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
서 평생교육의 중요한 이슈가 4차 산업혁명의 양극화 등의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은
양극화 현상에서 사회적 약자로 빠져들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 영역이어야
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영역이어야 한다. 일자리의 적응
이든 기회의 회복이든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평생
교육은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축면에서 최근 국정과제로 발표된 나노학위, MOOC의 변화 등은 평생교육
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현영섭, 2017b). 더불어 평생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도와주는 교육으로서 평생교육이 자리매김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정적 결과 중 빠지지 않는 하나가 윤리관의 문제이다. 앞서 서울경제
신문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양극화나 대량실업과 함께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 기계의 인간
지배 등의 모습도 부정적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조양준, 2016). 물론 이 항목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은 인간의 효용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
라 인간의 삶과 정신에서의 가치 평가 절하를 의미한다([그림 Ⅱ-7] 참조). 결국 인공지능보다
일을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치나 의미가 저평가된다는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가진 부정
적 측면과 불합리함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중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의
기준을 누가 만들 것이며, 또 그렇게 만들어진 윤리적 기준이 적절한 것이냐의 것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동의 삶을 구성하여 살아갈 때 서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와 연결된다(신상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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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나 고민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가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인공지능은
어떤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되어 자주 언급되는 윤리적 문제가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이다(나무위키, 2017).
1967년 철학자인 필리파 푸트(Philippa Foot)가 제안한 윤리적 딜레마 문제가 트롤리 딜레마
이다. 이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로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에 의해서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나무위키, 2017). [그림 Ⅱ-9]를 보면 자율주
행 하는 기차는 사고를 직면하여 피할 수 없을 때, 한 명인 운전자를 희생하면서 앞에 있는
다수의 행인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를 보호하고 행인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희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결국 누구를 죽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에 프로그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Ⅱ-9❙ 트롤리 딜레마
출처: 나무위키(2017). <https://namu.wiki/w/%ED%8A%B8%EB%A1%A4%EB%A6%AC%20%EB%94%9C%EB%A0%88%
EB%A7%88>. 2017.8.3. 인출.

트롤리 딜레마에서 보면, 결국 사람이 운전자일 때에는 사람의 윤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
는 것이지만, 자율주행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코딩한 개발업체, 차를 조정
하는 운전자,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행동과 책임의 대상이 다양해진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
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하나의 기계라는 점에서 또 프로그램 되어 있는 데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거부감이 생기게 된다. 하나의 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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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등장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다 교육적 영역에서 윤리적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만약 교실에 인공지능 교사가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벌을 주고, 점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 벌을 따르고 점수를 신뢰할 수 있는가?
또 인공지능 교사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등 윤리적이면서 실천적 문제가 발생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김미향, 2016). 인공지능이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존댓말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0%에서 50%의 학생들은
인공지능 교사가 기존의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어찌되었던 인공지능이
인간교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다른 태도의 경우,
인공지능 교사에게 높임말을 사용하겠다는 경우가 70% 이상, 숙제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역
70%, 교육관계 지시를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60%, 벌칙을 따를 것이라는 경우가 약 42%
정도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Ⅱ-10] 참조).

❙그림 Ⅱ-10❙ 인공지능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김미향(20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6259.html#csidx385372fa1cd62289b66a3e
bedae25cc>. 2017.8.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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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인공지능 교사와 학생상담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논의는 결국 인공지능을 교사
로 인정하겠느냐는 판단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자율성, 행위자성(agenthood), 정보권(infosphere) 등의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등
한 존재가 된다. 인공지능은 자율적 판단을 하고(자율성) 이에 따라 자율적 행동을 하고(행위자
성), 정보적 측면에서 정보를 유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정보 생태계에서의 존재의 권리를 갖는
(정보권) 존재이다(신상규, 2016). 이럴 경우 인간과의 윤리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
로 자동화(automation), 의존성, 생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단지 기계이고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이 항상 대립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행위자성이 부족할 수 있고, 정보권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이 조정하는 도구이기만 하다면 인간과 동일한 존재인지 아니면 단지 도구인지가 혼란스럽
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존재의 등장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는 인간과 유사한 또는 더 뛰어난 지적능력이나 육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 즉, 인간과 공존하면서 인간의 일을 하고 인간을 도와준다. 하지만 도와준다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와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과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윤리적 문제는 평생교육의 중요 교육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교육 등을 통해서도 다룰 수 있으나 성인연령대에서의 학습은 평생교육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형식교육 보다는 평생교육의 유연함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고와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윤리적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인식 진작을 위한 교육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에서도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 역량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MOOC 운영업체의 경우 인공지능이
학생의 보고서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인공지능의 피드백에 대한 학생
의 수용이나 이해 등의 윤리적 문제와 함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현영섭,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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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체계적 정책과 체제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를 규정하는 정책 또는 공공 영역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 정책과 준비
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국가인재정책에 대한 재조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변화에 대하여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이미 2011
년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체계 및 실천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1년 대통령 자문 위원회인 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Science and
Technology)가 ‘Report to the Pres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부터 미국은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한국은행,
2016).
AMP 1.0 정책의 초점은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강화 전략 개발 및 운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조업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혁신역량 강화, 인재
양성, 기업여건 개선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전략을 마련하였다. 혁신역량 강화의 경우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학습의 기회 마련이 주요 핵심이다. 인재 양성은 제조업
에 초점을 두고 기술 습득 또는 학습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Fellowship과 Internship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고, 기업
여건 개선은 주로 세액 감면 지원이나 에너지 관련 정책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AMP 2.0으로
발전되어 최근에는 고용창출,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 참여 등의 관련 전략이 추가되었다.
AMP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나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제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PCAST
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하여 제조업 혁신 기구(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MII)의
안을 제시하였다([그림 Ⅱ-11] 참조).
MII은 제조업 분야로 한정되지만 대학과 국가연구소, 지역사회 대학의 프로그램, 고도기술
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고 여기에 국가네트워크가 동원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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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CAST, 2012). 제조업은 꼭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도 4차 산업
혁명이나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학습, 기술 개발, 교육의
방법으로 MII 모형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Ⅱ-11❙ MII 모형
출처: PCAST(2012). 23쪽.

PACST 이외에도 미국은 관련 준비를 위하여 NNMI(the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ITRD(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IC(Industry Internet Consortium),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GENI(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ing Innovations), SAC(Smart America Challenge)
등의 다양한 정책 또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특정 전략이나 주제에 초점화 된 모습으로
특히 SAC의 경우 고등교육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교육 분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 2016). SAC는 일종의 대학과 연계된 테스트베드의 특성을 갖는다. [그림 Ⅱ-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SAC는 다양한 영역의 테스트베드 전체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베드는 대학, 기업, 민간기구 등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고 또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갖고 있다.

44

Ⅱ. 한국의 평생교육 2030 기본 구상

❙그림 Ⅱ-12❙ SAC의 테스트베드 영역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9쪽.

미국의 정책적 특징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통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민간과 기업 등의
콘소시엄이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 특히 평생학습의 영역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교육이나 혁신 인재의 육성은 대학과 기업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다.

2)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인구고령화 대응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보고 제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되어 ‘하이테크 전략 2020’과 ‘Industry 4.0’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하이테크 전략 2020’은 2006년부터 추진한 기술혁신 전략이고 2011년에는 ‘Industry 4.0’
을 통합하여 2014년에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를 발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2015년에는 ‘Platform Industry 4.0’을 발표하여 민간과 공
공분야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기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을 가능
하게 하는데 역부족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인식을 전환하는 요소를 강화한 것이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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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들은 제조업을 지원하고 인터넷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혁신과
스마트 공장 운영에 초점을 둔 정책 전략이다. 독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술혁신과 적용
을 위하여 민간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형태로 ‘Industry 4.0’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으며, 자원
조달부터 생산, 물류, 소비자 서비스까지 자동화하고 연결하는 형태의 생산과정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에 직면한 독일은 전역에 60여 개의 ‘Fraunhofer 연구기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기구는 대학과 기업의 수요와 연구 역량을 연결하는 공공지원의 연구기구
이다([그림 Ⅱ-13] 참조). 더불어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역할을 하면서 관련 우수인재의 양성
및 배출, 아이디어의 생산 등의 기능을 갖는다(한국은행, 2016).

❙그림 Ⅱ-13❙ 독일 Fraunhofer 연구기구의 구조 및 역할
출처: 한국은행(2016). 10쪽.

독일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통일 이후 경제적 위축과 경쟁심화, 4차 산업혁명
적응 등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업 기술 혁신과 관련 인재 양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Fraunhofer 연구기구’를 독일 전국에 60여 개 이상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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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Fraunhofer 연구기구’ 자체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
로써 미국과 유사하게 민간의 참여 및 대학과 기업의 연계 속에서의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이라
는 형태를 갖는다.

3)
일본은 2013년에 ‘일본재흥전략 2015’를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
다. 특히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자체와 함께 이로 인하여 발생될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차별적이었다. 또한 독일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
에서의 사회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독일과도 차별적이었다. 일본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
제활동 인구와 노동 인구의 감소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이러다 보니 일본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콘소시엄 형태의 연구개발
부서를 운영하는 동시에 초등학교부터 학교체제의 변화를 포함하는 변화 계획도 수립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콘소시엄은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연구개발, 나노기술 및 재료분야
연구개발, 혁신적 에너지 및 환경기술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 혁신적 치료 및
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민간기관, 정부기관, 기타 조직의 참여를 이끄는 협력조
직을 구성하려는 계획이다(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6).
이와 함께 2016년 4월에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을 발표하여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서 교육
및 고용시장 개혁, 금융기능 강화, 취약층 지원, 공감대 형성 등의 사회적 변화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중 교육 및 고용 시장 개혁은 인재 육성과 고용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포함하는 영역이었다. 이 영역에서 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의 강화, 차세대 학교 운영 촉진, 박사 경력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협회, 2016)([그림 Ⅱ-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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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계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산업계에
인재 배출

사물인터넷

･ 사회구현의 방향 공유
･ 실제사회에서의 정보
기술의 활용방법을 배울
기회 확보

･ 세계 톱 레벨 육성(5인/년)
･ 업계대표레벨 육성(50인/년)
･ 직장레벨 육성(500인/년)

톱 레벨 인재 육성

･ 독립레벨 육성(5,000인/년)
･ 견습레벨 육성(50인/년)

수리, 정보관계 학부･대학원 강화

･ 이학연구소 AIP(세계 톱 레벨의 연구)를 이끌 연구자 육성
･ 신진연구자 육성(탁월연구원 제도, 경쟁적 자금의 활용을 포함)
･ 국제연구거점 형성
정보스킬

･ 새로운 학부 등의 정비 촉진
･ 정보핵심 커리큘럼･이공계 기초인 수학 교육의 표준 커리큘럼 정비
･ 새로운 사회를 창조, 견인하는 기업가 육성

･ 이용능력자 양성(500,000인/년)

전학년 수리 및 정보 교육 강화
･ 교육체제의 근본적 강화(수리 정보 교육 연구센터(가칭) 등
･ 초등학교에서의 체험적으로 학
습할 기회 확보, 중학교에서의
콘텐츠에 관한 프로그래밍 학
습, 고등학교의 정보과목을 반
드시 이수
･ 전 교과의 과제발견 해결 등의
프로세스에서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ICT 효과적으로 활용

정보
이용능력

고등교육(대학･대학원･전문교육)
정보활용능력의 육성･교육환경의 정비
･ 차세대에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등의 정보활용 능력의 육성
･ 액티브 러닝의 관점에 지도나 개인의 학습요구에 대응(스마트 스쿨의 구상)
･ 학교관계자와 관계기업 등에서 구성하는 민관 콘소시엄의 설립

초등･중등교육

❙그림 Ⅱ-14❙ 일본의 인재육성 이니셔티브
출처: 한국표준협회(2016). 22쪽.

4) 3
이상과 같은 3개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정책을 보면 공통적으
로 과학기술 중시, 민간-대학-기업-정부의 연계,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의 연계, 국가 수준에서
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기업 및 국민 등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합의 마련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제 경쟁력 심화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이에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평생학습 및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사회적 인식 변화, 과학기술 혁신, 교육 혁신의 3가지 주제로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여기서 사회적 인식 변화는 국민, 기업, 정부 등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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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선두 기술 확보, 민간-정부의
조화, 대학-기업의 연계, 교육 혁신은 새로운 역량 체계 마련 및 온라인/무형식학습의 활성화,
일자리 기반 지원, 불평등성 해소 접근 등의 화두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영 체계로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민간-대학-정부의 연계체계 운영, 평생학습-노동-산업-과학의
오픈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평생학습-노동-산업-과학의 오픈 플랫폼은
이 영역들을 연계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견을 교환하
고 참여하는 지식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그림 Ⅱ-15] 참조).

사회적 인식 변화

과학기술 혁신

교육 혁신

국민, 기업, 정부의 인식 변화

선두 기술 확보

사회적 합의 마련

민간-정부 조화

국가 역량 4.0 개발(가칭)
온라인/무형식학습 지원
일자리 전환 지원
불평등성 해소 접근

대학-기업의 연계

운영체계 마련
전문적 자문위원회 운영
민간기업-대학-정부 연계체계 운영
평생학습-노동-산업-과학의 오픈 플랫폼
❙그림 Ⅱ-1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출처: 권대봉 외(2017b). 53~63쪽에서 일부 활용하여 재구성.

2
평생교육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틀을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 논의의 역할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의 평생교육 2030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나 방안을 담아내기 위한 분석틀의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고찰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틀 구성의 이론적 근거로써 평생교육법 상
의 평생교육 영역 및 추진체계, UNESCO GRALE 보고서, 1차 년도 연구인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 논의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앞서의 2030 한국사회와 평생교육의 기본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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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2030을 위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번 장에서의 논의는 2030 한국사회와
평생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1) 6
평생교육의 틀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의 영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김진화 외, 2009). 한국의 평생교육법 제2조 1에서는 평생교육을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면서 6대 영역을 구분하였다. 6대 영역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이다.

2
,

1. "

"

,

,

,
(

,
, 2016).

여기서 평생교육 6대 영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진 분류로써(김진화 외, 2009), 6개의
영역별로 각각의 하위 영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초문해교육(01)의 경우 문자해독프로그램
(11), 기초생활기술프로그램(12), 문해학습계좌프로그램(13)의 3가지 하위 프로그램이 포함
되며 다른 다섯 개의 영역도 각각 3개씩의 하위 영역이 포함되어 총 1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Ⅱ-16] 참조).
평생교육의 6대 영역 구분은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체계화하는데 가장 기본
이 되는 틀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의 통계 등을 산출하
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평생교육 6대 영역의 구분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6진 분류에 근거를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6대 영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평생교육 프로그
램의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미래개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영역
별 정책이나 개혁 방안에 치중되므로 추가적인 분석틀 요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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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출처: 김진화 외(2009). 55쪽.

또한 6대 영역의 구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최은영 외, 2015)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6개
영역 구분의 모호함이나 구분 체계에서의 중첩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
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6)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기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담당자 및 전문가가 분류한 결과 학력보완교육, 기초문해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의
경우 일치율이 각각 6.1%, 38.8%, 40.9%, 41.4%, 42.5% 등으로 절반도 되지 못하여 프로
그램과 영역 구분 간의 불일치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능력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일
치율이 79% 이상이었다. 즉, 평생교육 6대 영역의 구분이 평생교육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구분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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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대 영역의 구분을 조정하여 분석틀에 반영하
였다. 기존 연구들(경기도･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6; 최은영 외, 2015)의 연구결과에 기
초하여 ‘직업능력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신 학력보완교육과 기초문
해교육은 문해교육과 학력보완 간에 중복성이 존재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보았다. 이에 ‘문해/학력보완교육’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
교육의 경우 인문학, 건강, 시민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문/시민참여교육’으로 통합하여 명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Ⅱ-7>과 같다.

❙표 Ⅱ-7❙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재구분
프로그램 영역
문해/학력보완교육

하위영역
생활문해, 다문화한국어, 한글문해, 초･중등 학력인증,
고등학력보완(학점은행제, 학습계좌제, 독학학위제)

직업능력교육

현직직무역량 강화(문해교육사, 평생교육사, 전문직무 연수)
자격인증(각종 자격 취득, 지도사 양성, 외국어 컴퓨터 등)
직업준비(취･창업 준비, 재취업 등)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향상(미술, 서예, 악기, 관람 등)
생활문화예술(생활공예, 사진, 노래교실 등)
레저생활스포츠(레저활동, 생활스포츠, 스포츠예술 등)

인문/시민참여교육

건강심성(생활의료, 심리상담, 정신건강 등)
기능적 소양(부모교육, 생활외국어 및 컴퓨터, 가정생활, 요리 등)
인문학적 교양(역사/교양/인문학 강좌 등)
시민참여활동(학습동아리,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시민리더역량(시민리더, 평생학습리더, 지역활동가 등)
시민 책무성(환경생태, 주민자치, 지역관련 교육 등)

2)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대 영역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
도적 장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영역에서의 정책 방안
을 마련하는 분석틀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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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항의 제정 시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조항 간의
위계성이나 체계성을 찾기는 어렵다. 빠른 법조항 번호의 순으로 보면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는 학습휴가제도로서 일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 실행되는 평생교육
정책이다. 다만 이 하나로서는 매우 좁은 영역의 정책만을 의미한다는 한계점과 현실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다는 점이 지적된다(오정록 외, 2008).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기본계획은 제 9조에 명시되어 있고 2017년까지 세 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었다. 평생교육기본계획은 평생교육 정책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서 정책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체계와 과정이 하나의 정책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책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평생교육법의 다양한 법조항에 관련되는 것으로 평생교육 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에 해당된다. 그만큼 이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
이 높으며(장인호, 2015; 최은수, 2002) 독립적 정책 영역이 될 수 있다.
❙표 Ⅱ-8❙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재구분: 법 조항
체제 및 정책 영역

법조항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8조

평생교육기본계획

제9조

평생교육 추진체계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제10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2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2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20조의2
시･군･구평생학습관: 제21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제21조의2

평생학습도시

제15조

평생교육통계조사

제18조

정보화

제22조

학습계좌

제23조

평생교육사

제4장

평생교육기관

제5장

문해교육

제40조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

출처: 평생교육법(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http://www.law.go.kr/unSc.do?menuId=10&query=%ED%8
F%89%EC%83%9D%EA%B5%90%EC%9C%A1%EB%B2%95>. 2017.3.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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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조항을 포함하
고 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통계조사, 정보화, 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평생
교육기관, 문해교육 등이 그것들이다. 평생학습도시는 정책 분류상 지역평생교육 지원사업에
해당되지만, 평생교육사업 중에서 중요성이 크고 또 오랜 동안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의 영역으로 독립적 범주를 형성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나 문해교육의 경우에도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독립된 정책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 규모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평생교육 정책의 범주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평생교육통계조사, 정보화, 학습계좌제는 사업의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 작거나 현
실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 사업들이다(임경미 외, 2013). 다만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관리, 평가 등의 항목이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학점은행제의 경우 제도 자체는 학점인증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평생교육기관과 결합
된 상태라는 점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급처로서의 평생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은 하나의 범주로서 구분될 수 있다.
반면에 학습결과의 관리 및 인정의 경우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으로 구체화되어 다양하
게 실천되는 사업이면서 광범위한 대상과 범주를 갖는 정책 영역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적하여 학점 및 학위취득으로 연계하거나 독학학위제와 같이 시험으로 연계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등의 방식은 학력과 관련되어 평생교육의 초석으로 평가될만하다(김재웅,
2005; 오재록, 2015).

3)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분석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시하는 주요
사업 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물론 이 중에는 평생교육법에 직접적으로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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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평생교육 주요사업
주요사업

세부사항

지역평생교육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고등교육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평생교육 중심대학 지원

평생교육 양성 및 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양성, 자격, 배치(평생교육법 조항 존재)
평생교육법 조항 존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고등교육 기반 공개강좌 운영 서비스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포털사이트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교육법 조항 존재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과정 개발 및 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및 단위학교 지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a).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EABAAAA&bmode
=view&idx=EABAAAA>. 2017.3.30. 인출.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기마다 차이는 있으나 2017
년 평생교육의 주요 사업을 11개로 구분하고 있다(<표 Ⅱ-9> 참조). 평생교육법 상의 분류와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이도 존재하였다. 지역평생교육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나 지역의 평생
교육 추진체계를 포함하다는 점에서 법과는 다른 범주였고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묶인 것이었
다. 더불어 고등교육은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포진하는 것으로 이
역시 평생교육법에서의 구분과는 차이가 있는 개별 사업의 범주이다. 하지만 대학 평생교육
사업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독립 사업이지만 정책 범주로 해당
될 수 있고 고등교육의 혁신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성도 존재한다(채재은, 2015).
그 외에도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는 학점 인정에 대한 법적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범주에서는 하나의 정책 범주로 구분되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역시
평생교육법상 문해교육과 일치되는 범주이었다. 또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역량 강화는 평생교
육법상 평생교육사와 일치되는 범주이었다. 이 범주들은 현재 정책 및 사업과 평생교육법에서
서로 일치되는 정책 범주라고 할 수 있다(강대중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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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나 국가평생학습포털은 정보화와 관련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이었다. 또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은 최근의 이슈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범주로서 적절한지
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주요 사업의 분석틀은 평생교육의 미래 개혁을 위하
여 생각해야 하는 현재 시점의 평생교육 정책이나 모습이다. 따라서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평생
교육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식이나 혁신적 변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
한 부분이다. 이에 평생교육의 정책 및 사업도 평생교육의 미래개혁을 위한 분석틀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매우 다양하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과 중복되
거나 평생교육의 본연적 기능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분류화하여 분석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문해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사업,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평생교육 영역과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분석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지역평생교육 지원(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센터, 시도평
생교육진흥원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규제, 고등교육 지원(평생교육 대학 지원사업),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학점 및 학위 인정(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
정보 제공(평생교육통계조사, 정보화, 온라인 공개강좌, 국가평생학습포털)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표 Ⅱ-10> 참조).

❙표 Ⅱ-10❙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영역 구분
정책 및 사업 영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국가평생교육협의회 등 국가 및 지방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지역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센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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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관리, 처벌 등

고등교육 지원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평생교육 중심대학 사업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사 양성, 자격부여, 배치, 전문성 향상 등

학점 및 학위 인정

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 정보 제공

평생교육 통계조사, 정보화, 온라인 공개강좌, 국가평생학습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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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SCO GRALE

5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 정책의 분류는 역시 평생교육 정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포괄한
다. 또한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프로세스나 정책 자체의 지원 체계
등에 대한 분석 기준으로는 적합성이 부족하다. 즉, 지역평생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의 재정지원
이나 정책 거버넌스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UNESCO GRALE
보고서는 문해교육이나 각국의 평생교육 정책을 평생교육의 지원요소나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다른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UNESCO는 2013년 문해교육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문해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과정과 요소에 따라 정책, 이행, 재정,
참여, 질 관리의 5개의 주제 영역을 제안하였다(김태준 외, 2016). 이는 문해교육 정책 내용보
다는 정책 흐름과 지원을 위한 요소들을 반영한 모형이었다. 즉, 정책적 우선 요소들을 중심으
로 구분한 것으로 5개의 측면을 반영한 것이었다(<표 Ⅱ-11> 참조).

❙표 Ⅱ-11❙ UNESCO의 문해교육 정책 요소
정책 요소

세부사항

정책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요구의 인정, 학습 참여 보장 등

이행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분권화,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예산 확대, 학습자 및 정책 특성에 따른 다양화, 지원시스템 운영 등

참여

참여 확대 및 지원 방안 마련

질 관리

학습결과 관리, 자격제도 운영, 모니터링/평가/질 관리 시스템 운영

출처: UNESCO(2013). 39~56쪽에서 재구성.

정책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과 관련된다. 즉,
정책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발전시키는 노력(promoting adult education policy
within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과 관련된다. 이를 위한 첫째 단계는 평생교육의 중요
성, 가치 요구에 대한 인정과 둘째는 학습 참여를 보장하고 학습을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UNESCO, 2013).
이행은 거버넌스 구조와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putting governance stru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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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in place). 이행은 평생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게 그리
고 평등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게 한다(UNESCO, 2013).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및 협력을 유도하고 분권화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되고 또 지속가능하도록 한다
(김태준 외, 2016).
재정은 평생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투입(financing adult learning and education)이다. 국가
등 정책 범위에서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 분야의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재정의 특성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문해교육의 경우에는 대상의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의 전환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또한 고용주나 사기업 등에서의 평생교육을
통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파트너십과 공동비용, 세금감면, 바우처
제도, 대출제도 등의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과 연결된다(UNESCO, 2013).
참여는 평생교육에서의 참여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expanding participation and
provision in adult education).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다(김태준 외, 2016). 이를 위하여 참여 통계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국제적 비교 연구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다양성 제고, 참여수준 낮은 집단
에 대한 분석 및 지원책 마련, 장애인 교육지원, 참여를 위한 지역문화 조성, 지역 학습공간
마련, ICT활용을 통한 학습 기회 확대 등이 주요 사항으로 제안된다(UNESCO, 2013).
질 관리는 평생교육의 결과와 평가 그리고 책무성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이다
(ensuring quality in adult education). 이를 위하여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결과 구체화, 국가역
량체계와 연결된 학습결과, 평생교육과 연관된 자격제도 운영, 학습결과의 모니터링/평가/질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이 주요 전략으로 제안되었다(UNESCO, 2013).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을
통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 및 거버넌스에 해당된
다. 또한 참여 역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및 방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참여를 위한 정책
및 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 이에 정책, 이행, 참여를 통합하여 정책 및 거버넌스로 범주화하였
다. 그 외에 재정과 질 관리는 그대로 반영하였다. 즉, UNESCO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구분
을 활용하여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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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이 평생교육 정책의 세 가지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 정책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즉, 평생교육의 다양한 영역이나 정책 방향에서 정책 및 거버넌스 차원, 재정 차
원, 질 관리 차원으로 구분하였다(<표 Ⅱ-12> 참조).

❙표 Ⅱ-12❙ 평생교육 정책 차원 분석틀
정책 차원
정책 및 거버넌스

세부사항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요구의 인정, 평생교육 참여, 지속가능한 운영, 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요소나 추진체계 등

재정

예산 확대, 학습자 및 정책 특성에 따른 다양화, 지원시스템 운영 등

질 관리

학습결과 관리, 자격제도 운영, 모니터링/평가/질 관리 시스템 운영

.
1차 년도 연구인 홍영란 외(2016)의 연구에서 평생교육 영역의 미래 전망 분석을 통하여
미래 방향을 7가지로 제안하였다. 7개의 방향은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
템 구축 및 활용이었다. 이 방향은 앞서 4차 산업혁명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문헌 고찰에서
미래의 평생교육 모습과 관련되는 미래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므로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 포함하였다.
7개의 미래 방향은 정책이 추구해야할 전반적인 동향과 지향점을 반영한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방향을 의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교육의 미래 개혁 방향이 복지-교육 연계형이 되어야 한다든지, 고등교육 지원
정책 및 사업이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에
독립적인 범주로 기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평생교육법 등의 정책 영역과 관련하여 분석될 경우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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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책 방향이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UNESCO의 평생교육 정책 차원이 평생교육 정책의 골격이라면 앞서 논의한 평생
교육 영역,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평생교육 미래 개혁 정책 방향은 평생교육 정책의 내용이다.
이에 평생교육 정책 차원을 따로 분석틀로 활용하기 보다는 평생교육 정책의 내용과 결합하여
2차원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우선 첫째 분석틀은 평생교육 영역을 문해/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
/시민참여교육의 범주로 구분한 것이다. 이 범주와 UNESCO의 틀을 2차원으로 결합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표 Ⅱ-13> 참조).

❙표 Ⅱ-13❙ 평생교육 영역 분석틀
범주

문해/학력보완교육

차원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시민참여교육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

다음으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을 활용한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은
평생교육 추진체계, 지역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규제, 고등교육 지원, 평생교육
사 양성 및 배치, 학점 및 학위 인정, 평생교육 정보제공의 7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역시
이 범주를 UNESCO의 틀을 2차원으로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표 Ⅱ-14> 참조).

❙표 Ⅱ-14❙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분석틀
범주
차원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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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추진체계

지역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기
관 지원 및
규제

고등교육
지원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학점 및
학위 인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Ⅱ. 한국의 평생교육 2030 기본 구상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을 활용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에는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
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
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7가지의 범주가
있다. 역시 이 범주를 UNESCO의 틀을 2차원으로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표 Ⅱ-15>
참조).

❙표 Ⅱ-15❙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 분석틀

범주
차원

초개방형
평생학습정
책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다양한
생애
미래 성장 동력
경력경로
주기별
준비를 위한
개발을 위한
맞춤식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지원시스템
정책 도입 통합 및 전문화
강화

신산업
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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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별 평생교육 정책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 중 하나는 ‘어느
정부 또는 어느 시기부터 분석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정책’의 의미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종수, 2009)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해방 이후 각 정부별
로 평생교육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광복이후 문맹퇴치교육,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인 평생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교육법 제정 등 평생교
육 영역의 법적 지위와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고, 당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과열
입시경쟁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적 고등교육 학위 취득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예컨대 독학학
위제 (1999년), 학점은행제(1998년), 사내대학(1999년), 원격대학 설립(2000년) 등이 운영
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운 법적 체
계와 각종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생교육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계층과 목적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확장되는 길을 걸었
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중심대학, 학습계좌제 등이 진행되
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추진 체계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평생교육이 하나의 국가적 정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이다. 이는 평생교육을 단위 사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차원의 정책 틀에 대하여 시기 구분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종합계획은 지금까지 3차
례에 걸쳐 수립되었는데, 2002~2006년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2008~2012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2017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수준의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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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으며, 3차례에 걸친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종합계획은
마침 정부별로 그 시기가 구분되어 해당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담고 있다는 점도 분석틀로
삼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참여 정부, 이명
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걸친 평생교육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미래의 평생교육 정책 동향과 정책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 2, 3차에 걸쳐 진행된 평생교육
진흥종합계획의 내용과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간 수립되었던 정부별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은 교육부
에서 관할하는 주요 영역 위주로 되어 있어, 평생교육의 광범위한 개념에 이르는 관련 정책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지 못하다. 평생교육이 개념상으로는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학교교
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고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각 대상별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가 구분되어 있는 현실적 측면 때문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성인대
상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였다. 예컨대, 평생교육법 제2조 1에서는
평생교육을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6대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력
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이 그것이다. 이 구분은 평생교육기관 구분 및 평생교육 통계 산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적 측면의 구분으로, 평생교육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동시에 고용부에서는 성
인들의 직업훈련에 관련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
술교육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 추진의 영역은 내용과 별도로 정책 추진의 요소별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평생
교육법에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평생
교육 추진체계, 평생학습도시, 통계조사, 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등이 법조항별 혹은 독립적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 정부별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또 별도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다. 이는 각각 독립적인 정책
사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별 평생교육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내용 영역별, 정책 요소

66

Ⅲ. 정부별 주요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성과 분석

별 분석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정부별로 교육부에서 이루어진 1~3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먼저 기술하며,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점
및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1
.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2006)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제2기에 수립되
었으며,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종합계획이다. 사실상 국민의 정부 막바지에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정책 기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계획이다. 국민의 정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맞게 된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의 여파로,
국가 경제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 대량실직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 등은 국민의 정부 내내 주된 정책 기조로 작동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의 공과를 분석한 최운실 외(2005)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 원인
이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비효율성에 있다고 인식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세계 일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인 국가 개혁이자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였
다. 그 7대 과제로 ① 참여 민주주의 실현, ② 자율적 시장 경제 완성, ③ 사회정의 실현,
④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⑤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 ⑥ 신 노사 문화 창출, ⑦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시대 개막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데, 다른 무엇보다 드러커(Drucker)의 지식사
회에서의 지식 근로자(knowledge worker) 개념을 각색하여 신지식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신
지식인이 실은 평생학습자의 자화상이란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신지식인 운동이 평생학습
운동으로 연계되지 못한 한계점은 있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전반적인 평생학습이 힘을 얻는데
긍정적 배경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최운실 외, 2005).
또한 1995년 5. 31 교육개혁 이념 실현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 상의 평생교
육 지원 방안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 2기
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의 모델로써 평생학습사회 논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 평생교육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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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 당시 국가인적자원개발3)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각 부문별 종합계획의
수립이란 교육부 내 맥락이 제1차 종합계획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제1차 평생학습진
흥종합계획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후속조치로서 제목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실행
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으로 명명되었다(이희수 외, 2006).
이에 더해 UNESCO와 OECD, World Bank, EU 등과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
회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핀란드,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은 21세기를 평생학습
의 세기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국제적 흐
름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간의 정책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 사업의 단계별 추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작용하였다. UNESCO의 경우 1972년 ‘존재를 위한 학습
(Learning to be)’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을 포함한
성인교육과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한편 OECD는 경제적 관점인 인적자본의 가치 제고라는
차원에서 1973년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EU는 1996년을 유럽
평생학습의 해로 정하고, ‘평생학습규약(A Memorandum on Lifelong Learning)’을 발표하였
다. 미국은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평생학습계획으로 ‘6개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02~2007: Goal 5)’을, 영국은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한 성인 평생교육계획인 ‘교육전략 2006(A Strategy to 2006)’을, 핀란드는 국가
평생학습의 마스터 플랜으로서 ‘학습의 기쁨(The Joy of Learning: A National Strategy for
Lifelong Learning)’을 발표하였다(김영준, 2006).
우리나라도 1999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과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강조,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가속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국가 경쟁의 심화,
사회적 소외 계층의 확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제2단계 평생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었다(이희수 외, 2006).
2001년에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에는 2006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고, 27개 과제에 100여
개의 세부 추진방안이 담겨 있으며, 총 690억 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표 Ⅲ-1>
참조). 당시의 평생교육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의
3)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1차)은 2001년 12월에 수립되었으며,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으로 20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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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생산적 민주사회 건설, 글로벌 평생학습사회 건설이었고 이를 반영한 평생교육 정책의
비전은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표 Ⅲ-1❙ 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비전

전략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지역화

사회적 통합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강화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성인교육기회 확대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일터의 학습 조직화

평생학습
기반구축

세부 과제
1-1
1-2
1-3
1-4

학습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마을 / 도시 만들기
한국의 전통 학습게를 학습동아리 운동으로 승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지역평생학습관으로서 학교의
재구조화
1-5 생활 속의 평생학습 캠페인 전개
2-1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
2-2 대안형 고등학교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활성화
2-3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2-4 여성 평생교육 진흥
2-5 국민 신 기초역량(new basic skills) 함양을 위한 국민
문해교육 운동 전개
2-6 민주시민 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2-7 퇴직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운동 전개
3-1
3-2
3-3
3-4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
원격대학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활성화
학점은행제외 연계한 교육계좌제 도입 준비

4-1 성인 직업 교육･훈련기회의 획기적 확충
4-2 사내 대학 설치의 활성화
4-3 인력개발 산업으로서 기술계학원 육성
5-1
5-2
5-3
5-4
5-5
5-6
5-7

평생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배치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Pool 구축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평생학습 상담센터 설치
평생교육 전용 공간의 확보와 시설･설비의 현대
유무급 학습휴가제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 기반 강화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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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지역화,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지
원 강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성인교육기회 확대,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일터의
학습 조직화, 평생학습 기반 구축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지역화’에서는 평생학습 축제 개최, 학습동아리 운영, 지역
평생학습관으로 학교 활용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평생학습마을/도시
만들기와 같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제시되었다.
2016년까지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적으로 143개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
여, 기 선정된 학습도시 중 지역별 특성화 사업, 2013년의 경우 ‘학습형 일자리 창출’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 및 소득창출로 연계
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평생교육백서, 2013) 지역단위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
록 하였다(<표 Ⅲ-2> 참조).

❙표 Ⅲ-2❙ 전국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연도
도시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

3

5

8

14

24

19

6

8

8

28

11

7

7

계
143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b).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에서 재정리.

전국평생학습축제 사업은 학습의 즐거움과 학습결과를 함께 나누고, 평생교육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을 목표로 2001년 천안을 시작으로 매년 행사규모를 키워가며 지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의 확산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평생교육백서, 2007). 이밖에 ‘한국의 전통 학습계를 학습
동아리 운동으로 승화’과제의 경우 평생학습축제에서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지역평생학습관으로서 학교의 재구조화’ 사업을
위해서는 2006~2007년 ‘주5일제에 대비한 주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연간 예산 2억)’
으로 추진된 바 있다. ‘생활 속의 평생학습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는 2004년 제1회 평생학습대
상 시상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 가장 주목될만한 정책 사업으로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의 지역화･지방화를 촉진하고, 평생학습을 수요자 중심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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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9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지역교육청과 자치단체의 공동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대전 유성구, 경기 광명시,
전북 진안군을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평생학습’이
라는 상위의 축을 중심으로 교육과 복지･문화를 연계함은 물론, 시･군･구와 연계한 지역학습공
동체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주민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과 방향을 제시하여 준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운실 외, 2005).
두 번째 영역인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강화’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여성,
퇴직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문해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항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 방송통신고등학교 활성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
한 노인교육 활성화, 여성 평생교육 진흥, 국민 신 기초역량(new basic skills)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전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퇴직자 중심 자원봉사 운동 전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02년에 제1과제로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과제
로‘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시행되었고, 시작하는 해에 2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비록 재정규모는 다른 정책 사업에 비해 소액이지만, 교육부 최초의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이
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저학력층,
외국인 근로자, 한부모 가정 등 가장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응력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05년에는
4.9억으로 102개 프로그램을, ’06년에는 7.2억으로 132개 프로그램을, ’07년에는 9.9억으로
18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다(평생교육백서, 2007). 다만,
2006년 저학력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각 부처에서 지원되는 소외
계층 지원사업들과 중복성을 문제로 2009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퇴직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운동 전개’ 과제의 경우 200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부터 전국적 규모의 교육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퇴직자를 평생교육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
고 노인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의 퇴직인력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대
안형 고등학교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활성화’ 과제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방송통신고등학
교 활성화 방안들이 연구된 외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여성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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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민주시민 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과제들의 경우 특별한
정책사업이나 제도가 전개되지 못하였다.
다만, ‘국민 신 기초역량(new basic skills) 함양을 위한 국민 문해교육 운동 전개’ 과제에서
는 신규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국민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되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학력 비문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뿐 아니라 평생교육법 개정 및 학력인정
문해교사 양성과 표준 성인문해교육 교재개발 등을 통한 의무교육 수준의 학력인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 시스템을 통해 2013년에는 전국 11개 시･도 교육
청의 134개 문해교육 기관 4,700여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여 2011~2013년까지 3년간 1,295명
의 학습자가 초등학력을 인정받았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표 Ⅲ-3> 참조). 2006년도
에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간의 단위 평생교육 정책 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3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Ⅲ-3❙ 연도별 문해교육 지원 현황(’06∼’16)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국고
지원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375 1,800 2,000 2,000 2,000 1,800 1,500 1,950

2,200

2,250

2,436

21,311

3,132

3,398

4,978

28,134

지자체
대응투자액

828

국고지원
지자체

61

108

118

130

134

129

107

130

142

146

162

-

문해교육기관

178

356

439

353

348

360

189

261

306

318

384

-

수혜자

1,619 3,000 2,424 2,398 2,068 2,026 2,263

14,668 21,294 25,579 24,638 23,778 20,135 16,334 19,745 23,879 35,614 36,039

261,703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비에 한함(국민 문해력 조사,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비 등은 제외)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c).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재정리.

세 번째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성인교육기회 확대’영역으로 학점은행제와 원격
대학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활성화, 교육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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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등 세부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학점은행제 내실화’, ‘원격대학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
화’과제의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안적 고등교육 학위 제도로서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2000년부
터 2016년 누적 학위취득자는 521,404명에 이른다([그림 Ⅲ-1] 참조). 그러나 학점은행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림 Ⅲ-1❙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d). <http://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FAEAAAA&bmode
=view&idx=FAEAAAA>. 2017.9.3. 인출.

네 번째 영역으로는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일터의 학습조직화’영역으로 성인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획기적 확충, 사내대학 설치의 활성화, 인력개발 산업으로 기술계학원 육성 등의 세부
과제가 있다. 이 영역의 세부 과제들의 추진은 사실상 ‘사내대학’의 설치 이외에 별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데, 사내대학은 사실상 설치 요건이 대기업 수준의 작업장에서만 가능하기 때
문에, 2017년 현재 삼성전자 공과대학교를 비롯하여 8개 사내대학이 인가되어 있다.4)
다섯 번째 영역은 ‘평생학습 기반 구축’으로 평생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배치 확대,

4) 삼성전자 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 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 공과대학, LH
토지주택대학교, KDB 금융대학교, 포스코 기술대학 등 8개 인가(위키백과, 2017b.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B%82%B4%EB%8C%80%ED%95%99>. 2017.9.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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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프로그램 pool구축,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상담센터 설치, 평생교
육 전용 공간의 확보와 시설･설비의 현대화, 유무급 학습휴가제,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 기반
강화 등의 세부 과제가 있다. 이 중에서 200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
템’은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 정보 확산을 통한 지식강국 건설(평생교육
법 제15조)을 목표로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 전달체제 운영을 위해 ‘국가평생학습
포털’을 구축･개통하고 현재 지역의 평생학습 정보 제공, 양질의 공개교육자료 등 온라인 콘텐
츠 연계, 온라인 재능기부 활동 및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www.lifelongedu.go.kr)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
문성 제고 및 배치’ 과제에 있어서는 2016년까지 양성된 약 11만명의 평생교육사 중 4,700여명
정도가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등 답보상태에 있으며(국가평생교육통계, 2016), 평생
교육 전용 공간의 확보와 시설･설비의 현대화, 유무급 학습휴가제 등의 제도는 현재까지도 미실
행 중에 있다. ‘평생교육 전담 지원기구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은
차기정부의 숙제로 넘어갔다.

.
2007년 12월6일,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은 향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계획으로,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 2006년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사실, 2차 계획은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에 선포된 것이어서, 1차 계획에 대한 후속적 차원의 종합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2007년 말,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평생학습진흥정책 책무 강화 필요,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 정비,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등이 포함되었고, 동 법 개정에 따라(제9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한편, ‘창조적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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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평생학습국가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교육 정책 영역은 ‘인재대국’지표 하의 국정전략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교육복지 확대, 세계적 수준의 인재 육성, 과학기술 발전 등을 강조하였다(이은국 외, 2012).
이 중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부분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과제’ 내에 평생학습 증진 과제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성과 수월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근간으로 학교 간 경쟁을
유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달성, 자율과 경쟁, 책무를
중시하고 교육행정을 하부단위로 이양하는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과 비교될 수 있다(조성봉 외, 2011). 한국 지역사회교육정책 변천과정의 특성
을 연구한 이재민(2016)의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역사회교육 정책환경을
①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실용적
정부 등장, ② 경제환경으로 국가적 경제위기 속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경제정책 추진 ③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 다문화 현상의 심화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 정책은 자율성과 수월성 측면에서보다는 교육의 공공성 기반에서 추진되어
진 정책 영역으로, 급격하게 변동하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패
러다임의 변화, 창조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 대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
구5),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에 대비해야 하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공적 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2006)이 종료되고, 「평생교육법」
개정(2007.12)에 따른 후속 연동 계획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
획(2006~2010)과 연계하고 「자격기본법」개정(2007.4)에 따라 ‘일-교육-자격’ 체제 연계
를 통한 일터에서의 평생학습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5) OECD, World Bank에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 도구로서 평생학습이 강조되었으며 EU, ASEM에서는
국가 수준의 경제 블록에 상응하는 평생학습 블록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력할 것을 권고함(교육과학기술부,
2008). 영국(Skill for Life), 핀란드(Joy of Learning), 일본(生涯學習方策) 등 선진국에서의 평생교육 관련
종합계획 수립, 또한 지역 수준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 영국의 학습도시 사례들을 통해 국가적 수준의 평생학습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최운실,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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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필요성에 기초하여 수립된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은 제1차 기본계
획의 한계점과 새로운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분석, 생애단계별 학습자 분석 등을 토대로 그
추진 목적과 전략을 수립하고 3개 영역, 18개 세부 정책과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창조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의 대두로 인한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저출산･고령화 인구패러다임 구조 변화 및 도시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평생학습적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사회통합형 국가전략으로서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가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안전밸브 기제로서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글로컬(Glocal) 네트워크 활성화 요구
증대에 따른 평생학습자원 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수준의 평생교육 평가인증체제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따른 필요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1차 종합계획의 한계
점으로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 및 기구 부재로 관련 사업의 상호 연계 및 추진 미흡,
전 생애 단계에 걸친 계속 순환학습 모형 제시 부족,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제고 및 참여 확대의 한계 등을 언급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은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기쁨학습, 미래학습, 통합학습’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추진,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등 3개 영역이며,
각 영역별 세부 정책 과제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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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정책 영역 및 주요 추진 과제
정책 영역

주요 추진 과제

Ⅰ.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통한 성인전기･성인중기 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계학원 활용 극대화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초･중등)｣
사업 추진
6.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Ⅱ.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2.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
3.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
4.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5.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Ⅲ.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1.
2.
3.
4.
5.

