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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시대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평생교육의 역할 증대  

 

2020년 한민국은 고령화사회의 문제와 함께, 2025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경험은 언택트 생활 양식으

로 변화를 이끌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충돌과 갈수록 심해져가는 양극화 현상, 세  간 격차 등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이다. 

기존의 평생교육은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참여 격차를 낳았는데, 이로 인해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이 

아닌 일부 생활의 여유가 있는 노후세 를 위한 교육이란 인식까지 얻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강당 형식의 오프라인 수업 위주의 교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운영이 중단되었고, 준비안된 온라인 

수업은 한 해 동안 부분의 교육이 중단되는 타격을 주었다. 구민 인식조사 결과 낮은 평생교육 구민 참여

율은 교육 분야와 교육 상의 다양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주체간의 연계성이 낮아, 중복사업과 

경계분야에서의 사업공백도 생겨났다. 

마포구는 2019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 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구민들이 뒤쳐

지거나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 평생교육 시스템을 점검하

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평생교육 중장기 핵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양방향 소통네트워크 구축

지역 평생교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가 체계적

으로 구성되어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포구의 평생교육 시스템과 운영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

며, 주기적인 참가자의 수업평가로 시스템을 점검해왔다. 사업의 구성과 운영과정을 조율하는 협의체는 구청

과 평생교육 운영기관 등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들만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마포구의 평생교육은 교육지

원과의 평생교육팀이 전담 부서이나,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을 진행해 왔다. 사업 수행 

부서 중 어느 과에서도 교육 상자인 주민의 참여로 사업을 구성하거나 운영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

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주민들은 교육 상자로서 수동적인 참여 형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에 한 의견 제안 정도의 역할을 해왔다. 

마포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협의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구상, 홍보, 운영, 평가의 전 과정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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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의견이 비중있게 고려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만들어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구민의 욕구와 우리사

회의 시 적 요구가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

고, 주민의 흥미와 만족도를 향상 시킨다면, 기존의 평생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며, 평생교육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지역대학과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학교가 교육하지 않는 분야에 한 교육, 학교를 졸업한 이 후에 한 교육에 집중하며, 학과의 거리를 두

어왔던 평생교육은 학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마포구의 경우 학과

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매우 좋은 지리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마포구 소재의 서강 , 홍익 를 중심으

로 교육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우선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인근에 있는 연세 와 이화여 도 

우수한 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마포구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 학들과 마포구 관내 평생교육 제공 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

고, 공백을 막으며 지역 사정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모두에게 필요하면서 또 마포에만 특화

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의 장점은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 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뿐만아니라, 언택트 

시 의 온라인 교육은 지역 학 외에도 다양한 학들의 특성있는 교육을 구민에게 거리에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언택트 시대 맞춤형 온라인 학습 강화 방안 모색 필요

지자체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 가 열리면서 초인지·초연결 시 에 한 논의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에 한 시 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준비해야 하는 미래사회의 한 부분이며, 

스마트 교육 시스템 발전과 함께, 교육체제 개선의 핵심 영역이 되었다. 2020년 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경험은 언택트 문화에 한 급진적이고 과격한 진입을 강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국가의 

모든 교육기관들은 온라인 환경 마련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낳았고, 

학생들의 불만을 들어야 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 를 비하기 위해 평생교육은 학교 안 학습자와 학교 

밖 학습자 모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하나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이다. MOOC, K-MOOC 등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MOOC나 ZOOM 활용 화상수업 등과 같은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정상적인 면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기술중심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디지털 리터리시 해결을 위한 응방안 

마련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요약 iii

마포구의 평생교육은 부분 오프라인 위주 집단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 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온

라인 수업, 개인별 맞춤형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는 

‘송파쌤’ 시스템을 참고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제 평생교육은 교육의 소외집단을 위한 교육이거나 학교 밖 

교육으로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시 적 변화와 다양한 상황에 매우 적절하게 처하면서 교

육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따라 평생교육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설치 

마포구의 평생교육은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이 주무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나, 총 20개의 부서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

하고 있었다. 부서간에 평생교육 사업현황에 한 공유는 없었으며, 평생교육 사업을 계획·추진·검토 과정에 있어 통합

적인 관리는 없었다. 이러한 개별 사업 운영은 사업의 전체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 또는 공백

을 발생 시킨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의 핵심전략으로 주무부서가 사업의 총괄 관리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부

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전체 사업이 구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시 적 요구를 반영하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이를 개선

해 나가는 통합운영체계 설치를 제안한다.

신설 될 통합운영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지원팀에 한 역할에 한 고민이 필

요하다. 평생교육팀이 사업운영 부서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전체 사업을 관리감

독하고, 시스템 점검을 하는 관리자 역할로 나아갈 것인지에 한 고민이다. 한민국 1호 평생교육도시 광

명시는 1개 국 규모의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모든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며, 관리하고 있다. 평생교육팀 조

직의 규모를 배 이상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평생교육국 단위 운영이 어렵다면, 통합운영체계 운영을 위

한 전담역할을 평생교육팀에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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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마포구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에는 마포구민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주체임을 알고 배워 나가며, 마포구가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도록 행복

도시, 지식도시, 희망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평생학습도시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으며, “사회변화 속

에서 배움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라는 평생학습도시

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마포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의 이념을 바탕으로 

선언문에 담긴 평생학습도시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마포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 2007년부터 평생학습도시의 이념과 비전, 그리고 실행전략을 기

반으로 한 평생학습시책을 펼쳤다. 2020년 ~ 2022년 마포구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은 제1차 계획으

로 기존 전략과 방침을 반영하고,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의 평생학습 이념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

하면서도 3년 간 마포구의 변화상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들을 중심으로 제안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포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첫째, 마포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현재 마포구의 평생교육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과제

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마포구 관내소식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마포구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분석하였다. 마포구민의 평생교육 요구조사 분석은 마포구 

평생교육 사회조사 2019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포구 주민들이 현재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포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중장기에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셋째, 평생교

육(학습)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마포구 평생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앞서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마포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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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방향

(1)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평생교육 정책, 거버넌스, 활용자원에 대한 고찰 

우리사회는 고령화, 다문화, 4차 산업혁명, 전염병과 언택트 사회로의 과격한 진입 등 새로운 사회

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끊임없는 지식창출이 요구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함.”을 평생학습도시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마포구는 2019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후, 급격

하고 다양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도전 앞에 놓여있다. 마포구의 학습도시 건설에 대한 지속적 노력

을 점검하며, 지역사회 환경과 구민요구의 변화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의 평생교육 정책과제를 수립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문유석(2020)이 언급한 평생교육 정책거버넌스 구축방안을 토대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행 및 실행 체계를 파악하고, 마포구청장, 복지교육국장, 마포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평생교육협의회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제공받는 시민들을 포함하여 마포구 평생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포구에 위치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마포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하여 구민 참여 향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구민과 함께 만드는 평생교육 사업 필요

마포구는 구민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구민과 단체의 실행을 돕는 

간접적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0년 마포구 평생학습 종합추진 계획(안)의 운영방향에서도 

구민 중심의 평생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포구 평생학습센터가 전개하는 사업들을 점검하

는 한편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성, 지역사회는 물론 가정에까지 이르는 파급성, 전 생애에 걸친 

연속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사회조사에서 실시한 평생교육에 대한 구민 의식 및 의

견 조사를 통해 마포구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 변화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렴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학습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은 2020년 제4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고용-복지”라는 황금삼각

형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확실한 촉매제이자, 평생교육에서 제공하는 공정한, 교육기회, 양질의 교육서

비스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이라는 의의를 가

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발맞춰 마포구의 인구배경을 조사하고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 학습 양극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언을 통하여서 

마포구 학습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소외계층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자립 및 사회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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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성격 및 내용 

본 연구는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2조(평생교육진흥계획)에 의한 5개년의 평생교육 진흥계

획에 해당된다. 평생교육 진흥계획으로서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평생교육 발전계

획을 핵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20년-2022년 3개년의 중장기로 단기, 중기, 

장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공간의 범위는 마포구 전역의 16개 동을 바탕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국가 평생교육정책을 연계하는 방향을 수립할 것이다. 내용의 범위는 마포구 인구

통계, 지역현황 등 일반통계 정보를 활용하고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마포구 평생교육 종합추진 계

획(안), 마포구 예산서 등 성과분석을 한 정보를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세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포구 평생교육 현황 및 체제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마포구의 지리적 특성, 도시개발 특성, 

인적자원 현황 등 일반현황 분석하고 마포구의 평생교육 사업과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네트워크협의체 등 평생교육 추진체제에 대한 

분석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마포구민 평생교육 사회조사(의식 및 요구 조사)자료를 분석한다. 마포구민의 평생교육에 대

한 의식조사로 마포구의 현재와 미래 이미지, 거주지 만족도, 평생교육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마포구

민의 평생교육 참여 의식으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평생교육 참여 장애요소 등 의견을 드러내려

고 한다.

셋째,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 마포구에서 진행한 평생학습의 성과를 평가한다. 평생학습도

시 성과측정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2007년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 성과를 측정

하고 선언문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성과측정과 연계한 마포구의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

할 것이다.