1.
2.
3.
4.

평생학습 추진 체제 개편 및 정책 조정 역량 강화
평생교육 전담 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 및 배치 실질화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내실화 추진
평생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정보망으로써
｢국가평생학습지도｣ 구축
5. 국가자격체제와 학습계좌제의 연계로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
6.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평생학습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7. 즐거운 학습문화 확산을 통한 평생학습의 내재화 및 생활화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8쪽.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 전략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전략을 두고
있고, 주요 추진 체제로는 국가 단위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
교육협의회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와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두고
있는데, 이 추진체제는 현재까지도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로 구동하고 있다([그림 Ⅲ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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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1쪽.

먼저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영역’에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을 통한 성인전기･성인중
기 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학습의 구체화,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계 학원 활용 극대화, 지역사회
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추진,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등 6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의 평생교육 정책과제들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 생애단계별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을 위한 성인학습자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성인의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평생교육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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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7단계(① 성인 입문기(20~24세), ② 성인 전기(25세~39세), ③ 생애 제1 전환기(40
세~44세), ④ 성인 중기(45세~54세), ⑤ 제2 생애 전환기(55세~59세), ⑥ 성인 후기(60
세~69세), ⑦ 성인 완성･정리기(70세 이후))로 구분하여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안
하고 있다(<표 Ⅲ-5> 참조).

❙표 Ⅲ-5❙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의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중점 추진 내용
구분

특
성

자

① 성인 입문기 ② 성인 전기
(20세~24세) (25세~39세)

③ 생애 제1
⑤ 제2 생애
④ 성인 중기
전환기
전환기
(45세~54세)
(40세~44세)
(55세~59세)

∙ 입직으로 인한 ∙ 경제 활동 ∙ 경제활동의 ∙ 경제활동 ∙ 퇴직으로
경제 활동의
시작 및
전성기, 제 비중 감소, 인한 인생
본격적 시작
결혼･출산을 2의 직업
은퇴 이후 구조
통한
생활 모색 생활과
재정비기
가족생활
노후 대비
시작
필요
∙ 생애설계
취업･진로 교육

∙제 2 인생설계
준비교육

⑥ 성인 후기
(60세~69세)

∙ 경제･사회활동 ∙ 가족과의
참여욕구가
이별, 건강
높고, 자녀
악화, 죽음에
결혼, 배우자
대한 준비
사별로 가족
필요
관계 변화

∙ 은퇴 후 생애
설계교육

∙ 생애정리
교육

아

∙ 기본생활
적응교육

평 실
생 현

∙노후대비 교육

교
육

∙ 건강교육
∙ 노후 건강관리
(심리적 위기 교육
극복 및 노인
질환 대비 등)

주 고 ∙ 직무기초능력 ∙ 직무능력
∙제 2 직업준비교육
용 교육(팀웍,
전문화 교육 창업･전직･전업준비
요 가
리더십 교육 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직
능
업교육 등
내 성
∙ 직업윤리교육
용 증
진
사 ∙ 부모역할교육
회
적
포
용
증
진

⑦ 성인 완성
･정리기
(70세~)

∙ 부모역할 및 ∙가족갈등 해소 교육
자녀교육
(부부 간, 부모･자녀 간)
∙ 지역사회 참여 교육 및 ∙ 지역사회
사회봉사 활동 교육
참여 교육

∙ 노후 커리어
관리 교육

∙ 세대 간 통합
교육
∙ 사회봉사
활동 교육

∙사회관계
개선 교육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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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성인 전기 및 성인 중기 학습자 중심의 ‘개방형 계속교육’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의 내실화를 설정하고 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및 192개 국정과제 중 두 번째 국정지표
인 인재대국 분야, ‘평생학습 활성화’ 전략 목표 중 중점과제로 설정되었다. 주된 정책 내용으
로는 권역별로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평생학습 확산을 위한 거점대학 운영 및 활성화와 성인의
생애단계별 특성에 맞춘 지역 평생학습 중심 제공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대학 교육과
정을 개발하며, 성인학습자의 근로생애단계별 학습참여 확대를 위한 ‘탄력적 학사체제 개편’을
유도하여 학령기 청년층 중심의 대학체제와 구별되는 성인학습자 생활패턴 및 요구에 맞추어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체제를 개편6)하고자 하였다. 동 계획에는 ‘대학부설 평생
교육원’ 운영 내실화, ‘평생학습정책중점연구소’, 시간제 등록생 제도, 대학 교양 교육과정
개편 등의 세부과제가 담겨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매년 사업
예산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추진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
에 교육정책이 집중되면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은 특히 2013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추경예산 포함하여 평생학습중심대학 47개교를 대학 선정･지원하는데, 275.08억 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정도로 단위 평생교육 정책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연도별 예산
및 선정 규모는 다음 <표 Ⅲ-6>과 같다.

6) 1단계 시범도입기(’08~’12)는 (전문)대학과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성인전기･중기
학습자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기, 2단계 확산･발전기(’13~)는 학령기 학생중심의 대학교육과정 변화를 유도
하는 모듈화된 표준화 교육프로그램 확산 및 독자적 준학위과정 등 대안적 고등교육 학위체제를 운영하는 시기,
3단계 고등교육기관의 체제 변화기는 평생교육학부 설치 등 성인학습자 중심의 대학 운영 시기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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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08년~2009년

사업 ∙ 2008년: 25억 원
규모 ∙ 2009년: 25억 원 + 51억 원(추경)

2010년~2011년
∙ 2010년: 25억 원
∙ 2011년: 40.4억 원

2012년
∙ 2012년: 55.08억 원

참
여
대
학

∙ 2008년
- 중심대학: 7개교
- 평생교육원:
∙ 2009년
학습비지원
- 중심대학: 41개교 ∙ 2010~2011년: 20개교
45개교,
- 평생교육원: 45개교
프로그램개발
36개교

사
업
구
조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평생교육원의 이원
체제로 사업내용별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 평생학습중심대학
∙ 평생교육원 활성화

주
요
내
용

- 성인친화형 중심대학 체제 개편 환경
조성
- 성인친화형 체제개편을 위한 - 트랙유형화
-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학별 인프라 구축 +
(선취업 후진학 +
지원(비정규과정 중심)
선도모델 창출･지원:
4050세대 재도약형)
- 소외계층 및 정책적 대상자 학습비
학칙개정, 정원조정,
- 정규교육으로의 확산 및
지원
학과개편, 지역특화형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 등
콘텐츠 강화
운영 지원

사
업
성
과

- 소외계층의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대학의 접근성 확대
-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성인친화형 대학구조 개편 인식 전환

평생학습중심대학과
평생교육원 통합 운영 ⇒
유형별 성인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 추진
∙ 대학 전체 체제 개편
∙ 평생교육원 체제 개편

-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확산
- RPL(선행학습평가인정) 도입
및 확산
-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시간
유도(야간 및 주말 등)

∙ 2012년: 25개교

성인학습자 수요에 따른
트랙별 성인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추진
∙ 선취업 후진학형 트랙
∙ 4050세대 재도약형 트랙

- 비정규과정 중심에서
정규과정으로의 전환 및 확산
- 융･복합 전공 개설 및 학부
개편 유도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평생교육백서 2013. 15쪽.

그러나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과제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추진되어온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사업의 경우 2007년 특별교부금 35억
원으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34개 지역교육청과 122개 단위 학교가 참여하였지만, 2009년
에 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평생학습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인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영역에서는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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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新) 소외계층
을 위한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등 5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의 과제들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
화가정, 새터민, 저학력 성인 등 기존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한 과제들이며,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상, 주요 평생교육 영역
중의 하나인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연동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의 세부 과제들 역시 이전 정부의 사업들을 관행적
으로 이어서 추진하거나,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존재한다.
세 번째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영역으로 평생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영역으로, 평생학습 추진 체제 개편 및 정책 조정 역량 강화,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 및 배치 실질화, 평생학습도시 확산 및 내실화 추진, 평생교육서비스 제고
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정보망 구축, 국가자격체제와 학습계좌제의 연계,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평생학습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 평생학습 문화 확산 등 7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 영역에서 ‘평생학습 계좌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인재대국(3대 전략 및 18개
과제)’중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이명박 정부 평생교육 정책의 큰 중심을 이루게 되었
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여 학력･자격
인정이나 고용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에서 활용되어지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게는 학습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원하여 자기주
도적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9~2009년에는 평생
학습계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지역별 시범운영 후 학습이력관리체제 및 평가인정체제 구
축을 시도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습이력관리체계의 연계･운영을 통한 학습결과 활용기반을 구축하며, 2013년 이후에는 학습
계좌제를 정착하여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등 누적된 학습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계획을 세웠다(평생교육백서, 2008). 이에 따라 2012년까지의 추진 경과는 다음 [그림 Ⅲ-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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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평생학습계좌제 주요 추진 경과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2). 평생교육백서 2011~2012. 288쪽.

현재까지 평생학습계좌제의 사업구조는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학습결과
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평가하여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며,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
습자가 학습이력을 누적･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학습계좌를 만들어 개인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평생교육 이수 실적, 특기 사항 등을 기록하는 공간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1,769개, 학습계좌 개설 인원은 4,706명으로, 사실상
2012년까지의 학습계좌제 추진현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유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계좌 개설 인원이
15,67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으나7) 평생학습계좌제의 사회적 활용도에 대한 여러
비판적 관점, 예컨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자격체계(NQF)와 연동할 수 있는 평생학
습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 등이 끊임없이 제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연수, 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제) 수동 연계 시범 실시 (’16.6~12
월, 총 224건 학습이력연계) 등과의 연계를 통해 ’15년에는 36,884건, ’16년 44,895건으로 학습계좌 개설 인원
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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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종료와 함께 2013년 9월에 교육부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2008~2013)’을 발표하였는데, 기존 1, 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이 이전 정부 막바지에
발표되면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보인 것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 하면서 발표되었다. 이전 정부와 정책적 노선을 같이 하면서 출범한
정부이기에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견지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교육정책들이 제안되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부터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이라는 대선공약을 내세우면서 4대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 공평한 기회, 교육경쟁력 제고, 평생학습체계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으
며, 전체 교육공약 중 83%가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어(주영효 외, 2012),
이전 정부에 비해 교육복지를 강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2013년 3월에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국정과
제 실천 계획을 보고하였는데, ① 경제부흥, ② 국민행복, ③ 문화융성, ④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중 국정과제 ‘70.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국가 평생교육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그림 Ⅲ-4] 참조). 사실상, 이전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평생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 정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는 과제는 72번 과제로 ‘100세 시대 국가평생
학습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기반 평생학습
도구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
발･보급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이와 함께 70번과 71번도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전
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는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71번 과제인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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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은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창조경제’시대 진입으로 노동의 유연성 확대에 따라 점진적인 교육의 유연성을 확보, 학력
보다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이끄는 유연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 1, 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준에 비해 국민의 낮은 행복,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의 유연한 참여 조성, 100세 시대 인생후반기
교육체제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으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교육부, 2013).

❙그림 Ⅲ-4❙ 박근혜 정부 평생교육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에서 재구성(평생교육백서, 2013 재인용.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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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면서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1) 창조학습을 주도하는 국민, 2)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 3) 함께 학습하는 지역 공동체 등 3개 목표 하에, 4대 영역,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Ⅲ-7> 참조).

❙표 Ⅲ-7❙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영역별 정책과제
영역

1.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2.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4.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추진 과제
1-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1-1-①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체제 구축
1-1-②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1-2.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1-2-① 지역공헌형 열린 대학 활성화
1-2-②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

1-3.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1-3-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
확대
1-3-②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한 학력- 교육훈련 - 자격
연계

2-1.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2-1-①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2-1-② 오프라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2-2.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2-2-①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
2-2-②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
2-2-③ 광역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

2-3.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2-3-①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 실시
2-3-②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2-3-③ 평생교육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3-1.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1-①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3-1-② 중소기업인 생애경력 개발 지원
3-1-③ 기업맞춤형 학습참여 기반 마련

3-2. 사각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3-2-① 국민 문해역량 지원 강화
3-2-②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2-③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3-3.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3-3-①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 학습 지원
3-3-②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및 교육기회 확대
3-3-③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

4-1.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4-1-①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연계
4-1-②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4-2.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4-2-① 지역기반 인문학 지원 강화
4-2-②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 지원

4-3.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4-3-①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4-3-②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출처: 교육부(2013).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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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영역은 ‘대학 중심 평생교육 실현체제’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지역대
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등 3개 과제로,
그 하위에 6개의 세부 과제를 두고 있다. 정책과제 중 첫 번째 영역으로 추진 될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00세 시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대학의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기존의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
에서 시작된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추경예산 포함하여 275억
원이 투입되어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된 예산규모로 대학들에 지원되었으며, 이후 사업형
태를 달리하면서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이 추가되면서 평생교육단과대학의 경우 한
학교당 30억씩, 총 300억을 지원하고 기존의 평생학습중심대학은 126억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
육 정책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8)(<표 Ⅲ-8> 참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대학이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성인학습자
를 대상으로 대학 체제를 개편하는 일은 상당 부분의 진통이 따른다.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성인들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교육
과정, 재정 지원, 유연한 수업시간 등을 요구하는 성인학습자를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
대학들은 별도의 재정투입, 교수인력 확보 등이 필요한데 이는 그간 학령기 학생 위주의 대학운
영을 기준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과 이와 연관된 대학평가제도, 선행경험학습이수인정제
(RPL) 등의 개편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영역은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등 3개 과제 및 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은 대학체제 개편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되었던 평생교육 정책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온라인 평생학
습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는 세대별,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 및 공공기관 학습 시스템, 평생학습제도 간 적극적
인 연계와 통합을 기반으로 정보제공과 콘텐츠 공유9), 온라인 소통경로를 활용한 지식나눔과
8) 2017년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을 통합하여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체제 개편’ 사업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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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기능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표 Ⅲ-8❙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 운영 예산 및 규모
연도

사업유형 및 선정 규모

운영 예산

2008

- 평생학습중심대학(8개)

7억

2009

- 대학체제개편형(11개)
- 프로그램 중심형(30개)

본예산 8.23억
추경예산 53억

2010

- 대학체제개편형(10개)
-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10개)

2011

- 평생학습 선도대학형(4개)
- 대학체제개편형(8개)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12개)

40.4억

2012

- 2030세대 선취업 후진학 트랙(6개)
- 4050세대 재도약형(14개)
-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5개)

55.8억

2013

- 학위과정 34개교
- 비학위과정 13개교

275억

2014

- 후진학거점형 10교
- 성인계속교육형 25교
- 비학위전문가 과정 대학 10교

92억

2015

- 학위과정 30교
- 비학위과정 17개교

2016

2017

25억

85.21억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10개교

300억

-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3개 유형(학위･비학위 과정 / 전문희소
분야/ 재직자 특별전형) 39개교

126억

- 평생교육 단과대학형 10개
- 평생교육 학부형 2개
- 평생교육 학과형 3개

231억

출처: 교육부(2008~2017).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재정리.

9) MIT, 하버드 등 해외 유명대학 및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국가 수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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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교육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구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국가평생학습포털을 운영해 왔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주관기
관으로 하여, 대학의 양질의 강좌들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방송대, EBS,
원격대학 등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연동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16년 12월 기준으로 38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143개 강좌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18만 명
이상이 수강신청을 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강좌의 양적 확보 수준과 다양성이 해외
MOOC에 비해 떨어지며, K-MOOC 이수 결과 활용도의 저조, 플랫폼 운영 및 강좌의 질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위해 ’16년에는 40억 원, ’17년에는 69억 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두 번째 정책과제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영역에서 주목할 정책
은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지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은 2001년부
터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 주민 생활에 더욱 밀착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자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평생교육법
에 명시되어 있는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관을 두어, 그간 국가-시･도-시･군･구에 이어 동
단위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를 완성하기 위함이며, 지역주민의 근거리 평생학
습망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013년 16개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하여 2016년에는 전국 92개 지자체에서 670개 행복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
다 거점기관을 두어 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행복학습 컨설턴트 배치, 학습상담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지원 예산은 지자체 단위로 하는데, 2014년은 18.9억, 2015~16년에는 각각 29억
원이 지원되었다.
정책과제 세 번째 영역은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세대별･대상별 맞춤
형 평생학습 지원,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등
3개 과제 9개 세부 과제가 편성되어 있다. 이 영역의 정책과제들은 이전 정책 시기에도 추진되
었던 정책들의 대상별 세분화를 통해 정책 사업을 보다 세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기본적으
로 국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세대별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고, 중소기업인, 경력단절 여성, 군인, 중도탈락 청소년 등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과제들이다.
네 번째 정책 영역은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이다. 이 영역에는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지역주민의 인문역량과 시민역량 강화,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등 3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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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세부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평생학습이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등학교의 역할 및 평생교육-학교 간 연계는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교육청 중심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인문학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책과제들이
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 스스로 학습 설계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학습을 활성화하
며, 이를 통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의 결과를 지역사회 활동과
소득창출로 연계하여 학습형 일자리10)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2
이전 절에서 각 정부별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각 정부별 평생교육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2002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
까지 약 15년에 걸친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종합계획의 성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3차례에 걸친 평생교육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새로운
국가 단위 정책 사업들이 우리나라 평생교육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었는가,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들이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해왔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은 1990년대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되어, 이를
위한 교육부 내 행정조직을 두고, 평생교육법 등 법적 근거를 갖춤과 동시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종합적 추진계획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로 인해 중앙 단위에서 한국교
육개발원 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주요 평생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본격화됨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10) 마을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지역주민을 위한 강사로
취업시키는 새로운 형태 일자리 창출 모델(교육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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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하였으며, 지역단위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전국평
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대상 개최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근거가 되었
기 때문이다. 그 수립배경에서도 밝혔듯이, 1자 종합계획은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라 평생학
습과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졌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 국
민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더불어 잘 사는 민주시민사회 건설 요구 등을 배경으로 추진된
것이다.
1차 종합계획의 경우 국민의 정부 막바지에 수립되어,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기본 정책 기조
를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학습 축제,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그 적절한 예이다. 즉, 참여정부의 평생학습정책은 주로 국민의 정부 평생학습정책을 확대 재생
산해온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권 후반기에 평생학습정책 예산이 확대되고, 차기
정부에서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굵직한 염원 사업들이 실천에 옮겨진 데에는 평생교육에 애정
이 많은 교육부총리의 덕이 크다(평생교육백서, 2007). 또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2월 14일
에 개정 공포된 평생교육법 개정과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발표를 통해 이후 국가
평생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종합계획의 추진에 있어, 주로 해오던 기존의 평생학습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
사업으로 확대된 경우가 많았고(예를 들어 학점은행제도, 독학학위제도,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도시 조성’, ‘소외계층 및 성인문해’등 프로그램 지원사업 위
주의 추진으로 전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1차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국가 단위 평생교육 정책 추진 체제 구축 측면에 있어서, 중앙
평생교육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이 도서관 등 기존 기관에 위탁･지정되어 있어 모기관의 기능과 사업에 평생교육
사업을 추가하는 불완전한 체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숭희 외(2005)는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의 핵심적인 문제점 및 평생학습 활성화 실
패의 원인을 ① ‘평생학습을 당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국가 및 노동시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 하지 않았다. ② 학교교육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성인학습 정책만으로 국가평생학습의
실현이 불가하다. ③ 평생학습정책을 평생교육센터의 분절적인 사업들의 집합장으로 해석하였
다. ④ 역량 있는 중심 추진체제가 없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분 외(2004)에서는 평생

91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학습진흥종합계획이 말 그대로 종합계획이다 보니 연도별 사업 추진 경향은 추진계획에 비추어
대체로 미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제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진된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일부 영역의 세부 과제들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못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지원예산과 추진
체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평생교육 이념이 가지는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1차 계획의 모든 정책과제는 교육부 및 시･
도교육감의 평생교육 담당과의 소관업무로 배정되어, 타 부처 및 타 부서 간 정책 조정 기능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이며, 국민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고용-복지가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교육체제 구축이 매우 미흡한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실제로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성과를 기술하고 있는 연도별 평생교육백서들의 내용 구성을 보면, 국가
평생교육 주요 사업들과 추진체제는 교육부 평생교육 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운영 현황
과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고, 별도로 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상별, 영역별 평생교육 영역
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발간된 평생교
육백서는 별도의 장으로 대상별 평생교육 정책 현황을 기술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을, 여성
가족부에서는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지원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대상의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역할 분담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으며,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 평생교육의 광범위한 내용 영역과 대상에 따라 관할 부처마다 별개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용부의 직업훈련 정책들은 평생교육법에서 정의
하고 있는 직업교육 영역의 내용들을 별도의 정책 논리와 상황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체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한다는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의 여러 새로운 영역들을 확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
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등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
며,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그간 미흡했던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에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는 등 시･도단위 평생교육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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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체제도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기준으로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모두 설립･지정
되어 있다.
또한 그간 별개 영역으로 분리되어 왔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의 접점을 찾아, 대학의
평생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이 활성화되었는데, 무엇보다 이전 사
업에 비해 예산 규모의 양적 확대가 두드러졌고, 이를 통해 학령기 학생중심으로 운영되어지던
대학에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대학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 신호 기제가 작동되었다. 참여
대학 수도 2008년 25개 대학에서 2013년 47개교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 학교에 등록한 성인학
습자의 충원율도 60%에서 102.5%로 증가하였다(평생교육백서, 2013).
그러나 이 시기의 평생교육 정책은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영역, 18개 세부
과제들을 균형감 있게 모두 추진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평생
교육 정책에 관련된 2개 과제, 즉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은 그 예산과
규모 면에서 타 사업에 비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보이긴 했으나, 그 외의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되어져 왔던 사업들의 관행적 추진 수준이거나 일부 과제들의 경우에는 아예 추진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도 하였다. 2008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최운실(2008b)은 제2차 종합계획의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의 철
학과 비전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인재대국을 위한 국정과제와도 크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반영한 정책으로 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더
라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추진체제가 충분히 기능하기 위한 조직, 예
산, 인력, 기능면에서의 상당부분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제2차 종합계획이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배경 진단, 현황 및 요구 진단, 이에 준거한 비전과 목표 및 전략, 세부 과제, 추진
일정 로드맵 등이 비교적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그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 경기 불황과 청년 실업 등 산적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평생교육 정책이 보여주는 이전 정책과의 차이점이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철학 없는 평생교육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도 있다. 청년취업이나
퇴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하였고, 이를 교육적으로도 정책 고려를 하고자
하였으나 평생교육 정책이나 기본계획 등에서는 소극적인 형태로 다뤄졌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인재정책으로 변형하여 수용하면서 결국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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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정책이 이끌어져 왔기 때문이었다(권대봉 외, 2017a).
여전히,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별 평생교육의 경우
소관부서의 단위사업별 정책 추진에 급급하면서, 당초에 이명박 정부에서 초점을 두었던 학습고용-복지의 연계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준하여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경우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자료상의 제한이 있다. 또한 전반적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
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정부 주도적이라는 점, 교육 관련 기관 및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이 기존 정부들의 공약 종합적 결정
판, 교육철학의 부재 등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성병창, 2016).
다만, 기존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시･군･구 단
위의 추진체제를 읍･면･동 단위로 확산하여, 주민생활권의 학습지원을 강화했다는 점, 학교(대
학 포함)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개편하
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으며, 평생학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
체제를 구축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이전 단계의 과제를 유지하는 기조를 견지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한 대학체제 개편, 행복학습센터,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체제
구축 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들은 예산 측면에서 별다른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4개 정책
과제 영역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지역의 학습역량 강화 영역의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 참여율 증가를 위한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
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부터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개편 사업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학 평생교육’ 사업은 사업 초기 2008년에는 대학에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기존의 학령기 중심대학이 성인학습
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이 변화하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촉구가 정원조
정, 대학구조개혁 등 고등교육 영역의 제도 변화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함
으로 실질적인 대학의 성인학습자 충원율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학 평생교육
정책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94

Ⅲ. 정부별 주요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성과 분석

.
본 절에서는 정부별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덧붙여 지난 15년에 걸친 국가 수준의 평생교
육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부터 조사･발간된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및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정책 성과를 유추해보았다. 평생
교육 정책 성과는 잠정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등 투입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국가 평생교육
인프라 측면과 실제 그 결과에 따른 산출 요인11)이라 할 수 있는 국민 평생학습 참여 활동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시기 구분으로는 각 정부 정책이 끝나는 시점인 2007년,
2012년, 2016년 통계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국가 평생교육 인프라 측면으로 볼 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관의
수12)는 2007년 2,221개에서 2016년 4,153개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Ⅲ-9>
참조).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언론기관 부설은 지난 10년간 10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의 프로그램 수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기반에
해당되는 평생교육 기관수와 프로그램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강사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향후 양질
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교･강사를 보다 양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들이 평생교육 시설에 채용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6년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사무직원수 19,842명 중 23.9%인 4,746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이러한 현황은 지속적으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한계
가 될 수 있다.
국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2017
년까지 평생학습도시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지자체 단위 지역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자체 조례 제정, 관련 예산 증액,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들을 증가

11) 이는 교육지표 개발의 이론적 틀로 많이 쓰이는 교육체제 모형(이승희 외, 2002), 즉 투입-과정-산출의 측면에서
차용한 것임
12) 평생교육통계 중 학교형태의 준형식 기관은 제외하고, ‘비형식 기관(유･초･중등 학교 부설/사업장 부설/언론기관
부설/시민단체 부설/지식인력개발형태/원격형태/평생학습관/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한정하여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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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노력을 추동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지난 정부들의
평생교육 정책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평생학습 기회 제공 인프라 측면에서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수 등 어느 정도 양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표 Ⅲ-10> 참조).

❙표 Ⅲ-9❙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 연도별 현황
구분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수(개)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교강사 수(명)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수(개)
평생교육사 양성자 수(누적)(명)13)
평생학습도시 수(누적)(개)

연도
2007

2012

2016

2,221

3,768

4,153

68,221

71,676

73,204

100,989

178,971

212,339

29,709

64,695

89,610

19

90

14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2007, 2012, 2016년 보고서)에서 재정리.

❙표 Ⅲ-10❙ 평생교육 기관(비형식 기관) 유형에 따른 연도별 기관 현황
(단위: 개)

유형
유･초･중등 학교 부설

연도
2007

2012

2016

9

10

6

대학(원) 부설

375

403

407

원격형태

502

887

927

사업장 부설

207

357

426

시민사회단체 부설

166

495

544

언론기관 부설

78

494

792

지식･인력개발형태

570

727

608

평생학습관

314

395

444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2007, 2012, 2016년 보고서)에서 재정리.

다른 한편, 국가 평생교육 정책 성과에 있어 인프라 측면 외에 실제적인 국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활동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표 Ⅲ-11> 참조). 평생교육 기관 통계 자료를 보면, 가장
13) 평생교육사 양성자수는 해당 연도 직전 년도 양성현황까지 누적한 것이며, 해당 연도 사회교육전문요원 전환발급
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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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에 매년 참여하는 학습자 수에 있어, 2012년 가장 높은 1,761만
여명이다가 2016년에는 1,133만 여명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른 표본조사로 이루
어지는 연도별 한국 성인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생학습 참여율
의 경우 2007년 29.8%에서 10년 후인 2016년에는 35.7%로 증가하였고, 1인당 비형식 프로
그램 참여수도 2012년도 1.23개에서 2016년 1.35개로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동 조사
에서 연간 평생학습 참여 시간에 대한 응답으로는 비형식 교육의 경우 2007년 132시간에서
2016년 87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가부담 학습비는 2007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07
년 48만원에서 2016년에는 28만원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1인당 비형식 프로그램 참
여수가 증가하면서 자가부담 학습비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교육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평생교육 참여 활동의 일부분으로 교육 참여 목적을 위해 정보에 접근한 자의 비율도 2007년
39.0%에서 2016년에는 41.2%로 증가하여 평생교육 정보 제공 체제가 지속적으로 발달하였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Ⅲ-11❙ 평생교육 참여 활동 추이
연도

구분

2007

2012

2016

10,124,305

17,618,495

11,336,564

29.8

35.6

35.7

비형식 교육

132

112

87

형식 교육

575

375

530

(자료없음)

1.23

1.35

48

42

28

39.0

36.7

41.2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학습자수(명)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 시간
(연간 시간수)
1인당 비형식 프로그램 참여수
개인 자가부담 학습비(비형식 교육)(만원)
평생교육 정보 접근율14)(%)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2007, 2012, 2016년 보고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2016) 보고서에서 재정리.

14) 지난 1년간 만 25~26세까지 한국 성인인구 중에서 교육 참여를 목적으로 관련 정보에 접근한 자의 비율임

97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한편, 평생학습 참여 활동 외에 평생교육 영역 중 비형식 영역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개인
영역, 직업 영역, 사회 영역 등에서의 성과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평생학습을
한 후 개인의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함양/지식습득 등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개인 영역의 학습 성과 인식은 2008년 78점 이후 74점으로 낮아졌다. 취업/이직/창업
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일자리 유지 위한 직업 영역의
학습 성과 인식은 2008년 64점에서 2016년 66점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전반적으
로 다른 영역의 학습 성과인식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활동 등 사회참
여, 친목도모 등과 같은 사회 영역의 학습 성과 인식은 2008년 56점에서 2016년 63점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지만, 역시 개인 영역의 학습 성과 인식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평생교육 정책 및 기회 제공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
개인의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소득창출 등 직업
영역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까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표 Ⅲ-12> 참조).

❙표 Ⅲ-12❙ 평생학습 성과 추이
영역(단위 : 점/100점)

연도
2008

2012

2016

개인 영역: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함양과 자기개발 등

78

74

74

직업 영역: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기능 증대,
소득증대, 일자리 유지 등

64

46

66

사회 영역: 사회참여, 친목도모 등

56

57

6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7~2016a)에서 재정리. 153쪽.

3개 정부에 걸친 평생교육의 정책 성과를 살펴볼 때, 그간 평생교육 인프라의 확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졌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개개 국민의 생활
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OECD에서 발간하는
‘Education At a Glance’에서 비정기적으로 탑재되어지는 국가별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평균보다 약간 낮은 상태로 나타난다. OECD에서 조사항목을 국가별로 동일하게 조정한
후 조사된 2012년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50.1%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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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인 51.2%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들보다는 15%p 가량 낮게 나타났다(OECD, 2014)15)([그림 Ⅲ-5] 참조).

❙그림 Ⅲ-5❙ 국가별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출처 :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390쪽.

또한 동 조사에서는 OECD PIAAC 참여 국가들 간의 성인역량(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비교하였는데, 한국 성인의 역량 수준은 언어능력의 경우 OECD 평균 수준
이며, 수리력과 문제해결력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24세의 경우 학력과
무관하게 OECD 평균보다 높지만 25세 이상은 학력과 무관하게 평균보다 낮았으며, 55~65세
의 경우 OECD 평균 11.7%보다 훨씬 낮은 3.9%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한국은 연령별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임언 외, 2013).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이 유지･개발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동 조사에서는 평생학습 참여
실태 또한 조사하였는데, 평생학습 참여가 능력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분석되
어졌다. 이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 역량을 유지,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15) OECD에서 2016년에 기존 조사자료(24개국)에 칠레,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9개국 자료를 추가하여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OECD 참여율 평균이 51.2%(2014)→49.5%(2016)로 낮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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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하며, 형식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가 일상생활,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지금까지 1, 2, 3차에 걸친 평생교육진흥종합(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부별 평생교육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동향, 성과 분석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을 거치는
동안 가시적인 평생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전년도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Ⅰ)’(홍영란 외, 2016) 연구의 후속으로 미래
사회의 평생교육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토대 중 하나로써 전년도 연구와의 연결선 상에서
3개 정부의 주요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년도 연구
에서는 문헌연구, 빅 데이터 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콜로키움, 미래교육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① 미래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자율적 구조개혁
②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체제 혁신 ③ 셋째, 사회 이동성 제고와 학습의 불평등
성 완화 ④ 넷째, 학습자 중심 학습 패러다임 구축과 통합적 新학습역량 함양 등으로 설정하고
특히,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다음의 7가지의 세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가.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나.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라.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마.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바. 新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사.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금까지의 정부별 평생교육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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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향후 구체적인 평생교육 정책 제안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7개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과 지난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과 일대일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유관 항목은 통합하여 첫째, 초개방형적인 평생교육 정책 운영의 관점에서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운영의 관점에서, 셋째, 복지-교육-직업 통합적 평생교육 정책의 관점에
서 넷째, 미래사회･신산업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어진 1980년대부터 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제, 개방대학교,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등과 같은 대안적 고등･평생교육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그간
고등교육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많은 학습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기존의 대안적 고등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인
정규 대학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져서 소위 ‘2류 학위’를 양산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일반 대학에 성인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입학하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대학 교육
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대학체제의 개편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
업’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대안적 고등교육제도 뿐 아니라 의무교육조차 받기 어려웠던 비문해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수준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대안적 학력인정 시스템이 라인업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제시하는 초개방성을 견지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정책은 보다 획기적이
고 유연한 방향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즉,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비정규 과정이 언제든지
상호 호환되어지고, 필요할 때 입학과 출구가 자유롭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유연한
시간적 투자를 통해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였던
K-MOOC가 아직은 이수 활용도가 저조하고, 일반 성인재교육과 재직자 직무역량에 전폭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향후 적극 활용하고 획기적 학점인정 폭의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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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52번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에서 제안된 바,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18년부터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모델을 개발하고, 한국형
K-MOOC 강좌를 확대하는 등 보다 유연한 평생교육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사업으로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의 초개방성은 그간 전 생애가 아닌 인생의 극히 일부분인 학령기에만 고도로 집중되
어 있던 교육의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개방하고 학습의 자원을 재분배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다문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대상별 요구에 따라 맞춤형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견지하
여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는 100세 시대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성인에 대한 생애
단계별 평생교육 중점 추진 내용을 세분화한 바 있다(김태준 외, 2016).
그러나 여전히 정부 예산 분배에 있어서는 학교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교육부 예산 53조 3,538억 원 중 5,704억 원, 약 1%가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며,
2016년에는 전체 55조 7,459억 원 중 5,894억 원인 3.3%, 2017년에는 전체 교육부 예산
60조 6,572억 중에 평생･직업교육의 예산은 6,210억 원으로 약 5.4%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85%가 넘는 예산은 초･중등 교육에
배분되어 있고, 선진국의 평생직업교육 예산인 10%대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1, 2, 3차에 걸쳐 추진되어진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 중 대학 평생교육 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100억 미만의 소액 사업들이어서, 평생교육 정책 사업들에 대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중심 교육체제를 평생교육 중심으로, 전 생애
적 관점에서 교육기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체제로 개편되고, 학교를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지역사회 곳곳에서 누구나 쉽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학교교육 중심 체제에서 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7.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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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람 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보고, 이를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 지속적 확대와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평생교육 정책 대부분이 공급자적 관점에서 지자체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기관들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져서
지난 십여 년 간 공공 영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무료 평생교육 강좌들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저소득층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간 혹은 대학 평생교육기관들의 유수한 프로그
램을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예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

-

-

지난 세 정부마다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
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국가평생교육종합체계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 한정된
계획이며, 별개로 관할 부처들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상호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한정된 정부 예산에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단점이었다. 예컨
대,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고용부가, 4050베이비붐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관여하고 있어 중앙부처 간 평생학습 기능, 콘텐츠, 지원대상 중복이 존재하고,
네트워크가 부재하여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평생교육은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학습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그리
고 직업을 위한 토대가 된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부처 간 평생교육 정책들을 조율
하기 위한 ‘평생교육위원회’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평
생교육 현장에서는 평생교육 유관 제도 간 협업을 위한 정부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평생교
육 정책 총괄 부서를 두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이창기, 2017).

.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교육제도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력과 신산업사회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교육 대응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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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사회변동과 직업의 변화를 낳게 되는데, 새로운 직업들이 생김과 동시
에 사라지는 직업도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체제가 요구
되며, 동시에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직업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신기술과 역량을 개발시키는 한편, 정보 및 기술의 차이에 따라 점차 벌어지는 삶의 질
격차의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전인적인 성품과 소양, 공동체성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 시민교육 등 영역의 평생교육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의 방식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 2, 3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
서 제시된 대부분의 평생교육 정책들은 각 정부마다 주력해서 추진한 사업이 1~2개 있겠으나,
대부분의 과제들은 모두 이전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시 제안하는 수준이다. 박근
혜 정부 평생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창조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데, 그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에는 구체적으로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명시된 정책
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미래사회에 평생교육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국가
평생교육 종합계획의 틀거리부터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3월 27일,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가 모여 토론한 ‘2017, 차기정부 평생학습 향배를 논하
다’ 포럼에서 정민승(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의 대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무형식 학습의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는 시대에 평생교육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국민이 기술발전에 소외됨
없이 수혜자가 되도록 한다. 셋째, 시혜적 관점의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 모든 복지를
학습으로 전환한다. 넷째, 언제나 원하는 강의를 공짜로 듣게 한다. 다섯째, 학교･주민센터･각
종회관과 도서관 등의 시설을 국민들 상호 학습의 장으로 전환한다. 여섯째, 빅 데이터를 이용
한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일곱째, 목적 없이 학습하도록, 즉 일상이 학습이
되도록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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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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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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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성 사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Ⅳ.

본 절에서는 미래사회 평생교육개혁의 구체적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개혁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진행된 1차 년도 연구(홍영란 외, 2016)에
서는 평생교육 정책 개혁의 정책 방향으로 1)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2)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3)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4)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5)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6)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7)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제시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일곱 가지 방향에 해당하는 각각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평생교육개
혁 우수사례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나 언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언급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정책의 범위나 전제 등에 있어서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에서 정책의 실행결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입증이 충분
히 가능한 정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홍영란 외(2016)에서 제시된 평생교육 정책 개혁의 일곱 가지 방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였는데, 미래사회에서 개별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 분야 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정책
과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통합을 통한 미래사회의 평생교육 체제 확립 정책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분류에 따라 각각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개별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 분야 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한 학습자의 학점인정과 학위취득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학습 자원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정책)’의 우수사례로 미국의 온라인 개방대학(MOOC)의 학위과정을,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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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별 평생교육 정책 도입(학습자의 전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정책)’
의 우수사례로 미국의 플러스50 이니셔티브를,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
스템 강화(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시민들의 창조적 경력경로 개발 지원 정책)’의 우수
사례로 핀란드의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통합을 통한 미래사회의 평생교육 체제 확립 정책과 관련하여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생태계 구성(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평생교육 체제의 연계 추진
정책)’의 우수사례로 호주의 국가장애전략 2010~2020을,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체제의 통합 및 전문화 정책)’의 우수
사례로 세계은행의 STEP 프로그램을,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산업의 빠른
변화속도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과 교육 체제의 연계를 통한 직업 역량 개발 지원 정책)’의 우수
사례로 일본의 인재육성 이니셔티브를,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평
생교육과 관련한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특화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공유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의 우수사례로 독일의 NEPS(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평생교육 정책 방향별 우수 사례
분류

미래사회에서 개별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 분야 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정책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통합을 통한
미래사회의 평생교육
체제 확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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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미국의 온라인 개방대학(MOOC)의
학위과정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국의 플러스50 이니셔티브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핀란드의 스타트업 사우나
(Startup Sauna)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생태계 구성

호주의 국가장애전략 2010~2020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세계은행의
STEP 프로그램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일본의 인재육성 이니셔티브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독일의 NEPS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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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MOOC)

1)
미래사회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학력이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으로서
의 역할 정도가 점차 약해질 것이다. 지식의 양이 적고, 그 수명이 길던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유용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식의 양은 무한대로 확대되
고 있으며, 그 수명 역시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구분하여
학교 교육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는 미래사회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1차 년도 연구(홍영란 외, 2016)에서 제시된 ‘초개방형 평생교육체계’란 한 인간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 또는 학력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의 경험
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체계를 뜻한다. 초개방형 평생교육체계가 운영된다면 평생교육과 관
련된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방향이 한 인간의 다양한 학습의 경험이 서로 통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경험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우수사례로 온라인 개방대학(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들 수 있다. 온라인 개방대학 학위과
정의 장점은 최고 수준의 강의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대학교육과 비교하여 저렴한 값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특정한 학력과 입학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초지식이 있는 지를 학습자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 유다시
티의 나노학위 과정의 경우 자기-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Morell, 2015).

2)
여기에서는 온라인 개방대학 중 코세라와 유다시티의 사례에 대해 기술하였다. 2012년에
창설된 코세라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개방 대학 중 하나이다. 코세라에서는 현재
600여개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100여개 대학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이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약 5억명 이상이 코세라를 통해 강의를 듣고 있는 있다(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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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코세라에서는 2017년 현재 네 개의 학위(degree) 과정과 두 개의 전문가 자격증
(Professional Certificate)을 운영하고 있다.16) 학위과정으로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의 i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25개 수업, 2~3년, $22,000), 데이
터공학(Master of Computer Science in Data Science)(25개 강좌, 1.5~3년, $20,000) 회계
학(Master of Science in Accounting)(32개 강좌, 1.5~3년, $30,000), 그리고 파리의 HEC
에서 운영하는 혁신과 기업가(Master's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석사과정(20개
강좌, 10~16개월, 20,000유로)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격증 과정으로 미국의
라이스 대학(University of Rice)에서 운영하는 경영공학/리더십(Engineering Management
and Leadership) 과정(9개 강좌, 10~12개월, $4,000)과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University
of Vanderbilt)에서 운영하는 경영자 핵심과정(Business Essentials for Managers)(4개 강좌,
5~6개월, $2,475)을 운영하고 있다.
유다시티에서는 나노학위 제도를 운영한다. 나노학위는 온라인 학위 또는 온라인 자격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약 6~12개월 동안 주당 10~20시간 강의를 듣고 일정한 학습결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수여되는 학위형태의 자격증이다. 나노학위의 시초는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와 연계된 프로그래밍 나노학위과정이었으며(인데일리, 2014), 이 나노학위과정이 성
공을 거두면서 현재는 프로그래밍 입문(Intro to Programming: 5개월, $299), 가상현실 개발
자(VR Developer: 6개월, $400), 로봇공학(Rbotics: 6개월, $1,200),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3개월, $999),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6개월, $800), 자율주행차 공학
자(Self-driving Car Engineer: 9개월, $800) 등의 총 15개의 학위를 삼성,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아이비엠(IBM), 페이스북(Facebook), 벤츠(Mercedes-Benz) 등의 회사
와 손잡고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17)

3)
온라인 개방대학의 학위과정이 평생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에서는 기업들은 더 이상 대학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길러내도록 기다려
16) 출처: 코세라 홈페이지 학위과정 <https://www.coursera.org/degrees/>, 전문가 과정
<https://www.coursera.org/professional-certificate>. 2017.5.23. 인출.
17) 출처: Udacity 홈페이지 <https://www.udacity.com/nanodegree>. 2017.5.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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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그런 지식을
갖춘 인재를 직접 키우는 과정을 손쉽게 갖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온라인 개방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교육은 하나의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사과정은 4년, 석사과정은 2년이라는 제
한을 둠으로서 기술 분야의 빠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온라
인 개방대학의 학위과정은 약 6개월~1년 안에 해당분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빠른 기술
분야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학위/자격증 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과 연계하여 이런 형태의 학위/자격증 과정이 운영된다면 기존의 교육부의 학점은행
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

50

18)

1)
한 개인의 수명이 점차 길어지는 미래사회에서는 학령기 이후의 삶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역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정책의 시행은 개인적으로는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의 완성과 함
께 국가적으로는 지속적 경제 발전 및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정책의 우수사례로 ‘미국의 플러스50 이니셔티브
(The Plus 50 Initiative)’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돕는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
여 제2의 경력을 갖도록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2)
본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플러스 50 앙코르 완성 프로그램(the Plus 50 Encore
Completion Program)’으로, 이는 지금까지 전 미국의 100개 지역대학에서 운영되었다. 이
18) 플러스50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http://plus50.aacc.nche.edu/Pages/Default.aspx>. 2017.5.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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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약 만 명의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들이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취업을
돕는 학위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교사, 간호조무사, 약물
중독 상담사, 문해교육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의 큰 효과가 있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50세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수업의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50세 이상의 학습자들의 학습요구 및 심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플러스 50 자문가(Plus
50 Advisors)들이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각종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융자의 기회 등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주는 학자금 관련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시험이나 포트폴리오 제출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직업생활 등을 통해 갖고
있는 경험 등이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이전에 들었던 수업으로 들었던 학점을 인정해 줌으
로 인해 이들이 학위를 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50세 이상의 학습자가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관련 분야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워크숍, 개인별 커리어 상담 등을 통해 취업 가능성 확인, 인적 네트워킹
구축방법 학습, 경력 흥미 확인, 이력서 작성 등에 관해 도움을 받는다.