넷째,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이념과 비전, 중점 사업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2007년 마포구 평생학

습도시 선언문에 담긴 핵심가치, 목표 등을 재발견하고, 선언 2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간

이 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념, 비전 등을 재정립한다. 현황 및 체제 분석, 사회조사, 성과평가 

등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종합하고, 위의 이념과 비전 등과 조화를 이루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사업 영역과 사업들을 도출할 것이다. 하여 본 연구를 통해 마포구가 제한된 자원으로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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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절차

마포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평생교육의 교수체제설계인 ADDIE 모형에 기반하여 연

구 절차를 구성하고자 한다. ADDIE 모형은 Analysis(분석), Design(설계), Development(개발), 

Implementation(실행), Evaluation(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분석에서는 환경분석 및 요구분

석을 조사하고 제4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중점으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을 토대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설계), 이에 기반하여 중장기 발전과제를 

개발 및 제시할 것이다. 또한,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연구보고서를 완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문헌분석에서 사용할 자료로는 제 4차 평생교육 기본계획,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소식지, 국내외 평

생학습도시 관련 사례 분석, 마포구 평생교육 종합추진 계획안, 마포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평생교육

관련 선행 연구 등이 있다. 통계자료는 2019년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인구주

택 총 조사보고서 등 기타 통계자료를 재분석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마포구에 

적용할 수 있을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서 전반적인 연구 내용 및 방향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마포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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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마포 지역사회 현황과 특성 분석

1 ∙마포구 일반현황

1) 인구 현황 및 분석

[그림 2] 마포구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마포구는 2020년 9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총 373,508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포구의 세대 당 

인구는 평균 2.09명으로 핵가족화가 굳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남녀 비율은 차이가 심하진 않지만, 

남자 인구수(176,011명)에 비해 여자 인구수(197,497명)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

용은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기준 통계

[그림 3]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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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인구수를 기준으로 마포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인구수 13번

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인구규모만을 보았을 때, 마포구가 서울 전체 자치구중 중간 값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마포구와 총 인구수가 가장 비슷한 자치구는 영등포구이다. 영등포구의 총 인구수는 

375,630명으로, 마포구에 비해 2,122명이 더 많은 정도이다. 

② 마포구 연령대별 인구현황

[그림 4] 마포구 연령대별 인구현황

위의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에는 30세-39세의 연령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마포구의 30세-39세 거주 인원은 64,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29세의 거주 인원이 62,144명으로 많았다.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마포구의 연령대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이점으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연령대가 모두 

남성의 비율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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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포구 평생교육 현황 분석

1) 평생교육 예산 현황

[그림 5] 마포구 평생교육 예산비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배당된 마포구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순 사업비는 338,000

(단위: 천원, 구비)이었으나, 2020년 마포구 평생교육 순 사업비는 365,000(단위: 천원, 구비) 와 센터 

이전비 45,000(단위: 천원, 구비), 그리고 시 사업 획득비로 110,000(단위: 천원, 시비)를 합쳐 예산은 

총 410,504(단위: 천원)이었다. 사실상 순 사업비(구비)는 전년에 비해 9%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

며, 2018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1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포구에서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은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총 9가지 사업에 투입된다. 이 

예산을 사용하는 세부적인 사업에는 평생교육 홍보 및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프로

그램 지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축제 홍보관 · 체험관 운영, 성인문

해교육 운영,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

영 활성화가 있다.

위의 [그림5]를 참고하면, 대부분의 평생교육 사업 예산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나, 모든 사업이 예산

증가 된 것은 아니다. 위의 사업 중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예산은 차례

대로 1,000(단위: 천원), 140(단위: 천원) 감소하였다. 더불어 마포구는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 등의 업무로 지출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동네 배움터 신설, 마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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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예술교육 운영에 해당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줄 세우기 식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예산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영역에 속하는 사업은  마포구의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

과, 일자리지원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부서들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 역시 통합적으로 평생교육 사업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 또한 포함되어서 분석되고 관리 될 필요가 있다.

2)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일자리 및 성장잠

재력 확충 등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며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 그리고 국민의 학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일자리 변화가 촉발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구구조적으로는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교육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 및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IT 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 형태의 변화 등의 교육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교육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

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워 다양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는 전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강화,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강화,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가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마포구는 현재까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관내 평생교육 기

관의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와 참여를 높이고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지원’, ‘평생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추진’,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동네배움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는 「평생교

육법」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진흥원 사업) 

제8호,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사업팀-128(2019.2.11.)호에 있다.

마포구의 2020 평생교육 관련 주요 공약사업에는 마포대학, 평생학습동아리 1,000개 육성, 평생학

습포털시스템 운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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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포구 연차별 운영계획

마포대학 사업은 차별화된 인문학 중심 “교양대학”과 시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혼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마포구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9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4개년) 운영되는 마포대학은 건강,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정규강좌와  직장

인을 위한 저녁강좌, 그리고 남북협력·인권 등과 관련된 시민강좌특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 상반기에 해당하는 마포대학 1기는, 마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2기는 ㈜한겨례교육에 위

탁하여 진행하였다. 앞으로 마포대학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운영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림 7]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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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아리 1,000개 육성사업은, 평생학습동아리를 발굴 및 육성하여 구민들의 자발적 학습공

동체를 형성하고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평생학습리더 양성 및 학습동아리 매니저 운영, 학

습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학습동아리 재능 나눔을 위한 발표회 장 신설이 있으며, 평생

학습동아리 1,000개를 육성하는 것에 현재까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8] 마포구교육포털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설문지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사업은, 평생교육 포털사이트 기능 고도화 및 리뉴얼을 통해 관내 평생학습 기

관·동아리 및 학습자간 정보공유 체제를 확립하고 학습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구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병행 추진되었으며, 현재 마포구의 평생학습포털시

스템은 구축된 상태이다. 해당 포털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1년에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평생학습 

홍보 및 사이트 사용법 교육 (마포구 SNS 활용, 리플렛 제작, 어르신 수강생 대상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사용

법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를 늘릴 계획에 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콘텐츠 공유 협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및 콘텐츠 공유 협의에 힘쓸 예정이다.  

그러나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은 사실상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00여 

개의 평생학습교실 강좌와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디지털·간행물실, 시각장애인실, 문헌정보실, 어린이실 등의 도서관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평생교육의 개념이 더욱 더 명확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의 전반적인 평생교육 수요와 

부서별 평생교육 제공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계획 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구민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술·문화·환경·시대적 변화를 고민하고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거쳐, 주민의 수요와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교육효과가 담보된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이 있어야 한다. 

특히 2014년 4월 23일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지원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련 업무협조에 힘쓰고 있다고 하나, 정작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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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마포구민은 학교라는 공간보다 학교 밖에 많을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100

여개의 평생학습 교실 강좌와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공간측면에서의 자원은 제공되고 있으나, 이것

이 학습자의 니즈가 반영되어 운영되는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인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마포평생학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버러닝’ 사이트에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이는 

‘용산구 평생교육’을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로그인 하면 수강신청이 되는 용산구 등의 

타 지자체 평생교육 수강신청 시스템에 비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구민에게는 그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평생교육이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마포구에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마포

대학을 손꼽고 있는데, 이러한 마포대학 운영 및 신청에 대한 내용도 해당 마포평생학습관 사이트를 

통해 쉽게 내용을 접하기 어렵다. 마포구의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많은 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동아리 1,000개 육성과 같은, ‘양으로 승부’를 거는 것과 같은 

공약이 아니라, 구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목소리 내고, 이를 통해 교육을 받고, 교육

으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통해 평생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과 마포구민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콘텐츠 선정, 그리

고 프로그램의 마무리 및 결과보고 등에 해당하는 ‘관리의 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포구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가 많은 것도 평생교육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마포구의 특성이다. 

2019 마포구 사회복지지표에 의하면, 마포구의 등록외국인비율은 서울시보다 0.08% 높다. 서울시 자

치구 중 마포구의 외국인 인구 비율에서는 중간순위에 위치하지만, 종로구와 중구보다 마포구가 외국

인인구수가 더 많다. 하지만 자치구 총 인구수와 외국인 인구를 비율로 고려하였을 때는, 종로구와 

중구가 마포구보다 외국인인구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마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은 

것에 대해,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다문화교육, 이주민 교육 등의 외국인들의 마포구 거주 적응과 사회

적인 통합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3) 평생교육 참여 실태

2019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마포구민의 전체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19.6%로, 지난 2017년의 감소(▼2.4%)와 동일한 비율로 감소(▼2.4%)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에서 성별로는 여성(21.8%)이 남성(17.1%)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형태별로 연립주택/기타(85.4%)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권역별로는 1권역(85.5%)에서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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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마포구의 등록 외국인 수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11번째로 높은 11,282명(2019 마포구사

회복지지표)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외국인 인구의 평생교육 참여율이나, 다문화 가정의 평생교

육 참여율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없었다. 또한 장애인 인구, 탈북민 정착 인구의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림 9] 성·연령별 평생교육 참여 경험_교육기관 형태를 바탕으로 

교육기관 형태별로는(중복응답 기준)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7.6%), ‘직장 내’(5.0%), ‘민간시설 및 사설기

관’(3.5%), ‘사이버 학습’(2.8%), ‘대학 평생교육원 및 학교’(2.7%) 등의 형태로 교육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로는 여성(8.2%)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면, 남성 (6.6%)에서 ‘직장 

내’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별로 60세 이상(10.6%)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응답이, 40대

(8.1%)에서 ‘직장 내’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 중졸(11.6%)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주택형태별에 따른 평생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응답으로 학력별 경우 중, 중졸의 경우 평생교육을 경험한 기관이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응답이 제일 

높았다.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이들은 평생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경로

가 공공에서의 평생교육이 유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또한, 권역별에 따른 평생교육 교육기

관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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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포구 평생교육 비참여 이유

마포구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2017년, 2019년 마포구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 중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몰라서’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시간과 관련한 이슈이기에 구청 

입장에서의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는 확인 된 바가 없다. 다만 평생교육이 근본적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바쁜 생활 속에서 일과를 쪼개서 배울 만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답변으로 분석해 볼 수 

도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할 부분은 단연 그 다음 이유로 보이는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서’이다. 이는 현재 마포구 평생교육 운영에 관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

다. 평생교육 참가자들을 그저 제공된 교육을 받는 수동적인 대상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를 하거나 사후 만족도 평가만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맥락을 통해 마포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 구민의 수요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해야할 것이다.  

[그림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_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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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_개인배경별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남성이 (61.7%) 여성(48.2%)보다 ‘일(업무)이 바빠서’에 대한 응답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일(업무)이 바빠서’, 60세 

이상(20.5%)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세부적

으로 살펴본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이유가 ‘일(업무)이 바빠서’ 인 응답의 경우, 40대 남성

(70.6%), 30대 남성(70.5%)과 10대 여성(66.6%)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

어서’는 10대 남성(22.9%),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몰라서’는 20대 여성(23.6%)

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61.1%)에서 ‘일(업무)이 바빠서’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택형

태별로는 연립주택/기타(62.2%)에서 ‘일(업무)이 바빠서’, 단독주택(20.3%)에서는 ‘관심 있는 프로그

램이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2권역

(61.4%)에서 ‘일(업무)이 바빠서’, 1권역(20.5%)에서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마포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18

3 ∙관내 교육 담당기관 간 협력 현황

1) 담당기관 간 협력 현황

(1) 현황

각 기관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상호 최소한의 연계와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조직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생교육 영역에 속하는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년

과, 교육지원과, 일자리지원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서들 간의 협력이 원활한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의 촉진은 그 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련 기관에서 평생교육관련 예산을 측정하고, 사업을 구성할 때, 다른 부서의 사업구성이나 예

산현황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정보 교환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중복 또는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12] 마포구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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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1차적으로 각 부서에 배정되는 일들의 성격이 다르고, 한 대상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달라, 협력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목할 만한 이유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당위적인 협력의 요청을 넘어 왜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한, 그 근본적인 비전이

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재고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네트워크 발전과 관련한 평생학습센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적 내용공급,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등 네트워크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3) 개선방향

각 부서의 일원으로 구성된 마포구 평생교육 협력사업 전담체계가 구성되어 관내 평생교육과 연관

되어 있는 대상을 업무로 하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마포구 내 대학 및 평생학습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마포구민에게 보다 나은 교육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모든 기관이 교육담당기관이라는 형식적인 공통점을 넘어 

실제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연결을 이끌어낼 기재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부서는 부서

의 역할에 맡는 분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되, 구청 전반적인 사업현황과 부서별 평생교육 

사업 및 평생교육 예산 운영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제와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구청내 전반적인 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평생교육 관리 시스템과 조직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하며, 이는 곧 현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

팀의 업무 조정 또는 새로운 상위 협의체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외부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서는 마포구 내에 모든 공공·민간 평생교육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해 구민들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관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감과 같은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공공의 자원과 기술부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가 필요하다. 유엔이 

새천년개발개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천명하였을 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민간의 기술과 자본으

로 사회를 개발하고 개혁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평생교육의 분야도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 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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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유도하여, 공적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구분없이 모든 평생교육 자원의 현황과 사업의 현황, 구민의 수요를 알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가 갖춰져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운영되며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초지자체가 보장하고, 민간이 이를 이용하고, 확대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발전방안의 모색

(1) 협력증진을 위한 접근

마포에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 각 기관의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요 담당기관들이 각기 다른 행정체계와 성격에 따라 운영

되고 있어 좀 더 유기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마포 전체 교육역

량의 성장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증진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 산하 전담기관인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의 전

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이 단순한 사업의 운영부서가 아닌 전반적인 전략을 검토하고, 상시

적으로 새로운 협력 대상 및 관계를 찾는 기획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포구는 교육지원과

의 평생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일자리지원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등에서 평생교육 사업들을 각각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송파구와 같이 평생교육팀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증원하거나, 광명시처럼 ‘국’ 단위의 평생

교육 운영부서를 운영하는 것은 마포구의 기존 부서운영과는 맞지 않으며, 이를 위해 조직 개편을 하

는 것보다, 현 체제에서 평생교육팀의 역할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에 속해 있는 2명의 평생

교육사는 사업의 운영보다, 평생교육의 전반적의 방향성과 전략을 검토하고, 마포구의 전반적인 평생

교육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고급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대외협력 업무를 전담할 역할을 할 부서가 필요하며, 평생교육팀의 주요 업무로 

추가되거나, 별도의 충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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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증진의 단계

협력증진을 위한 단계로는 첫째, 기관 간 협력사업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있다. 마포구에는 평

생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대학, 평생교육원 등)이 존재하고, 기관마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운영

되고 있지만 이를 함께 할 협력사업 전담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여전이 협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서 평생교육팀이 속해있는 교육지원과와 평생교육 수요 대상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일원들과 평생교육원, 마포구 내 주요 대학의 평생

교육 담당 인원들로 협력사업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공동의 비전(master frame)을 설정한다. 앞서 협력이 잘 되지 않는 원인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왜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 근본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

습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비전을 설립하

여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상호의존성과 신뢰축적의 매개가 될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각 단위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업을 

해결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각각이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업이나, 비슷한 

문제 상황에 도래했을 때, 힘을 모아 그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기관들의 절대적인 목표나 그들의 

공동 비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그에 따라서 상호의존성이 높아

지고 신뢰가 축적될 것이다. 

넷째,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는다면 협력체를 구축하더라도 지속되지 못하고 와해될 것이다. 그렇

기에 각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상호간의 관계

를 공식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또한 실무자들끼리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함으로써 서로 실무에 대한 협

력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민관학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마포구 소재 또는 교육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관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시스템에 새로운 자원

과 기술이 투입되도록 하여, 평생교육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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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평생교육(학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해외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평생교육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핀란드, 독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

석 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우선 지역적으로 아시아, 서유럽, 북유럽 지역의 각 1곳을 선택하였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심 아래 평생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인구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50%이상이므로, 평생교육 계에서 북유럽식 

평생교육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독일은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 전략으로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평생교육 관련 연구에 가장 많이 분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

정하였다. 

일본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평생교육 결과 인정체제의 측면에

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기에 선정하게 되었다.

1) 핀란드

핀란드는 1900년대 초반 경제 위기 이후에 ‘평생교육’을 모토로 하여 총체적인 교육 개혁을 시도하

였으며, 국가전략으로 평생교육을 채택하여 누구나 쉽게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인의 학습 

경력, 사회 활동, 학습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핀란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19세기, 덴마크의 

그룬트비히(Nikolas Grundtvig)의 인문교육이 전수되면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룬트비히의 인문주

의 성인교육의 이념에 따라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게 되었기 때

문에, 시민으로서의 ‘문명화(civilization)’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핀란드의 평생교육에서는 여전

히 인문주의 성인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발전과 사회통합 및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의 『Strategy 2015』(2015년까지 교육 종합 계획)의 주요 내용은 ‘노르딕 복지국가로서 핀란

드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과 훈련, 문화, 그리고 과학을 핀란드 경제와 현대적 문명화, 시민의 

복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Strategy 2015』의 6가지 핵심전략은 첫째, 교육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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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평등의 보장, 둘째, 지적 성장과 학습의 촉진, 셋째, 참여 기회의 증진, 넷째, 교육, 문화, 경제 

분야의 경쟁력 지원,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핀란드의 영향력 다각화, 여섯째, 교육부의 성과 향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핀란드 평생교육의 추진체제를 살펴본 결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주도로 핀란드의 평

생교육 관련 발전계획과 정책이 수립된다. 교육부는 교육, 연구(과학), 문화, 스포츠, 청소년 업무 등 

전반적 평생교육 영역을 관장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국(Department for Education Policy), 고등교

육과 과학정책국 (Department for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Policy), 성인교육 훈련부

(Division for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문화, 체육, 청소년정책국(Department for 

Cultural, Sport and Youth Policy), 행정국(Administration Depart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평생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은 성인교육훈련부에서 관장하고 있었다.

핀란드 정부는 매 4년마다 “교육(과 대학․연구) 발전 계획(the development plan for education)”

을 수립한다. 1999-2004년 계획에서는 평생교육이 핀란드 교육개발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천명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에 있는 젊은이들의 기초 

교육, (2) 중년의 기초교육 수준, (3) 모든 연령의 학습 능력, (4) 노년층의 가능한 학습 기회, (5) 교육기

관 외 에서 습득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형식적 인증, (6) 교육 정보와 상담, (7) 교육기관 자금지원 기준, 

(8) 가르치는 기술의 앙양 등이다. 

2004년 1월 기본교육의 교육과정 개정을 한 후, 2006년부터 실시해온 현 교육과정을 전폭적으로 바

꾸는 작업이 최근 몇 년 간 핀란드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2012년 8월 28일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FNBE)가 취학전 교육(preschool), 초중등교육

(comprehensive school, 초등 및 중등), 추가 교육(성인교육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안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결정하면서 개편 배경으로 

지금까지 해온 여느 개정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핀란드가 택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MINEDU, 2015). 