3)
비록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이라는 교육기관을 활
용하여 운영되었지만, 선취업 후진학 등의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5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사업은 50세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령 친화적으로 운영되었다. 비록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모두 같은 세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50세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자들
은 다시 학교에 돌아온 것에 대한 불안감, 컴퓨터 등의 IT 도구 사용의 경험 부족,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경험의 소유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50세 이상의 학습자들로만 구성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 운영할 수 있다. 이 사업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은 비록 취업
을 원하는 5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참여가 가능하지만, 젊은 연령층의 학습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점이 이들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층의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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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미래사회에는 필요하겠다.
둘째, 이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이다. 이 사업이 전국의 다양한 지역대학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미 지역 대학 협의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디어브
룩 공익신탁(the Deerbrook Charitable Trust), 루미나 재단(the Lumina Foundation), 대서
양 자선단체(The Atlantic Philanthropies)들이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50세 이상의 중년들에게
일정한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없다면 이들이 오랫동안 정기적 소득 없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미래사회에 보다 많은 학습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민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재
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

:
(Startup Sauna)

1)
4차 산업혁명이 미래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만
큼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나타날 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특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요소인
3M 즉 자본(money), 노동(manpower), 물자(material)의 전통적 요소와 함께 정보와 기술이
현재까지는 생산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요소에 큰 변화를 가져
다 줄 것이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직업 구조 및 경력 경로의 획기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미래 사회에서는 성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영란 외, 2016).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할 미래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역량 중 하나가 기업가 정신(또는
창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일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
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역량으로 미래사회의 다양한 경력 경로 개발을 위한 필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사례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는 대표적 사례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
터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란드의 스타트업 사
우나(Startup Sauna)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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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 사우나는 핀란드, 북유럽, 러시아를 거점으로 전 세계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0년부
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14번의 배치(Batch: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를 운영하여 총 208개의
스타트업 회사가 배출되었고, 약 4,500개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으며, 총 1억
1천백만 달러의 투자금 유치를 도왔다(http://startupsauna.com. 2017.5.23. 인출). 스타트
업 사우나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 공동작업 공간
(co-working space), 슬러시 컨퍼런스(Slush Conference)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스타트업 사우나의 핵심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네 가지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ttp://startupsauna.com/
accelerator. 2017.5.23. 인출). 첫 단계는 ‘신청 기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20개
도시에서 하루 동안 코칭행사가 개최된다. 코칭행사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연쇄 창업가
(serial entrepreneur: 새로운 기업을 계속해서 설립하는 기업가),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창업 투자자들로부터 일대일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각 도시에서 코칭행사가 열리는 동안 제일 큰 성과를 보인 3개의 기업은
자동적으로 두 번째 단계(팀 선택)로 넘어가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코칭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인터넷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팀 선택’단계로서,
앞서 열린 코칭행사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기업과 인터넷으로 지원한 기업들 중에서 서류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할 최종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 기준은
문제 해결에 대한 실행능력, 사업화가 가능한 실제적 아이디어 여부, 시제품 또는 이미 생산된
제품 여부 등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헬싱키에 위치한 스타트업 사우나의 공동작업 공간
에서 7주간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사업주제의 명료화, 고객 분석,
시장 분석 및 접근 전략 기획, 팀 조직력 높이기, 법적 조언 받기 등의 다양한 작업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스타트업 기업들은 연쇄 창업가, 엔젤 투자자, 창업투자자들과 일대일 미팅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데모 데이(Demo Day)’로서 액셀러레
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들을 언론과 투자자들을 초대해 소개
한다. 스타트업 사우나는 특히 슬러시(Slush)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데모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사우나는 공동작업 공간(Co-working Space)을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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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대학 내에 운영하고 있다(http://startupsauna.com/space. 2017.5.23. 인출). 이곳의 크
기는 약 1,500제곱미터로서, 특별한 회원자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공동작업 공간에
서는 개발자 토론대회, 업체 간 경쟁대회, 바비큐 파티 등과 같이 다채로운 행사들이 1년에
약 100개 개최된다. 셋째, 스타트업 사우나는 슬러시 컨퍼런스(Slush Conference)19)와 연계
하여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슬러시 컨퍼런스는 2013년에 헬싱키에서 약 300명의 사람들
이 참가하는 조그만 행사로 시작되었으나, 4년이 지난 현재는 헬싱키 이외에도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에서도 개최되며 스타트업 기업가와 투자자들, 언론을 연결해주는 전 세계적 행사로
성장했다. 이 행사의 특징은 보드 멤버들이 20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행사의 모든 것을 기획하며, 특히 컨퍼런스 운영에 필요한 많은 인력들은 스타트업 사우나의
모체인 핀란드 알토대학(Aalto University)의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http://verticalplatform.kr/archives/8382. 2017.10.23. 인출). 다음으로 헬싱키에서 열리
는 행사의 경우 이틀간 열리는 본 행사 이외에도 ‘부대 행사(Side Events)’가 일주일 간 헬싱키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열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대 행사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투자자,
기업가들이 본 행사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기획한 다양한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www.slush.org/side_events. 2017.5.23. 인출).

3)
스타트업 사우나가 미래사회의 평생교육과 경력경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스타트업 사우나는 알토대학(Aalto University)20)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학
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 교육부가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사업이 아닌 학교 직원 또는 교수가 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19) 초기에는 스타트업 사우나가 슬러시 컨퍼런스를 주관하였으나 지금은 독립 조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슬러시(slush)는 핀란드의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녹아내린 눈으로, 이처럼 핀란드의 보편적 영향을 미치는
행사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를 담아 행사명을 지었다고 함
20) 알토대학은 2010년에 과학/기술, 디자인/예술, 산업/경제 분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대학을 만들기 위해 헬싱키
기술대학교, 헬싱키 경제대학교, 헬싱키 미술 디자인 대학교가 통합되어 설립됨
<http://www.aalto.fi/en/about/history/>. 2017.10.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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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정한 사업기간 내 실적을 내야 하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경력경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닌 청년 및 성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스타트업 사우나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7주간의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스스로 기획하고 경험하고 있다. 물론 참가자들은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고, 또 짧은 기간 동안 경쟁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미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역량이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매우 효과적인
것은 운영자가 짜놓은 교육 프로그램대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 멘토, 선배 창업자, 투자자들, 경쟁업체들과 만나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사회에 적합
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력관리 프로그램은 기존의 강의식 프로그램, 일괄적 프로그램이
아닌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2
.

-

:

2010~2020

1)
평생교육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임을 가정한다면, 평생교육의 대상은 그동안 학교교육 등
의 제도권 교육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성인일수록 과거에 학교교육의 기회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
로, 성인의 시기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노경란, 2013).
1차 년도 연구(홍영란 외, 2016)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미래사회에서는 인적 및 정보 교류,
공동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복지와 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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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교육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 본 장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우수사례
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4년에 제정된 ‘발
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
육 실시의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장애성
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약 3%이다(김두영, 2016). 이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추가되었다.21)
이에 외국의 우수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성인 장애인 대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생태계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보고자 한다.

2)
호주의 국가장애전략 2010~2020(National Disability Strategy 2010~2020)은 10년간 장애
인과 이들의 가족 및 돌봄 지원자들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이다.22)
이 정책은 2009년에 정부에 의해 진행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과 요구되는 해결책
에 관한 보고서(Shut Out: The Experi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n Australia)를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본 정책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사업체, 지역사회가
모두 연계된 것으로 2011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본 정책은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영역을 설정하였
다. 첫째,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영역으로 대중교통수단, 주요 건물, 디지털 정보,
통신 수단, 문화여가생활 분야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인권보호 및 법률 영역으로 반차별
적 행위금지 조치, 이의제기 시스템, 선거 시스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경제적 독립 지원, 최소 임금 지원, 거주지 개선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 향상에
힘쓴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보다 활발한 참여, 장애인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돌봄 제공, 비공

21) 평생교육법 5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조의 2. 1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2) 출처: 호주의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disability-and-carers/program-services/government-inter
national/national-disability-strategy>. 2017.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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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지지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대한다. 다섯째, 학습과 기술 영역으로 유아교육,
학교교육, 취업준비교육, 평생학습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실시한다. 여섯째, 건강과 삶의
만족감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및 각종 신체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앞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 주요 영역 중 ‘학습과 기술(learning and skill)’ 영역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정책은 ① 특수교육 교수자 및 관련자 연수 강화, ② 교육결과의
격차 해소, ③ 유아특수교육 강화, ④ 학교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의 연계 강화 등의 네 가지
구체적 방향을 갖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
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3)
호주의 국가장애전략 2010~2020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
교육 생태계 구성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교육의 연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범 부처 및 민간기관 간 연합이 요구된다. 호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방면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의 실행이 보다 가능해진다. 둘째, 복지의
핵심분야로 교육이 반드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제공하는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
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속성과 각 생애발
달단계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역량이 개발되어 한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일반인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STEP

1)
미래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더욱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그 전문성이 깊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고령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만 15~만 64세)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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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생산성 향상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둘째,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 세계의 빈곤퇴치와 국가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실시하는 국제투자기구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a). 세계은행은 '교육전략 2020'에서
세계은행의 교육미션을 ‘모두를 위한 학습, 학교교육을 넘어(Learning for All, Beyond
Schooling)'으로 정하고, 하위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고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Skills
Toward Employment and Productivity: 이하 STEP으로 지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a).

2)
STEP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훈련, 노동시장 활동 간의 순차적 조합으로 구성된 다섯 단계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다섯 단계가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을 때 한 국가 안에서 평생교
육과 직업훈련이 깊은 연관을 가질 수 있다. 1단계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출발 지원’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아동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아동들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 사회감정적 발달을 위해 학령기 이전에 적절한 영양공급, 심리적이고 인지적
자극 제공, 기초 인지 및 사회기술 교육이 요구된다. 2단계는 ‘모든 학생의 학습참여 보장’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기술, 대화기술, 문제해결 기술, 사회적 역량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자율성(autonomy: 단위학교 또는 지방교육청은 교육내용과 자원
을 사용하는데 자율성 보장), 책무성(accountability: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교사, 행정가, 학
부모, 학생 등)이 학교교육의 결과에 책임감 갖기), 평가(assessment: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지속적 평가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단계는 ‘직업관련 기술 개발’로서 많은 국가에서 직업
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노동자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 전 교육, OJT(On-the-Job Training), 기술 자격 시스템 구성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단계는 ‘기업가 정신 및 혁신 증진’으로 기존의 창의
성과 위험감수를 억누르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령기
에는 탐구를 촉진하고, 청년기 및 근로기 시기에는 혁신과 창조를 위한 기술 습득이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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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험감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원 지금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단계 ‘노동이동성과 일자리 매칭 촉진’으로 미래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은 지역과 직업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구직 서비스와 기술 인증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이동성과 일자리 매칭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직과 실직을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3)
STEP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교육, 평생교육,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된 직업훈련의 로드맵을
제공한다. 직업훈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자 또는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학교교육이 직업훈련과 연계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의 정책 역시 직업훈련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방교육청 중심의 초중등교육, 교육부 중심의 대학교육 및 평생교육,
고용노동부 중심의 직업훈련교육으로 구분되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실행
이 어렵다. 미래사회의 직업훈련이 학교교육의 내용과 노동시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그 내
용과 방법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STEP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 평생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STEP 프로그램의
5단계 중 특히 한국의 경우 4단계에 해당하는 ‘기업가 정신 및 혁신 증진’ 영역의 발전이 가장
더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입학사정관제, 자유학기제 활동 등을 통해 조금씩 학교교육 내에
도 혁신, 창조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육단계에
서부터 창의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때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관한 역량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

:

1)
현재 한국사회의 성인들은 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을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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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통해 성인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위 과정 역시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창의성 또는 융합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키워주고 있지 못하다(홍영란 외, 2016). 미래
사회에서는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신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
되며, 이와 관련한 우수사례로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 2016’ 중 발표된 인재육성 이니
셔티브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적합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에 발표
된 ‘일본재흥전략 2016’을 통해 전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
였다. ‘일본재흥전략 2016’은 부제를 '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정하고 5대 핵심시책으로 1)
600조 엔을 위한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 2) 생산성 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 개혁, 3)
이노베이션 창출･도전정신이 넘치는 인재 창출, 4) 해외 성공시장 공략, 5) 개혁 모멘텀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최해옥 외, 2017). 세 번째 핵심시책 중 하나로 인재육성 이니셔티브를 제시하
면서,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합한 직업적 필수역량을 가진 인재를 장기간 양성하기 위한 전 국가
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2)
일본재흥전략 2016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아베 수상을 의장으로
둔 산업경쟁력회의를 구축했으며, 이 회의가 내세운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창조적이고 열정적
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이다(한국표준협회, 2016). 일본사회의 4차 산업혁명
의 진흥을 위한 인재의 양성 및 획득을 위해 구체적으로 1) 초등학교 수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
밍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2) IT 활용능력 숙달을 위한 교육 이후 IT를 이용한 학습 실시,
3) 외국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본의 영속적 거주 권리 신속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표준협
회, 2016).
세계경제회의(World Economic Forum)의 예상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2015
년에서 2020년 사이에 '건축･공학' 및 '컴퓨터･수리' 분야 부분의 취업자 수의 큰 증가가 예측된
다(WEF, 2016a). 이들 직업군의 공통적 특징은 수학과 정보활용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에 문부과학성은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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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아래 [그림 Ⅳ-1]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까지 연결되는 ‘인재육성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한국표준협회,
2016).

단
계

초증등교육

목
적

• 정보활용능력의 육성
• 교육환경의 정비

주
요
내
용

• 차세대에 요구되는
정보활용능력 육성
• 전 교과의 문제발견 및
해결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ICT 활용
• 학교 관계자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
설립

고등교육

전문교육/산업계

• 전학년 수리 및 정보교육 강화
• 수리/정보관계 학부/대학원
교육 강화

→

• 톱 레벨 인재 육성
• 산업계에 인재배출

→
• 수리/정보 교육체제의 근본적
강화
• 새로운 학부 정비 촉진
• 수학/정보 표준, 핵심 커리큘럼
정비

•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견인할
기업가 육성
• 실제 산업계에서 IT기술
학습 기회 확보

❙그림 Ⅳ-1❙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인재육성 이니셔티브
출처: 한국표준협회(2016). 14쪽 편집.

각 단계에서 추진되는 구체적 인재육성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표
준협회, 2016). 먼저, 초중등학교 단계에서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교육의 기회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까지도 ICT를 적극 활용하는 '교육정보화 가속화 플랜'을 기획하
고 있다. 이중 무엇보다도 수업방식의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각
학교 단계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등을 통해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과학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ICT를 활용하여 액티브러닝의 관점에 입각한 수업개선과 개별 학생의
학습 니즈에 대응이 가능한 수업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수리, 정보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리 및 정보와 관련한 학부 및 대학원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의 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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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히 고등교육 수준에서 수리 및 정보와 관련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내 교육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수리 및 정보를 융합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리
및 정보교육의 표준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 역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의 실시를 위해 먼저 국가적으로 혁신지능통합연
구센터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통해 고령화 문제 등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인공지능/빅 데이터/
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빅 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과학자와 사이
버보안 전문 인재의 육성을 추진한다.

3)
일본의 인재육성 이니셔티브가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4차 산업
혁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해 국가적으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전자신문, 2016). 이 중 하나가 학교교육 단계
에서부터 성인기까지의 교육 연계를 통한 필수 직업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교육계의 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
교육청 소속의 학교교육과 교육부 및 노동부 중심의 성인대상 교육에 관한 연계를 통한 전 국가
적, 전략적 교육 분야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장기적 계획과
실천이 요구된다.
둘째, 일본의 인재육성 이니셔티브가 주는 시사점은 대학과 성인대상 교육과의 연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등 대학과 평생교육을 연계
하고 있지만,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대학의 정원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본 사례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신산업사회에서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능과 산업계가 연계하여 성인들의 직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의 성인 대상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교육부와
노동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직업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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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PS23)

1)
NEPS(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은 독일정부가 지식경제사회에서 교육은 경제적
발전 이외에도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최적의 수단이라는 전제하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한 정보 및 국민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
하고 있는 패널 조사이다. 유아부터 중년까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
을 통해 나타난 역량발전정도, 참여한 교육과정 현황, 성인 대상 재교육 실태에 관한 종단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EPS는 아래 [그림 Ⅳ-2]과 같이 7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를 동시에
실시하는 시퀀스 디자인(sequence desig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최초 조사로서 2009
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유아(1~4세), 아동(5~6세), 초등(7~10세), 중학교(11~16
세), 고등학교(17~19세), 대학(20세~석사학위), 성인교육(further education: 20세 직장인/
석사과정 이후)등의 7개의 코호트로 구분하여 약 6만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Ⅳ-2❙ NEPS 시퀀스 디자인
출처: 독일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https://www.neps-data.de/en-us/projectoverview/aimsoftheproject.aspx>.
2017.6.1. 인출.

23) 독일의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www.neps-data.de>.
2017.6.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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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PS는 조사 대상이 되는 코호트별로 서로 다른 조사내용을 갖고 있다. 즉 각 코호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과 이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대학교육 코호트(대학교 1학년~석
사과정)와 성인교육 코호트(20세 직장인/석사과정 이후)와 관련하여 진행된 구체적 조사방식
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 코호트 조사는 사회에서 대학에 요구하는 변화와 대학생의 학교 적응 및 졸업
후 취업을 돕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과정 중에
길러진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진 학문별/일반적 역량, 대학교육의 학습환
경, 취직을 위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대학 생활 중 교육결과에 영향을
미친 결정(자퇴, 유학, 대학원 진학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친 요소(자격증, 성별, 사회적 배경,
역량 등)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둘째, NEPS는 전 성년의 시기에 걸쳐 진행된 국민의 교육,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형식, 비형식, 무형식 형태의 모든 교육 활동 및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 교육 참여여부를 위해 내린 결정, 조사 대상자의 학력, 직업, 거주지
이전 내역, 주변관계, 자녀여부 등과 관련된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독일 성인국민의 기본학습역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읽기,
수리력, 과학, ICT 역량(competence)과 함께 비인지적 기술(성격, 동기, 사회생활 기술) 역량
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3)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성인의 평생학
습실태 조사연구’와 ‘평생교육통계조사’가 있다. 이 둘과 비교하여 NEPS가 주는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EPS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 조사와 달리 패널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독일 국민이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취업 이후에 어떤 교육을 수강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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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적 자료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등에서 진행된 최초의 직업교육 이후에
성인들이 어떤 형식, 비형식 형태의 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둘째, NEPS는 교육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모든 연령대의 국민의 학습역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역량조사와 통계조사가 동시
에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성인의 역량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국가적으로 성인들
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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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과제
델파이 분석
1.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 방법
2.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3.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Ⅴ.

1
.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평생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 문항을 구성하
였다. 1차와 2차의 델파이 조사 문항은 서로 차이가 있다. 1차 델파이 조사 문항은 주관식이
다수인 반면 2차 델파이 조사 문항은 객관식이 다수이다.
1차 델파이 조사지는 개인 특성을 포함한 4개 영역의 17개 문항인데 하나의 문항에 복수의
하위문항이 들어 있어서 실제 응답 문항수는 더 많았다(<표 Ⅴ-1> 참조).
첫째,‘평생교육 2030 변화 지향점’영역에는 2030년의 한국 평생교육이 변화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문항(1-1)이 1개 포함되었다. 둘째,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정책과제’영역은 총 7개 문항(2-1~7)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7개 문항은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안된 7가지의 평생교육 정책 세부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정책 방향으로써의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관련 과제 제안의 3가지의 세부 질문이 포함되었
다. 이중 정책 방향으로써의 타당성은 리커트 5점 척도의 객관식 문항이었고, 다른 2개인 수정
보완 의견, 관련 과제 제안은 주관식으로 의견을 묻는 문항이었다. 셋째 영역인 ‘평생교육 영역
별 개혁과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규정된 6대 영역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조정한 4개 영역에
대한 과제 제안 문항(3-1~4)이었다.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영역, 직업능력교육 영역, 문
화예술교육 영역,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의 4개 영역에 대하여 정책 차원으로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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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의 3가지 하위 문항이 배치되었다. 넷째 영역인 ‘개인 특성’문항은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평생교육분야 기관 근무기간의 5개 객관식 문항(4-1~5)이 포함
되었다([부록 1] 참조).

❙표 Ⅴ-1❙ 1차 델파이 조사 도구 구성
영역

문항
번호

평생교육 2030
변화 지향점

1-1

문항
1-1. 2030년에 대비해서 한국의 평생교육이 변화해야 할 특징적 모습이나
지향점

2-1~7

2-1.
2-2.
2-3.
2-4.
2-5.
2-6.
2-7.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 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평생교육 영역별
개혁과제

3-1~4

3-1.
3-2.
3-3.
3-4.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영역
직업능력교육 영역
문화예술교육 영역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

개인 특성

4-1~5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평생교육분야 기관 근무기간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정책과제

2차 델파이 조사도구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관련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 수렴 결과와
연구진의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표 Ⅴ-2> 참조). 2차 델파이 조사는 각 정책과
제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묻는 문항을 위주로 객관식 147개, 주관식 17개, 개인 특성 5개의
총 169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객관식 항목의 경우 하나의 항목에 중요도와 시급도를 동시에
답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응답하는 객관식 문항은 294개가 된다. 따라서 전체 문항 수는 총
316개이다.
중요도와 시급도는 델파이 의견을 요구분석의 형태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문항 유형으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설문지 문항마다 표시하였다. 중요도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가
판단하기에 평생교육의 미래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시급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반영해서 실천해야할 것으

130

Ⅴ.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과제 델파이 분석

로 생각하는 수준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중요도와 시급도의 응답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 7점’과 ‘전혀 시급하지 않다 - 1점’부터 ‘매우 시급하다 - 7점’
의 리커트식 7점 척도였다. 응답 문항의 형태는 다음의 예와 같다.

다음은 평생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각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에 관한 귀하
의 의견을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 평생교육의 미래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중대한 수준
▸시급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천해야할 수준

1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중요도

번호

문해/학력보완교육

전혀 중요
매우 중요 전혀 시급
매우 시급
←――→
←――→
하지 않다
하다
하지 않다
하다
1

1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2

지자체별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시급도

2

3

4

5

6

7

1

2

3

4

5

6

7

< 하략 >

객관식 문항의 경우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연구진 검토 등을 기반으로 3개 영역에 16개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배치하였다. 3개 영역은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평생교
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이며, 각각의
세부 영역이 4개에서 7개까지 구분되었다.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에는 문해/학력보완교육(1), 직업능력교육(2), 문화예술교육
(3), 인문/시민참여교육(4)의 세부 영역이 배치되었고 총 59개 항목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시급
도의 2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따라서 응답자는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에서 118개의 객
관식 문항에 응답하였다.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추진체계(1), 지역평생교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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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3),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4), 학점 및 학위
인정(5)의 5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에는 24개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와 시급도
를 묻는 48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에는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1), 복지
-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2),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3),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4),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 지원시스템 강화(5),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6),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7)의 7개 세부 영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총 64개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와 시급도를 묻는 128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주관식 문항은 세부 영역별로 추가적인 정책과제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문항이었다. 세
부 영역별로 1개 주관식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은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로
표현되었고 빈 칸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필
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도록 하는 주관식 문항이 추가되었다. 설문지의 말미에 ‘향후 2030시대
에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과제가
필요한 지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고, 적으신 의견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표시해주세
요.’라는 지시문과 함께 복수로 정책과제를 기재하고 중요도와 시급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주관
식과 객관식의 복합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Ⅴ-2❙ 2차 델파이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

세부영역
문해/학력보완교육(1)

직업능력교육(2)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문화예술교육(3)

인문/시민참여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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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문항코드

문항수

중요도(a)

A1a_1~A1a_16

16

시급도(b)

A1b_1~A1b_16

16

중요도(a)

A2a_1~A2a_16

16

시급도(b)

A2b_1~A2b_16

16

중요도(a)

A3a_1~A3a_13

13

시급도(b)

A3b_1~A3b_13

13

중요도(a)

A4a_1~A4a_14

14

시급도(b)

A4b_1~A4b_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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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평생교육 추진체계(1)

지역평생교육 지원(2)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3)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4)

학점 및 학위 인정(5)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1)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2)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3)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4)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5)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6)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7)

주관식
개인 특성

수준

문항코드

문항수

중요도(a)

B1a_1~B1a_7

7

시급도(b)

B1b_1~B1b_7

7

중요도(a)

B2a_1~B2a_4

4

시급도(b)

B2b_1~B2b_4

4

중요도(a)

B3a_1~B3a_5

5

시급도(b)

B3b_1~B3b_5

5

중요도(a)

B4a_1~B4a_5

5

시급도(b)

B4b_1~B4b_5

5

중요도(a)

B5a_1~B5a_3

3

시급도(b)

B5b_1~B5b_3

3

중요도(a)

C1a_1~C1a_9

9

시급도(b)

C1b_1~C1b_9

9

중요도(a)

C2a_1~C2a_15

15

시급도(b)

C2b_1~C2b_15

15

중요도(a)

C3a_1~C3a_11

11

시급도(b)

C3b_1~C3b_11

11

중요도(a)

C4a_1~C4a_4

4

시급도(b)

C4b_1~C4b_4

4

중요도(a)

C5a_1~C5a_12

12

시급도(b)

C5b_1~C5b_12

12

중요도(a)

C6a_1~C6a_4

4

시급도(b)

C6b_1~C6b_4

4

중요도(a)

C7a_1~C7a_9

9

시급도(b)

C7b_1~C7b_9

9

세부 영역별 기타의견

16

2030시대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평생교육분야 기관 근무기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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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복수의 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2회에서 3회 또는 그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고 주관식과 객관식의 문항을 배치하여
의견을 수렴해간다. 연구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2차 델파이 조사지를 구성함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설계가 되도
록 유의하여 평생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그림 Ⅴ-1] 참조).
1차 델파이 조사는 2017년 5월에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대부분의 문항이 주관식이
기 때문에 충분한 응답시간을 부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대상자에게 이메일과 유선 등으로 설문 허가 및 응답 요청을
하였다. 이후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보내고, 응답 촉구를 위한 문자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평생교육개혁 방향과 과제

2차 델파이 조사
평생교육개혁 과제의

(38명 응답)

중요도와 시급도
(36명 응답)

❙그림 Ⅴ-1❙ 델파이 조사 과정

1차 델파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1차로 조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경험, 관련 전문 학위, 전문가로서의 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조사후보군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100명의 조사후보군에 대하여 연구진의 검토와 토의를 통해 44명을 1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선정과정에서는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 평생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 관련 분
야의 실무 및 연구 경험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였다. 44명을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고 38명이 응답함으로써 86.4%의 응답율을 보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38명의 개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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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23명(60.5%)이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연구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에는 각각 4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4명이 40~50대의 중년층
이었고, 성별에서는 남자(25명)가 여자(13명)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학위의 경우 35명의
대부분(92.1%)이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관련 기관 근무 기간은 16년 이상이 26명(68.4%),
11년에서 15년 사이가 8명(21.1%)으로 대부분 1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0년 이상 연구 및 실천 기관
에 근무한 전문가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연령대로는 40~50대의 중년층이 다수였다.

❙표 Ⅴ-3❙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개인 특성
개인특성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기간

범주

빈도(명)

백분율(%)

대학

23

60.5

연구기관

4

10.5

평생교육기관

4

10.5

기타

7

18.4

30대

1

2.6

40대

16

42.1

50대

18

47.4

60대 이상

3

7.9

남자

25

65.8

여자

13

34.2

학사

0

0.0

석사

2

5.3

박사

35

92.1

무응답

1

2.6

5년 이하

1

2.6

6-10년 이하

3

7.9

11-15년 이하

8

21.1

16년 이상

26

68.4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및 추가 대상을 선정하여 배포하였다.
2차 델파이 대상자에는 일차적으로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성실하게 응답하고 또 2차 델파이에
대한 참여 의지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더불어 1차 델파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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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연구진의 추천 등을 통하여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 41명이 2차 델파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차 조사는 2017년 8월에 실시되었으며 이메일로 전자설문지를
배포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화 통화, 이메일 송부, 문자 송부 등의 응답 독려
활동이 진행되었다.
총 41부를 배포하여 3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7.8%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
가는 18명(50.0%)이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11명(30.6%),
연구기관 4명(11.1%), 기타 3명(8.3%)이었다. 1차에 비해 대학 근무자가 줄어들고 평생교육
기관 근무자가 증가한 것이 차이였다. 이는 2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정책과제의 실천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에 대한 의견 수렴에 좀 더 주목하여 응답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연령대는
40~50대의 중년층이 27명(75.0%)이었고, 30대가 7명(19.4%), 60대 이상이 2명(5.6%)이
었다. 성별에서는 남자(19명)와 여자(17명)가 비슷한 규모였다. 학위에서는 29명(80.6%)이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관련 기관 근무 기간은 16년 이상이 17명(47.2%), 6~10년이 10명
(27.8%), 11~15년 사이가 7명(19.4%), 5년 이하가 2명(5.6%)이었다. 따라서 2차 델파이
응답자는 1차에 비해 연령이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1차에 대학 근무자가 많았던 반면
2차에는 평생교육기관 근무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Ⅴ-4> 참조).
❙표 Ⅴ-4❙ 2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개인 특성
개인특성

소속기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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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빈도(명)

백분율(%)

대학
연구기관
평생교육기관
기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자
여자
학사
석사
박사
5년 이하
6-10년 이하
11-15년 이하
16년 이상

18
4
11
3
7
14
13
2
19
17
1
6
29
2
10
7
17

50.0
11.1
30.6
8.3
19.4
38.9
36.1
5.6
52.8
47.2
2.8
16.7
80.6
5.6
27.8
19.4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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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델파이 조사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이 함께 활용되기 때문에, 분석 방법 역시 질적 분석
방법과 양적 분석 방법이 모두 활용되었다. 주관식 응답의 경우 분석틀과 연구진의 논의과정을
통해 범주화하고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을 위하여 우선 응답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번 숙독하고 분석틀의 분석요소에 따라 코딩을 한 후 분류 작업
을 하였다. 분류 작업에서는 연구진 간의 집중 검토를 통해 재분류 또는 범주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분류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분류된 응답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보고서에 인용할
응답 자료를 결정한 후 응답 내용을 해석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2)
객관식 문항 응답 자료는 기본적으로 기술통계를 먼저 분석하였다. 즉, 빈도, 평균, 표준편차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양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CV(Coefficient of Variance: 변이
계수)와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성 비율)을 사용하였다
변이계수인 CV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즉,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어느 정도
큰지를 보는 것으로 응답자의 응답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CV값이
0.5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렴되고 있으며, 0.5에서 0.8 사이인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0.8을 넘는 경우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할 정도로
응답이 다양한 것으로 해석한다(강용주, 2008; 노승용, 2006). CV값이 낮을수록 응답자 의견
이 안정되게 수렴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후 CVR값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의견이 수렴되는지를
확인한다.
CVR은 델파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현영섭
외, 2015; Lawshe, 1975). CVR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수에 따라 최소값 기준이
결정된다. 이 최소값 기준보다 높게 CVR값이 산출된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전문가의 응답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VR =

Ne-N/2
N/2

N : 응답 빈도수
Ne : Likert 4 이상 응답한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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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경우 1차 델파이 조사 응답자가 38명이기 때문에 .298이 된다(<표 Ⅳ-5> 참조).
따라서 1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CVR값이 .298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적 의견으로 수렴된 항목
으로 해석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36명이 응답하여 CVR값 기준이 0.306이었다. 따라
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CVR값이 .306 이상일 경우 긍정적 의견으로 수렴된 항목으로 해석
하였다(<표 Ⅴ-5> 참조).

❙표 Ⅴ-5❙ CVR 기준
응답자 수

CVR 최소기준

5

.99

6

.99

7

.99

8

.75

9

.78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출처: Lawshe(1975). 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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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 객관식 문항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구분석에서
사용하는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항목 중에서 정책과제로서 우선적으로 실행되어
야 하는 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였다. 즉 t검정, Borich 요구도
분석, LFF(Locus for Focus)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최우선순위
정책과제와 차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t검정은 델파이 조사 항목별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는 방법이다. 중요도와 시급도가 종속사건이라는 점에서 대응2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
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델파이 항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1단계 조건을 만족한다. 다만 t검증은 평균 차이와 그 차이의 유의성만 파악할 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의 범주를 구분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중
요도가 5이고 시급도가 3인 경우와 중요도가 3이고 시급도가 1인 경우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
가 2로 동일하여 t검증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권대봉 외,
2008).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Borich 요구도가 등장하였다.
Borich 요구도는 조사 항목의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계산하고 여기에 중요도를 다시 한
번 반영하는 방식으로 t검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신은경 외, 2017). 즉, 중요도를 한번 더
곱하여 가중치로 사용한 것이다(Borich, 1980).

∑     × 

 요구도  

-  (Required Policy Level): 요구되는 정책 수준(향후 상황에서 중요도)
-  (Present Policy Level): 현재의 정책 수준(현재 상황에서 적합도)

 : 요구되는 정책 수준의 평균값(중요도의 평균값)
- 
-  : 전체 사례수
❙그림 Ⅴ-2❙ Borich 요구도 공식
출처: 오승국 외(2014). 82쪽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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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ch(1980)의 요구도 산출 공식은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구하여 모든 응답자의 차이를
합하고 여기에 중요도 평균을 곱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응답자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한다(배을
규, 2003). 그리고 평균의 순위에 따라서 요구도 순위를 산출한다([그림 Ⅴ-2] 참조). 본
연구는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결과를 취합하여 Borich의 요구도 공식에 따라 델파이 조사
항목별로 요구도를 산출하고 순위를 정하였다.
Borich 요구도는 요구도의 값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순서를 나열한 것뿐이
라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최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델파이 조사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LFF 모형이 제안되었다(조대연, 2009; Mink et al.,
1991). LFF 모형은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 그리고 중요도의 두 가지 값을 가지고 2×2 매트릭
스를 구성한다. 세로축이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이고 가로축이 중요도이다. 이 두 축에서 각각
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세로와 가로 선을 그어서 4사분면을 구분한다. 따라서 LFF 모형은 4개의
사분면이 나눠지고 이를 기준으로 1사분면의 경우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도 높고(H), 중요도
도 높은(H) 영역이 된다. 2사분면은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도 높고(H), 중요도가 낮은(L)
영역이 되고, 4사분면은 반대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도 낮고(L), 중요도가 높은(H) 영역이
된다. 그리고 3사분면은 두 값이 모두 낮은(LL) 영역이 된다([그림 Ⅴ-3] 참조).

2사분면
차우선 분면

1사분면
최우선 분면

낮은 중요도
높은 평균 차이

높은 중요도
높은 평균 차이

3사분면
최하위 분면

4사분면
차우선 분면

낮은 중요도
낮은 평균 차이

높은 중요도
낮은 평균 차이
가로축
중요도 평균값
❙그림 Ⅴ-3❙ The Locus for Focus 모형

출처: 조대연(2009). 372~373쪽의 내용으로 그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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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방법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보완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법
은 다음의 절차를 활용한다(조대연, 2009).
① t검증을 통하여 중요도와 시급도의 통계적 유의분석 및 유의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 결정
에서 탈락
② Borich 요구도 분석 및 순위값 산출
③ LFF 분석 후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 확인
④ LFF 모형에서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의 개수만큼 Borich 요구도의 순위항목 분리. 1사분
면에 위치한 항목이 2개이면 Borich 요구도의 1순위와 2순위 항목 선택
⑤ LFF 모형에서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순위항목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경우 최우선순위로 채택. 중복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LFF 모형에서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 또는 Borich 요구도의 순위항목을 모두 차우선순위 항목으로 채택

2
.

1
2030

1차 델파이 조사 문항 중 첫째 영역은 평생교육 2030의 변화 지향점으로써 1개의 주관식
문항에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주관식 응답을 본 연구의 분석틀인 평생교육개혁
의 7대 정책 변화 지향,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평생교육 영역의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석틀에 포함되지 않는 의견은 기타로 다시 분류하였다(<표 Ⅴ-6>, <표
Ⅴ-7>, <표 Ⅴ-8>, <표 Ⅴ-9> 참조).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 7가지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인 입장이나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이 수집되었다.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에서는 이 방향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관련
평생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거나 교육체제의 개방성이나 유연성 등의 강화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의 경우 학습-고용-복지의 연계를 반영하여 평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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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관계성이나 공동성과 같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과 관련해서는 학습계좌제의 운영, 생애설계 지원,
맞춤식 평생교육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인생의
후반기인 은퇴 이후 평생교육 강화와 같이 특정 생애단계의 교육요구나 초점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에서는 평생교육과 직업교
육의 통합화 또는 융합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그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의견 중에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에서는 학력 중심에서 경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지적한 의견이 있었다. 기존의 평생교육 제도나 시스템 운영이 또 다시
학교교육과 유사하게 학력을 기준이나 준거로 운영되는 것을 비판하고 경력이나 전문성을 중심
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평생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된 의견이었다.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나 산업화에서의 학
습요구 파악, 일자리의 불투명성에서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구 파악과 실행,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 분야의 대응 등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신산
업사회와 관련하여 직업적 영역에서의 수요나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평생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통계의 타당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생교육 통계의 학습 영역의 내용이 국제적 수준
또는 표준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통계의 내용이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분석틀에 해당되는 전문가 의견을 보면, 평생교육 추진체계
에 대한 의견이 다른 범주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추진체계 중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에는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되어 장기 계획(2030)의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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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본계획에서의 각 부처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정,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의 기
본계획이 서로 연계되는 일관성 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국가-광역시･도-시･군･
구의 기본계획 연계성과 함께 거버넌스의 연계,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 방식
개선 등 지역과 연계되는 추진체계에 대한 변화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평생교육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평생교육진흥법으로 명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평생학습기금 제도화를 통하여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평생교육 정책사업 관리 및 평가제를 통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하고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평가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단위 평가는 부분적으로 실시되지만 주요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었다.
지역 평생교육 지원 범주에는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의 정책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
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이며 이와 관련되어 평생교육사 배치 등이 구체적
인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다만 여기서 평생교육사 배치는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자는 것과 이와 유사
하게 작은 지역 단위의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학습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규제 범주에서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융･복합 기능을 갖는 평생교
육 시설의 운영, 민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법인제의 도입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평생교육 법인제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방식에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질 관리 방법까지
포괄하는 의견이었다.
고등교육 지원 범주에서는 고등교육에서의 평생교육의 확장과 참여의 확대로 의견이 모아졌
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모든 대학으로 대학평생교육의 확대, 평생교육단과대학
활성화였다. 즉, 고등교육에서 평생교육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평생
교육단과대학이 확대되어야 하고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지자체와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범주에서는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지자체에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평생교육사 직렬화하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평생교육사 전문
영역제 도입,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 재교육 시스템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이 의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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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기반 조성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모아질 수 있었다.
학점 및 학위 인정 범주에서는 평생교육 결과의 인정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경험학습의 인정 및 자격제도와 연계 등의 의견이 수집되었다. 평생
학습의 인정 범위를 경험학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과 학습계좌제를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의견
이었다.
평생교육 정보제공 범주에서는 평생교육 통계와 관련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즉, 평생교육
통계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과 국제적 수준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평생교육 영역 분석틀의 경우에는 4개의 범주 중 문화예술교육과 인문/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의견만 수집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 강화
같은 기본적인 의견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인문/시민참여교육의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과 새로
운 유형의 노동교육의 확대, 시민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강화와 같은 의견이 수집되었다. 여기
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교육은 과거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교육이 아니라 노동시민으로서의 교육
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시민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7자유과와 같은 인문과
자연의 기본적인 학문영역에 대한 의견이었다.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지향점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앞서 세
가지 분석틀에 포함되기 어려운 기타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기타 의견 중에서 평생교육
참여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이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방법 변화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이
다수 의견이었다. 즉, 평생교육의 평등성 강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기타 의견으로 수집되었
다. 또한 평생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도 존재하였다. 평생교육 내용, 즉 프로그램의 내용에
서의 다양성 증가,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방법이 주요 의견이었다. 따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의 내용과 방법에서의 다양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습휴가제나 평생학습년, 일과
학습의 병행과 같이 학습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도 다수였다. 마지
막으로 평생교육의 다각화였는데, 이는 통일 대비 교육, 노인 교육, 도서관/박물관 등의 평생교
육 기능 및 연계 강화,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는 다양한 계층과 평생교육
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 이해되었다.
평생교육 영역이나 기타의 분석틀에서 재정과 질 관리로 구분될 수 있는 의견은 없었다. 이는
전체적인 평생교육의 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거시적 방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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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집중된 것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7개의 방향 모두에서도 재정이나
질 관리에 대한 의견이 수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석 결과에서 재정과 질 관리 차원을 제외하였다.

❙표 Ⅴ-6❙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 분석: 7가지 평생교육개혁 방향 분석틀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
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관계성,
공동성 강화
정책

정책
및
거버
넌스

관련
평생교육
정책 필요
교육체제의
개방성과
유연성
그리고
다양성 강화

학습-고용복지의
통합적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
학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융･복합
운영(평생학 기반
습계좌제 등)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생애경력설계 운영
등 생애설계
지원 강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전 생애주기별 통합화로
맞춤식
미래 성장
평생교육
동력 준비
은퇴이후
평생교육
대폭 강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학습수요를
파악하고,
시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의 일대
전환
학력중심에서
경력 중심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중되는
직업세계
변화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인의
대응력 강화
4차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적
대응 필요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평생교육
통계 작성의
타당도 제고
평생교육
통계 작성 시
‘평생학습’
의 영역을
국제적
수준에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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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 분석: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분석틀
평생교육
지역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학점 및 학위
고등교육 지원
추진체계
평생교육 지원 지원 및 규제
양성 및 배치
인정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평생교육
정보제공

평생교육진흥기
본계획(5개년)
수립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
수렴 및 조정

정책
및
거버
넌스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평생교육과의
시행계획-시군구
평생교육과의
읍면동
사업이 일관성 단위의
유지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국가-시도-시군
구로 연결되는 마을교육
거버넌스
공동체 기반
체제의 통합화 조성

전 지자체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사
가 참여하는 직렬화로
융･복합
평생학습
전면 배치
기반
기관으로
평생학습
재탄생
읍면동
시설의 설치
평생학습
운영
대학평생교육 시설에
(정규
평생교육사의
민간
교육과정)의 의무배치
시도평생교육진 작은 지역
평생교육
전국 모든
흥원의
단위별
활성화 위한 대학에 확산 평생교육사
지정운영방식의 평생학습사회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개선
건설을 위한 법인제’ 도입 평생교육단과 담당자의
학습지원
대학의
재교육
평생교육
시스템 정착
활성화
의무화
영역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진흥법
전문 영역제
으로 개정
도입
평생학습
기금제도화를
통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의
확대 운영
평생교육
정책사업 관리
및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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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
격으로 인정
평생교육
체제 구축
통계 작성의
타당도 제고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평생학습계좌
통계 작성 시
제의 운영을
‘평생학습’
통한
의 영역을
학습이력관리
국제적
체제 구축
수준에서
통일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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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 분석: 평생교육 영역 분석틀
문해/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 강화

정책 및
거버넌스

인문/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과
노동교육의 강화
시민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강화

❙표 Ⅴ-9❙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 분석: 기타
평등성 강화

평생교육 참여의
양극화 완화
정책 및
거버넌스

평생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방식 변화

다양성 강화

학습제도 강화

평생교육의 내용의
다양화

학습휴가제 확대

수요자 맞춤형으로
평생교육의 방법
다양화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년(월)제 실시
일-학습 병행제 확대

평생학습바우처
제도로 양극화 해소

.