첫째, 개편 국가핵심교육과정의 특징이다. 개편 계획에서 밝힌 바대로 2가지로 나타났는데, 학습의 

기쁨과 학생의 능동적 역할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제까지의 핀란드식 평등주의와 아동중심교육 원리

를 계속 고수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개편결과의 핵심으로 발표한 2가지 특징에서 읽히고 있다. 

둘째, 개편 국가핵심교육과정은 긍정적 정서경험, 협력학습과 상호작용 그리고 창조적 활동이 학습

을 증진시킨다는 학습개념을 기반으로 하였다(MINEDU, 2015). 핀란드는 향후 교육관련 계획들을 수

립하면서 주요 목적을 (1) 모든 연령층에 걸쳐 직업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2) 성인들이 

최신의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둔다. 특히 교육과 연구를 복지의 근간이라고 보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사교육, 이민자 교육 등의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

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포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26

[그림 13] 핀란드 직업학교 휘리아의 우덴만카투((Uudenmaankatu) 캠퍼스 직업교육 현장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교육시기부터 직업세

계에 들어간 후까지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개인은 필요에 따

라서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핀란드 진로교육의 특징이다. 

반대로 한국의 교육제도는 정규교육에서 이탈하거나 직업세계에 진출한 순간부터는 교육으로의 복

귀나 접근이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마포구에서는 마포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이나 기능을 상시로 습득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형식적 틀에 얽매인 진로교육 보다는 생애 주기별로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의 진로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란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인 나이를 근거로 단계를 나누고 모든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성장과 발달 노화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초 고

령화 사회 진입을 앞 둔 대한민국은 노년기 단계를 더욱 분화시켜서 준비해야 한다. 4차산업으로 인해 

노동의 형태와 직업의 형태 변화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단순한 생물학적 연령이 기준

이 아닌 사회계층 또는 노동직군, 가정의 형태 등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체계가 만들

어져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별 교육의 핵심은 전 생애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 기

준이 아닌 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기, 새로운 구분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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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독일은 현재 연방 16개 주(州)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연계 시민대학, 성인평생교육 정책수립
을 위한 연구 지원, 학습지역사업, 정치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평생교육 개념은 정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시민의 일반교양과정, 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한 성인이 학교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 직업분야의 평생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7년에는 「독일연방교육장려

법」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재정독립 및 직업생활을 지원하였는데, 이것 또한 평생교육의 정책 중 하나

였다.

독일의 주요 평생교육 추진기관은 시민대학(Volkshochschule)으로 일반교육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

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공공 교육기관이자 지역평생교육의 중심이 된다. 취미생활과 교양, 직무수행 

관련 기술‧지식 습득, 실직자 기술습득, 학력이수강좌 등 초등수준부터 일반 정규대학 수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민대학은 뮌헨시민대학(Münchner Volkshochschule)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 CLC)를 통해서도 평생교육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학습센터는 유네스코에서 학교교육 밖에서 지역민에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통

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림 14] 뮌헨 시민대학 이미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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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요 평생교육 사업이었던 학습도시사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했던 가장 큰 규모

의 평생교육 사업이었으며,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학습문화 창조,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방법의 실험, 평생교육 요구와 동기유발 강화, 평생교육의 교육 여건 개선 등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

로는 성인계속교육 네트워크 구축, 조직개발, 자기주도학습의 강화, 직업계속교육, 강사 양성교육 등이 

포함되었고 학습도시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학습도시프로젝트 7대 핵심과제

· 지속적으로 유지·운영되는 지역 네트워크, 체제, 조직 개발 
·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 교육상담 제공
· 교육마케팅
· 학습 전환단계 관리
· 새로운 학습세계 구축
· 중소 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점목표 세부사항

교육상담 및 교육과정지도
· 교육관련 모든 기관을 연계해 해당 기관의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참여가 용이한 개별화된 교육상담 제공
· 참여자 상황에 맞춘 현지 프로그램, 교육 에이전트 모델 제공

현 화된 인프라를 갖춘 
학습센터 마련

· 참여자의 자기주도학습 지원
· 최신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학습도구를 구비하고 학습상담 제공

개인·교육 전환과정의 
연계화된 관리

· 학습자를 중심에 놓은 관리형태를 지향하여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단계로 이동하는 
교육전환과정에서 학습자의 개별 이력에 따른 개인화된 관리 제공

· 네트워크내에서 교육과 상담 지원

중소 기업과의 협력
·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기업 내 생애학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경쟁능력 강화 지원

지방정부와의 협력
· 교육 및 노동시장 연관 중요분야 지원
· 네트워크 및 지역에 맞춰진 교육-학습서비스를 통해 지역 관리 및 개발을 위한 혁신적 

자극 제공

<표 1> 학습도시프로젝트 7대 핵심과제 및 세부 중점 사항 

출처: 박인주(2009), 독일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례

학습도시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독일에는 76개의 학습지역 네트워크가 산재해있으며, 이들 중 상당

수는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단이나 사단법인 또는 공익유한회사의 형태로 전

환해 운영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평생교육기관, 직업 관련 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네트

워크에 연계되었으며, 지역에 존재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전체 협력기관 간에 목적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게 하였고, 이는 새로운 학습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의 평생교육과 직업재교육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독일 정부(연방교육연구부)의 정책과 제

도의 강력한 지원으로 가능한 것이다(김춘식, 2017). 특히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휴가청구권(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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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Bildungsurlaub), 직업 계속교육을 통한 고학력자 실업구제프로그램(Akademikerinnen und 

Akademiker qualifizieren sich für den Arbeitsmarkt, AQUA), 교육상여금 지원 제도 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직업 계속교육을 통한 실업자구제 프로그램(AQUA)은 지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와 

오토-베네케-장학재단(Otto-Benecke-Stiftung e.V.)에 의해 공동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직업 계속교육을 통해 국내 고학력실업자와 이주 고학력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실업자가 대상자이며, 노동경력과 무관하게 대학에서 13개월 계속교육을 이

수한 후 취업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기간 동안에 피교육자들은 실업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독일은 시민대학과 같은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을 잘 마련하고 있으며, 대학을 포함해 

일반 교육에서도 평생교육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하고 있다. 이를 마포구에 적용해 본다면 마포구 내에

는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서 평생교육

을 위한 공간확보 및 대학 내 인력을 활용하면 마포구민의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인력 또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일본의 평생교육은 오랜 사회교육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교육 확장과 학교교육 재편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평생교육체제로 확대되어 발전하였다. 일본의 평생교육은 1990년대 이후 평생교육의 주체를 

시민·민간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2006년 「교육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교육진흥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생교육에서 국가정책들을 다수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교육기본법」과 더불어 

2008년에 「사회교육법」이 개정된 이후,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일본의 평생교육은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학습기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일본 평생교육 주요 추진체제는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정책국과 공민관이 있다. 생애학습정책국은 

평생교육의 추진을 위한 보급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기회의 정비와 학습결과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시정촌)를 중심으로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 지

역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공민관은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사회교육시설을 의미하며, 학교

와 대등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주민의 수요에 따라 강좌를 기획하여 운영한다. 일본의 지자체 또

한, 지역 주민의 학습 활성화를 통하여 지자체 행정에 관심을 끌게 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정

체성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증진과 지역 활성화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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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훗카이도의 ‘도민 컬리지(훗카이도 생애학습 추진네트워크 사업)’는 산관학이 연계하여 도내

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체계화함으로써, 도민이 스스로의 의지로 배워서, 자립한 훗카

이도 창조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훗카이도학은 ①훗카이도의 종합시책에 

관한 학습, ②훗카이도의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학습, ③훗카이도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학습, ④훗카

이도 산업에 관련되는 학습, ⑤훗카이도 생활에 관련되는 학습, ⑥훗카이도 예술·스포츠에 관련된 학

습, ⑦훗카이도 지역 만들기 방법과 관련되는 학습의 7가지 학습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

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기관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사업을 활용하고 도민과 평생

교육 활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을 띤다. 훗카이도 도민칼리지의 운영체제는 

다음 [그림 14]와 같다.

[그림 15] 훗카이도 도민칼리지 운영체제 

자료 : 최돈민(2007).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수준설정 방안”. 교육계좌제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한국교육개발원.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서, 마포구 또한 산관학 연계를 통한 마포구민의 학습 증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마포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마포구평생교육협의체가 존재하지만, 현재 존재

하는 협의체는 마포구청장,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의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평생교육을 제공받는 마포구민들과의 네트워크가 구

축되어야만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이로써 학습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

환이 이뤄질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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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분석

1) 송파구

송파구 평생학습원은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송파”라는 비전과, “배움·사람·미래”의 

핵심가치,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열린 배움이 있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하는 

미션과 평생교육 참여자 증가율·학습동아리 증가수를 확인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 성과지표를 개발하

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그림 16] 송파구 평생학습원 전략방향

출처: 송파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송파구는 ‘배움이 가득한 송파평생배움터 조성’, ‘사람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미

래가치를 창출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육성’의 3가지 전략방향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는 이러한 비전과 가치, 미션에 대한 추진 속 자체 교육지원체계 ‘송파쌤’의 우수성을 인정받

아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독일 함부르크)의 최종 승인

을 거쳐 2020년 9월 23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NLC,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회원도시로 선정되었다. 64개국 230개 도시로 구성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

시 네트워크’는 평생학습 장려, 경제와 문화번영,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 정보교환 플랫폼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교육공백에 대해서 자체 교육 지원체계인 ‘송파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에 맞춘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송파구는 ‘송파쌤’을 통한 생애주기별 학습기회 제공, 개인과 학습공동체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선순환 평생학습 플랫폼 조성, 컴퓨팅적 사고와 통합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센터· 

368명의 지역의 송파쌤 대표 인재를 연결해 주는 인물도서관· 언택트 시대 기초학습능력 격차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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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학습코칭 교육포털 자기주도학습관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코딩-VR-드론 등 첨단기술교육 지원을 통해 창의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송파구의 활약을 보았을 때, 마포구는 이러한 송파구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평생교육 시

스템에서의 변화’를 본받아야 한다. 현재의 마포구는 오프라인 혹은 집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

는 체제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이나 집단 교육만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그리

고 혼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맞는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이 

기존의 집단교육에서 개인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발생했으며, 이를 빠르게 반영한 

송파구의 ‘시대 변화에 발맞춘 평생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주목 할 만하다. 마포구의 주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마포대학은 인문교양 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높은 강사수준과 프로그램의 질로 구민

과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마포 대학은 집단교육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강의 체제를 도

입하였다. 개인별 맞춤 수업,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과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 제공 측면은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2) 용산구

용산구 평생학습의 비전은 “역사와 미래 구민과 세계를 이어주는 세계의 중심 순환 평생 학습스테이

션, 용산구” 로 지역과 구민이 상생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민과 세계인이 소통하는 평생학습 문화

를 조성하며, 나눔, 소통, 상생의 평생학습 보급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이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용산구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산업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다. 용산구는 2018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에 선정되었으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 평

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용산구의 주요 평생교육 사업으로는 동네배움터 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및 대관, 서로서로 학교 운

영 등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문교양 프로그램(동네배움터, 세대맞춤형프로그램 등)’, ‘건강

문화 프로그램(용산형 숲힐링과정, 용산발효교실)’, ‘시민참여 프로그램(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

성과정 등)’, ‘인적자원 연계교육’,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역사 북아트지도사 자격과정 등)’, ‘대학연

계 프로그램’, ‘성인문해 프로그램’의 7가지를 프로그램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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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용산구 평생학습관 비전·목표·주요사업

용산구는 운영협의체 및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실무자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정적으로 평생교

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구민 홍보단 ‘평생온’ 운영으로 구민 평생학습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에 힘쓰고 있고, 상호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평생교육예산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비교적으로 제약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도 예산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

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구민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용산서당 및 

꿈나무서실 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평생·직업교육예산(A) 216,983 255,013 365,119

지자체 총예산(B) 385,376,175 446,809,605 510,358,069

비율(A/B) 0.056 0.057 0.072

<표 2> 용산구 평생교육 예산추이 
(단위: 천원, %)

출처: 용산구청 홈페이지, 사업예산서.

용산구와 마포구는 평생교육협의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점검하는 등 유사한 체제와 운

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는 구민 홍보단을 운영하며 양방향 소통 협의체제를 구축하였고, 

마포구는 협의회의 대부분이 관내 평생교육기관 관련자 및 마포구 정책결정권자들로만 구성되는 차이

를 가지고 있다. 용산구의 사례를 통하여서 마포구 또한 운영협의체 및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실

무자 협의회 개최 및 평생교육의 제공자 이외에 교육서비스의 사용자를 협력, 협의의 대상으로 초대하

여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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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명시

광명시는 1999년 3월 9일 국내 최초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이다. 

낙후된 중소도시의 지역발전 차원에서 평생학습 실현의 중심기관으로 평생학습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

민의 능동적인 변화를 촉진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모범사례로 매번 평가되

고 있다. 1999년 설립 이후, 일정 주기 별로 시기를 선정하여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움틈(1999~2001), 세움(2002~2004), 자람(2005~2007), 정착(2008~2010), 전환(2011~2014), 진

화(2015~2019)의 시기를 거쳐 운영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나누다’ 라는 교육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평생학습, 혁신교

육, 교육복지, 마을학습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광명시는 ‘작은 도서관 중심의 마을학습공동체 구현’, ‘소외계층 없는 평생학습 도시 실현’, ‘평생학

습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전략과제와 함께 아래와 같은 혁신과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18] 광명시 평생교육 혁신과제 

더불어 광명시는 지난 2020년 04월 29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다. 2020

년 기준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선7기 핵심 공약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이야기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에 앞서 2018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 직영 ‘장애인평생학

습센터’를 신설했으며,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민 토론회를 열었

다. 2020년 11월에는 방문조사, 장애인 총 사업 현황 분석,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장애인과 가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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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위원 15명으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꾸려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다. 2020년 광명시의 평생학습도시 선언 20주년을 기념해 3개월 동안 장애분야 토론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정한 6개 영역 정책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광명시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등장 이념에서부터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평생교육 영역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외국인인구수로는 11번째 순위를 차지하며, 외국인인구비율로는 12번째 순위

를 차지한다(2019 마포구 사회복지지표). 또한 현재 마포구 소재 미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가 각 1개

씩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과 그에 기반한 교육인프라는 바로 마포구의 특성이자 특화해

야할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명시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크게 다문화 요리교실과 다문화 언어교실로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참여

자들은 한국의 요리와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결혼이민자 본인의 국가에 

대한 강사가 되기도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참여 가능한 국가별 프로그램에는 한국, 베트남, 몽골, 

일본, 필리핀, 중국이 있었다.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은 마포구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을 혹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그들의 적응이나 사회적 통합에 대해 관심

을 갖고 관련 평생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림 19] 마포구와 서울시 전체 외국인 인구 대비 출신국적별 외국인 수 

마포구의 등록외국인 인구는 중국인, 중국교포 그리고 미국인으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수가 많

은 다른 자치구들과는 구성 비율에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비해 마포구는 중국 출신의 

외국인이 9.1% 많으며, 중국(한국계) 출신의 외국인은 31.9% 적다고 한다. 이러한 마포구의 외국인 

구성 비율을 보았을 때, 타 자치구보다 마포구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특색을 살

리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과 관련된 평생교육의 진흥은, 외국인 스스로에게만 교육

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거주 한국인 구민이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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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게 된다면,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명시 평생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평생교육 관련 조직으로 ‘국’단위 규모 약 150명의 공무원이 근

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팀단위로 10명이 되지 않는 인원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을 담당하는 것이 비교되는 부분이다. 자치구마다 조직 구성의 형태와 인력의 배분은 자치구의 특성과 

비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을 국 단위 규모의 조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

과 인력을 사용하는 자치행정에서 정답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광명시는 평생교육이 구정전반

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특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직 구성에 반영한 

것이 강점이다. 마포구와 광명시의 인구 및 예산의 차이, 행정 인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평생교육팀의 

대대적인 확대를 정답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광명시가 평생교육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마포구의 상황에 맡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

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어떤 조직이 어떤 규모로 운영해야 가장 효율적일

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림 20] 광명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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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포구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1 ∙마포구 평생교육 비전 및 운영방향

1) 이념과 비전

마포구 평생교육의 비전은 평생학습센터 / 주민자치회관 / 문화원 / 복지관 아트센터 / 도서관 / 

여성발전센터 / 초·중·고등학생 / 대학교 / 각종 평생교육기관·시설 들을 기반으로 하여 구민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고, 학습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삶의 질 향상, 학습하는 주민, 지역공동체 형성을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마포구 평생교육

의 방향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구민을 육성하며,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

한 이념과 비전을 가짐으로써 학습으로 실현하는 교육도시이자,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평생

학습도시인 마포를 만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비전이다. 마포구의 이념 및 비전은 2015년 조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 비전과 이념에서 확대시켜야 하는 부분은 

확대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이념과 비전을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념과 

비전을 재설정 하지 않더라도 시대에 맞추어 각 이념에서 어떤 부분을 확대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민중심의 평생교육은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부분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자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공존을 지향하는 시민참여 교육도 다문화가정의 비율의 증가와 노인의 

비율의 증가를 생각하면,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제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서, 나아가는 

2025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1] 평생학습도시 마포 이념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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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방향

(1) 평생교육으로 지역사회 성장

현재 마포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개인의 요구나 성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뚜렷한 지역사

회로의 연계는 확인할 수 없다. 일본 훗카이도 ‘도민 컬리지(훗카이도 생애학습 추진네트워크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산관학이 연계하여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체계화하며, 지역 주

민이 지역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인재로 양성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서, 마포구 또한 지

역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성장과 함께 지역이 성장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누

구에게나 열려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공존을 지향하는 시민참여 교육

마포구는 현재 구민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배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마포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포구의 주민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자, 외국인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현 상황을 반영하여, 마포구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공존을 지향하는 시민참여 교육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3) 구민중심의 평생교육

생활 속 학습문화로 주민의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모임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마포구는 마포대학 및 

동아리 육성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마포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그들의 수요에 맞

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관간의 연계가 원활하여 구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각 부서가 각 부서의 담당 대상에 대해서만 업무

를 진행하며, 부서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여, 마포구는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육부서·기관들이 벽을 허물고, 공동의 교육목표

를 실천하는 “기관 간 협력사업 전담체계”를 구성하여, 조직화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평생

교육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관·학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전 생애 학습을 증진시키

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다양한 교육과 인적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평

생교육 통합플랫폼을 운영함으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 및 강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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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운영현황 및 기대 효과

1) 마포평생학습도시 성과측정

평생학습도시 성과측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 마포구의 좌표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2007년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 마포구는 교육기관 및 구민단체, 그리고 구민

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전개했다. 선도적 학습도시의 위상을 확보해왔지만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마포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성과측정은 주관적 인식론에서 벗어나 마포구가 평생학습도시의 본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선도적 위상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학습도시시스템의 하위요인들에 모순이나 결함

이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업이며, 이러한 과

업은 또한 마포구의 책무성으로 예산과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없애는 것이다. 이는 곧 평생교육을 

모든 마포구민들에게 고르게 나누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마포구의 평생학습도

시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2)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의 내용 분석

제1문단은 마포구민과 마포구(선언문에선 “우리는”으로 제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 목표와 

사명을 담고 있으며, 목표는 “배움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

해”로, 사명은 “끊임없는 지식창출이 요구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의 길을 함께 가고자한다.”