평생교육의 다각화
통일대비교육 확대
노인교육 확대
도서관, 박물관 등
학습관련시설의
평생교육 연계 강화
학습동아리 활성화
기반 조성

2030

1차 델파이 조사 문항 중 둘째 영역은 평생교육 2030 변화 지향점의 타당성과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평생교육 2030 변화 지향점은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
된 7가지의 정책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7가지의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식 양적 응답과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주관식 응답을 하였다.
<표 Ⅴ-10>에서 양적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의 경우 7개의 방향 중 5개는 4.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와 신
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의 경우에는 4.0 미만으로 나타나 변화 방향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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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 7가지의 정책과제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4.00

1.01342

0.25

0.81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4.05

.83658

0.21

1.00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4.05

.98495

0.24

0.88

미래 성장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4.11

1.03426

0.25

0.81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3.95

1.06409

0.27

0.75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3.62

.95310

0.26

0.50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4.35

.63317

0.15

1.13

문항의 수렴 수준을 보여주는 변이계수(CV)의 경우 일반적으로 0.0에서 0.5 사이면 우수하
게 수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강용주, 2008; 노승용, 2006; 홍석수 외, 2013), 7개의 응답
모두 0.1에서 0.2 사이로 전문가의 의견이 우수하게 수렴되어 일치되는 의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7개의 항목 중에서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타당성 비율(CVR)을 보면 응답자가 38명일 때의 기준인 0.28을 모든 항목에서 넘고 있어
서 긍정적으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CVR 값의 순위를 보면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
계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미래 성장동
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의 순으로 전문가 의견이 긍정적으
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7가지의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중,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
계 구성의 타당성이 강하며, 그 다음으로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미래 성장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의 방향
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가지의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과 관련되어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과제
를 분석하였다(<표 Ⅴ-11> 참조).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범주의 경우 평생학습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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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양한 경험의 인증에 대한 의견이 다수 모아졌다. 예를 들어 성인문해교육 학점인정제도
확대, 선행학습인증 시스템의 제도화 등이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제도적 측면에서 정책과
제와 방향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 수준의 경험학습 평가인정센터 도입, 평생교육 단과
대학별 경험학습의 학점인정제도 도입, 전 생애 평생학습 이력관리제(가칭) 실시, 선행학습
평가인정에서 대학 자율 존중,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 나노학위 제도화, 학력인증 시스템 구축 연구(학점인증을 위한 선진적
인증시스템 구축)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국가역량체계(Korean Qualification Frame Work:
KQF)의 조기 구축 및 평생교육 연계, 인적자원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
(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적용, 공공시설(학교, 지자체, 정부기관 등) 활용 및 접근
성 확대 등의 의견도 있었다. 국가 수준에서의 역량체계와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권 개념의 자격 제도는 초개방성의 평생교육에서 역량을 소재로 하는 국제적 개방성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범주의 경우 복지와 연결되면서 다양한
외부 주체 및 관계 분야 등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과제 의견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복지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 등의 평생교육기능을 법으로 규정, 학습고용-복지의 3각 체제운영을 위한 협업기반 구축,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또는 강한 연계
필요, 복지와 평생교육 각 분야 인력 활용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일반주민 대상
통합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자활-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었다. 크게 보면 복지
분야의 기관과 평생교육이 연계되는 체계나 법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 수급 및
배치에 대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복지와 평생교육이 연계되면서 소외계층이나
학습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도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복지와 연계된 소외계
층 지원 평생교육 사업 운영, 노인･결혼이민여성･이민자 가족 등 대상별 특화 정책과제 마련,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계속교육의 기회 확대, 고령화사회 부합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등이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그 외에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과
방향, 학습휴가 기금 조성 등의 의견도 있었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범주의 경우에는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
지 요구를 파악하고 단계별로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는 중고생, 대졸 청년층,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공급 집중, 생애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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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수요의 파악과 전달방법 개발, 고령자 학습수요 파악, 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생애단
계별 최소 필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빅 데이터 기반 평생교육 요구분석 시스템
구축 등이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대학을 세대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즉, 중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년대학’등 세대별 시민대학,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이었
다. 그리고 이런 생애단계별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성인발달의 이론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상담관련 전문성의 강화 등 인력 및 이론에서의 발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범주에서는 다양한 수준에
서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즉, 대학과 산업체, 국가 수준, 지역
사회 수준, 행정체계 수준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생애에 걸친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
축, 대학과 산업체 연계를 위한 대학 자율화, 지역사회 중심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시설의 통합
운영, 국가역량체계구축과 이 체계에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학습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준
거 마련, 고용노동부(능력개발 부분)와 교육부를 평생학습부라는 관점에서 통합, 노동부 직업
훈련시스템-교육부 평생교육시스템의 연계모델 구축이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그 외에 연계
를 강화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제도 중 실업이나 고용안정과 관련된 영역을 제외한 능력개발 영역의 평생교육 쪽으로
통합,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기관 활용 허용이 제안되었다.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범주에서는 생애설계나 생애맞춤형
을 기준으로 경력 상담이나 이를 위한 학습설계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개인 학습자의 생애설계 지원 제도 마련 등이었다.
그리고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이나 산업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력을 계획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멸직업 대상자들의 직업전환 및 직업훈련 대안 제시, 미래 신직종 대응 경력
경로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방향 및 추진전략 등이었다. 이 외에 NCS에 기초한 경력
경로별 직업적 능력 발굴 및 체계화, 고등교육법 성인교육법과 연계 성인고등교육 제도화, 고용
보험에 따른 직업훈련 직종 확대, ‘학습하는 역량’ 개념 명료화와 역량과정 개발 등 제도나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범주의 경우에는 역량 도출과 기업현장에서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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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역량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교육 특히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학습자 개인의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계획 실천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범주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통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 등의 중요성과 빅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패널 데이터 구축,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등이었다. 그리고 빅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빅 데이터의 합리적 수집 방법 구안 그리고
공지 및 홍보, 평생교육 분야 빅 데이터 협의회 구성 및 분석 결과 공유, 평생교육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등이었다.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에 대한 분석에서 재정이나 질 관리에 대한 의견은 수집되지
않아 분석 결과에서 재정과 질 관리 차원을 제외하였다.

❙표 Ⅴ-11❙ 평생교육개혁 방향 및 지향점의 정책과제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복지관,미술
관,박물관,도
서관,과학관
등의
평생교육기능
정책 평생교육단과 을 법으로
대학별
규정
및
경험학습의
거버
학점인정제도 평생교육
넌스 도입
정책의
정체성 확보
성인문해교육 방안 제시
학점인정제도
확대
학습-고용복지의 3각

2030년까지
는 중고생,
대졸 청년층,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공급 집중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
의 운영

국가 수준의
경험학습평가
인정센터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
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생애에 걸친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
조사 시스템
구축

NCS에
기초한
경력경로별
직업적 능력
발굴 및
체계화

직원의
직업역량
교육에
정부의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

평생교육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대학과
산업체
연계를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수요 대학 자율화
의 파악과
전달방법
지역사회
개발
중심
평생교육과
성인기 발달 직업훈련시설

고등교육법과 학교교육
성인교육법을 (특히

평생교육미래
전망연구 및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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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
의 운영

국가역량체계
(KQF)의 조기
구축 및
평생교육
연계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체제운영을
위한
협업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
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관련 이론
의 통합 운영
전문화/
교육상담기관 국가역량체계
전문화
구축과 이
체계에서
교육자치와
고령자
평생교육과
선행학습인증 일반자치의
학습수요
직업훈련의
시스템의
통합 또는
파악
학습결과를
제도화,
강한 연계가
인정할 수
필요
빅
있는 준거
나노학위의
데이터기반
마련
제도화
복지와
평생교육
평생교육 각 요구분석
고용노동부
인적자원의
분야 인력
시스템 구축 (능력개발
이동이
활용계획
생애단계별로 부분)와
활발해짐에
수립
공적으로
교육부를
따라 global 복지와
제공해야
평생학습부라
competency 연계된
하는 최소 는 관점에서
passport
소외계층
필수평생교육 통합
개념 적용
지원
프로그램의
평생교육
발굴과 보급 고용보험
전 생애
사업 운영
제도
평생학습
중년
중실업이나
이력관리제
학습약자를
베이비부머
고용안정과
(가칭) 실시
위한
세대를 위한 관련된
고등계속교육 ‘중년대학’ 영역을
선행학습
의 기회 확대 등 세대별
제외한
평가인정
시민대학
능력개발
에서도
지역사회갈등
영역은
대학자율을
및 문제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
존중
중심의
시민교육
쪽으로
학습생태계
강화
통합해야
공공시설(학 조성
교, 지자체,
노동부
정부기관 등) 노인,
직업훈련시스
활용 및
결혼이민여성,
템-교육부
접근성 확대 이민자 가족
평생교육시스
등 대상별
템의
온라인 교육 특화
연계모델
참여 결과에 정책과제
구축
대한 평가와 마련
인정 제도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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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연계한
성인고등교육
제도화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고용보험에
따른
직업훈련
직종 확대

빅 데이터의
합리적 수집
방법 구안
그리고 공지
및 홍보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멸직업대상
자들의
직업전환 및
직업훈련
대안제시
‘학습하는
역량’ 개념
명료화와
역량과정
개발
개인
학습자의
생애설계
지원 제도
마련
미래 신직종
대응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고등교육)과
의 연계와
협업 체계
구축

평생교육
패널데이터
구축
평생교육
분야 빅
데이터
협의회 구성
및 분석 결과
공유

학습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반영한
평생교육
학습계획
데이터의
수립 및 지원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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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
의 운영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학력인증
시스템 구축
연구(학점인
증을 위한
선진적
인증시스템
구축)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
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일반주민
대상
통합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자활-평생학
습 연계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경력경로
유형별
의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지원시스템
활용 허용
구축방향 및
추진전략

고령화사회
부합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
1차 델파이 조사 문항 중 셋째 영역은 평생교육 영역별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평생교육 영역을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의 차원으로 구분한
틀을 사용하였다. 앞서의 영역과는 달리 재정 및 질 관리 측면의 의견도 다수 제시된 것이 특징
적이었다(<표 Ⅴ-12> 참조).
우선 문해/학력보완교육 범주의 경우 정책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문해교육 전문가 채용, 학교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다양한 부처의 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자치단체별 관련 지원 정책의 조례화,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 운영 지원체제 구축, 중앙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전국 문해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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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배치,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공립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참여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문해교육 자체를 위한 노력으로 교육 확대, 교재 개발, 문해력
지수 측정, 평가인증제 도입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문해/학력보완교육 범주의 재정 측면에서는 교육받은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체의 재정 부담
강화, 바우처 제도 도입, 의무교육비 조달 관련 법령 정비, 평생학습 기금 운영, 문해교육기관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고려 등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체 등 인력 수요자의 재정 지
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성인기초교육 역량개발 지원, 중등수준 이하의 학력보완정책 재정의
의무교육비에서 조달 법령 정비, 고용보험기금을 개편･확충하여 평생학습기금으로 전환, 문해
교육기관 교사 및 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었다.
문해/학력보완교육 범주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평가 및 인증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정 마련,
관계자의 재교육훈련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증 및 재인증제 실시, 문화적
문해의 질 관리를 위한 전문가 활용체제 구축, 문해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및 전문성 개발 훈련
제도 도입, 문해력 측정과 각종 사회지표간의 관계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분석, 교육이수자의
평가를 통한 질 관리, 교육기관의 최소 필수 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이었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교육 범주의 정책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체계에서 직업교육을
담아내기 위한 틀이나 법적 정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 방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축,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동, 현재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2원화된 평생교육-직업훈련체제의 통합 운영체제, 지역노동청과 평생
학습도시와의 연계 모델 구축 및 운영,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을
대학이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에 특별 지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의 기초 수준 직업교
육 활성화 등이었다, 그 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정밀 직업능력 제고 지원,
한국형 평생직업능력 학습 가능형 MOOC 제공 확산,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활용
하여 실업자/영세 자영업자/전업주부/저학력 중고령자 등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직업능력교육 범주의 재정 측면에서는 고용노동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활용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으며, 별도의 교육세 징수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교
육을 위한 고용노동기금 10% 배정,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분담
금을 근로자와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 고용보험 기금의 평생교육 지원(평생학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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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제와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직업교육을 위한 기업에게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재원 마련 등이었다.
직업능력교육 범주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대학의 프로그램 참여 기
회 및 자격 연계 체제 운영, 지방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의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 의견은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계자
에 의한 전문가 위촉 관리,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훈련프
로그램의 대한 평가 및 학습결과의 자격제도와 연계,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의 직업능력교
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동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었다.
평생교육 영역의 세 번째 범주는 문화예술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및 거버넌스 측면
에서 문화예술분야와 평생교육의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가 다수였다. 예를 들어, 국내외 문화예
술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문화예술사와 평생교
육법의 평생교육사 통합 운영지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조체제 구축(국가평생교육
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간 정책 공조 체제 구축)이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나 강사
의 인력,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의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안되었
다. 구체적으로 공연장, 미술관 등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문화예술교육 전담 평생교육사 양
성 및 배치, 지역문화예술 강사･활동가 Pool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영역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필요 등이었다.
문화예술교육의 재정 측면에서는 사업비 지원이나 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재정 마련 방법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시 주민대상 교육사업비 필수 배정, 문화예술
인의 강사활동과 창작활동 동시 지원, 영화/연극/뮤지컬 등의 공연에 ‘사회적 교육세’를 포함하
여 간접비 형태로 징수 등이었다.
문화예술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질 관리를 위한 체계나 평가를 위한 의견이 있었고, 평생
교육사나 문화예술교육사 등의 전문인력 활용, 협의회 운영 등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학습계좌제의 확대 운영을 통한 질 관리 운영체제 구축, 문화예술관련 산물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전문가 및 평생교육전문가 공동 평가,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역할 정립, 문화예술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이었다.
평생교육 영역의 마지막 범주는 인문/시민참여교육이다. 인문/시민참여교육의 정책 및 거버
넌스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민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시민대학의 활성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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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국가 및 광역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민
대학’ 활성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세계시민교육 강화,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연계성 제고(예컨대 인권교육과 학교노동교육 등의 연계) 등이었다. 그리고 시민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나 포럼 등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즉, 인문학
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교육부/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시민교육 포럼 운영, 시민참여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시민강사 Pool 구축 및 활성화 등이었다. 그 외에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정책들
을 지역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학습으로 전환, 인문교육영역에 세대갈등 등 소통과 통
합을 위한 교육 실천도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인문/시민참여교육의 재정 측면에서는 예산 배정과 기금 마련에 대한 정책과제가 제안되었
다. 예산 배정은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예산을 기본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시민교육기금 제도 운영도 함께 제안되었다.
인문/시민참여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학점인정이나 학습계좌제 등의 평생학습인증제도
와 연계되는 질 관리와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에서의 학습 결과를 대학의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 마련, 평생학습계좌제의
확대 운영을 통한 질 관리 운영체제 구축,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프로그
램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의 의견이 있었다.

❙표 Ⅴ-12❙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문해/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공립학교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성인문해교육 참여 확대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동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방법 교육 및
정책 및
지역별, 자치단체별 관련 지원 체제 구축
거버넌스
지원 정책의 조례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응 가능한 정밀
통합운영 지원체제 구축 직업능력 제고 지원
중앙 및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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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평생직업능력

문화예술교육
공연장/미술관 등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국내외 문화예술 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 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인문/시민참여교육
국가단위, 광역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민대학’ 활성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문화예술교육진흥법상의 강화/세계시민교육 강화
문화예술사와
평생교육법상의
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평생교육사 통합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운영지원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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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학습 가능형 MOOC 제공
확산
교육부와
문해교육센터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현재의 교육부,
협조체제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로 2원화된
구축(국가평생교육진흥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의
평생교육-직업훈련체제 원과
연계체제 필요
의 통합운영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간 정책 공조 체제 구축)
전국 문해교육기관에
지역노동청과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 문화예술교육 전담
모델 구축 및 운영
평생교육사 양성, 배치
통합문해교육 교재
개발(중학과정 수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활용하여
필요
건강검진과 같은 정기적
실업자ㆍ영세자영업자,
전업주부, 저학력
지역문화예술 강사,
일상생활능력지수(문해
중고령자 등을 위한 역량 활동가 Pool 구축 및
력지수) 측정
개발 프로그램 운영 필요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에 맡기고 기본적인
지역대학과
훈련기관 평가인증제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통해 관리
강화(고용보험 환급을
생
대학에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에 특별히 지원)

재정

고용보험기금을
개편･확충하여
평생학습기금으로 전환

시민교육의 연계성
제고(예컨대 인권교육과
학교노동교육 등의 연계)
교육부/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시민교육
포럼 운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정책들을
지역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학습으로 전환
시민참여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인문교육의 영역에
세대갈등 등 소통과
통합을 위한 교육 실천
시민강사 Pool구축 및
활성화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의 기초수준의
직업교육활성화
기업체 등 인력 수요자의 국민의
재정 지원
평생직업능력교육을
위한 고용노동기금 10%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배정
성인기초교육 역량개발
지원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중등수준 이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학력보완의 재정은
분담금을 근로자와
의무교육비에서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조달하도록 법령정비
구조로 전환

인문/시민참여교육

인문교육 및
자체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시 주민 대상 시민참여교육 영역
교육 사업비 필수 배정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
문화예술인의
강사활동과 창작활동
동시지원

시민교육 기금 제도 운영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에 ‘사회적
교육세’를 포함하여
간접비 형태로 징수

고용보험 기금의
평생교육
지원(평생학습계좌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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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시민참여교육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문해교육기관 교사 및
직원 인건비 지원 확대

인증 및 재인증제 실시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직업교육을
위한 기업에게 별도의
세금 징수하여 재원 마련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및
문화적 문해의 질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위한 전문가 활용체제
교육관계자에 의한
구축
전문가 위촉 관리
문해력 측정과 각종
대학의 직업훈련
사회지표간의 관계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대한 주기적 조사 및 분석
기회를 확대하고,
질 관리
훈련프로그램의 대한
교육이수자의 평가를
평가 및 학습결과의
통한 질 관리
자격제도와 연계
교육기관의 최소 필수
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의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문해교사 양성 및
공동 개발 및 공동
자격제도 및 전문성개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훈련제도 도입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배치
학습자를 평가해
평생학습계좌제의
시민대학에서의 학습
확대운영을 통한 질 관리 결과를 대학의 학점으로
운영체제 구축
전환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문화예술관련 산물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전문가 및
평생교육전문가 공동
평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평생학습계좌제의
확대운영을 통한 질 관리
운영체제 구축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평생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
정립

. 1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 평생
교육 영역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집･분석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분석 자체도 의미가 있으나,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로도 활용된다. 이에 3가지
영역별로 분석된 내용을 분석틀에 모두 모으고 문항 수준으로 간략화하게 표현하는 종합 과정을
거쳤다. 유사한 표현이나 중복되는 의견은 조정하고, 부정확한 내용이나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
한 경우에는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또한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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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나 범주 등에서의 새로운 조정 등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정제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Ⅴ-13>, <표 Ⅴ-14>, <표 Ⅴ-15>와 같으며 총 147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표 Ⅴ-13>은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다. 영역별로 문해/학력보완교육 16개, 직업능력교육 16개, 문화예술교육 13개, 인문/시민참
여교육 14개의 총 59개로 정리되었다.
<표 Ⅴ-14>는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평생교육 추진체계
7개, 지역평생교육 지원 4개,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규제 2개, 고등교육 지원 3개,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5개, 학점 및 학위 인정 3개, 평생교육 정보제공 2개의 총 26개였다.
<표 Ⅴ-15>는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초개방형 평생학습정
책의 운영 9개,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15개,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10개,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4개,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12개,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4개,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8개의 총 62개였다.

❙표 Ⅴ-13❙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종합
문해/학력보완교육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지자체별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와 교육청의
정책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거버 중앙 및 시･도
넌스 문해교육센터 설치

직업능력교육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동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방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축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직업훈련체제
통합 운영

공립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지역노동청과
운영 확대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
모델 및 거버넌스 구축
문해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운영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문화예술교육

인문/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 강화

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공연장/미술관 등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시민참여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문화예술 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연계성 제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및 광역단위로
간의 협조체제 구축
다양한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시민대학’ 활성화
문화예술기관 간의 정책
공조체제 구축
민주시민 교양교육의
강화
지역문화예술 강사 및
활동가 인력풀 구축 및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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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력보완교육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

직업능력교육
강화(고용보험 환급을
대학에 적용)

중학수준의 통합문해교육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재 개발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부/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시민교육 포럼 운영
시민강사 풀 구축 및
활성화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의 기초수준의
직업교육활성화
일정 비율의
고용노동기금 배정

연계 교육 강화

다양한 문화 예술 영역의 세계시민교육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필요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실시

한국형 평생직업능력
지원의 MOOC 제공
확산

기업체 등 학습 대상의
재정 지원 의무 확대

인문/시민참여교육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시
주민 대상 교육 사업비
필수 배정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의무교육비에서 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 조달
분담금을 근로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문해교육기관 교사 및
전환
재정
직원 인건비 증액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
지원(평생학습계좌제,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문화예술인의 강사활동과 시민교육 기금 제도 운영
창작활동 동시 지원
영화/연극/뮤지컬 등
공연에 ‘사회적
교육세’ 포함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문해교육 전문가 활용
체계 구축

질
관리

문해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대체학력인증
기준 마련
문해교육기관의 최소
필수 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기회 확대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질 관리 운영체제 구축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생교육에서
평가 및 학습결과의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
자격제도와 연계
정립
지역노동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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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전문인력
배치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전환
평생학습계좌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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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력보완교육
문해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및 전문성개발
훈련제도 도입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시민참여교육

평생학습도시의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동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표 Ⅴ-14❙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종합
평생교육
추진체계

지역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학점 및 학위
고등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지원 및 규제
양성 및 배치
인정

2030(중장기) 읍면동 단위의 융･복합 기반
기본계획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운영
기본계획에 각 마을교육공동
부처의 의견 체 기반 조성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
수렴
작은 지역
단위별
교육부
평생학습사회
기본계획건설을 위한
시도
정책 시행계획-시 학습지원
및 군구 사업의 시스템 정착
거버 일관성 유지
넌스
마을도서관을
시도평생교육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진흥원의
지정운영방식 활성화
개선
평생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
법으로 개정

지자체의 대학 전 지자체에 평생교육
평생교육 참여 평생교육전담 결과의
학점/학력/자
부서 설치
확대
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대학평생교육 평생교육사
의 전국 모든 직렬화
평생학습계좌
대학 확산
제의 운영을
읍면동
성인학습자
평생학습시설 통한
학습이력관리
에
중심
평생교육단과 평생교육사의 체제 구축
대학/학부/학 의무 배치
경험학습 인정
과의 활성화
평생교육사 및 및 자격제도와
평생교육담당 연계
자의 재교육
의무화

평생교육
정보제공
평생교육 통계
조사 내용의
개선
평생교육 통계
중‘평생학습’
영역의국제적
준거와 일치

전문영역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평생학습
기금제도기반
재정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평생교육
질 정책사업 관리
관리 및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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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종합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
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국가 수준의 학습-고용경험학습평가 복지의 통합적
인정센터 설치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
평생교육단과
대학별
학습-고용경험학습의
복지 연계를
학점인정제도 통한 취업
도입
역량 강화
지원
성인문해교육
학점인정제도 복지관/미술
확대
관/박물관/도
서관/과학관
국가역량체계 등의
의 조기 구축 평생교육기능
및 평생교육 을 법으로
연계
규정
정책
나노학위(Nano 복지와
및
Degree)
평생교육 각
거버
제도화
분야 인력
넌스
활용계획 수립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소외계층 대상
글로벌 역량 평생교육사업
여권(global
확대운영
competency
passport)
학습약자를
개념 도입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공공시설(학교
, 지자체,
지역사회갈등
정부기관 등) 및 문제 해결
활용 및
중심의
접근성 확대 학습생태계
조성
온라인 교육 고령자/결혼
참여 결과에 이민여성/이
대한 평가와 민자가족 등
인정 제도
대상별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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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
계좌제 등)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생애경력설계
등 생애설계
지원 강화
은퇴이후
평생교육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수요
의 파악과
전달방법 개발
성인기 발달
관련 이론
전문화/교육
상담기관
전문화
고령자
학습수요 파악
빅 데이터기반
평생교육
요구분석
시스템 구축
생애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필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학력중심에서
경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4차 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학계 및 관련
기관의
평생교육 연구
기능 강화
지원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신산업
국가역량체계 통한 평생학습 직업역량 도출
설계 지원.
구축 및
및
평생교육과
역량개발지원
NCS에
직업훈련의
방안 마련
학습결과 인정 기초한
경력경로별
준거 마련
직원의
직업적 능력 직업역량교육
고용보험제도 발굴 및
에 정부의
중 능력개발 체계화
세금 감면 등
영역은
적극적 지원
고용보험에
평생교육
제공
쪽으로 통합 따른 직업훈련
직종 확대
학교교육(특히
고등교육)과의
신직업 예측 연계와 협업
및 육성계획 체계 구축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멸직업대상
자들의
직업전환 및
직업훈련 대안
제시
개인학습자의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
조사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미래전망연구
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빅 데이터의
합리적 수집
방법 구안 및
홍보
평생교육 분야
빅 데이터
협의회 구성
및 분석 결과
공유
평생교육
패널 데이터
구축
평생교육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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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
의 운영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정책 마련
기초자치단체
에서 주민
대상
통합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도입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생애설계 지원
제도 마련

자활-평생학
습 연계
중년
프로그램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소기업
‘중년대학’
학습휴가 기금
등 세대별
조성
시민대학 설립
고령화사회
부합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활용성 제고

미래 신직종
대응 경력경로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추진 전략
마련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강화

학습휴가제
확대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년
(월)제 실시

평생교육
참여의 영극화
완화
평생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방식
변화

일-학습
병행제 확대

평생학습바우
처 제도로
양극화 해소

재정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기관
활용 허용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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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델파이 조사 문항 중 첫째 세부 영역은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중 문해/학력보완교육
이었다. 총 16개의 항목이 배치되었고, 중요도 응답을 가지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16>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 ‘기업체 등 문해교육 대상의 재정 지원 의무 확대’를 제외하고 15개의 항목에서 델파이
응답자들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CVR의 기준값은 .306이었다.

❙표 Ⅴ-16❙ 문해/학력보완교육(A1)의 중요도, 변이계수,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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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CV

CVR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5.81

1.091

0.19

0.72

지자체별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5.56

1.206

0.22

0.61

지자체와 교육청의 문해교육 통합지원체제 구축

5.86

1.125

0.19

0.67

중앙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5.22

1.416

0.27

0.39

공립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 확대

5.06

1.170

0.23

0.50

문해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운영

5.28

1.301

0.25

0.56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

5.75

1.052

0.18

0.83

중학수준의 통합문해교육 교재 개발

5.28

1.059

0.20

0.56

기업체 등 문해교육 대상의 재정 지원 의무 확대

4.67

1.549

0.33

0.22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5.33

1.121

0.21

0.50

의무교육비에서 문해교육 비용 조달

5.72

1.162

0.20

0.78

문해교육기관 교사 및 직원 인건비 증액

5.64

1.268

0.22

0.72

문해교육 전문가 활용 체계 구축

5.39

1.315

0.24

0.67

문해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대체학력인증 기준 마련

5.50

1.384

0.25

0.67

문해교육기관의 최소 필수 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

5.61

1.293

0.23

0.67

문해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및 전문성개발 훈련제도 도입

5.67

1.331

0.23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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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학력보완교육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Ⅴ-17> 및 [그림 Ⅴ-4]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16개 항목 중 15개의 항목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15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항목은 ‘문해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및 전문성개발 훈련제도 도입’이었다.

❙표 Ⅴ-17❙ 문해/학력보완교육(A1)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중요도

정책과제

M

SD

시급도
M

SD

차이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1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5.81 1.091 5.14 1.397

.667

.986

4.058**

3.87

1

2

지자체별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5.56 1.206 5.17 1.342

.389

.803

2.907**

2.16

9

3

지자체와 교육청의 문해교육
통합지원체제 구축

5.86 1.125 5.47 1.207

.389

.688

3.393**

2.28

6

4

중앙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5.22 1.416 4.81 1.470

.417

.692

3.614**

2.18

8

5

공립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 확대

5.06 1.170 4.64 1.099

.417

.604

4.142**

2.11

10

6

문해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운영

5.28 1.301 4.78 1.355

.500

1.028

2.918**

2.64

3

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5.75 1.052 5.17 1.404

.583

1.156

3.028**

3.35

2

중학수준의 통합문해교육 교재 개발

5.28 1.059 4.89 1.141

.389

.688

3.393**

2.05

11

기업체 등 문해교육 대상의 재정
지원 의무 확대

4.67 1.549 4.11 1.563

.556

.735

4.537**

2.59

4

10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5.33 1.121 4.89 1.282

.444

.652

4.089**

2.37

5

11

의무교육비에서 문해교육 비용 조달

5.72 1.162 5.42 1.360

.306

.710

2.582*

1.75

12

12

문해교육기관 교사 및 직원 인건비
증액

5.64 1.268 5.36 1.246

.278

.566

2.943**

1.57

13

13

문해교육 전문가 활용 체계 구축

5.39 1.315 4.97 1.298

.417

.649

3.851**

2.25

7

5.50 1.384 5.22 1.456

.278

.659

2.527*

1.53

14

5.61 1.293 5.36 1.355

.250

.604

2.485*

1.40

15

5.67 1.331 5.47 1.383

.194

.889

1.313

1.10

16

문해/ 8
학력
보완
9
교육

14
15
16

문해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대체학력인증 기준 마련
문해교육기관의 최소 필수 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
문해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및
전문성개발 훈련제도 도입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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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2순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3순위 ‘문해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운영’, 4순위‘의
무교육비에서 문해교육 비용 조달’, 5순위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등의 순이었다. Borich 순
위가 가장 낮은 경우는 ‘문해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및 전문성개발 훈련제도 도입’으로 t검증에
서도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못한 항목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
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였다. 1사분면의 경우 1번과 7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림 Ⅴ-4❙ 문해/학력보완교육(A1)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2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부터 2순위까지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2개 항목이 일치하여 1번과 7번 항목을 최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하였다.
1번은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7번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였다. 그 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한 정책과제가 존재하였으나, 차우선순위에
는 해당되지 못하였다(<표 Ⅴ-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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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8❙ 문해/학력보완교육(A1)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중앙정부 정책 방향
1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
학력
보완
교육

LFF

Borich
요구도

1사분면

○(1)

○

2, 4사분면

2 지자체별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

3 지자체와 교육청의 문해교육 통합지원체제 구축

○

4 중앙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

5 공립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 확대

○

6 문해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운영

○

7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2)

○

8 중학수준의 통합문해교육 교재 개발
9 기업체 등 문해교육 대상의 재정 지원 의무 확대
10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

11 의무교육비에서 문해교육 비용 조달

○

12 문해교육기관 교사 및 직원 인건비 증액

○

13 문해교육 전문가 활용 체계 구축

○

14 문해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대체학력인증 기준 마련

○

15 문해교육기관의 최소 필수 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

○

16 문해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및 전문성개발 훈련제도 도입

○

문해/학력보완교육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공립학교를 활용한 문해교육의 체계 마련, 문
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원 참여 방안, 공공 문해교육기관의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응답 내용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2)
2차 델파이 조사 문항 중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중 둘째 세부 영역은 직업능력교육이었
다. 총 16개의 항목이 배치되었고,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19>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 10번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분담금을 근로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
로 전환’을 제외하고 15개의 항목에서 델파이 응답자들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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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9❙ 직업능력교육(A2)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동

5.58

1.697

0.30

0.6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방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축

5.39

1.554

0.29

0.61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직업훈련체제 통합 운영

6.00

1.265

0.21

0.72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 모델 및 거버넌스 구축

5.89

1.090

0.19

0.78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을 대학에 적용)

5.56

1.157

0.21

0.7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6.03

.845

0.14

0.94

한국형 평생직업능력 지원의 MOOC 제공 확산

5.11

1.410

0.28

0.50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의 기초수준의 직업교육 활성화

5.11

1.489

0.29

0.56

일정 비율의 고용노동기금 배정

5.44

1.382

0.25

0.50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분담금을 근로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

4.44

1.812

0.41

0.17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 지원(평생학습계좌제,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5.89

1.166

0.20

0.72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5.25

1.610

0.31

0.44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5.25

1.556

0.30

0.56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기회 확대

5.47

1.341

0.25

0.61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학습결과의 자격제도와 연계

5.92

1.052

0.18

0.78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의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동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5.47

1.362

0.25

0.61

다음으로 직업능력교육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20> 및 [그림 Ⅴ-5]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
과, 16개 항목 중 12개의 항목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12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던 항목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동’,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방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축’,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직업훈련체제
통합 운영’,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학습결과의 자격제도와 연계’였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
시’, 2순위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3순위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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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고용보험 환급을 대학에 적용)’, ‘한국형 평생직업능력 지원의 MOOC 제공 확산’, 5순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등의 순이었다. Borich 순위가 가장
낮은 경우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동’으로 t검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못한 항목이었다.

❙표 Ⅴ-20❙ 직업능력교육(A2)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1
2
3
4
5
6
7

직업

8

능력

9

교육

10
11
12
13
14
15
16

정책과제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
관으로 이동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방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축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직
업훈련체제 통합 운영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와의 연
계 모델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을 대학에 적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한국형 평생직업능력 지원의 MOOC
제공 확산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의 기초수
준의 직업교육활성화
일정 비율의 고용노동기금 배정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분담금을 근로
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 지원(평생
학습계좌제,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
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기회 확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학습결과의 자격제도와 연계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의 직업
능력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
동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중요도
M

SD

시급도
M

SD

차이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5.58 1.697

5.44 1.664

.139

.543

1.536

0.77

16

5.39 1.554

5.19 1.582

.194

.577

2.023

1.05

14

6.00 1.265

5.83 1.384

.167

.507

1.972

1.00

15

5.89 1.090

5.61 1.103

.278

.566

2.943**

1.64

8

5.56 1.157

5.22 1.355

.333

.756

2.646*

1.85

3

6.03

.845

5.72 1.085

.306

.710

2.582*

1.84

5

5.11 1.410

4.75 1.500

.361

.593

3.654**

1.85

3

5.11 1.489

4.89 1.489

.222

.422

3.162**

1.14

13

5.44 1.382

5.19 1.451

.250

.554

2.707*

1.36

9

4.44 1.812

4.14 1.839

.306

.624

2.937**

1.36

9

5.89 1.166

5.67 1.352

.222

.540

2.467*

1.31

12

5.25 1.610

4.78 1.807

.472

.774

3.660**

2.48

1

5.25 1.556

4.89 1.635

.361

.723

2.996**

1.90

2

5.47 1.341

5.14 1.496

.333

.676

2.958**

1.82

6

5.92 1.052

5.69 1.238

.222

.760

1.754

1.32

11

5.47 1.362

5.14 1.376

.333

.586

3.416**

1.82

6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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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의 경우 5번과 6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2번, 8번, 9번의 3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이 3개 항목은 ‘직업능력개발
을 위한 평생학습 방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축’,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의 기초 수준의 직업
교육활성화’, ‘일정 비율의 고용노동기금 배정’이었다.

❙그림 Ⅴ-5❙ 직업능력교육(A2)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2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부터 2순위까지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일치되지 않아 4개의 항목(5번, 6번, 12번, 13번)이 차우선순
위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표 Ⅴ-21> 참조). 차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는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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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교육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직업능력교육을 위한 별도의 정책 계획 및 실행 필
요, 학습형 일자리의 재조명 및 정책 반영, 충분한 정책 연구 축적 필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표 Ⅴ-21❙ 직업능력교육(A2)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직업
능력
교육

중앙정부 정책 방향

Borich
요구도

LFF
1사분면 2, 4사분면
○

1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동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방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축

3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직업훈련체제 통합 운영

○

4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 모델 및 거버넌스 구축

○

5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

6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

7

한국형 평생직업능력 지원의 MOOC 제공 확산

8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의 기초수준의 직업교육활성화

9

일정 비율의 고용노동기금 배정

10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분담금을 근로자와 정부
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

○

11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 지원(평생학습계좌제,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

12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1)

○

13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2)

○

14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기회 확대

○

15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학습결과의 자격제도와 연계

○

16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의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동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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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델파이 조사 문항 중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항목은 13개였다. 13개 항목의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22>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이 0.306 이상으로 델파이 응답자들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 문화예술교육(A3)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 강화

5.17

1.254

0.24

0.50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5.64

1.291

0.23

0.72

문화예술 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5.17

1.082

0.21

0.44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조체제 구축

5.81

1.327

0.23

0.83

평생교육기관과 문화예술기관 간의 정책 공조체제 구축

5.89

1.036

0.18

0.83

지역문화예술 강사 및 활동가 인력풀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5.61

1.076

0.19

0.83

다양한 문화 예술 영역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필요

5.64

1.125

0.20

0.78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시 주민 대상 교육 사업비 필수 배정

5.19

1.305

0.25

0.56

문화예술인의 강사활동과 창작활동 동시 지원

5.11

1.450

0.28

0.33

영화/연극/뮤지컬 등 공연에 ‘사회적 교육세’ 포함

4.86

1.417

0.29

0.39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배치

5.86

1.334

0.23

0.72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질 관리 운영체제 구축

5.53

1.483

0.27

0.56

평생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역할 정립

5.28

1.597

0.30

0.56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23> 및 [그림 Ⅴ-6]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
과, 13개 항목 모두가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따라서 13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문화예술 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2순위‘지역문화예술인 지원시 주민 대상 교육 사업비 필수 배정 ’, 3순위 ‘공연장/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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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4순위‘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조체제 구축’, 5순위 ‘다
양한 문화 예술 영역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필요’등의 순이었다. Borich 순위가 가장
낮은 경우는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배치’였다.
LFF 모형을 분석한 결과, 1사분면의 경우 2번, 4번, 7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
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13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13번은 ‘평생교육에
서 문화예술교육사 역할 정립’이었다.
❙표 Ⅴ-23❙ 문화예술교육(A3)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문화

중요도
M

SD

시급도
M

SD

차이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M

SD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5.17 1.254 4.72 1.365 .444
정책 강화

.607

4.394**

2.30

6

2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5.64 1.291

5.17 1.483

.472

.654

4.332**

2.66

3

3

문화예술 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5.17 1.082

4.56 1.252

.611

.599

6.122**

3.16

1

4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조체제 구축

5.81 1.327

5.39 1.479

.417

.692

3.614**

2.42

4

5

평생교육기관과 문화예술기관 간의
정책 공조체제 구축

5.89 1.036

5.58 1.131

.306

.577

3.179**

1.80

9

6

지역문화예술 강사 및 활동가 인력풀
5.61 1.076 5.36 1.125 .250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554

2.707**

1.40

12

다양한 문화 예술 영역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필요

5.64 1.125

5.22 1.174

.417

.806

3.101**

2.35

5

8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시 주민 대상
교육 사업비 필수 배정

5.19 1.305

4.67 1.493

.528

.845

3.749**

2.74

2

9

문화예술인의 강사활동과 창작활동
동시 지원

5.11 1.450

4.72 1.504

.389

.688

3.393**

1.99

7

10

영화/연극/뮤지컬 등 공연에
‘사회적 교육세’ 포함

4.86 1.417

4.47 1.540

.389

.549

4.249**

1.89

8

11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배치

5.86 1.334

5.67 1.434

.194

.525

2.223*

1.14

13

12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질 관리
운영체제 구축

5.53 1.483

5.25 1.461

.278

.513

3.247**

1.54

11

13

평생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역할
정립

5.28 1.597

4.97 1.797

.306

.786

2.332*

1.61

10

예술 7
교육

정책과제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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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문화예술교육(A3)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3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2번 항목의 경우 Borich 요구도와 LFF 모형 분석의 결과가
일치하여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표 Ⅴ-24> 참조). 2번은 ‘공연장/미술관의 평생
교육기능 법제화’였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분야의 진출 방법
개발, 평생교육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필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의 공동 노력 강화 필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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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4❙ 문화예술교육(A3)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문화
예술
교육

중앙정부 정책 방향

Borich
요구도

LFF
1사분면 2, 4사분면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 강화

○

2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3)

3

문화예술 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1)

4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조체제 구축

5

평생교육기관과 문화예술기관 간의 정책 공조체제 구축

○

6

지역문화예술 강사 및 활동가 인력풀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7

다양한 문화 예술 영역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필요

8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시 주민 대상 교육 사업비 필수 배정

9

문화예술인의 강사활동과 창작활동 동시 지원

○

○

○
○(2)
○

10 영화/연극/뮤지컬 등 공연에 ‘사회적 교육세’ 포함

○

11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배치

○

12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질 관리 운영체제 구축

○

13 평생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역할 정립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4)

/

2차 델파이 조사 문항 중 인문/시민참여교육 총 14개의 항목이 배치되었고,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25>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 1번‘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13번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전환’을 제외하고 15개의 항목에서 델파
이 응답자들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5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표 Ⅴ-25❙ 인문/시민참여교육(A4)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5.14

1.355

0.26

0.28

시민참여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5.56

1.382

0.25

0.67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연계성 제고

5.50

1.320

0.24

0.72

국가 및 광역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민대학’ 활성화

5.33

1.309

0.25

0.56

민주시민 교양교육의 강화

5.92

.967

0.16

0.78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5.72

.849

0.15

0.83

세계시민교육 강화

5.72

1.031

0.18

0.78

세대갈등해소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실시

5.78

1.072

0.19

0.78

교육부/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시민교육 포럼 운영

5.53

1.000

0.18

0.72

시민강사 풀 구축 및 활성화

5.56

1.132

0.20

0.67

5.78

1.017

0.18

0.78

5.33

1.121

0.21

0.50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전환

4.64

1.606

0.35

0.17

인문/시민참여교육 분야 평생학습계좌제의 확대

5.28

1.614

0.31

0.50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
시민교육 기금 제도 운영

다음으로 인문/시민참여교육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26> 및 [그림 Ⅴ-7]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146개 항목 중 13개의 항목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13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항목은 8번‘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실시’였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2순위 ‘세계시민교육 강화’, 3순위 ‘시민교육 기금 제도 운영’, 4순위‘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5순위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연계성 제고’등의 순이었다. Borich
순위가 가장 낮은 경우는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전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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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의 경우 3번, 6번, 7번, 9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4번, 13번, 14번의 3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이 3개 항목은
‘국가 및 광역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민대학’ 활성화’,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전환’, ‘인문/시민참여교육 분야 평생학습계좌제의 확
대’였다.

❙표 Ⅴ-26❙ 인문/시민참여교육(A4)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참여

중요도
M

SD

시급도
M

SD

차이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1

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
5.14 1.355 4.56 1.557
화 조례 제정

.583

.692

5.059**

3.00

1

2

시민참여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5.56 1.382 5.28 1.386
법적 근거 강화

.278

.566

2.943**

1.54

12

3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연
5.50 1.320 5.11 1.369
계성 제고

.389

.599

3.896**

2.14

5

4

국가 및 광역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민 5.33 1.309 5.00 1.309
대학’ 활성화

.333

.894

2.236*

1.78

8

5

민주시민 교양교육의 강화

인문/ 6
시민

정책과제

5.92

.967

5.61 1.178

.306

.577

3.179**

1.81

7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5.72

.849

5.31 1.215

.417

.692

3.614**

2.38

4

5.72 1.031 5.25 1.360

.472

7

세계시민교육 강화

.696

4.069**

2.70

2

8

세대갈등해소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5.78 1.072 5.83 1.134 -.056
실시

.475

-.702

-0.32

14

9

교육부/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단
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5.53 1.000 5.17 1.363
시민교육 포럼 운영

.361

.723

2.996**

2.00

6

교육

10 시민강사 풀 구축 및 활성화

5.56 1.132 5.25 1.251

.306

.624

2.937**

1.70

11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 확
5.78 1.017 5.47 1.108
11
대를 위한 예산 배정

.306

.467

3.924**

1.77

9

12 시민교육 기금 제도 운영

5.33 1.121 4.86 1.125

.472

.736

3.848**

2.52

3

13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 학습결
4.64 1.606 4.36 1.496
과를 학점으로 전환

.278

.513

3.247**

1.29

13

14

인문/시민참여교육 분야 평생학습계
5.28 1.614 4.94 1.706
좌제의 확대

.333

.756

2.646*

1.76

10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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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인문/시민참여교육(A4)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4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일치되는 항목은 6번과 7번이었다. 이에 이 두 항목을 최우선
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표 Ⅴ-27> 참조).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세계시민교육 강화’이었다.
인문/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인문/시민참여교육을 알리기 위한 제도 및 정
책 필요, 시민참여교육의 방향 설정,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정책 운영, 인문/
시민참여교육에 인문학 이외의 민주시민교육 의무적 실행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
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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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7❙ 인문/시민참여교육(A4) 최우선 및 차우선 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중앙정부 정책 방향

Borich
요구도

LFF
1사분면 2, 4사분면

1

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2

시민참여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3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연계성 제고

4

국가 및 광역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민대학’ 활성화

5

민주시민 교양교육의 강화

6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4)

○

세계시민교육 강화

○(2)

○

인문/
시민 7
참여
교육 8

○(1)
○
○

○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실시

○

9

교육부/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시민교육 포럼 운영

10

시민강사 풀 구축 및 활성화

○

11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

○

12

시민교육 기금 제도 운영

13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전환

14

인문/시민참여교육 분야 평생학습계좌제의 확대

○

○(3)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
1)

(B1)

둘째 영역인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의 첫째 세부 영역은 평생교육 추진체계로
7개 항목이 배치되었다.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28>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에도 7개
항목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 긍정적 응답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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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8❙ 평생교육 추진체계(B1)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2030(중장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6.50

.655

0.10

1.00

기본계획에 각 부처의 의견 수렴

6.17

1.159

0.19

0.89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6.17

1.056

0.17

0.83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방식 개선

5.89

1.348

0.23

0.78

평생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법으로 개정

5.39

1.871

0.35

0.61

평생학습 기금제도기반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5.78

1.149

0.20

0.67

평생교육 정책사업 관리 및 평가제 도입

5.89

.950

0.16

0.83

다음으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29> 및 [그림 Ⅴ-8]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7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따라서 7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 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2순위 ‘평생교육 정책사업 관리 및 평가제 도입’, 3순위 ‘평생학습 기금제도 기반 바우
처 제도 확대 운영’, 4순위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방식 개선’, 5순위 ‘2030(중
장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등의 순이었다. Borich 순위가 가장 낮은 경우는 ‘평생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법으로 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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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9❙ 평생교육 추진체계(B1)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정책과제

중요도

M

SD

차이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SD

t

1 2030(중장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6.50 .655 6.31 .856

.194

.467

2.497*

1.26

5

2 기본계획에 각 부처의 의견 수렴

6.17 1.159 5.97 1.298

.194

.401

2.907**

1.20

6

6.17 1.056 5.75 1.251

.417

.770

3.247**

2.57

1

평생
교육 4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방식 개선
추진
체계

5.89 1.348 5.67 1.454

.222

.591

2.256**

1.31

4

5

평생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법으로 개정

5.39 1.871 5.17 1.813

.222

.422

3.162**

1.20

7

6

평생학습 기금제도기반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5.78 1.149 5.53 1.276

.250

.500

3.000**

1.44

3

7

평생교육 정책사업 관리 및 평가제
도입

5.89 .950 5.47 1.320

.417

.732

3.416**

2.45

2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SD

시급도
M

3

M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의 경우 3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4번, 5번, 6번의 3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이 3개 항목은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
원의 지정운영방식 개선’, ‘평생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법으로 개정’, ‘평생학습
기금제도 기반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이었다.