로 제시되어 있다.

제2문단은 평생학습도시의 첫 번째 핵심가치로서 마포구민의 평생학습 실현을 담고 있으며, 이는 

① “스스로가 평생학습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② “더불어 나누는 학습공동체 안에서”, 등 실현 영역과 

③ “평생학습을 즐기고 사랑함으로써 배움의 기쁨으로 풍요롭게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실현.”과 같은 

평생학습구민의 덕목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3문단은 평생학습도시의 두 번째 핵심가치로서 마포구의 평생학습 실현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구

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배움의 길을 제공하는”의 학습도시상과 ①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② 

“다양한 평생학습 네트워킹을 통해”, ③ “도시 전체를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평생학습의 

터전”의 실현 영역으로 제시되어 마포구의 평생학습 철학과 역할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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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4문단은 평생학습도시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규범과 실천 방향을 제

시하고 있는데 “일생동안 배움의 길을 가까이” 해야 하며, “늘 배움이 가득한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3) 선언문과 성과측정지표의 연계

선언문의 제1문단은 평생학습도시 마포의 목표와 사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성과측정지표의 제1영

역인 ‘구민역량 증진과 사회적 통합 촉진’과 제6영역인 ‘학습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 UNESCO

는 학습도시가 도시의 모든 영역들이 가진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구민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목적이 개인의 역량 증진과 사회적 통합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선언문의 제2문단은 평생학습도시 마포의 핵심가치로서 구민평생학습을 제시한 것으로 성과측정지

표의 제5영역인 ‘가정과 지역사회 학습 재활성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선언문에서 “우리 모두가 평생

학습의 주체임을 알고 배워 나간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학습이 일어나는 

구민 삶의 핵심영역에서 학습자원이 제공되고, 학습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언문의 제3문단은 평생학습도시 마포의 핵심가치로서 도시의 번영과 발전을 제시한 것으로 성과

측정지표의 제2영역인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번영 증진’ 및 제3영역인 ‘지속가능발전 촉진’과 관련되

어 있다. UNESCO는 평생학습도시가 구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경제 및 문화적 

번영과 지속가능발전 촉진이 선순환 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제시하고 있다.

선언문의 제4문단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하는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제시하고 있어 성과측정지표의 제4영역인 ‘교육시스템 내의 포용적 학습’과 매칭되며, “평생

토록 배워 나가자”고 하는 제7영경의 ‘전 생애 학습문화 촉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UNESCO

는 학습도시가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과 모든 이를 위한 교육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도달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 과정임을 제시하였다.

4)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

앞서 언급한 선언문의 제1문단에 담고 있는 목표 구현을 위해 마포구는 구민역량 증진과 사회적 

통합의 노력을 경주하여 투표참여율, 자원봉사자 참여, 정치 분야 성 평등, 범죄수준 등의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목표 구현을 위한 사명으로 교육과 학습의 패러다임 전환, 인터넷을 통한 학

습 참여, 잘 훈련된 교사의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꾸준한 향상을 이루었다. 이 영역의 측정 

가능한 항목들(마포구 평생학습도시의 성과측정지표)에서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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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가 제시한 ‘함께 살기위한 학습’(학습의 질 향상 영역으로 정기적으로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

들과 교류하는 것)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에 비해,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통합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인문해지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성인 문해율 등 성과지표 관리가 부재하고, 학습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부단한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2]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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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의 제2문단에 담고 있는 구민평생학습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마포구는 지역사회 기반의 

학습시설을 확충하였고 지역사회 학습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습공간을 거점화하고, 지역특성의 프로

그램과 공동체를 활성화한 반면 가족 내 학습지원 정책은 미흡하였다.

마포구가 모든 구민의 평생학습이라는 평생학습도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포

구민에게 어떻게 학습을 재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에 담겨 있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배움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선언문의 제4문단에 담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 마포구의 역할과 책무성은 “일생동안 배움의 길을 

가까이 하여”, “늘 배움이 가득한 행복한 도시”는 전 생애 학습으로 평가되었다.

교육시스템 내의 포용적 학습에서 초등이전 교육 취학률은 향상되었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발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까지 기회가 확대되는 평균 학교교육 연한 지표, 평생학습 

참여율을 측정되는 성인학습 및 교육 참여 지표 기간별로 평가 가능한 데이터가 한정적이지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보된 데이터(25세 이상 대학 재학 이상 비율 59.8%, 평생학습 참여율 22.0%, 

등) 자체만으로도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언문의 제4문단에 담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의 의지와 다짐은 정치적 측면, 자원동원과 활용 

측면 등으로 평가되었다. 마포구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2007년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였고,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은 만큼 리더십이 뛰어났으며 시간이 경과되면서 더 높은 정치적 의

지와 헌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를 공공정책과 전략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과 수준 행정업무에서 

팀 단위의 행정조직으로 격화된 것은 리더십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리더십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체된 것을 과감하게 혁신하며, 공무원은 물론 구민들과 부단하게 소통하

며 그 의지를 확산적으로 전개하는 것인 만큼 평생학습도시 마포의 평생학습 리더십은 더욱 강화되어

야 한다.

마포구는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민,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를 조사 및 분석할 뿐 아니라, 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평생교

육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

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실시하였다. 여기서 하나 아쉬운 점은, 그래서 이러한 요

구분석과 만족도, 그리고 모니터링에서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각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성과평가방

법 외에도, 평생학습 사업 및 프로그램의 학습결과 내용 정리, 그리고 학습결과 우수 활용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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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구민의 문해능력 보유를 위한 문해교육정책 전개

모든 구민이 읽고, 쓰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점검하여 비문해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해율에 한 정기적 조사 작업과 함께 사회변화에 발맞춘 정보문해, 문화문해 등의 

신문해교육을 전개해야 함

2.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의 참여 촉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구민의 심동적 발달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와 관련된 교수법을 

적용하고, 평생학습이 스포츠 활동의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함  

3. 환경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참여형태의 환경교육 보급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문제를 구민들이 인식하고, 공동체의식을 발휘하여 스스로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을 기획하고, 보급해야 함

4. 대학교육까지 학습의 기회가 확장되도록 가능한 지원환경 조성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갈망하는 구민들에게 학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5. 소외계층과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을 확산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더욱 확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서로 공유하며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살기 위한 학습 문화를 

촉진해야 함

6. 가족 내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및 실행

지역사회의 교육이 구민 삶의 기본인 가족에게까지 파급되고,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선언의 핵심가치인 

가족교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

및 시상을 통해 학습결과를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에 대한 예시로, 마포구 평생학습 소식지 「마포늘배움터」를 발간하였고, 다양한 성과공유회 및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이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과 가까이에 있고 이를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포

구 내부적으로는 마포구의 비전체계 달성을 위한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시스템 실적 모니터링, 

종합평가를 추진하여 성과관리 종합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이는 마포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진행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주며, 앞으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

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5) 마포구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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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정, 검정, 인증 등 평생학습의 결과를 보장하고, 보상하는 사업 확대

학력인정, 자격검정, 기업 또는 기관의 인증 등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의 성취와 성과, 학습결과의 활용성을 

촉진하고 학습자가 강사나 다양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8. 평생학습을 마포구의 핵심시책으로 삼고, 평생학습도시 선언 정신을 계승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선언 정신을 잊지 않고,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있는 구민과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마포구가 되도록 본래의 핵심가치와 목표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함 

9. 학습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보다 높은 정보 접근성 실현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구민들의 평생학습에 한 인식이 높지 않고,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구민의 평생학습정보에 한 충족도가 낮다는 점을 각인하고 더 나은 환경과 

더 높은 정보 접근성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

10.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체계 구축

평생교육정책에 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평가체계를 구성하여 연간 단위의 조사, 분석, 

평가 등을 수행하고, 상시적인 구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환류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위의 내용은 마포구의 평생학습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이다. 그런데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이라기엔 다소 의문점이 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현황분석과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 

보완할 부분, 잘한 부분을 도출해 내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자료에 

해당하는 담당 부서의 피드백에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평생학습

도시 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마포구 단위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인이 마포구의 평생학습도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성과를 수치로 정확히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포구가 평생학습도시로의 정

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마포구만의 특성을 분석하여 평생교육 분야에서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특색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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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포구 평생교육 추진과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1) 마포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포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마포구민의 요구도를 보기위하여 2019년 마

포구 사회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민이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1순

위 기준)은 ‘취미/여가/건강 관련 교육’(1순위 17.0%, 종합 34.8%)이 가장 높고, 이어서 ‘직업능력 

향상교육’(1순위 16.9%, 종합 25.1%), ‘실용 교육’(1순위 12.9%, 종합 25.8%)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도 사회조사와 대비하여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보기가 추가되었으며, 교육과정이 

개선되었기에 전문적인 추이 분석은 어려웠다.