181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그림 Ⅴ-8❙ 평생교육 추진체계(B1)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1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의 항목을 비교하였
다. 3번 항목이 일치되어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표 Ⅴ-30> 참조).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는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이었다.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지방의 평생교육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표 Ⅴ-30❙ 평생교육 추진체계(B1) 최우선 및 차우선 순위군
구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1 2030(중장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2 기본계획에 각 부처의 의견 수렴

○

3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평생교육
추진체계

우선순위 도출방법
LFF
Borich
요구도 1사분면 2, 4사분면

○(1)

○

4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방식 개선
5 평생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법으로 개정
6 평생학습 기금제도 기반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7 평생교육 정책사업 관리 및 평가제 도입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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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평생교육 지원 영역에는 총 4개의 항목이 배치되었고,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31>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여 긍정적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표 Ⅴ-31❙ 지역평생교육 지원(B2)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6.22

1.098

0.18

0.94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6.14

1.125

0.18

0.83

작은 지역 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6.25

.874

0.14

0.72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6.00

.793

0.13

0.56

다음으로 지역평생교육 지원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32> 및 [그림 Ⅴ-9]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4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따라서 4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2순위
‘작은 지역 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3순위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4순위‘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의 경우 3번 항목만 위치하였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
에는 해당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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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2❙ 지역평생교육 지원(B2)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지역
평생
교육
지원

정책과제

중요도
M
SD

시급도
M
SD

M

차이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1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6.22 1.098

5.94

1.218

.278

.566

2.943**

1.73

4

2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5.75

1.273

.389

.549

4.249**

2.39

3

6.14

1.125

3

작은 지역 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
6.25 .874
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5.86

1.334

.389

.688

3.393**

2.43

2

4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6.00 .793
활성화

5.56

1.107

.444

.607

4.394**

2.67

1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그림 Ⅴ-9❙ 지역평생교육 지원(B2)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1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 항목을 비교하였
다. 비교한 결과 일치되지 않아 2개의 항목(3번, 4번)이 차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표 Ⅴ-33> 참조). 차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는 ‘작은 지역 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
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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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평생교육 정책 운영을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평생교육 기본계획에서 지역평생교육의 자율성 확대, 기본법에서 정한 정책의
실천 강화, 바우처 제도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조율 및 실태 파악,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표 Ⅴ-33❙ 지역평생교육 지원(B2) 최우선 및 차우선 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지역
평생
교육
지원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Borich
요구도

LFF
1사분면 2, 4사분면

1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

2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

3

작은 지역 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4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
○(1)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3)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B3) 영역에는 총 5개의 항목이 배치되었고,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34>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 이하로 일관
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여 긍정적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4❙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B3)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5.83

1.082

0.19

0.67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

5.36

1.334

0.25

0.44

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참여 확대

5.72

1.186

0.21

0.78

대학평생교육의 전국 모든 대학 확산

5.19

1.390

0.27

0.50

성인학습자 중심 평생교육단과대학/학부/학과의 활성화

5.25

1.730

0.3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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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35> 및 [그림 Ⅴ-10]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
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5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5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2순위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 3순위 ‘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참여 확대’, 4순위‘대학평생교육의
전국 모든 대학 확산’, 5순위 ‘성인학습자 중심 평생교육단과대학/학부/학과의 활성화’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의 경우 1번과 3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4번과 5번이었다. 4번은 ‘대학평생교육의 전국 모든
대학 확산’, 5번은‘성인학습자 중심 평생교육단과대학/학부/학과의 활성화’이었다.

❙표 Ⅴ-35❙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B3)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1
평생교육 2
기관･
고등교육 3
지원 및
관리
4
5

정책과제

M

SD

시급도
M

SD

차이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5.83 1.082 5.25 1.251 .583 .692 5.059**
운영

3.40

1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

5.36 1.334 4.81 1.327 .556 .652 5.111**

2.98

2

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참여 확대

5.72 1.186 5.22 1.533 .500 .878 3.416**

2.86

3

대학평생교육의 전국 모든 대학 확산 5.19 1.390 4.83 1.404 .361 .639 3.389**

1.88

5

성인학습자 중심 평생교육단과대학/
5.25 1.730 4.83 1.828 .417 .806 3.101**
학부/학과의 활성화

2.19

4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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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B3)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2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부터 2순위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일치되는 1개의 항목(1번)이 존재하여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되
었다(<표 Ⅴ-36> 참조).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는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이었다.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예산 분배, 4차 산업혁명 대응 평생교육 정책 마련,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재구조
화,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전제로 하는 평생교육 정책 운영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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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6❙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B3)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평생교육
기관･고등
교육지원
및 관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LFF

Borich
요구도

1사분면

1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1)

○

2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

○(2)

3 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참여 확대

2, 4사분면

○
○

4 대학평생교육의 전국 모든 대학 확산
5 성인학습자 중심 평생교육단과대학/학부/학과의 활성화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4)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영역에는 총 5개의 항목이 배치되었고,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37>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여 긍정적 의견으로 수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7❙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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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CV

CVR

전 지자체에 평생교육전담부서 설치

6.11

1.282

0.21

0.83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5.75

1.481

0.26

0.50

읍면동 평생학습시설에 평생교육사의 의무 배치

5.92

1.481

0.25

0.56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6.36

.931

0.15

0.83

전문영역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5.72

1.750

0.31

0.61

Ⅴ.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과제 델파이 분석

다음으로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
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38> 및 [그림 Ⅴ-11]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2개 항목(4번, 5번)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 2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1번, 2번 3번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3개 항목은
중요도와 시급도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
2순위 ‘전 지자체에 평생교육전담부서 설치’, 3순위 ‘전문영역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4순위‘읍면동 평생학습시설에 평생교육사의 의무 배치’, 5순위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등
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의 경우 1번과 4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2번과 3번이었다. 2번은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3번은‘읍면동 평생학습시설에 평생교육사의 의무 배치’이었다.

❙표 Ⅴ-38❙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요구도 분석 결과
중요도
세부 영역

M
1
2
평생
교육사
양성 및 3
배치

시급도

차이

정책과제
SD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M

SD

전 지자체에 평생교육전담부서 설치

6.11 1.282 5.92 1.500 .194

.577

2.023

2.38

2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5.75 1.481 5.83 1.464 -.083 .604

-.828

0.64

5

읍면동 평생학습시설에 평생교육사의
5.92 1.481 5.83 1.464 .083
의무 배치

.874

.572

1.64

4

4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6.08 1.180 .278

.659

2.527*

3.00

1

5

전문영역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5.72 1.750 5.53 1.797 .194

.467

2.497*

2.23

3

6.36 .931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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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2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부터 2순위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두 항목이 모두 일치되었다. 다만 1번 항목은 t검증에서 유의한 차이
가 존재하지 않아 4번만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표 Ⅴ-39> 참조).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는‘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이었다.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공무
원 직렬화,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보수교육 제도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
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표 Ⅴ-39❙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최우선 및 차순위군
구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1 전 지자체에 평생교육전담부서 설치

평생
교육사
양성
및
배치

○(2)

○

○(1)

○

2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3 읍면동 평생학습시설에 평생교육사의 의무 배치
4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5 전문영역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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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도출방법
LFF
Borich
요구도
1사분면 2, 4사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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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점 및 학위 인정(B5) 영역에는 총 3개의 항목이 배치되었고,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40>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CVR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여 긍정적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0❙ 학점 및 학위 인정(B5)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5.83

1.000

0.17

0.78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5.83

1.056

0.18

0.78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와 연계

5.69

1.283

0.23

0.72

학점 및 학위 인정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41> 및 [그림 Ⅴ-12]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3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
서 3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와 연계’, 2순위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3순위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한 1번,
2번, 3번을 차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표 Ⅴ-42> 참조).
❙표 Ⅴ-41❙ 학점 및 학위 인정(B5)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1
학점 및
학위 2
인정
3

정책과제

중요도
M
SD

시급도
M
SD

M

차이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
5.83 1.000 5.53 1.082 .306
로 인정 체제 구축

.668

2.743**

1.78

2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
5.83 1.056 5.56 1.054 .278
이력관리체제 구축

.513

3.247**

1.62

3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와 연계 5.69 1.283 5.25 1.500 .444

.773

3.452**

2.53

1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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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학점 및 학위 인정(B5) LFF 분석 결과
❙표 Ⅴ-42❙ 학점 및 학위 인정(B5) 최우선 및 차순위군
구분

학점 및
학위인정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우선순위 도출방법
LFF
Borich
요구도 1사분면 2, 4사분면

1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2)

○

2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3)

○

3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와 연계

○(1)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학점 및 학위 인정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전 생애 학습이력관제 필요,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검토, 관련 선행연구 축적 필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

2030

1)
셋째 영역인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의 첫째 세부 영역은 초개방형 평생학
습정책의 운영(C1)으로 9개 항목이 배치되었다.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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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3>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VR의 경우에는 6번 항목의 경우 CVR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6번 항목
은 긍정적 응답으로 수렴되지 못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이 항목은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이었다.

❙표 Ⅴ-43❙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국가 수준의 경험학습평가인정센터 설치

5.39

1.498

0.28

0.56

평생교육단과대학별 경험학습의 학점인정제도 도입

5.50

1.159

0.21

0.61

성인문해교육 학점인정제도 확대

5.47

1.276

0.23

0.67

국가역량체계의 조기 구축 및 평생교육 연계

5.53

1.276

0.23

0.67

나노학위(Nano Degree) 정책 마련

5.00

1.474

0.29

0.33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5.06

1.264

0.25

0.28

공공시설(학교, 지자체, 정부기관 등) 활용 및 접근성 확대

6.19

.668

0.11

1.00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5.67

.862

0.15

0.83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5.17

1.502

0.29

0.56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44> 및 [그림 Ⅴ-13]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 9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9개 항목에서 중요도가 시급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2순위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나노학위(Nano Degree) 정책 마련’, 4순위‘평생교육단과대학별 경험학습의 학점인
정제도 도입’, 5순위‘성인문해교육 학점인정제도 확대’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에 8번 항목만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
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1번과 9번이었다. 1번은 ‘국가 수준의 경험학습평가인정센터 설치’,
9번은‘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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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4❙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초개
방형
평생
학습
정책
의
운영

정책과제

중요도
M
SD

시급도
M
SD

M

차이
SD

t

1

국가 수준의 경험학습평가인정센터
설치

5.39

1.498

5.03

1.444

.361

.543

3.993**

1.95

6

2

평생교육단과대학별 경험학습의
학점인정제도 도입

5.50

1.159

5.14

1.246

.361

.683

3.174**

1.99

4

3

성인문해교육 학점인정제도 확대

5.47

1.276

5.11

1.326

.361

.639

3.389**

1.98

5

4

국가역량체계의 조기 구축 및 평생교육
연계

5.53

1.276

5.22

1.376

.306

.749

2.447*

1.69

8

5

나노학위(Nano Degree) 정책 마련

5.00

1.474

4.53

1.630

.472

.736

3.848**

2.36

2

6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5.06

1.264

4.53

1.404

.528

.774

4.091**

2.67

1

7

공공시설(학교, 지자체, 정부기관 등)
활용 및 접근성 확대

6.19

.668

5.97

.971

.222

.637

2.092*

1.38

9

8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5.67

.862

5.25

1.180

.417

.604

4.142**

2.36

2

9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5.17

1.502

4.83

1.444

.333

.717

2.789**

1.72

7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그림 Ⅴ-13❙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 LFF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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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1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 항목을 비교하였
다.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아서 6번과 8번 항목을 차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표
Ⅴ-45> 참조). 차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는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
(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이었다.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여권 개념을 정착하기 위한 전략,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 인정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표 Ⅴ-45❙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초개
방형
평생
학습
정책의
운영

평생교육2030 정책 변화지향점 정책과제(C)

Borich
요구도

LFF
1사분면

2, 4사분면

1

국가 수준의 경험학습평가인정센터 설치

2

평생교육단과대학별 경험학습의 학점인정제도 도입

○

3

성인문해교육 학점인정제도 확대

○

4

국가역량체계의 조기 구축 및 평생교육 연계

○

5

나노학위(Nano Degree) 정책 마련

○

6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7

공공시설(학교, 지자체, 정부기관 등) 활용 및 접근성 확대

8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9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1)

○
○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2)

-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에는 15개 항목이 배치되었다.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46>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R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충족하여 긍정적 응답으
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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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6❙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학습-고용-복지의 통합적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

6.31

.889

0.14

0.89

학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

6.33

.793

0.13

0.94

복지관/미술관/박물관/도서관/과학관 등의 평생교육기능을 법으로 규정

5.86

1.246

0.21

0.78

복지와 평생교육 각 분야 인력 활용계획 수립

5.92

.874

0.15

0.89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운영

6.22

.832

0.13

0.89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6.08

.937

0.15

0.78

지역사회갈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생태계 조성

5.97

1.000

0.17

0.78

고령자/결혼이민여성/이민자가족 등 대상별 특화정책마련

6.28

.815

0.13

0.94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대상 통합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5.67

1.287

0.23

0.67

자활-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 지원

5.67

1.242

0.22

0.78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5.94

.955

0.16

0.78

고령화사회 부합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5.89

1.036

0.18

0.89

평생교육 참여의 양극화 완화

6.14

1.018

0.17

0.83

평생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방식 변화

6.19

.920

0.15

0.89

평생학습바우처 제도로 양극화 해소

5.75

1.025

0.18

0.72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47> 및 [그림 Ⅴ-14]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
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2순위 ‘자활-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 지원’, 3순위‘평생학습바우처 제도로 양극화 해소’, 4순위‘학습약자를 위한 고
등교육 기회 확대’, 5순위‘복지관/미술관/박물관/도서관/과학관 등의 평생교육기능을 법으로
규정’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에 5번, 6번, 14번의 3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
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4번, 7번, 12번이었다. 4번은 ‘복지와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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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인력 활용계획 수립’, 7번은‘지역사회 갈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생태계 조성’,
14번은‘평생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방식 변화’이었다.
❙표 Ⅴ-47❙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복지교육

구성

SD

M

SD

차이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학습-고용-복지의 통합적 평생학습
6.31 .889
추진체제 구축

6.22 1.017

.083

.554

.902

0.45

15

2

학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취업
6.33 .793
역량 강화 지원

6.25 .996

.083

.500

1.000

0.46

14

3

복지관/미술관/박물관/도서관/과학
관 등의 평생교육기능을 법으로 규 5.86 1.246 5.61 1.400 .250
정

.554

2.707**

1.37

5

4

복지와 평생교육 각 분야 인력 활용
5.92 .874
계획 수립

5.78 .929

.139

.487

1.711

0.77

12

5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운
6.22 .832
영

6.00 .793

.222

.422

3.162**

1.11

8

6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
6.08 .937
대

5.81 1.238

.278

.615

2.712**

1.40

4

7

지역사회갈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5.97 1.000 5.81 .951
학습생태계 조성

.167

.609

1.641

1.03

9

8

고령자/결혼이민여성/이민자가족 등
6.28 .815
대상별 특화정책마련

.167

.447

2.236*

0.94

10

9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대상 통합교
5.67 1.287 5.42 1.381 .250
육복지 시스템 구축

.692

2.168*

1.29

6

10 자활-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 지원 5.67 1.242 5.33 1.352 .333

.676

2.958**

1.85

2

11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333

.676

2.958**

1.93

1

고령화사회 부합형 교육서비스 제공
5.89 1.036 5.78 1.174 .111
을 위한 연구

.575

1.160

0.59

13

교육
생태계

M

시급도

1

연계형
평생

중요도

정책과제

12

13 평생교육 참여의 양극화 완화

5.94 .955

5.61 1.225

5.94 1.170

.194

.749

1.557

0.90

11

5.97 1.082

.222

.722

1.848

1.17

7

15 평생학습바우처 제도로 양극화 해소 5.75 1.025 5.47 1.183 .278

.849

1.963

1.47

3

14

6.14 1.018

6.11 .854

평생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6.19 .920
기회 제공 방식 변화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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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3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아서 6개의 항목 중 t검증 결과에서 유의하지 않은
2개 항목(14번, 15번)을 제외한 4개 항목(5번, 6번, 10번, 11번)을 차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표 Ⅴ-48> 참조). 차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정책과제는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
업 확대 운영’,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자활-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이었다.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복지-교육과 고용-교육
의 연계 유형을 구분하여 정책 마련, 기존 바우처 제도의 한계 극복, 영역별 평생교육사 필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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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8❙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평생교육2030 정책 변화지향점 정책과제(C)

Borich
요구도

LFF
1사분면 2, 4사분면
○

1

학습-고용-복지의 통합적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

2

학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

3

복지관/미술관/박물관/도서관/과학관 등의 평생교육기능을 법으로 규정

○

4

복지와 평생교육 각 분야 인력 활용계획 수립

○

5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운영

○

6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연계형

7

지역사회갈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생태계 조성

평생

8

고령자/결혼이민여성/이민자가족 등 대상별 특화정책마련

○

교육

9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대상 통합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

복지교육

생태계
구성

10 자활-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 지원

○(2)

○

11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1)

○

12 고령화사회 부합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

13 평생교육 참여의 양극화 완화

○

14 평생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방식 변화
15 평생학습바우처 제도로 양극화 해소

○(3)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3)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C3)에는 11개 항목이 배치되었다.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49>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R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이 기준값을 충족하여 긍정적 응답으
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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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9❙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C3)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6.08

1.105

0.18

0.83

생애경력설계 등 생애설계 지원 강화

6.17

.910

0.15

0.83

은퇴이후 평생교육 대폭 강화

6.33

.926

0.15

0.89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수요의 파악과 전달방법 개발

6.28

.779

0.12

0.94

성인기 발달 관련 이론 전문화

5.53

1.298

0.23

0.56

교육상담기관 전문화

5.64

1.018

0.18

0.72

고령자 학습수요 파악

6.00

.986

0.16

0.89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요구분석 실시

6.31

.749

0.12

1.00

생애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필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6.03

.910

0.15

0.89

중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년대학’ 등 세대별 시민대학 설립

5.78

.959

0.17

0.83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강화

6.06

.984

0.16

0.89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50> 및 [그림 Ⅴ-15]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을 비교한 결과, 11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1순위 ‘중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년대학’ 등 세대별
시민대학 설립’, 2순위 ‘성인기 발달 관련 이론 전문화’, 3순위‘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
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4순위‘생애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필수 평생교
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5순위‘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강화’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에 1번, 9번, 11번의 3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
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6번, 7번이었다. 6번은 ‘교육상담기관 전문화’,
7번은‘고령자 학습수요 파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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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0❙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C3)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생애
주기별
맞춤식
평생
교육
정책
도입

정책과제

중요도
M

SD

시급도
M

차이

SD

M

SD

5.75 1.251

.333

.586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1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6.08 1.105

2

생애경력설계 등 생애설계 지원 강화

6.17 .910

5.92 1.025

.250

.500

3.000**

1.54

6

3

은퇴이후 평생교육 대폭 강화

6.33 .926

6.19 1.064

.139

.424

1.963

0.88

9

4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수요의 파악과
전달방법 개발

6.28 .779

6.08 .906

.194

.624

1.869

1.22

7

5

성인기 발달 관련 이론 전문화

5.53 1.298

5.14 1.334

.389

.728

3.205**

2.15

2

6

교육상담기관 전문화

5.64 1.018

5.44 1.252

.194

.749

1.557

1.10

8

7

고령자 학습수요 파악

6.00 .986

5.89 1.190

.111

.465

1.435

0.67

11

8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6.31 .749
요구분석 실시

6.19 .951

.111

.398

1.673

0.70

10

9

생애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필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6.03 .910

5.69 1.191

.333

.632

3.162**

2.01

4

10

중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년대학’ 등 세대별 시민대학 설립

5.78 .959

5.39 1.153

.389

.688

3.393**

2.25

1

6.06 .984

5.75 1.273

.306

.624

2.937**

1.85

5

11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강화

3.416**

2.03

3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그림 Ⅴ-15❙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C3) LFF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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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3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1번 항목이 일치하여 1번 항목을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
하였다. (<표 Ⅴ-51> 참조). 1번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
계좌제 등)’이었다.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시민
교육 강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의 재정립,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연구 기능 재정
립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표 Ⅴ-51❙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C3) 최우선 및 차순위군
구분

평생교육2030 정책 변화지향점 정책과제(C)
1

생애
주기별
맞춤식
평생
교육
정책
도입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우선순위 도출방법
LFF
Borich
요구도 1사분면 2, 4사분면
○(3)

○

2

생애경력설계 등 생애설계 지원 강화

○

3

은퇴이후 평생교육 대폭 강화

○

4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수요의 파악과 전달방법 개발

○

5

성인기 발달 관련 이론 전문화

6

교육상담기관 전문화

7

고령자 학습수요 파악

8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요구분석 실시

9

생애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필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10

중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년대학’ 등 세대별 시민대학 설립

11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강화

○(2)

○

○
○
○(1)

○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4)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C4)에는 4개 항목이 배치
되었다.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52>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VR의 경우에는 3개 항목은 기준
값을 충족하였으나 3번 항목의 경우에는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번 항목은 ‘고용보험제
도 중 능력개발 영역은 평생교육 쪽으로 통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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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2❙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C4)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6.22

.989

0.16

0.89

국가역량체계구축 및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학습결과 인정 준거 마련

5.75

1.381

0.24

0.78

고용보험제도 중 능력개발 영역은 평생교육 쪽으로 통합

5.44

1.664

0.31

0.28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기관 활용 허용

5.64

1.641

0.29

0.56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53> 및 [그림 Ⅴ-16]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4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4개 항목이 모두 중요도가 시급도보
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1순위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
련의 연계체계 구축’, 2순위 ‘국가역량체계구축 및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학습결과 인정 준거
마련’, 3순위‘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기관 활용 허용’, 4순위‘고용보험제도 중 능력개발 영
역은 평생교육 쪽으로 통합’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에 1번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
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3번이었다. 3번은 ‘고용보험제도 중 능력개발 영역은 평생교육 쪽으
로 통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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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3❙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C4)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
의 통합 및
전문화

정책과제

중요도
M
SD

시급도
M
SD

M

차이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1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
6.22
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989

5.97

1.000

.250

.500

3.000**

1.56

1

2

국가역량체계구축 및 평생교육과 직
5.75
업훈련의 학습결과 인정 준거 마련

1.381 5.50

1.464

.250

.604

2.485*

1.44

2

3

고용보험제도 중 능력개발 영역은
5.44
평생교육 쪽으로 통합

1.664 5.22

1.675

.222

.485

2.751**

1.21

4

4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기관 활용
5.64
허용

1.641 5.39

1.626

.250

.554

2.707**

1.41

3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그림 Ⅴ-16❙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C4)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1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 항목을 비교하였
다. 비교한 결과 1번 항목이 일치하여 1번 항목을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표 Ⅴ
-54> 참조). 1번은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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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경력개발을 위한 비용부담 기준 마련, NCS 적용이 불가한 영역에 대한 고려, 일-학습 병행을
위한 기업문화 정착 지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 상응하는 교육부의 특수목적기금 신
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고등교육과 연계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표 Ⅴ-54❙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C4)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평생교육2030 정책 변화지향점 정책과제(C)

1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2

국가역량체계구축 및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학습결과 인정 준거
마련

3

고용보험제도 중 능력개발 영역은 평생교육 쪽으로 통합

4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기관 활용 허용

LFF

Borich
요구도

1사분면

○(1)

○

2, 4사분면

○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5)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C5)에는 12개 항목이 배치되었다.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55>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R의 경우에도 12개 항목이 모두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12개 항목에 대한 델파이 응답자의 응답이 긍정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5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표 Ⅴ-55❙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C5)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6.28

.944

0.15

0.83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5.89

1.166

0.20

0.61

NCS에 기초한 경력경로별 직업적 능력 발굴 및 체계화

5.00

1.549

0.31

0.33

고용보험에 따른 직업훈련 직종 확대

5.69

1.091

0.19

0.72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5.89

.919

0.16

0.83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5.97

1.055

0.18

0.8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멸직업대상자들의 직업전환 및 직업훈련
대안 제시

6.00

.894

0.15

0.89

개인학습자의 생애설계 지원 제도 마련

5.94

.893

0.15

0.94

미래 신직종 대응 경력경로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추진 전략 마련

5.81

.951

0.16

0.78

학습휴가제 확대

6.00

1.042

0.17

0.78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년(월)제 실시

5.72

1.386

0.24

0.67

일-학습 병행제 확대

5.97

1.134

0.19

0.72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56> 및 [그림 Ⅴ-17]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12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3개 항목(3번, 4번, 7번)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1순위 ‘학습휴가제 확대’, 2순위 ‘신직업 예측 및 육성
계획 수립’, 3순위‘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4순위‘일-학습 병행
제 확대’, 5순위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에 1번, 2번, 5번, 6번, 10번, 12번의 6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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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3번, 4번, 9번이었다. 3번은
‘NCS에 기초한 경력경로별 직업적 능력 발굴 및 체계화’,‘고용보험에 따른 직업훈련 직종
확대 ’,‘미래 신직종 대응 경력경로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추진 전략 마련’
이었다.

❙표 Ⅴ-56❙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C5)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중요도
M

SD

시급도
M

차이

SD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1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6.28 .944

5.94 1.040

.333

.632

3.162**

2.09

6

2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5.89 1.166

5.53 1.298

.361

.683

3.174**

2.13

5

3

NCS에 기초한 경력경로별 직업적
능력 발굴 및 체계화

5.00 1.549

4.72 1.542

.278

.882

1.890

1.39

10

고용보험에 따른 직업훈련 직종 확대 5.69 1.091

5.50 1.159

.194

.624

1.869

1.11

11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5.89 .919

5.47 1.253

.417

.806

3.101**

2.45

2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5.97 1.055

5.61 1.271

.361

.683

3.174**

2.16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멸직업대상자들의 직업전환 및
직업훈련 대안 제시

6.00 .894

5.86 .990

.139

.798

1.044

0.83

12

개인학습자의 생애설계 지원 제도
마련

5.94 .893

5.64 1.246

.306

.822

2.231*

1.82

8

미래 신직종 대응 경력경로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5.81 .951
추진 전략 마련

5.53 1.207

.278

.779

2.140*

1.61

9

6.00 1.042

5.50 1.231

.500

.775

3.873**

3.00

1

5.72 1.386

5.39 1.440

.333

.756

2.646*

1.91

7

5.97 1.134

5.61 1.293

.361

.723

2.996**

2.16

4

다양한 4
경력
5
경로
개발을 6
위한
평생
교육

정책과제

7

지원
시스템 8
강화
9

10 학습휴가제 확대
11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년(월)제 실시

12 일-학습 병행제 확대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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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7❙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C5)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1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1번, 2번, 5번, 6번, 10번, 12번 항목이 일치하여 이 6개 항목을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표 Ⅴ-57> 참조). 1번은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번은‘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5번은‘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6번은‘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10번은‘학습휴가제 확대’,
12번은‘일-학습 병행제 확대’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
템 강화에 대한 주관식 응답은 수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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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7❙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C5) 최우선 및 차순위군
구분

다양한
경력
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
지원
시스템
강화

우선순위 도출방법
LFF
Borich
요구도 1사분면 2, 4사분면

평생교육2030 정책 변화지향점 정책과제(C)
1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6)

○

2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5)

○

3

NCS에 기초한 경력경로별 직업적 능력 발굴 및 체계화

4

고용보험에 따른 직업훈련 직종 확대

5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2)

○

6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3)

○

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멸직업대상자들의 직업전환 및 직업훈련 대안 제시

○

8

개인학습자의 생애설계 지원 제도 마련

○

9

미래 신직종 대응 경력경로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추진 전략 마련

10

학습휴가제 확대

11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년(월)제 실시

12

일-학습 병행제 확대

○(1)

○
○

○(4)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6)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C6)에는 4개 항목이 배치되었다.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58>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R의 경우에도 4개 항목이 모두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4개 항목에 대한 델파이 응답자의 응답이 긍정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Ⅴ-58❙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C6)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6.08

.996

0.16

0.94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6.08

1.052

0.17

0.89

직원의 직업역량교육에 정부의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 제공

5.97

.941

0.16

0.83

학교교육(특히 고등교육)과의 연계와 협업 체계 구축

6.11

1.036

0.17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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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59> 및 [그림 Ⅴ-18]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
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4개 항목 모두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4개 항목이 모두 중요도가 시급도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1순위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2순위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3순위‘직원의 직업역
량교육에 정부의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 제공’, 4순위‘학교교육(특히 고등교육)과의 연계와
협업 체계 구축’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에 1번, 2번의 2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 Ⅴ-59❙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C6)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1

신산업
사회의
2
직업적
필수
역량
개발
지원

정책과제

중요도
M

차이

M

SD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6.08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996

5.78

1.045

.306

.710

2.582*

1.86

1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1.052

5.81

1.091

.278

.615

2.712**

1.69

2

6.08

3

직원의 직업역량교육에 정부의
5.97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 제공

.941

5.69

1.117

.278

.701

2.376*

1.66

3

4

학교교육(특히 고등교육)
과의 연계와 협업 체계 구축

1.036

5.89

1.090

.222

.591

2.256*

1.36

4

6.11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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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8❙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C6)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2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부터 2순위까지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1번, 2번 항목이 일치하여 이 2개 항목을 최우선순위 정책과제
로 선정하였다(<표 Ⅴ-60> 참조). 1번은‘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2번은‘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이었다. 그리고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에 대한 주관식 응답은 수집되지 않았다.

❙표 Ⅴ-60❙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C6)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신산업
사회의
직업적
필수 역량
개발 지원

평생교육2030 정책 변화지향점 정책과제(C)

Borich
요구도

LFF
1사분면 2, 4사분면

1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1)

○

2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2)

○

3

직원의 직업역량교육에 정부의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 제공

○

4

학교교육(특히 고등교육)과의 연계와 협업 체계 구축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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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C7)에는 9개 항목이 배치되었
다. 중요도 응답을 갖고 CV와 CVR를 산출한 결과(<표 Ⅴ-61> 참조), CV의 경우 모두 0.50이
하로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VR의 경우에도 9개 항목이 모두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9개 항목에 대한 델파이 응답자의 응답이 긍정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
로 해석되었다.

❙표 Ⅴ-61❙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C7)의 변이계수 및
내용타당도 비율
정책 방향

평균

표준편차

CV

CVR

학계 및 관련 기관의 평생교육 연구 기능 강화 지원

6.28

.659

0.1

1.00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6.42

.692

0.11

0.94

평생교육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6.42

.732

0.11

0.94

평생교육 미래전망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6.31

.710

0.11

1.00

빅 데이터의 합리적 수집 방법 구안 및 홍보

6.08

.841

0.14

0.89

평생교육 분야 빅 데이터 협의회 구성 및 분석 결과 공유

6.03

.845

0.14

0.94

평생교육 패널 데이터 구축

6.25

.967

0.15

0.83

평생교육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제고

6.11

1.036

0.17

0.7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내용의 개선

6.22

.929

0.15

0.78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LFF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Ⅴ-62> 및 [그림 Ⅴ-19] 참조).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3개 항목(1번, 3번, 6번)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1순위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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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2순위‘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3순위‘평생교육 통계
조사 내용의 개선’, 4순위 ‘평생교육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제고’, 5순위 ‘ 빅 데이터의 합리적
수집 방법 구안 및 홍보’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시급도의 차이를 세로축, 중요도를 가로축으로 하여 LFF 모형을 산출하
였다. 1사분면에 2번, 4번의 2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는 4사분면에는 해당되는 항목은 6번이었다. 6번은 ‘평생교육 분야 빅 데이터 협의회
구성 및 분석 결과 공유’이었다.
❙표 Ⅴ-62❙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C7) 요구도 분석 결과
세부 영역

평생
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중요도

정책과제

M

SD

시급도
M

차이

SD

M

SD

t

Borich 우선
요구도 순위

1

학계 및 관련 기관의 평생교육 연구
6.28 .659
기능 강화 지원

6.22 .797

.056

.410

.813

0.35

9

2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6.42 .692
시스템 구축

6.08 1.079

.333

.793

2.523*

2.14

1

3

평생교육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시
6.42 .732
스템 구축

6.22 1.017

.194

.668

1.745

1.25

6

4

평생교육 미래전망연구를 위한 주요
6.31 .710
데이터 지표 개발

6.06 .955

.250

.604

2.485*

1.58

2

5

빅 데이터의 합리적 수집 방법 구
6.08 .841
안 및 홍보

5.86 1.018

.222

.485

2.751**

1.35

5

6

평생교육 분야 빅 데이터 협의회 구
6.03 .845
성 및 분석 결과 공유

5.92 .996

.111

.398

1.673

0.67

8

7

평생교육 패널 데이터 구축

6.06 1.120

.194

.401

2.907**

1.22

7

8

평생교육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제고 6.11 1.036

5.86 1.175

.250

.500

3.000**

1.53

4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내용의 개선

5.97 1.158

.250

.649

2.311*

1.56

3

6.25 .967

6.22 .929

*p<.05, **p<.01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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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9❙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C7) LFF 분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에 있는 2개 항목과 Borich 요구도의 1순위부터 2순위까지의
항목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2개 항목이 모두 일치하여 2번과 4번 항목을 최우선순위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다(<표 Ⅴ-63> 참조). 2번은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
축’, 4번은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이었다.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빅
데이터 구축,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연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평생교육통
계 모집단 적용 방식 오류로 인한 평생교육 통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지자체별 평생교육
통계 조사 실시 기간의 의무화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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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3❙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C7) 최우선 및 차순위군
우선순위 도출방법
구분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평생교육2030 정책 변화지향점 정책과제(C)

Borich
요구도

LFF
1사분면 2, 4사분면
○

1

학계 및 관련 기관의 평생교육 연구 기능 강화 지원

2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3

평생교육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4

평생교육 미래전망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5

빅 데이터의 합리적 수집 방법 구안 및 홍보

6

평생교육 분야 빅 데이터 협의회 구성 및 분석 결과 공유

7

평생교육 패널 데이터 구축

○

8

평생교육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제고

○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내용의 개선

○

○(1)

○
○

○(2)

○
○

* 음영은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

마지막으로 2030시대 평생교육체계에서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받았다. 응답 내용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는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원 역할 변화, 경험학습 학점 교류, 고등교육기관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화, 직업과
연계된 이력관리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련 상세 의견은 [부록 3]에 있다.
이상의 델파이 2차 조사의 양적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최우선순위 및 차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영역별로 정리하면 <표 Ⅴ-64>와 같다. 최우선순위 과제는 20개, 차우선순위 과제는 28개로
총 48개였다.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에서는 최우선순위 과제로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
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세계시민교육 강화의 5개 정책과제가 선정되었다.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에서는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
육 의무화의 3개 과제가 최우선순위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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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의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
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학습휴가제 확대, 일-학습 병행제 확대-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
교육 대응 필요,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 지원 방안 마련-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의 12개 정책과제
가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최우선순위 과제 중 60%가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에 해당되어 중장기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의 변화 지향점에 대한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64❙ 델파이 최종 분석 결과
영역

세부영역

최우선순위

문해/학력보완교육
(A-1)

-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직업능력교육
(A-2)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문화예술교육
(A-3)

인문/시민참여교육(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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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 문화예술 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
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시 주민 대상
교육 사업비 필수 배정

-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 세계시민교육 강화

- 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연계성 제고
-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시민교육 포럼 운영
- 시민교육 기금 제도 운영

Ⅴ. 평생교육개혁 정책 방향 및 과제 델파이 분석

영역

세부영역

최우선순위

평생교육
추진체계(B-1)

- 교육부 기본계획/ 시도
시행계획/ 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평생교육
지원(B-2)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평생교육기관･고등
-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교육 지원 및
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B-3)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
- 지자체의 대학평생교육 참여 확대

-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
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학점 및 학위
인정(B-5)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차우선순위

-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 학력/
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

-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

-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
운영(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평생교육 정책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도입(C-3)
(평생학습계좌제 등)

- 중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년대학’ 등 세대별 시민대학
설립
- 성인기 발달 관련 이론 전문화
- 생애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필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강화

미래 성장 동력
-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의 통합 및
연계체계 구축
전문화(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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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최우선순위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C-5)

-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학습휴가제 확대
- 일-학습 병행제 확대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C-6)

-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평생교육 미래
- 기초 및 광역단위
전망 연구를 위한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시스템
-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구축 및 활용(C-7)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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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정책 추진 로드맵
1. 정책 추진의 구조
2.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3. 정책 로드맵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Ⅵ.