<표 3>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_연도별 비교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을 질문한 자세한 결과로는 성별에서 여성(18.7%)은 

‘취미/여가/건강 관련 교육’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 남성(14.6%)은 ‘실용교육’에 대한 응답이 상대

적으로 높은 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력별로 고졸(21.4%)에서 ‘직업능력교육’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

택형태별, 권역별로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는, 마포구민이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1순위 기준)은 ‘취미/여가/건강 관련교육’(1순위 

17.0%, 종합 34.8%)이 꼽혔으며, ‘직업능력교육’(1순위 16.9%, 종합25.1%), ‘실용교육’(1순위 

12.9%, 종합 25.8%)이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1순위 12.6%, 종합 23.0%), ‘인문

교양교육’(1순위 7.1%, 종합 1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 추가된 ‘받고 싶은 프로

그램이 없다’는 보기에 대한 응답은 전체에서 20.3%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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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연령별 평생교육 희망 프로그램

마포구의 운영방향 중 한가지인 구민중심의 평생교육을 이룩하기 위하여, 좀 더 마포구민의 요구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마포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

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지속적이면서도 세심하게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쌍방향적

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구민이 원하고 실제로 많은 마포구민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구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촉진함으로써 구민들이 나서서 평생교육을 지

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구민들의 단순한 재미에 치중된 

요구에 머무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분석한 미래사회의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

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하여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의 구성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구민의 요구 수용은 프로그램의 단순화, 평생교욕의 교육효과, 

사회문제 해결 역할,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민의 요구는 구민의 즐거움과 필요에 근거한 1차적인 요구와 구민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2차

적인 의미로 동시에 해석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요구의 적정한 선을 찾기 위한 각종 협의

체와 소통 네트워크,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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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포구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네트워크 

지역 평생교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용산구의 사례를 보면 구민 홍보단을 운

영하며 양방향 소통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는 협의회의 대부분이 관내 평생교육기

관 관련자 및 마포구 정책결정권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마포구가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이유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홍보가 잘 이루

어지지 못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포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가 실시되어 교육 수요자 요구 기반 프로

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도, 시, 구 단위로 세분화된 평생교육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평생교

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평생교육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경우에는 시와 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부족하

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차별적인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네트워크를 체계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마포구가 주관하여 평생교육 운영협의체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생교육의 제공자 이외에 교육서비스의 사용자를 협력, 협의의 대상으로 초대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마포구 내 대학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교육 외 교육으로 시작했던 평생교육은 이제 학교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청소년,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학교 졸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 중고등학교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내실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에는 대학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매우 좋은 지리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

다. 마포구 소재의 서강대, 홍익대를 중심으로 교육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로서는 대학의 공간 및 인력풀을 마포구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마포구는 대학생 활동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대학과 마포구간 유기적인 연계시

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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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점교

류 등을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서 시행한 마포대학이나 영어기초교육과 같은 평생교육사업

은 대학과 연계함으로써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

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 참여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연계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 

대학은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포

구 지역 평생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마포구는 대학생들이 실습과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을 제공하고 진로관련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계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다면 마포구민은 지금보다 더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언택트 시대 맞춤형 온라인 학습 강화 방안 모색 필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초인지·초연결 시대에 대한 논의와 AI 시대에 대비하는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스마트 교육 시스템의 발전도 교육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했던 COVID-19가 가져온 언택트 환경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대학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온라인 환경에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제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교

육현장 중심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고 개발된 시스템이 원격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이며, 

COVID-19 즉 코로나 시대에 대안으로 등장한 교육이 ZOOM 등을 활용한 화상교육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은 코로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안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과 

학교 밖 학습자 및 학부모, 성인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하나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이다. MOOC, K-MOOC 등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MOOC나 ZOOM 활용 화상수업 등

과 같은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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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식 확산이나 교육적 지

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온라인 학습이 강화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디지털 미디

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네트워크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초적인 생활 · 정보 문해능력을 향상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프로그램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사용하여, 정보 

및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탐색·활용하고, 생산적으로 소통·창조하는 복합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이 기존의 교육방식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체제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마포구는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 혹은 집단 중심 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나, 맞춤형 평생교육 체제의 

한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평생교육에서도 온라인에서 단독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집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 등과 같은 상황에도 적합한 콘텐

츠와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절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이 기존의 집단교육에서 개인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주요 평생교

육 프로그램인 마포대학 또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강의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마포대학

은 개인별 맞춤 수업,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학습

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 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이제 평생교육은 교육의 소외집단을 위한 교육이거나 학교 밖 교육으로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상황에 매우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다양하

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따라 평생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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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포구 평생교육 6대 영역 분류 및 예산목록표

1) 평생교육 6대 영역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것으로 일종의 사회체제의 성격을 

가진다. 즉,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

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포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이

러한 6대 영역에 맞춰 마포구에서 현재 진행하는 혹은 2021년에 진행될 사업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여 각 영역별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어 있는지

를 확인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은 다음 [그림 23], <표 5>와 같다. 

[그림 23]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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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영역 세부분류 내용

기초문해
교육

문자해득
프로그램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해학습계좌
프로그램

초등학력인증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학습자가 초등학력을 인증받기 위해 
이수해야할 소정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표 6> 평생교육 6대 영역 세부분류 표 

평생교육 주요 내용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학력보완교육
(학력 조건과 인증)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와

직무역량개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 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현 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표 5> 평생교육 6대 영역분류 

2) 평생교육 6대 영역 세부 분류

평생교육 6대 영역의 세부 분류를 통하여서, 목록표 작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의 

각 부서는 부서가 진행하는 사업 중 평생교육 영역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하였

으며, 이후 평생교육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음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였다. 세부 분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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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영역 세부분류 내용

학력보완
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직업능력
교육

직업준비 프로그램
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며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며,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있게 체험하며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문교양
교육

건강심성 프로그램
현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 인이 갖추어야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 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참여
교육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 및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며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한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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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 관련 사업 목록표 작성법

각 부서에서 사업 목록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목록표 작성법을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목

록표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의 작성법 예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평생교육 관련 사업 목록표 작성법 예시 

1) 연번: 사업수마다 1로 기재하여, 총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부서명: 마포구청 내 부서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사업명: 실제 시행하는 사업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4) 2020년 예산: 2020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5) 기존/신규: 해당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인지, 신규로 진행하게 된 사업인지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평생교육영역: 앞서 제공한 평생교육영역 6대분류에 맞춰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복되는 

것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재함.

7) 담당자: 이후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기에 사업을 담당한 담당자의 성명과 번호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04 마포구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55

[그림 25] 평생교육 6대 영역분류표 제시 

4) 마포구 평생교육 관련 사업 목록표

마포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중 예산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수집 방법은 각 부서로 공문 및 

해당 자료를 보내, 각 부서에서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월)

부터 2020년 12월 16일(수)까지 진행되었다. 총 41개의 과에서 답변을 받았으며, 25개의 부서에서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직접 해당부서의 예산을 검토하였으며, 4개의 부서에서는 평생교육 영역의 사업을 

확인하여 이를 추가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영역으로 나눠 분류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7> ~ <표 

11>, [그림 26] ~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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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6대 영역 총 예산 및 비율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포구 평생교육 관련 사업 목록 예산표를 6진 분류에 맞게 원그

래프로 표기하였다. 해당 그래프에는 학력보완을 제외한 5개 영역의 총 예산이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나타나있다. 마포구 평생교육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문

화예술교육(37%)이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능력교육(23%), 기초문해교육(19%), 시민참여교육(14%), 

인문교양교육(7%) 순으로 나타난다.

(1) 기초문해교육

-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

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문자해득, 기초생활기술, 문해학습계좌 등

부서명 담당팀 사업명
예산
(천원)

수행기관

전산정보과 정보기획팀 열린정보화 교육 343,724  외부기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540,000 마포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57,800 마포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글로벌마포 성인기초 영어교육 7,200 마포구

<표 7> 기초문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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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보완교육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 초등학력보완, 중등학력보완, 고등학력보완 등

=> 마포구청 내 해당영역은 확인할 수 없었음.