1

이 연구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추구해야 할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2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년도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정책
개혁의 비전과 기본 정책 방향, 세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금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영역별로 구체적인 정책과제 내용을 개발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
맵을 제시하였다. 한편 델파이 조사를 통해 1차 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세부 정책 방향의 타당성
을 재검토하였는바, 긍정적인 응답으로 수렴되었다. [그림 Ⅵ-1]은 1~2차 년도 연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망라하여 도식화한 것으로 정책 비전과 기본 정책 방향, 세부 정책 방향, 영역별
정책과제를 체계화하여 평생교육개혁 정책 추진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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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는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교육

비전
기본
정책
방향

미래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자율적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체제 혁신

사회 이동성 제고와
학습의 불평등성
완화

학습자 중심 학습
패러다임 구축과 통합적
新학습역량 함양

평생교육 세부 정책 방향
∎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정책 도임
∎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 新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정책 영역별 정책과제
평생교육 영역별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문해/학력보완교육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평생교육 추진체계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
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나노학위 운영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직업능력교육

지역평생교육 지원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 운영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
(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사회적 교육세’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문화예술교육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학점 및 학위 인정

인문/시민참여교육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세계시민교육 강화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
관리체제 구축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평생학습계좌제 등)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학습휴가제 확대
-일-학습 병행제 확대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그림 Ⅵ-1❙ 평생교육개혁 정책 추진의 구조
출처: 홍영란 외(2016). 380쪽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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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위시한 문헌 및 사례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분석, 연구진 및 전문가 패널 working group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생교
육정책의 영역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Ⅵ-2]는 본 연구의 최종 산출물인 정책과제 및 로드맵
개발을 위한 연구의 흐름과 단계별 연계성을 도식화하여 연구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Ⅰ)
(1차 년도 과제) 분석

정부정책, 평생교육동향, 4차
산업혁명 등
문헌 분석

평생교육 우수사례 분석

평생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과제 도출
- 평생교육 영역별 개혁 과제
-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정책과제
-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1, 2차 델파이 조사 및 결과 분석

세부 영역 및 정책과제 도출
-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정책과제 세부 영역 도출
- 평생교육개혁 정책의 세부 영역별 정책과제 도출

연구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전문가 working group 및
연구진
정책과제 개발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 및 로드맵 개발
- 개발 대상 정책과제 선정 및 추가
- 36개 정책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 및 로드맵 개발

❙그림 Ⅵ-2❙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연구의 단계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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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0 한국사회의 평생교육 전망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문헌 분석, 정부별 평생교육 정책 동향 및 정책 성과 분석, 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등의 문헌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평생교육개혁의 정책 방향 및 정책 영역과
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크게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
제,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체화되었다.
다음으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점검
하고 정책과제의 세부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48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의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평생교육개혁
정책의 세부영역별로 최우선순위와 차우선순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과제 개발의 첫째 단계로, 정책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할 개발대상 정책과제를 선정
하였다. 우선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에서 각 세부영역별로 중요도와 시급도에 있어 최우선순위
로 선정된 정책과제 20개를 개발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세부영역 중 최우선순
위 과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우선순위 과제를 개발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차우선순
위 과제 중 개발대상 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직업능력교육의 4개, 지역평생교육 지원의 2개,
학점 및 학위 인정의 3개,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의 2개,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의 4개로 총 15개였다. 그 다음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평생교육 영역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개 과제를 추가하였는데,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영역
에 추가된 나노학위(Nano Degree) 운영이 그것이다. 이에 총 36개의 정책과제를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로 구분하여 아래에 제시하였다. 개발대상 36개 정책과제를 총괄하여 표로 제시하
면 <표 Ⅵ-1>과 같다.
❙표 Ⅵ-1❙ 정책과제 개발 리스트
영역

세부영역
문해/학력보완교육
(A-1)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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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교육
(A-2)

과제명
A-1-1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A-1-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A-2-1
A-2-2
A-2-3
A-2-4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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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세부영역
문화예술교육(A-3)
인문/시민참여교육
(A-4)
평생교육
추진체계(B-1)
지역평생교육
지원(B-2)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 (B-3)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학점 및 학위
인정(B-5)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

과제명
A-3-1 공연장/ 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A-4-1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A-4-2 세계시민교육 강화
B-1-1 교육부 기본계획/ 시도 시행계획/ 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B-2-1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B-2-2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B-3-1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B-4-1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B-5-1
B-5-2
B-5-3
C-1-1
C-1-2
C-1-3
C-2-1
C-2-2
C-2-3
C-2-4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나노학위(Nano Degree) 운영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 운영(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C-3-1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도입(C-3)
미래 성장 동력
C-4-1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구축
평생교육･직업훈련의
2030 정책
통합
및
전문화(C-4)
변화 지향점
C-5-1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과제(C)
C-5-2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다양한 경력경로
C-5-3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C-5-4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시스템 강화(C-5)
C-5-5 학습휴가제 확대
C-5-6 일-학습 병행제 확대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C-6)

C-6-1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C-6-2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C-7)

C-7-1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C-7-2 평생교육 미래전망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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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총 36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working group과 연구진의 공동 작업과정을 통해
정책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하였다. 정책과제의 개발틀은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활용성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 <표 Ⅵ-2>와 같이 구조화
하였다. 특히 추진 시기의 경우 해당 과제의 적절한 추진 시기에 있어서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를 중복 표기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정책 추진 로드맵 작성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표 Ⅵ-2❙ 평생교육 정책과제 개발틀
내용 요소
과제명

내용
정책과제의 제목

과제 배경

과제 제안의 필요성, 미래 전망, 국정과제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과제 제안의 근거

추진 목적

정책 추진의 목적

추진 내용

정책 추진의 구체적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주체와 행정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 체계

기대 효과

정책 추진을 통한 기대 효과

추진 시기

단기과제 / 중기과제 / 장기과제 (중복 표기 가능)

.
A-1-1

과제명: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1)
○ 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지식과 사회체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다양한 대상을 위한 보완적
교육이 필요함
○ 이에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의 연계를 통해 단순 학습에서 건강한 사회
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습과 노동이 순환되는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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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처 간 협력 체계의 촘촘한 연계망을 통해 누수 없는 문해 및 학력보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 기초 학습을 통해 소외된 대상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각 부처 간 협력하여 안정망 구축

3)
○ 국가 단위의 기초교육 보장 협의체 구성
- 절대적 학습소외 계층의 기초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의 연계를 통해 학습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
- 기초교육 보장 협의체를 통해 분기별 대상자 점검 및 신규 지원 대상자 발굴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역할 분담 및 예산 지원
○ 문해 및 학력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 기초교육으로서의 문해와 학력보완을 위한 기존 제도 및 지원체제 연계
- 대상자 지원체계 및 맞춤형 학습상담을 통한 지원

4)
○ 추진 주체
- 국가 단위의 기초교육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실무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
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 전망 및 지원체제 구축
- 국가 단위의 기초교육 보장 협의체 구성에서 대상자 파악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제 구축
○ 행정 지원 체제
- 협의체를 통해 지원 역할을 분담하고 기초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 및 내용에 대한
필요사항 및 체계 논의
- 중앙 단위 차원과 광역 단위 차원에서의 중층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단계에서의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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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무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및 논의 채널 강화
○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안정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강화
○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문해 및 기초학력 대상자들의 촘촘한 지원

6)

(

○ 단기과제 ( ○ )

A-1-2

)
중기과제 (

)

장기과제 (

)

과제명: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1)
○ 시대마다 요구되는 리터러시는 다르며 특정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시대
별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한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대별
로 요구되는 리터러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추가되거나 변화하는 양상을 띠어 왔음
○ 컴퓨터와 인터넷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는 정보 그 자체로는 유의미한 가치를 발휘하기
가 어려우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각각 달리 해석하고 그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지식,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요구되
는 지식기반 사회가 한층 부각되고 있음. 이는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산출물로 인해 새로운 격차를 양상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확대
되어야 함
○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IT기술에 기반한 자료
를 찾아내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조합해 냄으로서 올바른 사용 능력을 발휘시킴
○ 이에 단순 IT기술이 아닌 디지털화된 정보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편집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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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기술적인 면과 인지적인 면, 그리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므로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대상별 과정별 맞춤교육 실시
○ 전통적 리터러시 위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존재함으로 기본교육의 절대적인 대상자의 발굴
및 단계적 지원을 실시
○ 문해 학습자 및 기초학력자의 학습대상에게 확대 실시하여 정보의 가공 및 활동이 자유롭
도록 역량 제고

3)
○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센터 운영
-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센터는 교육 지원 사업,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수행
-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연구 등 교육지원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연구
-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센터는 각 대상별 상황별 맞춤 리터러시 교육과 더불어 진흥정책을
위한 연관계획 수립
- 현 시대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준 및 준거를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4)
○ 국가 및 광역 자치단체
- 정보화 진흥 부서 및 교육지원 부서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인력 지원
-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및 평생교육지원조례에
조항을 반영하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이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선
정하여 기초교육 실시
- 정보를 가공･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과 장면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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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
○ 정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산물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마련
○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및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마련

6)

(

○ 단기과제 (

A-2-1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 연계 강화(고용보험환급 대학 적용)

1)
○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대학의 생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인학습자, 대학, 직업훈련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 대두
- 지역대학의 지역연계성을 높이고,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재학생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지역 소개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경우 직원 재교육, 신입사원교육, 새로운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요구가 존재하고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파트너가 필요한
상황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의 혁신에 해당됨. 특히
전문대학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전통적 학습자 이외의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연계된 영역을 제공하는 대학으로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될 것임. 따라서 지역대
학의 전문성과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실시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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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를 연계하여 종사자 교육훈련 기관으로써의 기능 개발
○ 열악한 교육환경의 지역산업체에게 고용보험 환급을 통해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

3)
○ 지역대학 및 산업체 연계 교육훈련 운영 사업 추진
-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가 서로 연계하여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단위 모집 및 지원
- 지역대학은 지역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
개발 및 운영
- 지역산업체는 지역대학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재직자를 참여시켜서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확보
- 지역산업체와 연계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지역대학 재학생이 취업을 위한 사전 직업
교육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 고용보험 환급제도 적용
- 교육부와 노동부가 협의하여 지역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산업체 재직자 대상 프로그램
에 대한 고용환급 제공 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 환급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책 운영비를 축소하고 지역산업체에 실질적 도운 제공

4)
○ 중앙정부
- 정책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부 및 노동부의 사업 추진 합의 도출
-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등에게 사업추진을 위임
-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위임기관
- 사업추진 위임기관은 사업설계, 공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관리 및 평가 등의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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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
- 시범사업 이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대학
- 지역산업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학 건물의 지역산업체 연수관 지정
- 본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연수관 운영 지원
- 지역대학 재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및 취업 지원
○ 지역산업체
-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조
- 재직자의 훈련 기회 보장 및 지원
- 고용보험 환급제도 활용위한 준비
- 재학생 중 참여인력에 대한 채용 배려 제도 운영

5)
○ 지역대학의 지역산업체 연계 강화를 통한 재직자 교육의 새로운 역할 수행 지원
○ 지역산업체의 재직자 교육훈련 활성화
○ 지역대학 재학생의 실질적 취업 준비 서비스 제공

6)

(

○ 단기과제 ( ○ )

A-2-2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1)
○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기초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일터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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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으로 직무의 변화, 일자리 종류의 변화, 상품 및 서비스의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전략 필요
2)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 향상 정책기반 조성
3)
○ 4차 산업혁명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기능 마련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정책부서에 4차 산업혁명 대응하여 직업능력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과 단위 신설
- 기존 직업교육 관련 과의 전환도 가능하지만 과에 부여되는 핵심 기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향상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
○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실행 기능 마련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 및 지원 정책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부서 설치 및 장기 연구 과제 부여
- 교육부의 관련 정책 마련에 대응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가칭 ‘4차 산업인재육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
- ‘4차 산업인재육성센터’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요청되는 직업능력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실행 기구임
4)
○ 교육부의 과 신설
- 교육부에 4차 산업인재육성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과 단위 운영
○ ‘4차 산업인재육성센터’ 신설
- 교육부 직할 센터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
력을 파견하여 센터 구성
- 정책 연구 기능과 함께 정책 집행 지원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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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부의 정책체계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 향상

6)

(

○ 단기과제 (

A-2-3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사회적 교육세’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1)
○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질 향상 및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한 공적 재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스웨덴
의 경우 GDP의 약 5%를 평생교육에 투입하고 있음(김신일, 2017). 이는 공교육 비용과
유사한 수준임. 영국, 독일, 핀란드는 교육 예산의 11%에서 28% 이상을 평생교육 예산
으로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교육비 예산의 0.8%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김신일,
2017)
○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
이며, 고등교육의 변화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큰 과제
임. 이에 우수한 인재의 제공을 통하여 기업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교육세
로서 기업의 세금 징수를 고려할 수 있음
○ 고용보험 환급제도가 한국에서 운영 중이지만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교육부 등의 사업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매우 적게 나타남. 또한 부처 간 협업 부족으로 추가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2)
○ 평생직업교육 확대에 대응하여 정책 재원 확보 및 평생직업교육 정책 추진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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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업에 대한 교육세 징수 타당성 연구 실시
- 관련 연구 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기업 대상 교육세 징수의 타당성 및 징수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수행
- 조세, 평생교육, 법령 관련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포함하여 연구 진행
- 조세 저항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연구 기간 및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관련 법령 정비 및 국민 이해 과정 실시
- 국민 의견 수렴,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조세 저항이 적어지도
록 해야 함. 또한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 이의 제기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 타당성
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 조세 법령은 교육부 단독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 정부, 기업의 동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얻어
서 법령 정비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에 대한 교육비 징수를 위하여 전문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법령 정비안과 국민
의견 수렴 및 이해를 위한 준비 및 실행 수행
- 교육부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실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의 교육비 징수 정책 구상
- 기업의 법인 소득세에 교육비를 포함하는 방법 고려
-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경우 교육비 정립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제도를 함께
진행(스웨덴의 사례)하여 국민의 학습비를 낮추고, 국민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기업에게 징수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상

4)
○ 교육부
- 기업 교육비 징수를 위한 연구 지원, 국민 여론 수렴 및 조성, 부처 간 협력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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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안 마련 및 입법을 위한 중요 주체로서 기능 수행
○ 기업
- 증세의 관점보다는 우수한 인재를 공급받기 위한 기초 비용의 지출로 인식하고 정책
추진에 협력
- 법령이 정비되고 실시될 경우 조세 징수에 적극적 참여
○ 국민
-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통하여 교육활동 진작

5)
○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 확보
○ 기업으로부터 직접 교육세를 징수하는 통로 개발
○ 학습자의 소득세 면제를 통한 감세 및 평생직업교육 진흥 효과

6)

(

○ 단기과제 (

A-2-4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평생교육법인제 도입 및 운영

1)
○ 현행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
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임
○ 현재,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
도록 법 개정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여전히 개인이 설립･운영하
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설치자의 변경･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설치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폐교 조치 등의 여러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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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기술계 학원은 민간 부문의 대표적 직업기술교육
기관으로써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에
도,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 등 성격이 다른 학원들과 동일한 법률에 묶여 있어 그 지원과
육성에 한계를 나타내 왔음
○ 이에 더하여, 현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916호,
2011. 7. 25. 공포)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학교
의 학생 및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학원
외의 교육 관련 시설 등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체의 교습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음
○ 따라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평생교육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기술계 학원 등의 설립주체를 “평생
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체계의 완성도를 기하고자 함

2)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평생교육법인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고등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기술계 학원 등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
인”으로 전환･운영하도록 함
○ 종전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자격을 비영리
법인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공공성･투명성･합리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지식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 평생교육법상에 평생교육법인제도의 도입･운영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평생
교육법에 기반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형태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민간부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식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의 설립주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은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인의 허가 등의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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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인 해산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평생교육법인의 신설을 용이하
게 하고, 나아가 그 해산에 대한 투명성･객관성을 보장함
○ 평생교육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하고, 평생교육법인이나 평생교육시설의 질
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공개 도모

4)
○ 추진주체
-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인의 인가･지원에 관한 사항이 평생교육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하고, 그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담하도록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인의 인가 및 관리 업무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인의 관리･감독 기능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행정체제
-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인으로의 전환･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인가조건 등을 법령에 명시하
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법인의 설치･운영･폐지에 관한 투명성, 객관성을 보장하
도록 함

5)
○ 평생교육법인의 도입･운영으로 인해 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종래의 공공 및 민간영리기
관에 한정되었던 것이 비영리공익 재단법인 형태로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 부분의
평생교육서비스 활성화 가능
○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의 자격기준 다양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서비스의 제고 및
민간영리기관 대비 저렴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6)

(

○ 단기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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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과제명: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1)
○ 평생교육 본질적 개념에 기초한 공간적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터해 과거 평생교육법에
의해 규정된 공간에 고정된 국민 인식 전환과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공간
인 공연장과 미술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
○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형식적인 교육 외에 무형식적인 학습을
포괄하고 있지만 현재 평생교육법과 타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이 직업 혹은
지식, 취미 등에 치중하거나 문화예술 교육도 형식적 교육 형태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함. 문화예술 영역의 본질적 함양은 프로그램 형태의 형식적 교육형태 외에도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형식적인 학습영역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기반 시설24)
인프라에 터해야 함
○ 미래 사회는 다양한 영역 간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방향이며 특히, 문화예술적
역량은 융･복합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영역이기도 함.
○ 이에 대표적인 문화기반 시설인 공연장과 미술관에 대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필요

2)
○ 평생교육 본질적 개념을 실현하는 평생교육의 공간적 범위의 확대
○ 융･복합적인 평생교육기능 강화
○ 형식과 무형식을 포괄하는 국민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형식과 무형식이 융합되는
경험을 특정 공간에서 체감하기에 적합한 공연장과 미술관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추진함으
로써 그 외 다양한 무형식적인 평생교육 기반 자원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4) 문화기반 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종전 ｢문화예
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음(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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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연장/미술관 등 문화기반 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 수행
- 공연장/미술관 등 문화기반 시설의 현황 및 평생교육적 기능의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사례 연구 수행
- 융･복합적인 형태의 학습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는 관련 연구 수행
- 이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평생교육적 기능 확대를 위한 추진기반 등을 다방면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제화 방향성 수립
○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의 공동 법제화 추진 협의체 구성 및 법제화 추진
- 교육부와 문화기반 관련 시설에 대한 관련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동 대응을 통한 법제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추진 위원회 산하의 법제화 추진팀을 구성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과 지속
적 공청회 및 법제화 실무 지원

4)
○ 해당 정부부처와 국회 관련 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
여 추진하되 산하의 실무적인 관계기관 수행팀을 둠
- 여러 이해관계자 원활한 협력과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문화기반 관련 시설에 대한 관련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전문가 협회 구성원을 중
심으로 법제화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 추진위원회의 실제적 지원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실행기관 조직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당 실무추진 TF팀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여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게 함)
○ 행정 지원 체제
- 중앙정부기관 산하의 공연장/미술관 외에 지방정부의 공연장/미술관에 대한 관련 법제화
이후 원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연장/미술관의 관련 사업 추진
예산 확보 지원 체제 마련(법제화 시 관련 예산 확보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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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교육 영역 및 인식의 확대
○ 강의형 형식교육 위주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 기회 제공

6)

(

○ 단기과제 (

A-4-1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1)
○ 21세기 이후 앞으로 시대의 혁신은 인문과 기술의 융합에서 온다는 점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됨.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 아이폰의 성공에는 CEO 스티븐잡스의 철학인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있다는 점이 일반 사회와 기업 그리고 인재양성의 화두가 됨
○ 이미 학교교육과정은 융합형 교육과정(STEAM) 개발과 운영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으
나 성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은 이에 대한 영역적 시도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를 뛰어넘는 융･복합형 다양한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강화하는 정책 필요

2)
○ 국민의 전 생애 단계에 지속적인 창발적인 역량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2의 인생
개척을 위한 역량개발 기회 제공

3)
○ 인문학과 과학기술 융･복합형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인문학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 프로그램 교류축제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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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과 기술의 융･복합 사업 추진 기관과 관련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관 간 인재
및 산업양성에 대한 협력사업 지원

4)
○ 정부(교육부,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각 대학에서 인문학과 과학
기술 융･복합형 유사 학과 기반의 부속기관이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사업 추진
- 예산 확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업 지원은 산하 전문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
제 마련

5)
○ 다양한 영역 간 융･복합적 창발적 평생학습 저변 확대

6)

(

○ 단기과제 ( ○ )

A-4-2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세계시민교육 강화

1)
○ 유네스코는 2015년부터 국제 교육의제로‘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
육'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 간 상호 연관성과 접근성 증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로 민족과 국가별
경계가 없어지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
으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이다는 국정과제 기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 개개인의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개발이 토대가 되어야 함
○ 기존 정규 학교교육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된 세계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해당하는
연령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이에 대한 정책과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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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변화하는 환경 등 세계 공통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
○ 문화다양성과 인권 등 세계시민이 더불어 살기 위한 기본 소양 및 실천의식 고양

3)
○ 성인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 학령기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세계시민교육과정을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
발연구를 추진하여 기본 참조형 세대별 세계시민교육 가이드 개발
- 세계시민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부여
○ 부모시민교육 의무화
- 아이의 성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한
교육 시행
- 출생신고시기부터 해당 부모(양육자)에게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의무
부모시민교육 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추진

4)
○ 기본적인 연구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되 지원 금액에 대한 예산 편성은 행안부에서 의무적
으로 편성하게 하여, 각 세대별 가이드 및 구체적인 예산 집행은 광역 교육청과 평생교육
진흥원이 협력하여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게 함
○ 중앙단위 교육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지방정부단위 관계부처의 협의체를 만들고 공동
기금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게 함

5)
○ 탈국가화 등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시민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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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전 세대의 시민의식 고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6)

(

○ 단기과제 (

)
)

중기과제 (

)

장기과제 ( ○ )

.
B-1-1

과제명: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1)
○ 현행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는 매5년마다 교육부 차원의 평생학습진흥계획을, 평생교육
법 제11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제1차(2002∼2006), 제2차(2008~2012), 제3차(2013~2017)평
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왔으며, 제4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
영하고 있는 상태임
○ 그런데, 국가 차원의 5개년 평생교육기본계획과 시･도차원의 연도별 평생교육시행계획
간에, 그리고 이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각 시･군･구 차원의 사업이 각각 수립･진행되
는 관계로 국가의 기본계획-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시･군･구 연도별 사업 간에는 일관
성이 배제되거나, 연관성이 결여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부각되어 왔음
2)
○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진흥기본 5개년계획-시･도 차원의 연도별 평생학습시행계획-시･
군･구 연도별 평생학습진흥사업 간의 일관성 유지
○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체
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시･도-시･군･구로 연결되는 평생학
습추진체제의 합리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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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시･도차원의 평생교육협의회-시･군･구차원의 평생교
육사업 간의 유기적인 점검체제의 구축 및 운영
-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과한 사항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각 시･도의 평생교육시행계획을 점검･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이를 통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시･도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현･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됨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시･군･구의 평생학습시행 계획 및 결과를 점검･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시･도의 연도별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피드
백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 추진 체계상의 일관성있는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
도록 함
○ 교육부 차원에서 매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배포함으로써 평생학습진흥기본
계획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교육부차원에서 매년 GO 및 NGO부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과정보고서(Progress Report)를 작성하도록 함
- 교육부는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평생학습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평생학습도시사업 등에 반영하여 재정 등에 연계함

4)
○ 추진주체
- 교육부 차원에서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추진과정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확인･점검하
도록 함
-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 모니터링 위원회에는 GO 및 NGO 부문의 전문가를 균형있게 배
치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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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차원의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매년 보고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 심의기능 수행
- 각 시도의 평생교육협의회는 시･군･구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에 대한 확
인 및 점검사항에 대한 심의를 매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5)
○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시･도 차원의 연도별 시행계획-시･군･구 차원의 평생교육사업 간
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점검･확인 기회 제고
○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제고

6)

(

○ 단기과제 (

B-1-2

)
○

)

중기과제 (

)

장기과제 (

)

과제명: 나노학위 운영

1)
○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라 산업 직무의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재직자, 구직자 등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필요함
○ 형식교육 등의 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이 필요한 만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직업역량 강화 체계가 필요함

2)
○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 및 구직자의 필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나노학위 교육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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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직자 대상 나노학위 체제 구축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필요한 직무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
으로 나노학위 교육체제 구축
- 나노학위 교육체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빅 데이터
전문가, 게임앱 전문가 등 기업의 수요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에 맞추어 과정을 개발함
- 과정 개발을 위하여 과정 개발을 책임질 온라인 교육업체 또는 대학을 공모하고 나노학
위 교육체제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여 과정개발을 착수함
- 나노학위 교육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상담, 평가, 자격증 부여,
학점인정 등 제반 시스템 구축을 함께 진행함.
○ 기업체 참여 및 수요 반영 강화
- 나노학위는 철저하게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나노학위의
기획과 과정 개발 그리고 이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와 정책 운영이 필요함
- 이에 나노학위 정부-기업 협의체를 운영하고 과정개발 업체에서도 기업과의 긴밀한 협
조를 통하여 기업 수요 반영 및 연계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운영
○ 나노학위 체제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나노학위 교육체제를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
획 등을 포함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약 5년 단위 또는 6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나노학위 교육체계의 단기 시범
운영, 정착 및 확산 등으로 단계별 계획을 구체화함

4)
○ 교육부 및 관련 부처
- 나노학위 교육체제 정책 기획 및 운영, 재정 지원, 법적 정비,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
수행
- 관련 부처 중 노동부와 연계하여 재직자 대상 나노학위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 적용 추진

247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나노학위 교육체제 정책 운영의 실무책임을 맡아서 협의체 구성, 시범 단계의 나노학위
교육체제 운영을 위한 제반 조건 구비, 대국민 홍보, 관련 연구 수행 등의 역할 수행
- 국정과제로서 나노학위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인적 지원, 풍토 조성, 기업체 협의 등의
역할도 수행
○ 나노학위 교육체제 협의체
- 나노학위의 교육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 정부, 나노학위 과정 개발 업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협의체에서는 나노학위 과정 개발 업체의 선정을 위한 과정, 나노학위 과정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제 사업 실행을 책임지게 됨

5)
○ 6개월 정도로 신속한 시간 안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교육체제 운영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재직자 역량 업그레이드(upgrade) 수요 충족
○ 신산업이나 직업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구직자를 위하여 탄력적이고 저렴한 비용의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향상

6)

(

○ 단기과제 ( ○ )

B-2-1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1)
○ 2007년 전면개정한 평생교육법에서는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동을 위해 중앙 차원에
서 교육부 산하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
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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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제21조), 현재까지
444개(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2016)가 운영되고 있음. 이들 평생학습관은 지정
의 주체가 시･도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음
○ 또한 2014년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보다 작은 지역
단위인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뿐 아니라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작은 지역단위 평생학습 지원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국고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단년도 소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전국 129개 시군구에 673개 일명 ‘행복학
습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18년부터는 그마저도 종료 예정임으로 지역주민 평생교
육 서비스를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과 정착이 필요

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광역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이어지는 국가 지역평생교육 추진체제 라인업 구축
○ 지역주민이 가장 밀착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구축
○ 마을･지역, 자치구, 광역시도, 중앙에 이르는 국민 평생학습 체계적 지원

3)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의무화 및 고유기능 부여
- 현재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사업(‘행복학습센터’)을 운영하는 시설로는 평생학습관
(32.7%), 주민자치센터(23.6%), 도서관(12.8%), 복지시설(8.5%), 경로당/마을회관
(9.8%), 동사무소(4.2%), 학교(2.8%), 민간시설(5.7%) 등임(김세화, 2017)
- 각 시설들은 일시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상시 평생학습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학습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정비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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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지역 단위 평생학습 지원체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유 기능을 부여, 즉 평생학습
프로그램 상시 운영,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발적 주민 평생학습 활동 지원,
읍면동 단위 지역 유관 기관 연계 등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고유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학습공간 발굴, 혹은 설립 필요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 전담 인력의 안정적 배치
- 현재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리
및 학습자 지원 등을 위한 ‘학습매니저’를 두고 있지만(‘17년 3월 기준으로 1,102명,
김세화, 2017), 이들은 주로 시간제로 고용되어 프로그램 운영 시에만 한시적으로 업무
를 보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충분한 학습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를 전담 인력으로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마다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평생
학습센터 고유 기능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가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고, 여기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함

4)
○ 국가 및 광역 자치단체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전담 인력 배치 의무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기초자치단체에서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립 재원 보조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표준 운영 모델 개발과 확산
- 전담 인력 배치에 이어 상시적 연수 운영으로 전담 인력 역량 강화
○ 기초자치단체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전담 인력 배치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마련
- 기초자치단체 관내 유관 단체, 인력개발센터, 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관이 지역 평생학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5)
○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 단위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체계적 확립으로 전 국민
모두의 삶에 평생학습 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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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배치 확대로 인해 공공 영역 일자리 창출
○ 지역단위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해 유관 사업들과의 유기적인 지역
수준의 연계 활성화

6)

(

○ 단기과제 ( ○

B-2-2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1)
○ 지역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근거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중점적인 지역평생교육 추진체제와는 별개로
지역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필요
○ 도서관의 경우, 평생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전국적
으로 국가 및 공공도서관, 대학 및 학교 도서관을 포함하여 12,731개(한국도서관연감,
2014), 작은도서관의 경우 5,234개(한국도서관연감, 2015)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적
인 문화교육시설임
○ 이미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많은 도서관들에서는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포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다만, 지역의 공공 혹은 민간 평생교육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운영함으로 국가 전체
적 차원에서 볼 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밀도있는 연계･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2)
○ 지역 내 도서관들을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근거리에서 체계적이고 충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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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과 연관된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특화 자료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 기능
을 강화하여 도서관 이용객 증가

3)
○ 마을도서관을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기관으로 지정
- 여건에 맞는 지역 내 도서관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점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특히, 도서관은 다양한 지역주민 대상에 맞는 독서활동 혹은 인문교양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도서관 특성화
○ 마을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배치
- 도서관이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를 도서
관에 배치
- 다만, 개별 도서관마다 채용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 혹은 교육청 단위 순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각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
○ 지역 단위별 평생교육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 단위 평생교육 협의체에 도서관 관계자들과 평생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실무자 수준에서의 이해 제고와 상호 지원에 대한 파트너십 구축
-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이나 합의된 내용 등이 즉각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의
체 권한 부여

4)
○ 국가 및 광역･시군구 지자체
- 국가는 평생교육법에 마을도서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부와 문화체육부가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 광역･시군구 지자체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평생교육 협의체 운영에 도서관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며, 회의 주요 안건으로 협력 사항을 의무 이슈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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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광역･시군구 지자체는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및 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 지역 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
- 지역 평생교육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
그램 개발･운영
- 지역 도서관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는데 필요한 상호 정보 교류 및 협의

5)
○ 지역주민이 생활 근거리에서 기관별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 지역 도서관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및 국가차원의 효율적 사업 운영

6)

(

○ 단기과제 (

B-3-1

)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1)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사회 환경이 수직적･배타적･개별적에서 수평적･포용
적･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왔던 평생학습시설들의 협력과 협업을 통한 평생학습기회의 제공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
되고 있음
○ 특히,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두, 평생직장사회에서 평생직업사회로의 이동, 격
차사회 및 위험사회(risk society)의 진전에 따라 학습-고용-복지의 통합형 지원체제의
조기 구축이 필요한 상태임
○ 특히,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제의 구축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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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던 다양한 평생학습시설들을 융･복합 기반형의 평생학습시설로 통합･운영함
으로써 점차 전문화･개별화･특성화되어가는 학습요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식서비스를 구현하는 교육강국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함

2)
○ 학습대상자별로 분절적,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평생학습시설의 네트워크 기반 융･복
합 평생학습 시설화를 통한 학습-고용-복지의 통합형 지원체제의 구축･운영
○ 정부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각종 평생학습시설들 간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형
학습정보망의 구축･제공

3)
○ 정부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각종 평생학습시설의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시설의 설치･
운영의 기반 조성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시설, 여성개발센터,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 보건복지부
의 사회복지시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교육부의 평생학습관(센터) 등 여러 부
서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시설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각종 법령의 개정
- 다양한 평생학습시설들을 융･복합기반 평생학습시설로 기능 전환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및 운영과 그를 통한 주민의 학습편의 제공과 학습 활성화 도모
○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시설의 네트워크 기반 협업형 학습정보망의 설치･운영
- 정부 및 지자체의 각 부서별로 설치･운영되는 각종 평생학습시설의 학습정보 등을 종합
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종합포털 운영
- 평생학습종합포털에는 지역별로 접근가능한 시설명, 프로그램명, 강사명, 취득가능자격
증, 수료결과에 대한 인정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 기능
○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시설의 통합적 설치 및 운영
-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축소되는 초･중등학교를 평생학습종합타운으로 기능 전환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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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자체의 평생학습타운조성 사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공약’의 조기실현 의지 구현

4)
○ 추진주체
- 교육부는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에 융･복합기반 평생학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화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추진체제의 구축 및 운영
○ 행정체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융･복합 평생학습시설의 설치･운영에 필
요한 정보 제공 및 설치･운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5)
○ 융･복합 평생학습시설의 설치･운영 확대를 통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기회 확대
○ 학습-고용-복지정책의 연계 및 통합화 기반조성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구현
○ 융･복합기반 평생학습시설의 체계화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
6)

(

○ 단기과제 (

B-4-1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1)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음
○ 2016년 말까지 기존 사회교육전문요원 전환 평생교육사까지 포함하여 약 11만8천명이
양성되어 있으며, 이중 5% 정도가 평생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3천여 명씩 배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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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평생교육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혹은 청소년지도사 등과 달리 재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일부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사들의 재교육 및 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의무화
가 되어있지 않아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2)
○ 평생교육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의무화를 통해 평생교육사의 현장 전문성 제고
○ 평생교육사들의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 단위 기관 평생교육사들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활성화

3)
○ 평생교육사 재교육 사항에 대해 평생교육법에 의무조항으로 명시
- 현재 평생교육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평생교육사 재교육 의무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개별 기관 평생교육사들이 합법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재원 마련
○ 평생교육사 경력 단계 및 업무 영역에 따른 맞춤형 선택적 연수 프로그램 제공
- 평생교육사 재교육을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되,
의무 교육과정과 함께 근무 기관 유형별, 경력단계별, 재교육대상자 수요 등에 따르는
선택적 연수 프로그램 개발･제공

4)
○ 국가 및 광역 자치단체
- 평생교육사 재교육을 평생교육법에 명시하도록 법 개정과 평생교육 기관 평생교육사
재교육 참여 적극 홍보
- 평생교육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표준 경력개발에 따른 의무 연수 과정 및 근무
기관 유형별, 경력단계별, 재교육대상자 수요 등에 따르는 선택적 연수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전국적 평생교육사 양성, 배치, 재교육 등을 위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사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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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사 재교육 및 연수 위한 전문 교･강사 확보와 양성,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자체 및 평생교육기관
- 재직 중인 평생교육사가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5)
○ 평생교육사 재교육 의무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현장 전문가로서의 평생교육사 역량
및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
○ 평생교육사 재교육 및 체계적 양성･배치 관리를 기반으로 현장 평생교육사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이해와 정보 공유

6)

(

○ 단기과제 (

B-5-1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1)
○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따라 개인이 참여한
다양한 학습경험과 결과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자 하는 요구 증대
○ 다양한 학습경험의 종합적인 누적, 관리를 통한 비형식, 무형식 학습결과의 가시성 확보 필요

2)
○ 성인학습자 등이 경험학습으로부터 형식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하는 공식적인 통로 마련
○ 개인이 생애 주기 동안 참여한 다양한 학습경험(형식, 비형식, 무형식학습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 인정,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서 능력중심의 평생학습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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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험학습 인정을 위한 원칙(예를 들어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 투명성, 경제성 등을
검토)과 기준 마련
- 경험학습의 인정범위, 평가 준거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예를 들어,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활용하여 경험학습의 수준을 학력 수준과 연계하여
평가하거나 인정할 수 있음(<표 Ⅵ-3> 참조)
❙표 Ⅵ-3❙ 평생학습계좌제와 경험학습 수준과의 연계 예시
단계

평생학습계좌제 수준

경험학습 수준

Ⅲ

일상생활의 효율적인 영위에
필요한 소양 교육(활동)

고등학교 졸업학력

Ⅱ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활동)

중학교 졸업학력

Ⅰ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과
같은 기초 생활 능력
습득(교육)활동

초등학교 졸업학력

교육목표
(국가 교육과정)

경험학습 유형

진로개척능력과 세계시민
자질 함양
근로경험
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 고등학력 수준 이상의 경험학습 결과는 기존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KQF 등과 연계하
여 검토하는 방안 고려(<표 Ⅵ-4> 참조)

❙표 Ⅵ-4❙ 평생학습계좌제와 학력-자격 연계 예시
구분

경험학습 수준

국가자격/교육자격 기준

평생학습계좌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전문대학 졸업 학력
대학교 졸업 학력
대학원 졸업 학력

대학의 선행학습인정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KQF
직업훈련/자격인정

○ 학점은행제와 직업훈련시스템(국가기술자격), 학습경험인정제와의 연계를 위해 기존 학
점인정에 관한 기준 변화 검토 추진
- 등급단위의 학점부여 방식을 종목별, 경험학습 수준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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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경험학습인증센터)-대학교육협의회(대학총장
협의회)가 경험학습 결과의 평가인정을 추진
○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정책심의회)가 자격, 직업훈련결과의 평
가인정을 추진
○ 다양한 학습결과와 자격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는 통합적 협업 기능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

5)
○ 개인의 경험학습을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기반 마련
○ 비형식, 무형식 학습에서의 학습결과 혹은 성과의 사회적 인정 기반 마련
○ 다양한 경험 및 학습결과를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
○ 학습과 훈련, 노동시장간의 원활한 이동이 일어자도록 유연한 경로 제공

6)

(

○ 단기과제 (

B-5-2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1)
○ 개인이 학교 밖에서 참여한 다양한 평생학습 이력을 기록, 관리하고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자 하는 논의, 관련 필요성 지속 제기
○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 기록, 관리함으로써 비형식, 무형식 학습 경험과
결과도 사회적으로 인정･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동
○ 전 생애를 아우르는 향후 학습 및 진로 경로의 탐색, 설계를 지원하는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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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되는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공식적 가시화
○ 개인의 지속적인 경력개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를 위한 정보로서의 활용 기반 확대
○ 평생학습결과의 국가적 질 보장 및 DB관리를 통해 신뢰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과 효율적인 학습상담체제 구축

3)
○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 기능 확대 개편
- (기본구조) 학습계좌(www.all.go.kr)와 직업훈련 이력(자격 등)을 연계 운영
- 평생학습계좌제 토대 위에서 개인 학습이력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기초자치단체)을 중
심으로 운영하고 학점, 독학, 초등학력인정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운영
- 장기적으로는 고용부의 직업능력훈련정보, 고용안정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개인의 평생
학습이력을 하나의 이력DB(계좌)로 관리
○ 직업훈련 관련 이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연계
- Work-net, Q-net, 잡 포털 사이트, MOOC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인재채용에 있어
인력풀 연계 운영, 채용 시스템으로 연계
○ 대상별, 기능별 학습이력관리 연계 시스템 운영
- 초･중등교육의 에듀넷 연계 학습계좌관리(통합 로그인 제도 도입)
- 초･중･고 검정고시 관련 학습이력
- 대학수준의 비학위과정 학습이력
- 군 경력 학습이력, 자유학기제 등 학교 밖 활동 이력 등
○ 학습설계지원시스템 기능 확대
- 개인학습결과를 중심으로 학습상담, 경력설계지원 시스템 운영
- 학습이력관리 기능, 역량진단 기능, 상담 및 커뮤니티 기능, 교수학습 기능 등

4)
○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동은 교육부가 주관하되, 고용노동부와의 공식적 협조체계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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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고용노동부 시스템(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유일)과의
단편적 정보만이 필요시에만 제공되는 수준
- (운영체계) 교육부/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학습자

5)
○ (자격취득과 연계) 관련분야의 누적학습 결과를 국가 자격취득이나 갱신 시 일부 과목을
면제하거나 활용하는 근거 자료 제공 가능
○ (고용정보 활용) 개인의 계속학습 및 진학 등 학습설계, 취업이나 이･전직 진로계획 수립
자료 확보, 기업채용 정보 제공
○ (학력취득과 연계) 초･중･고등 학력인정 자료, 선행학습결과 인정자료 활용
○ 국가인재양성시스템 구축
- (학습자) 체계적인 학습설계, 학습이력통합관리, 평생학습참여 활성화
- (시도 진흥원/자치단체) 지역 인적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관리, 체계적인 학습상담정보
제공,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확대
- (국가) 열린 평생학습 국가 조성, 고용시장 내 인적자원 확대 발굴, 대국민 평생학습지원
기반 구축

6)

(

○ 단기과제 (

B-5-3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1)
○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확대 및 전 생애단계별 누적 학습결과에 대한 사회적 통용,
호환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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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학교 밖에서 경험한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평가하여 인정,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2)
○ 평생학습 결과-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열린학습사회 구현
○ 전 생애 단계별 학습결과 인정체제 구축

3)
○ 누적된 평생학습 결과를 대학 등에서 학점 인정이나 입학 자격 인정, 다른 능력인정시스
템 등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 평가인정제도를 추진
○ 평생학습 결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 구조
를 토대로 학력수준, 국가기술자격수준상의 연계(틀) 마련(<표 Ⅵ-5> 참조)
❙표 Ⅵ-5❙ 평생학습계좌제-학력-자격 연계(틀) 예시
평생학습
계좌제 수준

학력 수준

국가기술
자격수준

학습유형

학습/교육/훈련
목적

학력/자격인정

수준 Ⅳ

학사

기사

직업 소양

전문 직업 소양
특정 분야 지식, 기술,
가치 습득

대학 수준의 학력인정 또는
심화된 지식, 기술 자격 인정

일반 학업 소양 (일반고) 또는
직업 기초 소양 (실업고) 습득

고등학교
학력 인정 또는
입직/반숙련직
자격 인정

생활 소양

지식, 기술, 가치, 태도의 생활
소양 습득

중학교
학력 인정

기초문해 교육

기초문해 능력 습득

초등학교
학력 인정

수준 Ⅲ

고졸

수준 Ⅱ

중졸

수준 Ⅰ

초졸

학업 소양

기능사

○ 기존 국가자격체제 및 직무능력표준화 체계를 반영하여 평생학습계좌제 구조에서 재구조
화하여 추진
-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체제, KQF 등의 수준, 학력기준 등에 준하여 평생학습 결과를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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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중졸 이하, 중졸, 고졸 수준에서 박사 수준 등)으로 분류하고 학력인정프로그램과
학력비인정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분류
- 학력인정프로그램은 자격 및 직무능력 표준화체계를 반영(1~8단계)
○ 학점은행제 과정, KQF 과정, 국가기술자격체제 과정 등의 이수결과도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하여 수준별, 유형별로 관리하도록 추진
- KQF 과정 등은 평생학습계좌제 수준 체계와 연계하여 배치(호주 및 영국 등과 같이
직업자격과 교육자격의 영역으로도 구분 가능)([그림 Ⅵ-3] 참조)

❙그림 Ⅵ-3❙ 평생학습 결과의 자격-학력-학점 연계도
출처: 장명희(2008). 22~28쪽에서 재구성.

○ 모듈제25)와 학점제를 활용한 평생학습 결과의 학점, 학력, 자격체계 간의 연계 기반 구축

25) 학습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나누고, 각 모듈의 이수에 소요되는 주당 시간과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듈별
로 적정 이수단위를 부여해 일정 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나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제도 간 연계와 교환이
용이(최상덕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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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험학습인증센터(가칭)([그림 Ⅵ-4], [그림 Ⅵ-5] 참조)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험학습인증센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경험학습인증센터
경험학습인증센터
교육부/고용노동부
경험학습인증센터
학습자

기본계획 수립
▼
경험학습 유형(영역)별 인정 기준마련
▼
신청서 접수
▼
평가 실시
▼
경험학습인정위원회 심의
▼
평가인정 확정 및 인정서 교부
▼
결과 통보
▼
학습결과 누적 관리, 활용

❙그림 Ⅵ-4❙ 평생학습 결과 인정 추진 체계

❙그림 Ⅵ-5❙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체계도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평생학습계좌제 정책 홍보 브로셔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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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평생학습의 결과 또는 성과인정의 기반 마련을 통한 평생학습참여 촉진
- 능력 중심의 인재채용, 입학 자격 정보 제공
○ 교육, 훈련, 자격제도의 통합적 질 관리 체제 마련
○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6)

(

)

○ 단기과제 (

.

)

중기과제 (

)

장기과제 ( ○ )

2030

C-1-1

과제명: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1)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글로벌 인재전쟁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경로나 학습자를 포용하는 유동적 학습체계 구축 필요
○ 빠르게 변화하는 학습환경과 새롭게 등장하는 학습유형을 반영한 유연한 학습체계 구축
필요
○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평생･직업교육 혁신’(52번)의 주요내용으로 대학-공공기관-지자
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제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강화 추진
2)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산ㆍ학ㆍ연계 파트너십 구축
○ 평생학습의 제공을 통해 글로벌 인재의 지속적 양성을 위한 전 국가적 운영 체계 설립
○ 글로벌 역량 준거 개발 및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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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합동 TF팀 구성
-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국내
외 산업 동향 및 교육 현황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역량 여권 제도의 구체적 목표 수립
- 우리나라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및 호주의 국가직무표준(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등 유사한 국내외 역량 및 자격제도 분석
- 실질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로드맵 구상 및 각 부서 내 역할 분담 실시
○ 기업체, 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간 연계를 위한 실무적 운영 방안 마련
- TF팀을 공단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 상시 기구로 전환하여 글로벌 역량 여권 제도의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
- 기업체(인력채용 기준, 경력개발 지원 등), 교육훈련기관(교육과정 마련, 온오프라인
교육기법 개발 등), 자격시험기관(평가기준 마련, 자격과정의 통폐합 방안 마련 등)
등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
- 지속적 운영에 따른 우수 사례 평가 준거 및 피드백 방안 마련

4)
○ 추진 체제
- 산업체의 필요에 따른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
노동부가 연계하여 본 사업 추진
- 사업의 초기에는 세 부처가 TF팀을 구성하고, 이후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세 부처와
관련이 있는 공단 및 국책연구기관 등에 실질적 추진 체제 마련
○ 행정 지원 체제
- 정부의 일방적 운영이 아닌 기업체, 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
로 반영될 수 있는 열린 행정 지원 체제 마련
- 본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정부 기관 외에 다양한 민간 기관의 사업 참여 및
협조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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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리나라의 산ㆍ학ㆍ연 상황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의 역량 도출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법 개발
○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 자격제도의 개선
○ 다양한 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역량 채용의 기준 및 경력개발 방안 마련

6)

(

○ 단기과제 (

C-1-2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증 제도 도입

1)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특정 평생교육 분야(고등교육, 학력인증, 직업능력개발)로 한정
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영역의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 필요
○ ICT 기술의 지속적 발달로 인해 미래에 온라인 평생교육 참여기회의 지속적 증가 예상
○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현재 요구 충족 및 새로운 교육요구 발굴을 통한 지속적
평생학습 참여율 확대 필요

2)
○ 우수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평가 및 인증 제도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과적 온라인 교육의 내용 및 운영방법 개발
○ 보다 우수한 온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민･관 영역의 인프라 마련
3)
○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결과 평가 및 인증 실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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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운영 방법 등의 사정을 위한 기준 마련
- 모든 평생교육 6대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및 인증 기준 마련
- 정기적 평가 및 인증 실시 및 기존 인증 프로그램 재평가 등 진행
○ 인증 및 우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 및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현재 추진 중인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 등과 연계하여
인증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마련
- 인증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금전적 지원 및 홍보 기회 제공
- 인증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4)
○ 온라인 평생교육 평가･인증위원회 설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온라인 평생교육 평가･인증위원회 설치
- 1년에 2차례 이상 프로그램 평가･인증 심사 실시
- 2년 마다 이미 인증된 프로그램에 대한 재심사 실시
- 인증 프로그램의 지속적 증가를 위해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자 연수 실시
○ 온라인 교육 평가 및 인증을 위한 행정 지원 체제
- 중앙 정부 수준에서 온라인 교육 평가 및 인증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고용
노동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범정부적 지원 방안 마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계하여 지자체 수준에서도 우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체제 마련
5)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체의 지속적 혁신 기회 제공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관계자(강사, 개발자, 운영자 등)간 보다 능동적 협력 기회 제공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의 지속적 개선
6)

(

○ 단기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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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과제명: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지원 확대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1)
○ 평생학습 참여율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별, 학력별, 연령별, 직장별 참여
격차가 큰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에 대처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전체 참여율은 2007년 29.8%, 2011년 32.4%, 2014년 36.8%, 2015년 40.6%,
2016년 35.7%으로 증가 경향이 뚜렷함(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7~2016b).
- 학력별 참여율은 중졸 이하 20%, 고졸 29.1%, 대졸 이상 45.3%. 우리나라 25~64세
인구 중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 비율은 14%이며, 고졸 학력 소지자는 40%임(교육
부･한국교육개발원, 2007~2016b).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져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참여율은 전체 평균 참여
율에 비해 약 9%p 낮음. 연령대별 참여율은 25~34세 46.6%, 35~44세 39.1%,
45~54세 31.6%, 55세 이상 26.5%.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5~34세가
25.5%인데 반해 55~64세는 10.4%로 15.1%p의 격차를 보임(교육부･한국교육개발
원, 2007~2016b).
- 월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참여율 차이는 21.6%p임(교육부･한
국교육개발원, 2007~2016b).
- 정규직 임금근로자 참여율이 40.7%인데 반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4.2%, 비임금근
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7.1%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7~2016b).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참여율 격차는
15%p. 직장 규모별 참여율은 10명 미만 26%, 11~49명 38%, 50~99명 45.3%,
100~299명 47%, 300명 이상 59.2%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7~2016b).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실직의 피해
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과 집단에 대한 재교육, 계속교육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필요(새정부 국정과제 52)
○ 새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2017년 7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기획재정부, 2017)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교육 예산
의 지속 확대를 추진과제로 삼고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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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0세 시대 성인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해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저소득층, 저학력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구직자,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평생학
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참여 비용을 바우처26)로 지원해 사회 양극화 현상 완화

3)
○ 바우처 수혜 대상을 (1)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민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이주민,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하여 정책 설계
- 2016년 말 기준으로 25세 이상 인구 38,107,949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1,827,942명으로 약 2,620만 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고용보험 미적용
자들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의 참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음
(강대중, 2017a)
- 25~34세 청년 인구 6,735,235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157,141명으로, 동 연령
대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님(강대중, 2017a)
- 경력 단절 이후 사회 진출을 고려하는 40~44세 여성 인구 2.068,604명 중 고용보험
미적용 인구도 142만여 명에 달함(강대중, 2017a)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함
○ 바우처를 생애전환기 성인들의 장학금과 맞춤형 생애전환기 프로그램 수강에 활용하도록 함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해 학습비 부담 경감. 현재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교육부장관이 학
위를 수여하는 일종의 국가 학사 학위이지만 장학금 지원이 전혀 없음. 평생교육단과대
학 재학생에게도 장학금을 통한 입학 유인이 필요
- 전국에 산재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대상별, 연령별로 특화된 생애주기별 맞춤
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지원. 단순히 프로그램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습
설계상담을 병행하여 인생 전환 재설계를 종합적으로 지원
26) 바우처: 정부가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보육, 교육 및 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불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이용권(김홍원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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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민간 평생교육기
관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바우처 관리 시스템을 구축
-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바우처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분야에 자체적인 예산투자를 하고 있음
○ 평생학습계좌제를 개인학습 이력관리 기능에 더해 학습비를 지원하는 계좌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개편
- 바우처 수혜자들의 프로그램 수강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필요
– 평생학습계좌제를 학점은행제 등 여타 평생교육제도와 연계하여 바우처를 통해 이수한
내용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 확보. 학습 결과의 사회적 평가 인정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경험학습의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내실화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 바우처 제도의 성패는 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에 달려있음
○ 평생교육사 제도 개선으로 바우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높일 필요. 현재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이 매우 낮아 평생교육 현장에서 생애전환기 학습자들의 학습설계를 위한 상담
과 바우처 업무 지원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5)
○ 소외 집단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바우처 수혜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로 민간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공급자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전제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은 민간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평생교육 관련 전담 인력의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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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수혜자들의 자존감 상승과 직업 능력 향상으로 일자리 진출 가능

6) 추진 시기(중복 표기 가능)
○ 단기과제 ( ○

C-2-2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1)
○ 학습의 기회가 개인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박탈 또는 제한된 되었던 대상을 학습약자라고
볼 때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며 전통적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경우 교육 참여기회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소외, 사회적 차별과 문화적
소외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소외를 겪게 되는 악순환 구조에 처하게 됨
○ 이는 세대 내 사회적 계층이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습을 강화하여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는 시급한 문제임
○ 소외계층 및 학습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평생학습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장과 분배를 위한 기초 학력 교육으로
써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함

2)
○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한 교육을 파악하고, 한 개인의 삶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수준까지 지원체계가 필요
○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은 개인이 ’삶의 객체‘가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변
화될 수 있는 계기와 힘을 실어주는 과정으로서의 고등교육 기회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3)
○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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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의 문호 개방 뿐 아니라 적절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주어진 학습기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장학금 지원
○ 학습약자 입학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 대학 MOU 체결
-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학습준비도 및 향후 진로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는 업무협약
○ 학습약자의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단위 종합 지원
- 현재의 개인 단위 접근방식에서 지역 단위, 가족 단위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가족단위의 진단을 통한 학습 환경 개선
○ 학습약자를 위한‘학습지원 Hot-line’개설
- 전화를 활용한 학습지원 상담 시스템을 교육 및 상담, 구직 정보, 복지지원, 교육참여
여건 조성(육아, 부양 등)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원

4)
○ 광역 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
- 학습약자 및 전통적인 소외계층 등의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학습약자 발굴 및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종합적 지원이 되기 위한 부서 간 협력으로‘학
습지원 Hot-line’개설 운영
○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일정 교과 전공에 대한 개방과 학습약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
- 상담, 구직 정보, 복지지원, 교육 참여 등에 대한 멘토 등 전공교과 교수와 대학의 물적,
인적자원 등의 맞춤 지원

5)
○ 학습약자에 대한 고등 교육지원 확대로 사회 진출 및 사회적 안정망 구축
○ 삶의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로 복합적 소외 극복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이동의 기회로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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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단기과제 ( ○

C-2-3

)
)

중기과제 (

)

장기과제 (

)

과제명: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1)
○ 평생교육의 체계적 지원 없이 경제적 지원 중심의 국가적 자활사업의 한계점 지적
○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51번)의 과제목표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제시
○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평생･직업교육 혁신’(52번)의 주요내용 중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
회 확대 제시

2)
○ 취업-경제적 지원 중심의 자활사업과 평생학습기회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저학
력자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 지원
○ 자활사업 대상자 대상 복지사업과 비문해자 및 저학력자 대상 평생교육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추진
○ 중앙정부 수준 및 각 지자체 수준에서 자활사업과 평생교육사업 실무자의 파트너십 구축

3)
○ 자립의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과 평생학습사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활사업 대상자의 교육 요구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활사업과 평생학습 사업 주체 간 조율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주체 선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 진행
○ 지역자활사업 운영 주체와 지역평생학습 운영 주체 간 연계 체제 운영
- 지역자활센터와 지자체의 평생학습시설 간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수준의 행ㆍ재정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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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활사업 실무담당자와 지역 평생학습사업 실무담당자간의 협의체 구성
- 자활사업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사업 실시를 위한 두 실무자 그룹
간의 정기적 협의체 구성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지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일련 과정을 매뉴얼 제작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 체제
- 자활-평생학습 연계 사업의 지원을 필요할 경우 자활사업의 추진 근거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평생학습사업의 추진근거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추진
-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간 연계 그리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민･관
협동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제공
5)
○ 자립의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지원 제공
○ 자활사업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
○ 자활사업과 평생학습 사업 실무자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중앙정부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연계 인프라 구축
6)

(

○ 단기과제 ( ○

C-2-4

)
)

중기과제 (

)

장기과제 (

)

과제명: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1)
○ 저출산･고령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직업전환의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고, 모두가 평생직업사회에서 생존해야 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에 직면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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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기존의 소수의 약자만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적 안전망체제 구축사업 중심’으
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위험관리망’ 내지는 ‘사회적 종합학습망 구축’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생애전환기에 있어서 맞춤형 학습복지의 제공은 피로사회, 격차사회, 무한경쟁사회를 넘
어가기 위한 주체적인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현재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
고 있음
○ 특히, [그림 Ⅵ-6]을 보면, 중소기업종사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대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학습복지 체제를 구현
할 수 있는 역량이 미비한 실정이고, 특히 현행 평생교육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학
습휴가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

❙그림 Ⅵ-6❙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 추이
출처: 연합뉴스(2013).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
30826000500044&from=search>. 2017.10.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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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 국민의 생애 전환교육이 가능한 통합적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심으로 평
생학습휴가제를 도입하고, 그를 통해 고용절벽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학습-고용-복지의
통합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독일의 지멘스 사례: 스마트 공장 30% 생산성 향상→남는 시간 노동자 재교
8배의 신장 달성(양병찬, 2017)

육→직원들의 업무 혁신으로 매출

3)
○ 평생교육법 제8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
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
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극히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임
-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유급학습휴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명문화, 실질화 도모
- 중소기업종사자들을 위해 5년마다 6개월의 유급학습휴가제를 도입･운영하도록하고 이
를 통해 삶의 에너지 재충전과 워크 쉐어의 구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간 2천억 원 이상 규모의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운영
- 중소기업 종사자 중심의 역량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생애전환기 평생교육기회
의 적극 보장
* 2015~2016년 통계조사 결과 비형식교육참여자의 1인당 연간 자기부담 교육비는 평균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200만명에게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면 2,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게 됨(강대중, 2017b)

○ 평생학습기금 제도는 인생 전환기의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개별적 요구에 맞는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인생 재설계를 돕는데 기여하도록 함
- 현행 평생학습계좌제를 평생학습이력관리제로 전환･추진하면서 국민의 평생학습결과를
활용･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
4)
○ 추진주체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이 추진주체가 되어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학습
휴가제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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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된 평생학습기금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학습휴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학습계좌제(학습이력관리제)와 연계･운영되도록 체계적인 관리
○ 행정체제
- 교육부는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도는 산하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
여 평생학습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학습휴가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5)
○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비하여 소외계층인 중소기업 종사자의 학습역량 제고를 통한 삶의
에너지 재충전 및 직업 전환에 필요한 역량개발 기회 제고에 기여
○ 전 국민의 역량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평생학습계좌제(학습이력관리제)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확대

6)

(

○ 단기과제 (

C-3-1

)
)

중기과제 (

)

장기과제 (

○

)

과제명: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1)
○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일부 계층의 평생학습 사업 중복 지원
또는 일부 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미비
○ 고학력자, 고소득자, 정규직 근로자 등의 평생학습의 높은 참여율과 고령자, 저학력자,
저소득자,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미취업자 등의 평생학습 낮은 참여율 고착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관 평생교육 시설 간 연계가 미비하여 지역주민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기회 제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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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평생교육 참여율의 격차 해소와 전국적 평생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 전 생애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실질적 운영
○ 중앙정부의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과 지자체의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평생교육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 실시
○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 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하 다양한 시설 간 연계 인프라 마련

3)
○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원회 운영
-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유아, 학령기 인구, 성인), 여성가
족부(학교 밖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보건복지부(노인), 고용노동부(직장인)의 연계
사업 실시
- 지역의 다양한 시설(시･군･구 평생학습시설, 복지시설, 가족지원센터 등)의 연계사업
을 통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실질적 운영 시스템 구축
- 전국 단위 평생교육 참여율의 지속적 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 전 생애에 걸친 실질적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 법적 지원 체제 마련
-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학교 밖 청소년 등 특별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
으로 행･재정적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개정 및 법 신설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앙정부의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지자체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 체제 마련

4)
○ 추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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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가칭 ‘전 생애 평생교육지원위원회’ 설치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연계하여 유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추진
- 평생교육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여성, 노인 대상 지역 시설 및 단체들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 행정 지원 체제
- 중앙정부 수준에서 가칭 ‘전 생애 평생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시설 이외에 청소년, 여성, 노인 대상
시설의 평생교육 지원 기회 확대

5)
○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시설 관계자와 청소년, 여성, 노인 대상 시설의 실무자 간 파트너십
구축 기회 제공
○ 평생교육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학교 밖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의 평생
학습 참여율 증가
○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평생교육 사업 분야 발굴 및 사업 운영
진행

6)

(

○ 단기과제 (

C-4-1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1)
○ 현 정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 기능 개편을 추진하면서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
로 교육부 조직 개편 추진(국무조정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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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및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사업과 고용노동부 중심의 직업훈련사업의 분리 운영으
로 지역사회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실질적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미비
○ 전국 17개 전 시･도 진흥원 설립 및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관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직업훈련 기능의 미비 및 동일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부족

2)
○ 지역의 산업적, 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사업 실시
○ 전 생애에 걸쳐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취업률 향상 및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 추진
○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간의 파트너십 구축

3)
○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고려한 중앙정부 수준의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프로젝트 추진
-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반영한 평생교육-직업
훈련의 연계 기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수준의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로드맵 제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핵심 산업을 지정하고, 지역의
산업체-연구기관-교육기관으로 이어지는 컨소시엄 추진
- 생애에 걸친 연계교육을 위해 중등교육-고등교육-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과 관련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 구상
○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민･관 기관 협의체 구성
- 지역사회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평생교육과 연계된 직업훈련이 진행되기 위해 기업체
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 인생 1기(사회진출 준비기: 약 30세 이전), 인생 2기(사회적 활동기: 약 30~55세
이전), 인생 3기(직무전환기 및 퇴직 준비기: 약 55세 이후)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성
을 반영한 사업 진행
-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
의 창구 마련 및 워크숍의 지속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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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앙정부 수준의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체계 추진
- 2019년 설치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정과제 76번)에서 평생교육-직업훈련 연
계 프로젝트 추진
- 교육부(고등교육, 평생교육), 고용노동부(직업교육), 산업통상자원부(직업교육) 간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비전 및 세부목표 제시
-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운영 주체인 대학, 기업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시설 등의
실무자 의견 적극 수렴
○ 지방정부 수준의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체계 추진
-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직업훈련 연
계 프로젝트 추진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위원회 설치
- 타 지방자치단체 내 동일한 위원회 간 상호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 추진

5)
○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장기적 국가 로드
맵 추진
○ 지역의 산업, 경제, 문화, 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직업연계 훈련 사업 운영
○ 지역의 산업의 발전 및 변화 추진 및 전국적 취업률 향상

6)

(

○ 단기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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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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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1

과제명: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
○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력 중심에서 경력 및 역량 중심의 기업 채용문화가
혁신될 필요가 있음
○ 학력(學歷)이 학력(學力)을 의미하지 않고 학벌(學閥)을 의미하는 학벌주의의 팽배로
인해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학벌 보다는 근로자가 갖고 있는 직무역량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직무역량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학벌 보다는 역량에 의해서 평가받는 시스템 구축은 ‘공정사회 실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부합함

2)
○ 학력보다는 근로자의 직무 역량과 경험을 기업 채용과 인사 평가 등에서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정사회 실현
○ 직무능력과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근로자의 전 생애적인 직무역량 개발
유도
○ 경력 위주의 채용 문화 확산을 통해서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갖춘 유연한 인재 육성

3)
○ 학력제도와 자격제도 간의 상호연계성 강화
- 영국, 호주 등과 같이 학력과 자격의 상호 등가성 평가를 토대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되는 경력 중심의 채용 및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 1995년 5. 31일 교육개혁 이래 학력 및 직업 자격체계간의 연계가 논의되었으나, 실제
적으로는 정착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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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학력과 자격간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선행 학습과 경험에 대한 평가인정체제 구축
- 성인학습자가 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축적한 학습역량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평가 인정
하는 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습계좌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수업형
태로 축적되는 학습 경험 외에도 학습자들의 다양한 직무역량 및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 인정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직무능력과 경력 위주의 채용문화 확산
- 학력보다는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경험 등에 토대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경력위주의 채용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고, 아울러 고용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
는 대기업의 채용문화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차원에서 신입직원들의 직무능력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인적
자원 선발 툴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4)
○ 추진체제
- 학력체계를 관장하는 교육부와 직업자격체계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협의체를 구성
하여 학력-자격간의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선행학습 평가의 경우 기존에 학습계좌제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국가평생교육
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학습계좌제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직무능력과 경력 위주의 채용문화 확산 ’은 고용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부와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체계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련된 산하기관들의 협력할 수 있는 하위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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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벌 보다 경력 위주의 채용과 평가가 확산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
○ 무분별한 학력 쌓기 경쟁이 감소하고 실제 역량 개발에 자원 집중이 이루어져서 과도한
스펙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 감소
○ 산업체 수요에 부합한 인력수급이 확대되어 인력 수요와 공급간의 미스매치가 줄어들고,
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함
○ 대학입시 경쟁의 완화와 그에 따른 사교육 감소 효과를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감소에도
기여

6)

(

○ 단기과제 (

C-5-2

)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1)
○ 평생학습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행복의 기본을 이루므로, 모든 국민이 체계적
이고 다양한 요구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필요
○ 현재 각 정부부처 혹은 관련 기관들에서 지역주민의 표면적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대동소
이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져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순회하는 학습자층을 양산하
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민의 평생학습경험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개인적, 사회적,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요청됨. 또한 학습자들
의 생애단계별, 전환기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요구와 평생학습을 연계시켜줄 수 있도록
학습상담 지원이 필요함
○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주요 업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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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생교육사들이
국민 생애단계 필요 학습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 마련

2)
○ 전 국민 생애설계에 필요한 평생학습상담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 프로
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이를 위해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인 평생교육사가 학습상담 및 맞춤형 학습설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 배치 및 역량 개발

3)
○ 중앙-광역시도 및 시군구-읍면동 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 및 학습상담 운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 단위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 상담
창구 마련
- 지역단위, 생애단계, 인생전환기 등 상황에 필요한 학습상담과 설계 위한 표준 모델
혹은 툴킷 개발과 보급
○ 생애설계 기반 전 국민 학습상담 기회 제공 가능한 평생교육사 배치와 양성
- 지역단위, 생애단계, 인생전환기 학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평생교육사
가 배치되어야 함. 현재, 대부분의 평생교육사는 1기관 1명 미만으로 채용되어 있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하는 데에만도 업무가 과중한 실정임
- 이는 평생교육사 재교육 의무화와 연동하여 학습상담과 설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전 국민 평생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과 연동, 학습상담 기본 툴 마련
- 전 국민 생애단계별 학습상담 및 설계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연동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상담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고, 학습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학습상담 가능한 인프라 구축
- 전 국민 평생학습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학습자 관련 누적 정보 등 빅 데이터
활용하여 학습상담 및 설계 기본 툴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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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 전 국민 평생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생애단계별 학습상담 및 설계 지원 전문 평생교육사 배치 위한 재원 마련과 전문 연수
등 양성 프로그램 마련
- 생애단계별 학습상담 및 설계 위한 표준 틀 개발과 보급
○ 시군구 지자체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단위 평생교육 기관
- 전 국민 평생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과 관리와 홍보(예: 프로그램 등록 등)
- 학습상담 및 설계 지원 전문 평생교육사 배치

5)
○ 생애단계별 학습상담 및 설계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학습자
성장 지원
○ 학습상담 및 설계 가능한 전문 평생교육사 배치 및 양성으로 평생교육사 일자리 확충
○ 학습상담 및 설계와 연동된 전 국민 평생학습이력 누적･관리되어 개인적, 사회적,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 가능

6)

(

○ 단기과제 (

C-5-3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1)
○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및 인구절벽, 다문화가족 증가 등의 변화로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
의 발생･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분야를 전망하고 선수적으로
인재육성계획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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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동향 전망 및 신산업 분야 인재육
성을 위한 기반 구축

3)
○ 신산업 전망 및 인재육성을 위한 예측 연구 정례화
- 타 부처의 신산업 전망을 위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인재육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
이 많음. 이에 신산업 전망 및 인재육성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정례화하여 실행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정례화 및 수시 보고
체제 구축
- 빅 데이터, 미래 예측 자료,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신산업 전망
을 위한 타당한 연구 수행
○ 신산업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 신산업 및 사회변화 전망 연구 등을 토대로 신산업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 국가 전체 수준에서의 신산업 인재육성과 함께 지역별 신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의 토대로 활용
- 신산업 인재육성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미래 예측, 신산업의 동향, 필요 인재
수요, 인재육성 체제, 인재육성 정책과제 등이 포함되도록 함

4)
○ 교육부
- 신산업 전망 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예산 지원
- 신산업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 사항 지원
- 신산업 인재육성 기본계획 실행 및 유관기관 지원
○ 국책연구기관
- 신산업 전망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
- 신산업 전망 및 인재육성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홍보

288

Ⅵ.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정책 추진 로드맵

5)
○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의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인재공급 전략
확보 및 실행
○ 4차 산업혁명에서 취업 확대,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세대의 인재육성 및 취업 지원 등
구직자 취업 지원
○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포함 미래 대응 역량 강화

6)

(

○ 단기과제 (

C-5-4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1)
○ 그 동안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은 단기적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개인 삶의 전체 과정에서 학습을 이해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음
○ 향후의 변화는 쉽게 예측되기 어려우며, 변화의 속도 역시 빨라짐으로써 예측된 결과
역시 부적절해지기 쉬움. 따라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학습자의 경력 전반에 걸친
지향점과 전문성을 토대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 개인 학습자의 경력개발 관점을 도입한 평생직업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3)
○ 개인 학습자의 경력개발 관점을 도입한 평생직업교육 체계 수립 연구 수행
- 경력개발 관점에 기초한 평생직업교육 체계는 개인의 중장기적 전문성 지향점,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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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한 경력상담, 교육,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는 체계이며, 한국
에서는 기업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인재육성 체계임. 따라서 국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충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에 국책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원하여 개인 학습자의 경력개발 관점을 도입한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지원‧수행‧활용함
- 정책의 생소함을 고려하여 연구가 충분히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간을 할애하고
예산을 제공함
○ 경력진단, 상담, 계획을 포함한 경력개발 지원 체제 구축
- 성인학습자의 경력진단, 상담, 계획 기능을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도
록 하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 및 재정 지원
- 상시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사 증원 배치, 지역평생학습 활동가 활용 강화 등을
인력 배치 정책으로 반영
- 경력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력개발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광역시도평
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도시 수준에서 과정 운영 지원
- 경력개발 지원 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경력개발 진단 도구 제공, 경력개발 상담 도구
제공, 경력 상담 계획 수립 지원 등의 지원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타 시스템과의 연계
-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경력진단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경력개발 서비스의 질
제고
- 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경력개발 지원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4)
○ 교육부
- 성인학습자 경력개발에 기초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발주
- 경력개발에 기초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정비
- 경력개발에 기초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설계
-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타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 추진
○ 한국교육개발원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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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학습자 경력개발에 기초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
- 성인학습자 경력개발에 기초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 사업 추진
- 성인학습자 경력개발에 기초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운영 결과 평가 및 활용
○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관
- 성인학습자 경력개발에 기초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에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관은 체제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사 채용 및 교육, 평생학습 지역활동가 교육
및 활용, 경력개발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제공 등 실제 체계를 활용하는 역할 수행

5)
○ 개인 학습자의 경력을 토대로 하는 중장기적 학습계획 수립 및 체계적 학습 지원
○ 평생직업교육의 운영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 반영 및 학습 선택권 확대
○ 개인 학습자의 중장기적 학습계획 및 전문성 향상 가능성 제고

6)

(

○ 단기과제 (

C-5-5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학습휴가제 확대

1)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기존 직업역량을 심화하거나 새로운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휴가제
의 활성화 필요
○ 학습휴가제는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핵심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문재
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성인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혁신’이 국정과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그동안 극히 일부 공공기관 중심으로 실행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평생교육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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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제’를 활성화하여 성인들의 역량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
하는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
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 고용유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단기 학습휴가를 통해서 근로자의 직업역량개발을 체계
적으로 지원함
○ 근로자 역량개발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학습휴가제 지원을 통해
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근로자의 학습휴가 실시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를 청년 인턴십 및 현장실
습 기회로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
○ “학습-노동-복지”가 연계되는 한국형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구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

3)
○ 학습휴가제 실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실행되는 학습휴가제를 민간기업들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세감
면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학습휴가제 우수 실천 기업 사례 등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상하는 제도 마련
○ 학습휴가를 위한 근로자 재정지원 시스템 마련
-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등과 같이 직무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확대
하고 학습휴가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
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 지원(HRD-Net 홈페이지27))
* 현재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HRD-Net 홈페이지28))

27) 자료: HRD-Net 홈페이지. <http://www.hrd.go.kr/hrdp/gi/pgico/PGICO0100T.do>. 2017.9.27. 인출

292

Ⅵ.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정책 추진 로드맵

○ 학습휴가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의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와 비슷하게 근로자들에게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습휴
가제를 승인받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학습휴가와 연계한 청년취업역량 개발 확대
- 학습휴가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무를 인턴십,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이 학습휴가와 고용창출을 연계할 때, 고용-복지-학습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음
4)
○ 추진주체
- 근로자의 직무역량개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학습휴
가제의 활성화를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대학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학습휴가제 활용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학습휴가제 재원 마련,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학습휴가제 실시 지원,
학습휴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에서는 대학 등과 협력하여 학습휴가제들을 위한 장단기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체계
-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실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휴가비 지
원과 교육훈련기관 선택을 지원함
- 교육부에서는 대학 등이 학습휴가제 지원을 위한 역할을 부담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등에 반영함
5)
○ 근로자는 직업역량 개발을 통해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결과 실직 위험을 줄일 수 있음

28) 자료: HRD-Net 홈페이지. <http://www.hrd.go.kr/hrdp/gi/pgico/PGICO0100T.do>. 2017.9.2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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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통해서 산업체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청년들이 학습휴가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통해서 산업현장 이해와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학습휴가를 통해서 복지가 제고되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습-복지-고용의 선순
환체제가 장기적으로 구축될 수 있음

6)

(

○ 단기과제 ( ○ )

C-5-6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일-학습 병행제 확대

1)
○ 일-학습 병행제는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학습 근로자*들에게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기반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써 2013년 10월부터 졸업생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가 시범 실시되었고, 2015년부터 고교, 전문대, 대학 재학생까
29)

지 확대됨(고용노동부, 2016 )
* 학습근로자: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 취업희망자
* 2016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35,324명이고, 기업은 8,679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산업인력
공단 홈페이지, 2017.9.27. 인출30))

○ 기업 입장에서는 재교육 비용을 낮추고, 직무와 인력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이 가능해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적응력을 단 기간에 개선할 수 있어서
확대가 필요함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해소 필요

29) 고용노동부(2016). 2016년도 판 고용노동백서.
30)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2017. 9. 2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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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청년들에게 자격(또는 학력)과 연계하여 장기간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하여 취업경
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공급함
○ 다만, 현재 학기 중에 장기현장실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실화되는 대학교육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고용부간 일-학습 병행제와 관련한 협의체 운영이 필요
○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모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 일-학습 병행제 운영 관련 재정지원 확대
-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기업, 교육기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재직근로자 대상 일-학습 병행제의 활성화 필요
- 현재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는 일-학습 병행제를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직무능
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습근로자의 학습권과 근로권 보호 강화
-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근로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교육부와 산업체 근로관계에 대한 지도감
독권을 가진 고용부 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일-학습 병행제의 질 관리 메커니즘 강화
- 현장실습이 학습과 결합되는 일-학습 병행제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교육이
단순히 현장과업의 처리가 아니라, 학습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요원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학습 병행제 트레이너, 현장 전문교사 등과 같은 새로운 자격제도를 만들고,
이들에게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지도할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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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 맞춤형 일-학습 병행제 운영이 필요
- 특성화고 및 이공계 대학생 보다 취업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의 특성에 맞는 일-학습 병행제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4)
○ 추진주체
- 지금과 같이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가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주관부서의 역
할을 지속하되, 교육부와 협력하여 사업계획 검토 및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
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산업체, 대학 대표자,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운영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슈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체제
-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사업기관(대학 등)”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
고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교육부간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교육기관이 배출하는 인력의 질 간의 미스매치가 줄어들어서
국가적으로 재교육 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 청년들의 현장능력 향상을 통해서 스펙개발을 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취업역량도 강화
될 수 있음
○ 산업현장의 요구와 상황에 대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해도가 제고되어 산업수요에 부합
한 교육이 확산될 수 있음

6)

(

○ 단기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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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1

과제명: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1)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새로운 기술의 적용 등의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실버산업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이외에도 신산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수 존재함
○ 기존의 학교나 대학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의 인재육성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음. 이런 이유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분야에서 신산업에서 필요한
직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의 발전과 운영이 필요함

2)
○ 신산업에서 필요한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

3)
○ 신산업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체제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부장관 정책 자문위원회로써 신산업과 관련되어 평생직업교육 대응 체제를 마련하
기 위한 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신산업 예측, 산산업에서 필요한 직업 역량, 신산업에서 필요한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및 정책 개발 등
- 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전문가, 평생교육 전문가, 미래학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교육부 장관 정책 자문회의로서 위상 부여
○ 신산업 대응 평생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신산업 동향과 예측에 따라 필요한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 대응책을 마련함.
평생직업교육의 직업역량 강화 영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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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평생직업교육 분야 대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 평생직업역량 지원센터 설치,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을 대
상으로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추진,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
적인 교육과정 운영, 직업훈련의 개발과 실행을 넘어서 평생교육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제공의 체계를 새롭게 하는 사업을 포함
○ 학교-산업-정부가 연계된 인재육성 플랫폼 방식 운영 추진
- 학교, 대학, 학원 등의 교육기관, 신산업 연관 산업체, 정부 지원 시설 등을 결합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형태의 직업역량 강화 시스템 운영
- 기존의 교육훈련의 방식 보다는 산업계와 교육계, 기업 관계자와 학생이 만나서 아이디
어를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이를 적용하여 산업화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학습, 실천학습, 실무학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 스타트업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사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속에서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4)
○ 교육부
-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업 지원, 관련 규정 마련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새로운 추진체계는 초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부터
사업 설계 및 진행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학교, 산업계
- 플랫폼 형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연한 제도 및 운영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화 구축
- 플랫폼에서 사용해야할 재원, 시설, 공간 등을 개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
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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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습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취업 또는 산업계 적용이 동시에 발생하여 효율성 높은
직업역량 강화 체제 운영
○ 신산업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경제적 역할 제고
○ 신산업 필요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 확보

6) 추진 시기(중복 표기 가능)
○ 단기과제 (

C-6-2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1)
○ 4차 산업혁명 및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 및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신산업에 적합한 필요 인재 육성의 근간이 되는 직업역량 체제 구축 및 역량개발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태임. NCS 등의 국가 역량 표준 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신산업 분야로
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선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산업 발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2)
○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모형 구축 및 역량기반 인재육성 체계 구축 및 운영

3)
○ 신산업 분야 예측 및 역량모형 구축
- 신산업 분야 예측은 신산업 예측 정책 사업이 진행될 경우 여기에 터하여 분야를 선정함.
만약 신산업 분야 예측에 대한 연구 및 사업이 부진할 경우 본 정책에서 신산업 분야
예측을 위한 연구 기능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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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가 선정되면 해당 분야별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역량모형
구축 사업을 추진함
- 신산업 분야 역량모형에는 신산업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역량과 각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역량으로 구분하여 역량모형을 구성함
○ 신산업 역량기반 인재육성 체계 구축
- 신산업 분야 역량모형이 구축되면 이에 기초하여 인재육성 및 인재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른바 역량기반 인재육성 및 관리(Competency-based HR) 체계를 수립
하는 것임
- 개발된 역량모형에 기초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 교육과정
개방,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더불어 개발된 역량모형에 기초하여 인재 채용, 인재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재채용 및 관리를 위한 역량모형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
예를 들어, 공공분야에서 역량기반 채용과 관리를 위하여 신산업 분야 역량모형의 적용,
사적영역에서 역량기반 채용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제공 및 홍보 등을 실시함

4)
○ 교육부
- 신산업 분야 역량모형 구축 및 인재육성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산하 기관 또는 협력기관을 유도하여 신산업 분야 역량모형 구축 및 인재육성 적용의
사업 구체화 및 실행
○ 국가직무역량 표준
- 국가직무역량 표준에 신산업 분야의 역량모형을 개발하고 탑재하기 위한 사업 영역 확대
- 역량모형의 개발을 넘어서서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 대학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인재 양성 기관
- 대학, 기업 등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적용 및 취업 지원
을 위한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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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 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존 산업인력의 활용을 위한
지원 방법 운영

5)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롭게 등장할 산업 영역이나 기존 사업의 변화 영역에 필요한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 확보
○ 역량기반 또는 능력기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 제공

6)

(

○ 단기과제 (

C-7-1

)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

과제명: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1)
○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국가 및 지역 단위 평생교육의 실증적 자료 기반 정책 추진의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국가 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기관현황 조사/참여자 실태조
사)가 매년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평생교육통계조사 체계는 예산 부족 및 관련 법 등의 제한으로 광범위한
평생교육의 스팩트럼을 다 아우르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 및 광역단위 지역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지 못함
○ 이에, 서울, 경기 등과 같은 광역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국가 평생교육통계 시스템과 연
동하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2)
○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서 국가 및 지역별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효성있는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 통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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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효성 있는 국가평생교육통계 시스템 재구축 및 조사 범위 확대
- 현재 국가평생교육통계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이외,
주요 제도 관련 통계, 학원 및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현황 정도를 추가로 담고 있음
-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평생교육법상 기관 이외에도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평생학습관 혹은 민간 평생교육 시설 등은 통계에
누락되어 있음
- 실제 국가, 지역 단위 평생교육정책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평생교육통계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함
○ 기초 및 광역 지자체 통계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 현재 국가 평생교육통계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일부 직원이 담
당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도
통계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계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 중앙정부 및 국가 평생교육통계센터
- 국가 평생교육통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상 기관 이외에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이 조사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 확충 및 재원 확보
- 기초 및 광역 지자체 평생교육 통계 전담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연수와 지원, 네트워크
상시 협의체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
○ 기초 및 광역 지자체
-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내 평생교육기관 조사 가능하도록 협조･지원
-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내 평생교육통계 지원 사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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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가-광역-기초 자치단체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
므로 합리적이고 실효성ㅜ있는 행정 단위별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실행 가능

6)

(

○ 단기과제 ( ○ )

C-7-2

)
중기과제 ( ○ )

장기과제 (

)

과제명: 평생교육의 미래전망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1)
○ 미래사회에 적합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실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생교육관련 지표
조사 필요
○ 지속적 혁신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꾸준한 연구 및 데이
터 수집이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존 평생교육 분야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집단과 평생교육 성과 측정 등의 주요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지 못함

2)
○ 개별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생교육
의 미래 전망을 위한 데이터 지표 개발
○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장기적 패널 연구 조사를 위한 실질적 운영 방안 도출
○ 평생교육 분야 전국 단위 패널 연구 조사를 위한 연구ㆍ조사기관 간 연계 방안 마련

3)
○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 관련 분야 국책 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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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NEPS(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등 해외 유사 연구사례와 국내 유사
연구사례 분석
- 평생교육 담당자 뿐만 아니라 산업계, 고등교육기관, 학습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데이
터 지표 개발
- 기존 전국 단위 조사에서 배제되었던 인구(예: 노인 등)와 조사 영역(예: 평생교육 참여
효과 등)이 포함된 데이터 지표 개발
○ 데이터 지표 개발 후 활용 방안 강구
- 개발된 데이터 지표를 활용한 전국 단위 패널 조사 실시 방안 탐색
- 효율적 패널 조사 실시 준비 위원회 구성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각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의견 수렴
- 실시된 패널 조사의 활용 방안 강구(예: 평생교육 미래전망 관련 학술대회 운영 등)

4)
○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지표 개발 연구단 구성
- 관련 국책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데이
터 지표 개발
-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미래 평생교육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부, 여성
가족부,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의견 수렴
- 평생교육 분야 연구 인력 이외에 다양한 전공 연구 인력 참가 추진
- 평생교육 실무자 이외에 다양한 학습자, 고등교육기관 및 산업계 실무자 등 다양한 주체
의 의견 수렴
○ 행정지원체제
- 교육부에서 다양한 부처 간 협조를 얻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외에 각 시ㆍ도 평생교육 진흥원에서도 데이터 지표 개발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제공
- 데이터 지표 개발 이후에 전국적 패널 조사 및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 실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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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래 사회 평생교육 분야 사업 실시를 위한 주요 핵심 주제 발굴
○ 공간적, 개인생애적, 계층적 통합을 위한 미래 평생교육 분야 정책 아이디어 도출
○ 평생교육 참여결과 성과 측정 등을 통해 미래사회 평생교육 중요성 부각
○ 미래 평생교육 전망 연구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 정부-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 간 파트너십 구축
6)

(

○ 단기과제 ( ○

)
)

중기과제 (

)

장기과제 (

)

3
정책과제별 추진 시기에 대한 전문가 working group과 연구진의 공동 작업 결과를 활용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정책 추진 시기를 반영한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먼저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영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9개의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세계시민교육 강화
단기과제로는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직업교육 분야 평생
교육법인제도 도입,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의 3개가 제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의 2개가 제시되었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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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세계시민교육 강화 1개가 제시되었다. 중･장기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
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의 2개가 제시되
었다. 단･중･장기과제는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1개
로 현재 시점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계시
민교육은 시급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정리되었다([그림 Ⅵ-7] 참조).

❙그림 Ⅵ-7❙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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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의 경우 다음과 같은 9개의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로드
맵을 구성하였다.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나노학위 운영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융ㆍ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 체제 구축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정책시기별로 보면 단기과제는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가
제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융ㆍ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
을 통한 학습이력관리 체제 구축의 2개가 제시되었다. 장기과제는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
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이 제시되었다. 단･중기과제로는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중･장기과제는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경험학
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2개로 제시되었다. 단･중･장기과제는 나노학위 운영, 작은 지역단위
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2개로 현재 시점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는 과제가 4개 정도 되었으나 나머지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과제였다([그림 Ⅵ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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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8❙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로드맵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영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18개의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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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사업 확대 운영(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제 구축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학습휴가제 확대
 일-학습 병행제 확대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정책 시기별로 보면 단기과제로는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의 4개가 제시되었다. 중기과제로는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의 2개가 제시되었다. 장기과제는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
성,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제 구축 2개가 제시되었다.
단･중･장기과제는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1개가 제시되었다. 단･중기과
제로는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사업 확대 운영(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학습휴가제 확대,
일-학습 병행제 확대,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의 4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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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과제는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 지원 방안 마련의 5개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선 접근해야할 과제가 8개로 다수였고, 중･장기와 같이 시간을 두고 준비
해야 할 과제가 10개였다([그림 Ⅵ-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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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9❙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로드맵

이상의 영역별 정책 로드맵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Ⅵ-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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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정책 로드맵: 영역별 종합
영역

세부영역
문해/학력보완교육
(A-1)

정책과제
A-1-1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A-1-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A-2-1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A)

직업능력교육
(A-2)

A-2-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A-2-3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A-2-4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문화예술교육(A-3)

A-3-1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인문/시민참여교육
(A-4)

A-4-1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평생교육
추진체계(B-1)

지역평생교육
지원(B-2)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A-4-2 세계시민교육 강화
B-1-1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B-1-2 나노학위 운영
B-2-1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B-2-2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B-3)

B-3-1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B-4-1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B-5-1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학점 및 학위
인정(B-5)

B-5-2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B-5-3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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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

C-1-1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
(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C-1-2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정책시기
단기 중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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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영역

정책과제

단기

정책시기
중기 장기

C-2-1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
운영(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

C-2-2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C-2-3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C-2-4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C-3)

C-3-1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C-4-1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직업훈련의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통합 및 전문화(C-4)
C-5-1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C-5-2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다양한 경력경로
C-5-3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C-5) C-5-4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C-5-5 학습휴가제 확대
C-5-6 일-학습 병행제 확대
C-6-1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평생교육 대응 필요
필수역량 개발
C-6-2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지원(C-6)
방안 마련
평생교육 미래 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C-7)

C-7-1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C-7-2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이상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추진 시기를 기준으로 과제를 배치한 것은 <표 Ⅵ-7>과 같다.
전체 36개 정책과제 중에서 단기부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 과제는 17개였다. 그리고
중기부터 정책을 실행해야 할 과제는 15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는 4개였다. 물론
단기에 시작하여 중･장기까지 또는 중기에 시작하여 장기까지 연결되는 과제도 다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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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B-2

B-2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나노학위 운영

나노학위 운영

B-1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
일관성 유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B-1

A-4

A-4

A-3

A-2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제도 실시

A-2

작은 지역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나노학위 운영

세계시민교육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장기

A-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중기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 대학 적용)
환급 대학 적용)
환급 대학 적용)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단기

정책시기

A-2

A-1

A-1

정책영역

❙표 Ⅵ-7❙ 정책로드맵: 정책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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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자활-평생학습 연계프로그램 지원

C-2

C-2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C-5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
운영(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C-4

C-3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
운영(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C-2

C-2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C-1

C-1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B-5

B-5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B-5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장기

B-4

중기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단기

정책시기

B-3

정책영역

Ⅵ.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정책 추진 로드맵

315

316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학습휴가제 확대

학습휴가제 확대

일-학습 병행제 확대

C-5

C-5

C-5

C-5

C-5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C-7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C-6

C-7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C-6

일-학습 병행제 확대

장기

단기

정책시기
중기

정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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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36개의 정책과제 세부 추진 방안 및 로드맵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각 과제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추가될 수 있다. 이는 델파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정책 영역 등으로 구분되면서 전체를 포괄하고 조정하
는 정책이 별도의 영역으로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평생교육개혁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및 지원 그리고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정책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 조건 및 공통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평생교육 관련 중앙부처 간 협업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평생교육의 영역 확장으로
현재 평생교육정책은 교육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사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역시 2016년과 2017년
장애인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별도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평생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협업체제 및 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 개혁정책
에서의 협력사항을 도출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단위에서의 평생교육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실천 주체
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또는 지역이다. 즉, 정책의 계획이나 지원은 중앙정부에 의해
가능하지만 실제 평생교육정책의 실행과 참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나 협의체가 필요하고 이미 광역 및 시군구
단위에서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1년
에 2회 내외 정도로 평생교육계획에서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평생교육실무
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일반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행정 영역에서의 참여도 적극적이지 않다. 즉,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평생교육개혁 정책이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지방 수준에
서 개혁정책의 적용, 평가, 조정 등이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 수준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실제
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을 평생교육개혁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실질적이 되기 위하여 강한 권한과 충분한 숙의과정 그리고 자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광역 및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점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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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앙/지방 단위 평생교육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평생교육개혁 정책은 기존의 정책
을 폐지하고 새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더하고 또 일련
의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평생교육 재정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나노학위 정책 등은 별도의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교육부의 범위를 넘어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의 협력도 필요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적으로 재정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평생교육의 정부 예산 확대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교육훈련 환급제도를
활용하여 바우처 제도나 나노학위 재직자 교육 등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평생교육 재정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개혁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정책은 사업 주체에 대한 평가는 있어왔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으
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전체 평생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가칭 ‘평생교육정책
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평생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정책 수
요 및 정책 수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평생교육개혁 정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기반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세부 방안이 실천되는 구조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그림 Ⅵ-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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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평생교육개혁

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
-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관련 정책과제

평생교육개혁 총괄 지원 정책
- 평생교육 관련 중앙부처 간 협업체제 구축
- 지자체 단위에서의 평생교육협의체 운영 활성화
- 중앙/지방 단위 평생교육 재원 확대
-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관리 체제 구축
❙그림 Ⅵ-10❙ 평생교육개혁 총괄 지원 정책 및 정책과제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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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 and Issues of Educational Reform (Ⅱ)
-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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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progress of new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e
Things (IoT), Self-driving Car, and Nano-bio Convergence Technology demands
dramatic shift of educational system. As the society and technology change are in
co-evolution relationship which affects each other through demand and supply, future
education is required to investigate a development model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hall
take an important role of producing distinguished talents for the future society and
fostering talents by retraining.
This research has been promoted for 2 years in order to investigate a development
model that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hould pursue for the future society and
to discover policy tasks. The first year research surveyed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and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reform. Based on the research, the second
year research aims to develop key policy tasks in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respectively, while this research is only limited to the field of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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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ing importance of lifelong learning as the social system for Korea’s
revitalization demands new policy to innovate the foundation of existing lifelong learning
and to design a new platform.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ole of and
an innovative approach to lifelong learning to address development of science, economic
growth, maturity of civil society and population change and to create a new momentum
for development of Korea (Young-ran Hong, et al., 2016; ILO, 2016).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demands adaptation to new technology and high human
capacit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2015; Schwab, 2016).
In addition,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demographic cliff,

ageing society and a

multicultural society are bringing new tasks of social integration, addressing the problem
of hollowing-out of local districts and maintaining economic foundation as well as new
possibilities of diversification of labor force and emergence of new culture and market
(ILO, 2016). These changes are unavoidable and requiring a diversity of changes in social
system including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is a blue ocean of education and the field
for the majority of learners, it can work as the most flexible policy foundation for Korea’s
revitalization (Young-ran Hong, et al., 2016).
In this light, this year’s second-year research aims to devise policy directions, tasks,
specific promotion plans and a road map of policy tasks for the future 2030 reform of
lifelong learning as an extension of the first-year research on the prospects and directions
of reform of lifelong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2-year research is as follows.
○ The first year research (2016) - The Prospects and Tasks for Educational Reform
(I) :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 The research aim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policy tasks
of educational reform in the fields of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in the
second-year research by predicting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and providing major issues in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 The second year research (2017) - The Prospects and Tasks for Educational Reform
(II) :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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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earch aims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of educational reform in the field
of lifelong learning in preparation against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based on
the first-year research, and to suggest policy tasks, their specific promotion plans
and a road map for policy tasks.