(3) 직업능력교육

-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직업준비, 자격인증, 현직직무역량

부서명 담당팀 사업명
예산
(천원)

수행기관

총무과 인력개발팀 직무능력향상을위한위탁교육 308,000  외부기관

총무과 인력개발팀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직무 및 
교양 /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69,240 강사초빙

총무과 인력개발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

8,000 외부기관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사업팀 노동교육 1,440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 222,420 
서강 학교

(위탁)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마포시니어클럽 342,072 마포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고령자취업 및 일자리사업 지원 81,200 마포시니어클럽

여성가족과 여성정책 여성 취 창업 지원사업 27,660 위탁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직업능력 향상과정 36,000 위탁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2,500 마포구

<표 8> 직업능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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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

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 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향상

부서명 담당팀 사업명
예산
(천원)

수행기관

문화예술과 마포문화재단 문화관련행사,교육운영 500,000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여성축구단 운영 48,697 마포구체육회(위탁)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25,800 마포구체육회(위탁)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어린이 축구단 운영 37,355 마포구체육회(위탁)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생활체육교실 운영 168,863 마포구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 4,550 마포구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꿈나무 축구클럽 운영 35,300 마포구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도사업 
(지도자 수당)

57,000 마포구체육회(위탁)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유소년 엘리트(축구, 배드민턴) 선수 
육성

20,000 마포스포츠클럽(위탁)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14,560 마포구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9,600 마포구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5,000 마포구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 동호회(클럽) 지원 5,000 마포구장애인체육회(위탁)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 2,000 마포구장애인체육회(위탁)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학교(클럽) 체육 육성 23,000 마포구체육회(위탁)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 리틀야구단 운영 10,000 마포구체육회(위탁)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팀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 185,775 마포구체육회(위탁)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노인여가프로그램 확 297,770 노인교실, 경로당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
2020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관1단 
지원 사업

1,000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

교육센터팀
문화예술교육 202,000 마포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10,300 마포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미술작품 투어 1,200  마포구

<표 9>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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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문교양교육

-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

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건강심성, 기능적 소양, 인문학적 교양

부서명 담당팀 사업명
예산

(천원)
수행기관

감사담당관 조사팀 구민인권교육 2,290  자체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생생문화재 사업 양화진 근 사 탐방 16,750 
㈜컬처앤로드문화유산활용
연구소(민간경상보조)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노인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2,200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 주민 상 폭력예방 교육운영 16,170 탁틴내일

여성가족과 여성정책 직원 성평등 성인지 교육 3,050 강사초빙

아동청년과 아동돌봄팀 아동권리교육 6,750 마포구

아동청년과 청년청소년팀 청소년역사유적 탐방 운영 4,280 청소년지도협의회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마포열린인문학 35,600 위탁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마포 학 운영 80,000 마포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학교에서 만나는 독서의 즐거움 15,000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 산울림 고전극장 1,080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 인문학 살롱 2,880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 화요 미시회 3,080 마포구

의약과 의무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 140,397 마포구

의약과 의무팀 신나는어린이구강교실 8,000 마포구

의약과 의무팀 튼튼이교실 10,000 마포구

<표 10> 인문교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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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참여교육

-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

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 시민책무성, 시민리더역량, 시민참여활동

부서명 담당팀 사업명
예산
(천원)

수행기관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 주민자치 아카데미 80,000  마포구/위탁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 마을아카데미 100,000 위탁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3,000 마포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110,000 마포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0,000 관내 학습동아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학습동아리 워크숍, 성과공유회 20,000 마포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마포구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11,530 마포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평생학습 소식지 제작 5,800 마포구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8,000 선정기관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 지혜의 도서관 5,700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 도서관 지혜학교 6,800 마포구

도시안전과 재난안전팀 안전점검의날 74,360 마포구

환경과 환경행정팀 환경지킴이실천교육 72,170 마포구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지원 400 마포구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병관리교육) 2,940 마포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싱겁게 먹는 배움터 22,000 마포구

의약과 보건지소팀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120,336 마포구

<표 11> 시민참여교육 

(7)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없는 부서

총 41개의 과에서 답변을 받았으며, 21개의 부서에서 평생교육 영역의 사업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1개의 부서는 아래 <표 12>에 제시하였다.

마포1번가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기획예산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복지정책과

부동산정책과 생활보장과 세무1과 세무2과 위생과

재무과 주택과 징수과 청소행정과 치수과

홍보과

<표 12> 평생교육관련 사업 없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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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o Long-term Improvement Plan for Mapo-gu's Lifelong Learning 

System

Jaejun Park·Heera Bae·Nara Shin

New challenges in the changing times and society, and the increased role of lifelong 

learning

In 2020, Korea faces the issues of an aging society and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2025. The industrial structure is transforming rapidly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breakout resulted in non face-to-face living patterns. Korean 

society is challeng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cultural conflicts in a multi-cultural 

environment, increasingly worsening bipolarization, and the widening generation gap.

Participations in the existing lifelong learning system differed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which unintentionally resulted in an understanding that lifelong learning is not for everyone to 

engage in but restricted to the elderlies who can afford it. The spreading of COVID-19 forced 

offline education programs held in large auditoriums to be suspended and made most of the 

online programs, not fully prepared, to stop for the year.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Mapo-gu 

residents indicated that the main reason behind the low participation rate in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was the limited variety of the education programs and targets. Furthermore, the ties 

among project implementers were weak and created gaps in overlapping projects and boundary 

areas. 

Mapo-gu, since its re-designation as a 'Lifelong Learning City' in 2019, made efforts to present 

mid-to long-term key strategies for lifelong learning to reexamine the existing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prepare for new changes, in order to prevent the residents from being left behind 

or excluded and actively enjoy their lives amid the rapid transition of the times and socie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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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network between education 

consumers and providers through proactive and increased engagement of the residents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learning education requires a systematic network to be established 

and facilitated for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viders and 

consumers. Mapo-gu's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al structure have been 

provider-oriented and assessed based on course evaluations of the participants periodically. Only 

the provider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such as the Mapo-gu Office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s have been involved in the consultative body organizing the projects and coordinating 

the operational processes. Moreover, many departments have been carrying out lifelong 

education in various forms even though the Lifelong Education Team of the Education Support 

Department is exclusively in charge of Mapo-gu's lifelong education. None of the departments 

implementing the projects made efforts to engage the residents, or the education consumers, 

in organizing the projects or to reflect the residents' opinions in the operational processes. 

Residents were merely the recipients of education and their involvement was limited to just 

suggesting opinions regard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It is a must for Mapo-gu to build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structure enabling active 

participation. The communication structure should value the residents' opinions in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promotion, operation, and evaluation of projects to create programs that 

are actually useful for the residents and satisfy both the residents' needs and the social demands 

of the times. In case such structure enhances the sui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s and 

increases the interests and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it will be possible to resolve some of the 

issues in the existing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to provide new impetus for operat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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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locally specialized programs by associating with the colleges in the 

district

While lifelong education in the past distanced from colleges by focusing on areas not covered 

by schools and on education after graduation, partnerships with colleges brought synergy 

effects. Mapo-gu has an excellent geographic environment to build partnerships with colleges. 

It should first plan strategies to create educational programs jointly with Seogang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located in the district. Mapo-gu is also close to Yonsei University and Ewha 

Women's University, both with great resources and facilities, and thus has various possibilities 

available. 

By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specific for the local circumstances that do not overlap with 

other programs and prevent any gap through joint systems of the Universities and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s, Mapo-gu will be able to provide quality programs necessary for everyone but 

exclusive only to the district. These joint programs reduce any waste of personnel and resources 

and are prerequisites for achieving the best effects with restricted resources. In addition, online 

education in a non face-to-face era opened up the possibilities to provide unique programs of 

many universities other than the ones in the region to the residents regardless of the distance.  

Measures for enhancing online programs suitable for the non face-to-face era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local governments, there are growing demands for 

discussions on metacognitive and hyper-connected society and for competent people capable 

of using AI technologies. This became a part of the future society for lifelong education to 

prepare and the core area for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the smart education system. The COVID-19 breakout in 2020 compelled radical 

and drastic adoption of non face-to-face culture in Korea. Despite the efforts of the n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epare and improve the online environment, there were many 

obstacles and students were dissatisfied.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lif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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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hould have an online education system not only for students but also for 

out-of-school learners. 

One of the online education systems that are rapidly developing recently and shared worldwide 

is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and K-MOOC are systems that have been 

developed, operated, and supported through a relatively systematic process. The lifelong 

education field should also develop customized systems like MOOK or live classes using ZOOM 

to provide courses under circumstances where face-to-face classes cannot be conducted. At the 

same time, measures should also be prepared to resolve digital literacy to enable the use of 

technology-based learning systems.

Mapo-gu's provides its current lifelong education mainly through offline group courses, and it 

should consider adopting online courses and individualized lifelong education systems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It is recommended that Mapo-gu should refer to Songpa-gu's SSEM 

(Songpa Smart Education Model) system. Lifelong education cannot remain as an education for 

those excluded from education or as out-of-school education any longer. It must develop an 

education system while adequately responding to the social and historical changes and various 

situates, and programs applicable in numerous ways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lifelong 

education for the system. 

Integrated operational structure for implementing lifelong education 

The Lifelong Education Team under the Education Support Department is primarily in charge of 

Mapo-gu's lifelong education. However, a total of twenty departments have been runn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e departments neither shared the status of their lifelong 

education projects nor had an integrated control procedure of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view processes of the projects. This kind of individual project implementation makes it 

difficult to follow up the overall project status and leads to duplicate or omitted areas. For the 

key strategy of the mid-to long-term improvement plans for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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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that an integrated operational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imary 

responsible department to comprehensively control the projects, closely communicate with all 

the departments carrying out the projects, regularly examine whether the entire projects meet 

the residents' demands and the needs of the society, and make any necessary improvements.

In order to run an integrated operational structure, the roles of the Lifelong Education Team 

under the Education Support Department should be revisited to determine whether the Team 

will implement projects like other departments as a project implementing party, or will examine 

the system as a managing department. Gwangmyeong City, Koreas first lifelong education city, 

has an exclusive department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with a size of a single bureau that 

comprehensively operates and manages all the projects. If it is impossible to expand the size of 

the Lifelong Education Team or to have a bureau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Lifelong Education Team should be given exclusive responsibility to 

manage the integrated operat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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