This research includes 1) analysis on specific goals and role models for lifelong learning
in 2030 by predicting Korean society and its lifelong learning in 2030, 2) analysis on
major policy trends and policy outcomes of lifelong learning in each administration based
on the first lifelong learning enhancing plan in 2003 and also the second and third plan,
3) analysis on best cases of reform of lifelong learning in foreign countries, 4) delphi
analysis on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reform of lifelong learning, 5) suggestions on
policy tasks and promotion plans for reform of lifelong learning, and 6) suggestions on
a road map of policy tasks.
To this end, the research has made use of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search, analysis on best cases, delphi analysis, conferences and colloquium of experts,
and organization of expert panel working group.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 Basic Design of Korea’s Lifelong Learning 2030
The major features of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its lifelong learning in 2030
include domination of intelligent technique with hyper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supervisor and lifelong learning, emergence of new capacity and
asymmetry of Korea’s talents, Nano-degree and new learners. In addition, some
issues are pointed out as negativ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decrease of jobs, deepening polarization, loss of humanity and necessity of new
ethics.
Many countries are planning and conducting policy and system to address social chang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geing population, which is important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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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y decide policy or public sector in the future society. The policy and the system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some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show some common features that they regard science technology
important, develop close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sector, universities, businesses
and government, create link between R & D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establish systematic plans and promotion system in national level and increase social
awareness and consensus among businesses and citizens.
Korea should thus develop new policy on lifelong learning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to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levant social issues. The policy
is required to cover 3 areas, including the change of social awareness, innov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educational innov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hat the area
of educational innovation address the issues of establishment of new capacity system,
utilization of online and informal learning, supporting job base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t is also required to organize expert committee as an operation system,
run cooperation system linking private sector, universities and government, and operate
an open platform for lifelong learning, labor sector, industry and the field of science.
Meanwhile, the research analyzed lifelong learning and its promo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lifelong learning act, UNESCO GRALE report an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future policy direction of lifelong learning. The first analysis framework
consists of several categories, including literacy and schooling complementary education,
education for employment,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humanity and civic education,
which are also combined with UNESCO framework in two dimensions. The research
established another analysis framework utilizing policy and projects of lifelong learning
which is composed of 7 categories, including lifelong learning promotion system, local
lifelong learning support, support and regulation for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higher
education support, train and disposition of lifelong educator, credit and degree qualification
of lifelong learning,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lifelong learning. This framework
is also combined with UNESCO framework in two dimensions. The f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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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which utilizes future policy directions and orientations of lifelong learning
consists of 7 categories that are combined with UNESCO framework, including open
lifelong learning policy, creation of lifelong learning environment connecting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introduction of customized lifelong learning policy by life cycle, integration
and speci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and vocational training for future growth engine,
strengthening lifelong learning support system to develop various career paths, supporting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in new industrial society, and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ta system for future prospects of lifelong learning.

▣ Analysis on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its Outcomes in Former
Administrations
Lifelong learning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national polic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ifelong learning basic plans in national level in 2000s. The plans
have been designed three times, which includes the 1st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
from 2002 through 2006, the 2nd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 from 2008 through
2012 and the 3rd Lifelong Learning Promotion Basic Plan from 2013 to 2017. These plans
worked as the key standard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policy in national level. As those
three plans were established by different administrations, the research reviewed and
analyzed lifelong learning policy promot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1st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 is significant since it was the first national level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concept of ‘lifelong
learning’ was introduced to Korea in 1990s, which led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egal basis such as the lifelong learning act.
It also caused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o establish lifelong learning
center in central level so as to promote major lifelong learning policy projects. Moreover,
as support for lifelong learning programs for the disadvantaged was regulariz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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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esponsibility on lifelong learning was specified, which led foundation of the basis
of promoting lifelong learning culture diffusion, such as creation of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national lifelong learning festival and lifelong learning awards. However, some
of the projects promoted according to the 1st promotion plan were developed from existing
lifelong learning policy to individual projects (for example, Credit Bank System,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Self-education and Air and Correspondence High
School). It was also difficult to increase awareness of lifelong learning in national level
by promoting various projects, such as ‘lifelong learning festival,’ ‘creation of lifelong
learning city,’ and ‘literacy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d and adults.’
While the 1st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 shows its significance as the starting point
of promoting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olicy in national level, the 2nd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lan played an important role of establishing national level lifelong learning
promotion system and expanding a variety of new areas of lifelong learning projects. The
important fact is that the plan contributed to organizing lifelong learning promotion system
in the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municipal and district level and to strengthening
function of administration and control of policy by establishing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which is exclusive for promoting national level lifelong learning. The
lifelong learning promotion system in provincial and municipal level started by establishing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in Busan, Daejeon and Chungcheongbuk-do from 2011 and
was completed in 2016 that all the institutes were established in 17 provinces and cities.
However,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in this period was unable to cover all the 18 specific
tasks of 3 areas suggested in the plan. While the 2 lifelong learning task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lifelong learning college project and lifelong learning accounts,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in budget and scale compared to other projects, the rest
of the projects maintained the level of existing projects and even some of the projects
were not able to start.
Currently,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current lifelong learning policy
being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3rd lifelong learning promotion basic plan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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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source of information. The education polic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mostly negatively evaluated as it is excessively government-oriented,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communicate with relevant organizations and share any information,
and its election pledge on education lacks of educational philosophy and is just a collection
of former administrations (Byung-chang Sung, 2016).

▣ Analysis on Lifelong Learning Best Cases
Young-ran Hong et al. (2016) classifies 7 directions of policy reform of lifelong learning
into two categories that one is the policy direction of integrating and utilizing experiences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society in lifelong learning in the future society and the other
is the policy direction of establishing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he future society by
integrating various fields in the society. This research analyzes best cases of those two
categories respectively. First, the research analyzed several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direction of integrating and utilizing experiences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society in lifelong learning in the future society, including a degree course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 of the US as a case for ‘open lifelong learning policy (which expands
the limit of acquiring credits and degrees of a learner and increases access to various
learning programs and resources)’, Plus 50 Initiative of the US as a case for ‘introduction
of lifelong learning policy by life cycle (which provides a learner with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considering his or her life cycle)’ and Startup Sauna of Finland as a case
for ‘strengthening lifelong learning support system to develop various career paths (which
supports citizens to develop creative career paths appropriat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the research analyzed several cases suggested some
impl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direction of establishing lifelong learning system
in the future society by integrating various fields in the society, including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of Australia as a case for ‘creation of lifelong learning
environment connecting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which connects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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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to social welfare to expand lifelong learning for the disadvantaged)’, Skills Toward
Employment and Productivity (STEP) of the World Bank as a case for ‘integration and
speci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and vocational training (which seeks to integrate and
specialize lifelong learning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to develop future growth
engin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itiative of Japan as a case for ‘supporting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in new industrial society (which aims to support
development of career capacity through connecting educational system to industry to adapt
to rapid change in industry)’, and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NEPS) of Germany
as a case for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ta system for future prospects of lifelong
learning (which develops and utilizes a system to collect, analyze and share the specialized
data in a variety of the fields relevant to lifelong learning in the society).’

▣ Delphi Analysis on Policy Direction and Task of Lifelong Learning
Reform
1) Delphi Analysis and its Method
The research conducted delphi analysis twice on direction and task of lifelong learning
reform. Those two analyses are slightly different. While the first one mostly consists
of subjective items, the second one is mostly composed of objective items. The first delphi
survey containing 17 items in 4 areas, there are more than 17 items to answer as one
item contains multiple subordinate items. First, the area of ‘lifelong learning 2030
orientation’ contains 1 subjective item (1-1) on the direction that Korea’s lifelong learning
should pursue. Second, total of 7 items (2-1~7) are about the area of ‘the validity of
future policy direction and policy tasks of lifelong learning.’ Those 7 items refer to 7
specific policy directions of lifelong learning suggested in the first year research. Those
respective items include 3 detailed questions of validity as policy direction, supplementary
opinion and suggestions of relevant tasks.
The question item on the validity as policy direction is an objective item of Likert-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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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5 scale and the other two items are subjective ones. The third area, ‘reform tasks
of lifelong learning in each area,’ consists of items of suggestions on policy tasks in 4
areas (3-1~4) altered in this research based on 6 areas specified in the Lifelong Learning
Act. Those 4 areas include literacy and schooling complementary education, education
for employment,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humanity and civic education, which
contain 3 subordinate items of policy and governance, finance and quality assurance. The
fourth area, the item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5 objective items (4-1~5) that
ask organization, age, gender, level of education and the period working in institutes of
lifelong learning.
The second delphi research tools are developed reflecting the result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levant experts through the first delphi analysis and the evaluations by
the research team. The second delphi survey includes total of 169 items consisting of
147 objective items, 17 subjective items and 5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ask
importance and priority of each policy task. The subjective items ask for additional policy
tasks or opinions by specific areas and some items requesting necessary policy tasks for
connecting lifelong learning to higher education are supplemented.
As delphi analysis uses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items, analysis method also
includ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As for subjective item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is used to categorize and interpret the answers through analysis
framework and discussions in research team. The answers to the objective items are
basically the result of frequency,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nd Coefficient of
Variance and Content Validity Ratio are utilized to analyze delphi quantitative data. Three
analysis results are synthesized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the priority shown in the
objective items of the second delphi analysis. That is, various analysis methods such as
T-test, Borich Needs Assessment and Locus for Focus are used, and it led to concluding
top priority and second priority policy tasks.

341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2) Analysis on Delphi Result
Through the first delphi analysis, a wide range of opinions on policy are collected and
analyzed in the areas of lifelong learning 2030 orientation, future policy direction of
lifelong learning and the areas of lifelong learning. The first delphi analysis is meaningful
itself as well as used as a basis of developing items for the second delphi analysis. This
research thus collected analysis results from 3 areas in the analysis framework and
simplified them into question items. Similar or overlapping opinions are modified and the
opinions of incorrect information or abstract direction are modified or deleted. The second
delphi analysis also accepted the suggestions of research team to refine items by modifying
expressions or categories from the first delphi analysis.
Through the second delphi analysis, policy tasks of a variety of areas are suggested,
including tasks by the areas of lifelong learning (literacy and schooling complementary
education, education of employment,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humanity and civic
education), by policy and projects (lifelong learning promotion system, supporting local
lifelong learning, supporting and managing institutions for lifelong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train and disposition of lifelong educator, credit and degree qualification of
lifelong learning), and lifelong learning 2030 orientation (open lifelong learning policy,
creation of lifelong learning environment connecting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introduction of customized lifelong learning policy by life cycle, integration and
speci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and vocational training for future growth engine,
strengthening lifelong learning support system to develop various career paths, supporting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in new industrial society, and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data system for future prospects of lifelong learning). The answers to the subjective
question items on necessary policy tasks for connecting higher education to lifelong
learning in the era of 2030 include a diverse range of opin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lifelong learning cooperation system connecting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role
shift of lifelong learning centers in universities, credit exchange of learning by experience,
utiliz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local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and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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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in relation to job opportunity.
The second delphi quantitative analysis has drawn total of 48 policy tasks, including
20 top priority tasks and 28 second priority tasks.
As for policy tasks of lifelong learning by areas, 5 policy tasks are selected, including
necessity of cooperation system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ducation,
Employment and Labor, and Reunification, expansion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leg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function of theater and art museum, enhancement of
related education of humanity and science, and enhancement of world civic education.
The three tasks from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s by policy and projects are selected
as the top priority tasks, including maintenance of consistency in basic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motion plan of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and projects of cities
and distric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ifelong learning facilities for convergence
education and imposition of obligation of reeducation of lifelong learning educator and the
person in charge.
Finally, 12 policy tasks are selected as the top priority tasks from lifelong learning 2030
orientation policy tasks, which include actual operation of education support system
throughout one’s entire life cycle (lifelong learning accounts),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connecting lifelong learning to vocational training in local community,
paradigm shift from level of education to career, support of lifelong learning design
through consultation by lifelong learning educator, establishment of plans for prediction
of and fostering new jobs,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system connected to
customized career management, expansion of learning leave system, expansion of
work-learning system, necessity of capacity development for new industry, development
of support plans for enhancement of job capacity in new industry, establishment of
statistics system for lifelong learning in local and regional level, and development of key
data indexes for research on future prospects of lifelong learning. The result shows that
60% of the top priority tasks are of lifelong learning 2030 orientation, which means
experts have suggested unanimous opinions on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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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long Learning Reform Policy Tasks and Road Map
1) Policy Tasks and Promotion Plans
As the first stage of policy task development, the research selected tasks for developing
details of policy tasks. First, the 20 top priority tasks selected from delphi analysis are
selected as the target for development. Then, the research selected some second priority
tasks when there is no top priority task in the area. Total of 15 second priority tasks
are selected as the target for development, including 4 of education of employment, 2
of supporting local lifelong learning, 3 of credit and degree qualification, 2 of open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4 of creation of lifelong learning environment connecting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Another task is added to the target task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which is operation of
Nano-Degree that is included in open lifelong learning policy.
The research classified total of 36 policy tasks into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s by
areas,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s by policy and projects, and lifelong learning 2030
orientation, and developed details of policy task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expert
working group. In the development framework of policy tasks, specific details, such as
the title, background, the purpose of promotion, promotion contents, promotion system,
expectations and promotion period are suggested to enhance concreteness, availability and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policy promotion. As for promotion period of a policy task,
the research allowed overlapping mark in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tasks,
so that they are utilized in developing policy promotion road map.

2) Policy Road Map
The research devised a road map reflecting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olicy
promotion period by collaborating with the expert working group.
Above all, as for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s by areas (A), 3 tasks are suggested
as short-term tasks from 9 tasks, including necessity of cooperation system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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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reign Affairs, Education, Employment and Labor, and Reunification,
introduction of lifelong learning corporation system to vocational education, and
enhancement of related education of humanity and science. 2 tasks are suggested as
mid-term tasks, including expansion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leg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function of theater and art museum. The enhancement of world civic education
is suggested as long-term task. As for mid- and long-term tasks, two tasks of supporting
enhancement of career capacity adaptabl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axation on businesses as a concept of ‘social education tax.’ There is only one short-,
mid- and long-term task, which is enhancement of connection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business training (applying unemployment insurance refund university) that requires
immediate commencement and continuous promotion. On the other hand, world civic
education is not urgent though, it is required to be promoted in long-term period.
As for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s by policy and projects (B), only one of 9 policy
tasks, maintenance of consistency in basic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motion
plan of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and projects of cities and districts, is
suggested as a short-term task. 2 tasks are suggested as mid-term tasks, includ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ifelong learning facilities for convergence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studying-career management system through operation of 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Establishment of lifelong learning qualification system with
credit, academic ability and qualification is suggested as a long-term task. Utilization of
local lifelong learning by village library is suggested as a short- and mid-term task. 2
tasks are suggested as mid- and long-term tasks, including imposition of obligation of
reeducation of lifelong learning educator and the person in charge, and acknowledgement
of learning by experience and related qualification system. 2 tasks are suggested as
short-, mid- and long-term tasks, including operation of Nano-Degree, and settlement
of learning support system to build lifelong learning society in small local level which
require immediate commencement and continuous promotion. While there 4 tasks require
immediate attention among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s by policy and projects, th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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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mid- and long-term approach.
As for lifelong learning 2030 orientation policy tasks (C), 4 of the 18 tasks are
suggested as short-term tasks, including introduction of assessment and assurance
system for online education participation, expansion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for disadvantaged learners, supporting connected programs between rehabilitation-lifelong
learning, and development of key data indexes for research on future prospects of lifelong
learning. 2 tasks are suggested as mid-term tasks, including introduction of global
competency passport in accordance with movement of human resource, and actual
operation of education support system throughout one’s entire life cycle (lifelong learning
accounts). 2 tasks are suggested as long-term tasks, including creation of funding for
learning leave in small businesses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connecting
lifelong learning to vocational training in local community. Only one task of paradigm shift
from level of education to career is suggested as short-, mid- and long-term task. 4
tasks are suggested as short- and mid-term tasks, including expansion of lifelong learning
projects for the disadvantaged (with voucher system), expansion of learning leave
system, expansion of work-learning system, and establishment of statistics system for
lifelong learning in local and regional level. 5 tasks are suggested as mid- and long-term
tasks, including support of lifelong learning design through consultation by lifelong learning
educator, establishment of plans for prediction of and fostering new jobs,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system connected to customized career management, necessity of
capacity development for new industry, and development of support plans for
enhancement of job capacity in new industry. In conclusion, while there are 8 short-term
tasks requiring immediate approach, 10 tasks should be promoted in mid- and long-term
period.

The policy road map described above is shown on the follow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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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Road Map: Overall Areas >
Area

Classification
literacy and
schooling
complementary
education (A-1)

Policy Tasks

Period
Short Mid Long

A-1-1 necessity of cooperation system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ducation,
Employment and Labor, and Reunification
A-1-2 expansion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A-2-1 enhancement of connection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business training (applying
unemployment insurance refund university)

A-2-2
Lifelong
education for
Learning
employment (A-2)
Policy Tasks
A-2-3
by Area (A)

supporting enhancement of career capacity
adaptabl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axation on businesses as a concept of
‘social education tax’

A-2-4 introduction of lifelong learning corporation
system to vocational educa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3)

A-3-1 leg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function of
theater and art museum

humanity and
civic education
(A-4)

A-4-1 enhancement of related education of
humanity and science
A-4-2 enhancement of world civic education

B-1-1 maintenance of consistency in basic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motion plan of
lifelong learning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and
promotion system
projects of cities and districts
(B-1)
B-1-2 operation of Nano Degree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s
by policy
and projects
(B)

supporting local
lifelong learning
(B-2)

B-2-1 settlement of learning support system to
build lifelong learning society in small local
level
B-2-2 utilization of local lifelong learning by village
library

supporting and
managing
institutions for
lifelong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B-3)

B-3-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ifelong
learning facilities for convergence education

train and
disposition of
lifelong educator
(B-4)

B-4-1 imposition of obligation of reeducation of
lifelong learning educator and the person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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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lassification

Policy Tasks
B-5-1 acknowledgement of learning by experience
and related qualification system

credit and degree
qualification (B-5)

B-5-2 establishment of studying-career
management system through operation of
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B-5-3 establishment of lifelong learning qualification
system with credit, academic ability and
qualification

open lifelong
learning policy
(C-1)

C-1-1 introduction of global competency passport
in accordance with movement of human
resource
C-1-2 introduction of assessment and assurance
system for online education participation
C-2-1 expansion of lifelong learning projects for the
disadvantaged (with voucher system)

lifelong
learning
2030
orientation
policy tasks
(C)

creation of lifelong
C-2-2 expansion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learning
for disadvantaged learners
environment
connecting social C-2-3 supporting connected programs between
welfare and
rehabilitation-lifelong learning
education (C-2)
C-2-4 creation of funding for learning leave in
small businesses
introduction of
customized
lifelong learning
policy by life
cycle (C-3)

C-3-1 actual operation of education support system
throughout one’s entire life cycle (lifelong
learning accounts)

integration and
specialization of
lifelong learning C-4-1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and vocational
connecting lifelong learning to vocational
training for future
training in local community
growth engine
(C-4)
C-5-1 paradigm shift from level of education to
strengthening
career
lifelong learning
support system to C-5-2 support of lifelong learning design through
consultation by lifelong learning educator
develop various
career paths
C-5-3 establishment of plans for prediction of and
(C-5)
fostering new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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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lassification

Policy Tasks

Period
Short Mid Long

C-5-4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system
connected to customized career
management
C-5-5 expansion of learning leave system
C-5-6 expansion of work-learning system
C-6-1 necessity of capacity development for new
supporting
industry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in
new industrial
C-6-2 development of support plans for
society (C-6)
enhancement of job capacity in new industry
establishment and C-7-1 establishment of statistics system for lifelong
utilization of data
learning in local and regional level
system for future
prospects of
C-7-2 development of key data indexes for
lifelong learning
research on future prospects of lifelong
(C-7)
learning

Keywords: Educational Reform, Reform of Lifelong Learning, Lifelong Learn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on Lifelong Learning, Policy
Direction for Reform of Lifelong Learning, Policy Tasks for Reform of
Lifelong Learning, Road Map of Policy Tasks for Reform of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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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Ⅱ) : 평생교육 영역
제1차 델파이 조사
2.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Ⅱ) : 평생교육 영역
제2차 델파이 조사
3. 주관식 응답 결과: 종합

부록

[

1]

(Ⅱ) :
1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을 위한 델파
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친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연구
로 교육 2030 시기 평생교육 영역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의 제안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이며, 1차 의견을 수합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
다. 귀하의 의견은 평생교육의 개혁과 발전 방안 마련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일정은 5월 4일(목) ~ 5월 15일(월)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
제1차 조사지는 5월 15일(월)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5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조사담당 : 김 성 우(고등･평생교육연구실, 연구원) ksw0531@kedi.re.kr / 043-5309-449
▫ 연구책임 : 홍 영 란(고등･평생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hyr@kedi.re.kr / 043-530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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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평생교육 2030

1. 2030년에 대비해서 한국의 평생교육이 변화해야 할 특징적 모습이나 지향점을 자유롭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평생교육 2030에 대한 의견

2

평생교육 미래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정책과제

□ 다음은 작년도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연구를 통해 도출된 미래 2030년에 대비한 평생
교육의 정책 방향입니다. [예시]를 참조하시어 정책 방향의 타당도를 표시해주시고, 해당
정책 방향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해주십시오. 타당하지 않을 경우 수정
보완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수정 보완 의견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시]
타당도
정 책 방 향

①
②
매우 타당 타당하지
하지 않다
않다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 및 전략 재조정
◦ 수정 보완 의견
- 대학의 자생역량 강화 또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
◦ 관련 과제
- 대학 정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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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부록

[문 항]
타당도
정 책 방 향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하지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않다

1.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 개념: 한 인간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 또는 학력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체계와 관련한 정책
◦ 수정 보완 의견

◦ 관련 정책과제

2.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 개념: 복지와 평생교육 영역의 협력적 호응을 위한 인적
교류, 정보 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의 활동이 가능한 생태계

①

②

③

④

⑤

◦ 수정 보완 의견
◦ 관련 과제
타당도
정 책 방 향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하지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않다

3.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 정책 도입
◦ 개념: 유아기~노년기까지 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로드맵과 학습모델 구축 등을 위한 정책
◦ 수정 보완 의견

◦ 관련 과제

355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

타당도
정 책 방 향

4. 미래 성장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 개념: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추진을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⑤
매우
타당하지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수정 보완 의견
◦ 관련 과제
5.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 개념: 새롭게 나타날 직업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직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 수정 보완 의견
◦ 관련 과제

6.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 개념: 성인 대상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이 아
닌 신산업사회에서 지향하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창의
중심적 직업 역량 개발 지원
◦ 수정 보완 의견
◦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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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 영역별 개혁과제

□ 다음은 평생교육의 주요 영역들입니다. 각 영역별로 2030년에 대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의견을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책 및 거버넌스: 평생교육 정책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 및 거버넌스(추진체제) 구조와 과정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노력
◦ 재정: 평생교육 분야의 적절한 예산 확대/배정 및 재정지원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
◦ 질 관리: 평생교육의 성과와 평가 그리고 책무성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

1. 2030년에 대비하여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영역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및 의견을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영역의 개혁
◦ 정책 및 거버넌스

◦ 재정

◦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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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년에 대비하여 직업능력교육 영역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및 의견을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교육 영역의 개혁
◦ 정책 및 거버넌스

◦ 재정

◦ 질 관리

3. 2030년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교육 영역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및 의견을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의 개혁
◦ 정책 및 거버넌스

◦ 재정

◦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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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0년에 대비하여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의 개혁을 위한 과제 및 의견을 정책
및 거버넌스, 재정, 질 관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의 개혁
◦ 정책 및 거버넌스

◦ 재정

◦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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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소속기관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평생교육기관

④ 기타(

)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4. 귀하의 학력은?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5. 평생교육 분야 기관(대학, 연구기관, 평생교육기관 포함) 근무 기간은?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0∼15년 이하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60

④ 16년 이상

부록

[

2]

(Ⅱ) :
2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 평생교육 영역’을 위한 델파
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친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연구
로 2030 시기 평생교육 영역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의 제안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 의견을 정리한 2차 델파이 조사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평생교육의
개혁과 발전 방안 마련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바쁘시겠지만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항이나 설문내용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의 의무)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일정은 8월 11일(금) ~ 8월 25일(금)까지입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
제2차 조사지는 8월 25일(금)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

(인)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조사담당 : 김 성 우(고등･평생교육연구실, 연구원) ksw0531@kedi.re.kr / 043-530-9449
▫ 연구책임 : 홍 영 란(고등･평생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hyr@kedi.re.kr / 043-530-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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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평생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각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에 관한 귀하
의 의견을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중요도: 평생교육의 미래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중대한 수준
▸시급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천해야할 수준

1

번호

평생교육 영역별 정책과제

문해/학력보완교육

문해 및 학력보완교육을 위한 관련부처 간
1
연계체제 구축
2 지자체별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3 지자체와 교육청의 문해교육 통합지원체제 구축
4 중앙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5 공립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 확대
6 문해교육기관 평가인증제 운영
7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
8 중학수준의 통합문해교육 교재 개발
9 기업체 등 문해교육 대상의 재정 지원 의무 확대
10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11 의무교육비에서 문해교육 비용 조달
12 문해교육기관 교사 및 직원 인건비 증액
13 문해교육 전문가 활용 체계 구축
문해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 및 대체학력인증
14
기준 마련
문해교육기관의 최소 필수 요건에 대한 규정
15
마련
문해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및 전문성개발
16
훈련제도 도입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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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부록

번호

직업능력교육

1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이동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방법 교육 및
지원 체제 구축

3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평생교육-직업훈련체제
통합 운영

4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 모델 및
거버넌스 구축

5

지역대학과 기업교육훈련의 연계
강화(고용보험 환급을 대학에 적용)

6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제고 지원

7

한국형 평생직업능력 지원의 MOOC 제공
확산

8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의 기초수준의
직업교육활성화

9

일정 비율의 고용노동기금 배정

중요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시급도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의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분담금을 근로자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
11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
지원(평생학습계좌제,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12

‘사회적 교육세’ 개념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 실시

13 직업교육 분야 평생교육법인제도 도입
14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기회 확대

15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학습결과의
자격제도와 연계

지역노동청과 평생학습도시의 직업능력교육
16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공동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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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화예술교육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
강화

2

공연장/미술관의 평생교육기능 법제화

3

문화예술 단체 연계 및 활동 지원/관련
협회의 기능 강화

4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조체제 구축

5

평생교육기관과 문화예술기관 간의 정책
공조체제 구축

6

지역문화예술 강사 및 활동가 인력풀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7

다양한 문화 예술 영역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필요

8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시 주민 대상 교육
사업비 필수 배정

9

문화예술인의 강사활동과 창작활동 동시 지원

10

영화/연극/뮤지컬 등 공연에 ‘사회적
교육세’ 포함

11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배치

12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질 관리 운영체제
구축

13 평생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역할 정립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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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시급도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부록

번호

인문/시민참여교육

1

인문학과 시민교육 관련 지역별 특성화 조례
제정

2

시민참여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3

시민참여교육과 학교 시민교육의 연계성 제고

4

국가 및 광역단위로 다양한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민대학’ 활성화

5

민주시민 교양교육의 강화

6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연계 교육 강화

7

세계시민교육 강화

8

세대갈등해소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실시

9

교육부/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시민교육 포럼 운영

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10 시민강사 풀 구축 및 활성화

11

인문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

12 시민교육 기금 제도 운영

13

학습자를 평가해 시민대학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전환

14

인문/시민참여교육 분야 평생학습계좌제의
확대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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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호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

평생교육 추진체계

1

2030(중장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2

기본계획에 각 부처의 의견 수렴

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교육부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시군구
사업의 일관성 유지
광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방식
개선
평생교육 영역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법으로 개정
평생학습 기금제도 기반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

3
4
5
6
7

평생교육 정책사업 관리 및 평가제 도입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번호

지역평생교육 지원

1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2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3

작은 지역 단위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 정착

4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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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부록

번호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

1

융･복합 기반 평생학습 시설의 설치 운영

2

평생교육 법인제 도입

3

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참여 확대

4

대학평생교육의 전국 모든 대학 확산

5

성인학습자 중심 평생교육단과대학/
학부/학과의 활성화

중요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시급도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번호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1 전 지자체에 평생교육전담부서 설치
2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3 읍면동 평생학습시설에 평생교육사의 의무 배치
4 평생교육사 및 평생교육담당자의 재교육 의무화
5 전문영역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번호

학점 및 학위 인정

1

평생교육 결과의 학점/학력/자격으로 인정
체제 구축

2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을 통한
학습이력관리체제 구축

중요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시급도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3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와 연계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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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
중요도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
개념: 한 인간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번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 또는 학력인증
호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체계와 관련한 정책

1 국가 수준의 경험학습평가인정센터 설치
2

평생교육단과대학별 경험학습의 학점인정제도
도입

3 성인문해교육 학점인정제도 확대
4 국가역량체계의 조기 구축 및 평생교육 연계
5 나노학위(Nano Degree) 정책 마련
6

인적자원 이동에 따른 글로벌 역량 여권
(global competency passport) 개념 도입

7

공공시설(학교, 지자체, 정부기관 등) 활용 및
접근성 확대

8

온라인 교육 참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9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정
제도 도입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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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

매우
중요
하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
→

매우
시급
하다

1

3

6

1

3

6

2

4

5

7

2

4

5

7

부록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
개념: 복지와 평생교육 영역의 협력적 호응을
번호
위한 인적 교류, 정보 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의
활동이 가능한 생태계

1

학습-고용-복지의 통합적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

2

학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지원

3

복지관/미술관/박물관/도서관/과학관 등의
평생교육기능을 법으로 규정

4

복지와 평생교육 각 분야 인력 활용계획 수립

5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확대 운영

6

학습약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7

지역사회갈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생태계 조성

8

고령자/결혼이민여성/이민자가족 등 대상별
특화 정책 마련

9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대상 통합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10 자활-평생학습 연계 프로그램 지원
11 중소기업 학습휴가 기금 조성
12

고령화사회 부합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13 평생교육 참여의 양극화 완화
14

평생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방식 변화

15 평생학습바우처 제도로 양극화 해소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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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정책 도입
개념: 유아기~노년기까지 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로드맵과 학습모델
구축 등을 위한 정책

전 생애에 걸친 교육지원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평생학습계좌제 등)

2 생애경력설계 등 생애설계 지원 강화

3 은퇴이후 평생교육 대폭 강화

4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수요의 파악과 전달방법
개발

5 성인기 발달 관련 이론 전문화

6 교육상담기관 전문화

7 고령자 학습수요 파악

8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요구분석 실시

9

생애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필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10

중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년대학’
등 세대별 시민대학 설립

11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강화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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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부록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
번호 개념: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추진을 위한 노력

1

생애에 걸친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체계 구축

2

국가역량체계구축 및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학습결과 인정 준거 마련

3

고용보험제도 중 능력개발 영역은 평생교육
쪽으로 통합

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4 고용보험기금의 평생교육기관 활용 허용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중요도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번호 개념: 새롭게 나타날 직업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직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2

시급도

매우
←―――→ 중요
하다
3

4

5

6

7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1 학력중심에서 경력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평생교육사의 학습상담을 통한 평생학습 설계
지원
NCS에 기초한 경력경로별 직업적 능력 발굴
3
및 체계화
2

4 고용보험에 따른 직업훈련 직종 확대
5 신직업 예측 및 육성계획 수립
개인 맞춤형 경력관리 연계형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멸직업 대상자들의
7
직업전환 및 직업훈련 대안 제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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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번호 개념: 새롭게 나타날 직업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직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2

시급도

매우
←―――→ 중요
하다
3

4

5

6

7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8 개인학습자의 생애설계 지원 제도 마련
9

미래 신직종 대응 경력경로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및 추진 전략 마련

10 학습휴가제 확대
11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을 위한
평생학습년(월)제 실시

12 일-학습 병행제 확대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신산업사회의 직업적 필수역량 개발 지원
개념: 성인 대상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직업적
번호 역량이 아닌 신산업사회에서 지향하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창의 중심적 직업 역량 개발
지원
1

신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평생교육
대응 필요

2

신산업 직업역량 도출 및 역량개발지원 방안
마련

3

직원의 직업역량교육에 정부의 세금 감면 등
적극적 지원 제공

4

학교교육(특히 고등교육)과의 연계와 협업
체계 구축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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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시급도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2 3 4 5 6 7

부록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번호 개념: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관련 빅데이터를 생성,
분석, 공유 및 미래전망을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시스템

1

학계 및 관련 기관의 평생교육 연구 기능
강화 지원

2

기초 및 광역단위 평생교육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3

평생교육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4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주요 데이터
지표 개발

5

빅 데이터의 합리적 수집 방법 구안 및
홍보

6

평생교육 분야 빅 데이터 협의회 구성 및
분석결과 공유

7

평생교육 패널 데이터 구축

8

평생교육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제고

9

평생교육 통계 조사 내용의 개선

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추가 정책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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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30시대에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과제가 필요한 지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고, 적으신 의견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표시해주세요.

번호

1
2
3
4
5
6

374

2030시대 평생교육체계에서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중요도

시급도

전혀
매우
중요
←―――→ 중요
하지
하다
않다

전혀
매우
시급
←―――→ 시급
하지
하다
않다

1

1

2

3

4

5

6

7

2

3

4

5

6

7

부록

< 귀하의 개인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소속기관: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평생교육기관

④ 기타(

)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4. 귀하의 학력은?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5. 평생교육 분야 기관(대학, 연구기관, 평생교육기관 포함) 근무 기간은?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1∼15년 이하

④ 16년 이상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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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평생교육영역별 정책과제(A) 문해/학력보완교육(1)
 공립학교를 활용한 문해교육의 체계성 마련이 중요하며, 그럴 경우 기관 지원 및 인건비, 전문가
활용체계 구축, 자격제도 등 해결
 문해교육 내실화 관련 학원(전문, 관련) 참여 및 활용방안 강구
 정책별 구체적 추진체제, 추진단계 및 추진내용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및 일원화 필요(자율에
맡길 경우 지역별 편차 발생 불가피)
 문해는 공교육이므로 민간 문해교육기관보다 공공 문해교육기관 지원 확대
 문해교육 정책 및 지원체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음. 포함되어야 한다
면 다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할 것임.
 모든 문해자들이 개인 학습비 지출 없이 의무교육기간(중학교)을 마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필요.
중학학력 인정기관 확대 필요 -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기관 확대를 해주기를 원함
 문해교육 개념 및 의미 확장

평생교육영역별 정책과제(A) 직업능력교육(2)
 교육부의 평생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직업능력개발은 정책 집행 부처를 떠나서 분야별 기능(기술)숙련자 또는 전문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외계층 등 복지와 연계
된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음.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형 일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고, 일자리가 최우선으
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평생교육 역시 기능형 교육 위주의 직업능력교육
으로만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 수도권에서 주로 개설되는 희소성 높은 교육과
정들은 MOOC 등의 교육 컨텐츠를 적극 도입하여 지역의 학습자들에게 학습경험을 확대시
켜줄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도시와 지역노동청, 고용노동부 등의 연계를 할 경우 교육과
정 단계, 교육내용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학 평생교육을 평생직업능력교육으로 과감히 전환, 고용/취업 촉진 및 평가기능 확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하나
단순히 재정투입이 원활한 직업훈련 분야 중심의 연계가 우선될 경우 교육에 대한 왜곡현상
이 발생될 수 있어 사전 충분한 연구과 논의, 검토가 요구됨
 노동부 지원 교육과 평생교육의 통일화 필요
 고용보험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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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영역별 정책과제(A) 문화예술교육(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별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 추진되고 있으며, 매
우 전문적 특수한 영역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보다 조직 및 정책의 구조화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보
임. 이에 평생교육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 기존 문화예술
교육강사나 교육 컨텐츠를 행복학습마을이나 학습동아리 등에 녹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관계자(행복학습매니저, 마을활동가,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등) 들에
게 문화예술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학습기회 제공 필요. - 기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에 문화예술적 마인드를 가진 평생교육전문가, 혹은 교육 기획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 필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능은 개인별 직접지원 보다 포괄적 간접지원 확대 필요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지향
점이 같은 듯 다른 점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공동의 목표 설정과 논의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진행 필요
 미술관, 문화예술분야 교육에서 행하는 교육도 평생교육에 포함된다는 인식 확산이 제일
중요

평생교육영역별 정책과제(A) 인문/시민참여교육(4)
 인문/시민참여교육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 필요함. 특히 시민참여교육은 국가 차원
의 적극적 홍보, 캠페인 필요 - 특히 사회적 약자(저소득, 저학력,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를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도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함
 앞으로 시민참여교육은 미래사회,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축과 공공성, 사회통합의 한 축으
로 유지 -> 기본방향 설정 관련
 국가 및 광역 단위 인증 프로그램 중심의 접근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과 보급을 지원하는 접근이 보다 바람직함. 또한 민관협치형 시민교육 포럼 운영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며, 국가는 지원하는 접근이
바람직함
 인문/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은 인문학에 치중되어 있음. 민주 혹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이 필요.
 계좌제를 평생학습이력관리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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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평생교육 추진체계(B1)
 평가보다 기반 조성 선행되어야 함(전 지자체 평생교육전담부서 설치 등 전달체계 구축이
더 시급함)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지역평생교육 지원(B2)
 이미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통해 시도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운영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 영역 확대보다는 정체성, 고유 역할 확립이 중요함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운영 체계구축 관련 국가(교육부)와 시 도 간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
 대국민 평생교육 홍보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필요(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20년 이상
했으나 대다수 국민이 평생교육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함) -정부합동평가 평생교
육분야 평가지표 설정 등으로 모든 지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
도록 환경 마련
 평생교육 기본계획은 일정 정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계획 수립을 보장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하며, 평생교육 영역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의 직극적 실천을 보장하
는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보다 전달체계의 강화와 평생
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체계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바우처 제도가 지니는
근본적 한계에 대한 검토 선행 필요
 현 평생학습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있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강함. 그러므로 바
우처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 있음.
광역 진흥원의 경우 지자체 장의 마인드에 따라 천차만별임.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제도 필요
 마을단위 교육공동체는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음. 행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중복 소지 발생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관련 주민자치센터 교육 연계, 조율 필요. 작은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등 현황 실태 파악, 정책반영 필요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로 이어지는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모델 개발
평생학습도시 내 추진체제 구축 혹은
개선 지원
 작은 지역별 평생학습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평생교육사 부족으로 어려움 많음. 평생교육
사 처우 개선을 통해 인적자원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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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 지원 및 관리(B3)
 기존 교육부 예산 중 대학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비중이 너무 높았음. 이를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평생교육 예산으로 재분배해야 할 것으로 보임
 평생교육(대학 평생교육원 포함)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체계 보완, 구축 강화
 대학평생교육원,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기존 대학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재평가, 재구조화 필요
 대학 평생교육 정책 추진 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구
축, 협력사업 추진 등 의무화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 이전에 현행 대학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대학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 활용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함. 특히
지역 평생교육 지원예산이 배제된 채 대학에 집중되는 예산 지원정책부터 바뀐 후 검토할
사항임. 또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와 교육과정을 개방하는 노력부터 우선되어야 함.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인기강좌에 치중되고 있음. 확대에
앞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B4)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에 가장 큰 줄기인 공공기관에 평생교육사가 의무배치되어야 함. 특
히 교육부, 광역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배치는 필수불가결함. 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은
핵심 기조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전문가가 일관성 있는 정책
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지자체에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 추진은 지역교육청과의 관계(협력, 연계 또는 갈등,
충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전문영역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이 현행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접근임. 영역별 분화가 아니라 평생교육사의 역량 강화에 더 중점
을 둔 보수교육의 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함.
 평생교육 학습자 확대에 따라 영역별 평생교육사 제도 개편이 시급. 평생교육사 공무원
직렬화로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계기 마련 평생교육사 1급 승급 과정 주말시간
대 운영. 근무시간 참석 어려움. 특히 지역 거주자는 더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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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별 정책과제(B) 학점 및 학위 인정(B5)
 평생학습계좌제와 구별되는 전 국민의 전생애 학습이력관리제 필요
 경험학습 인정 및 자격제도 연계 대비 사전 논리적, 현실적 논거 및 조건 검토, 필요충분조
건 마련 요구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평생교육기관이 평생학습계좌제 등록 까다로움. 쉬운 접근성 필요. 평가 시스템도 필요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초개방형 평생학습정책의 운영(C1)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구분에 따른 여권 개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과제만으로
도 매우 어려운 문제로 경험학습, 역량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중고등 교육체계에서 진행
시키기가 어려워 보임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 인정 대비 사전 논리적, 현실적 논거 및 조건 검토, 필요충분조건
마련 요구
 무형식, 비형식 교육의 형식 교육과의 호환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황에 비춰 순서가 정립되어야 할 것임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복지-교육 연계형 평생교육 생태계 구성(C2)
 지자체 대상으로 "복지-교육 연계형"과 "고용-교육 연계형"의 투트랙 선호/운영 실태 비교
검토 시급
 기존 바우처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장애인 평생교육사와 같은 영역별 평생교육사 필요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생애주기별 맞춤식 평생교육정책 도입(C3)
 시민교육은 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민교육
강화 필요.
 평생교육 정의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특히, 교장의 승인 하에 이뤄지
는 교육은 모두 정규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조사연구(R&D)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법령 및 조례 등)
구축이 필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 체계 보장 우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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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미래 성장 동력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의 통합 및 전문화(C4)
 개인학습자의 생애설계 관련 비용부담 기준 설정 필요(최소 개인부담 근거 마련 포함)
 NCS로 적용 불가한 영역이 다수인 상황 고려 필요, 특히 수도권 지역 2차 산업영역에 국한
된 적용으로 전국적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성 검토 필요, 대부분 지방단위의 1차,
3차 영역 등 적용 불가 상황임
 일-학습 병행 가능한 기업 문화 정착이 필요
 고등교육과 연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 상응하는 교육부의 특수목적기금 신설 관련 검토 시급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관련 직업적 필수역량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필요
 유럽 학교 교육처럼 직업과 연계되는 교육 필요

평생교육 2030 정책 변화 지향점 정책과제(C)
평생교육 미래전망 연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활용(C7)
 빅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조사연구(R&D)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법령 및 조례 등) 마련 필요
 평생교육통계 모집단 적용방식 오류로 인한 통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필요
 지자체별로 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여부가 다름. 예산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됨. 의무적
으로 기간을 정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체계 필요

2030시대 평생교육체계에서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지자체와 대학 간 평생교육 연계제체 구축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대학평생교육원의 역할 변화
경험학습 학점교류
역량 재개발을 위한 전공이수 제도 개선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화와 직업훈련교사 양성의 정책적 연계 연구
거버넌스 연계 및 통합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확충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평생직업능력개발교육체계로의 전환 및 강화
대학 구조개혁과 평생교육 연계
지자체와 지역대학과의 평생교육공동사업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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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프로그램(내용) 수준별 대응 평생교육기관 체계화(평생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화
 직업 연계된 (평생교육) 이력 관리
 생애전환 전문교육 지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시 평생교육 관련 실적 포함
 대학 교육과정 개방
 문해자 혹은 학력중단 학생을 위한 학력인정 제도
 고등교육기관의 인프라 공유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전문화
 대학의 평생교육 인식개선 연수
 평생교육사 양성 단과대학 설치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대학강좌 일반인 대상 개방 확대
 대학과의 순환교육체제 구축
 성인대상 대학참여 지원
 성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성인만학도 제2전공
 고등교육기관평가와 평생교육활동 연계
 2030 평생교육시대에 적합한 대학학제 개편
 일-학습-고용-복지 순환연계
 노인을 위한 대학 강좌 개방 및 맞춤형 강좌 개발
 평생교육단과대학 확대
 학습-고용-복지 연계체제 안에 대학 역할 강화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사회복지와 평생교육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연계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경험학습의 결과 인정 체제 구축
 평생교육 통계자료 공유
 대학평생교육의 국가직무역량 기준 적용 강화
 지자체 평생학습지원제체 구축
 경험학습 인정 및 학습결과 활용의 대학 역할 도출
 대학의 지역주민 대상 오픈코스 운영(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의무 부여)
 대학 수강 바우처 제도
 대학평생교육원의 재편
 4차 산업 대비 직업능력교육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대학별 평생교육 운영모델 개발
 평생교육사 양성을 대학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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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사 및 지리 교육 기회 확대
비학위과정 이수학점 인정 확대
대학의 직업교육 기능 강화
고등교육과 일자리 연계
고등교육기관 활용 성인계속교육 요구 조사
지역대학과 지역 의제해결 조사 및 교육연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자격증 취득과정 실시 지원
4차 산업에 적합한 대학학제 개편
시민교육-인문-문화예술교육
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
고등교육과 연계된 새로운 평생교육정책 발굴 지원
대학 강의 개방
평생교육관련 자원 공유
교육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활성화
농어산촌지역 평생학습제공
지역평생교육사업과 지역단과대학사업 연계
지역사회 인증 연계 학점(학위) 과정 운영
시민교육 중심역할 수행
대학과 지역평생교육기관 연계 모델 개발
지자체운영 평생교육기관 관내 대학교수진 강의개설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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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의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대학의 지역별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및 공헌 방법 구안
개별 대학 연결형 Moocs 플랫폼 구축
상황적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대학과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성인계속교육기능 강화형 고등교육기관 모델 개발
계층별 연령별 학습수요 조사
야간대학, 주말대학, 여름대학 등 운영 지원
성인계속 고등교육요구 주제 조사
지자체의 평생학습 인정제도
성인학습자 편의성 및 평생학습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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