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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맥락에서 본 성인학습자의 문화예술스포츠교육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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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2015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만
25세~64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관점에서의 문화
예술스포츠교육이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써 분석대상은 비
형식교육의 문화예술스포츠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1,072명이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으며,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새로운 문
화예술제를 기획하고 이를 멘토링 할 공동체를 육성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 국가 경쟁력 확보, 자발
적 문화시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비용 투자가 어려운 성인학습자에게 긍정
적인 인식을 제고 수 있도록 비영리 학습 단체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 인력 풀 구축, 정기적인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한 평생교육의 인프라 구축으로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어 : 평생교육, 성인학습자, 삶의 만족, 문화예술스포츠교육, 교육비용

Abstract
This study used the survey data of adults at 25-64, based on the data of the study on the conditions of
individual lifelong education students of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in 2015. It aimed to
specifically analyze the impacts of culture, arts and sports education for adult learners on their satisfaction
for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lifelong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1,072 adult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non-formal culture, arts and sports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SPSS and AMOS
were used for data processing.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It is also required to plan
new cultural arts festivals focusing on citizens to develop culture and arts of local communities and nu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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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ties for mentoring so creative competent people should be trai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should be secured, and voluntary capacity of cultural citizens should be buil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non-profit education groups, build a professional manpower pool in culture, arts and education,
and provide regular training courses and workshops to raise positive awareness for adult learners having
difficulties in investing money in education. As building infrastructure of lifelong education through those,
adult learner’s life satisfaction should be improved.
Keyword : Lifelong Education, Adult Learner, Life Satisfaction, Culture, Arts and Sports Education,
Education Expense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은 건강한 삶을 중심으로 가정, 경제, 복지, 안전, 환경, 문화 등의 사회 전
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반영해 21세기의 성인교육 또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한 삶으로, 만족스러운 삶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교육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1]고 강조되
고 있다. 평생교육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개인적 욕구의 배출구로서 위치를 담당하고 있으며[2],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내에서 상호호혜, 신뢰, 규범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속성을 통하여 정보
의 원활한 흐름과 조직의 효율성 도모, 사회적 인정, 공동체감의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에 보다 주
목하고 있다[3].
최근 우리나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2014년 평생교육 통계분석 연구[4]에서는 2013년을 기
준으로 성인학습자들이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만이 개인적 요인으로 참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중 학력, 소득, 직업 등이 참여 여부에 영향을 나
타냈다. 형식교육과는 달리 비형식교육은 자발성 및 동기가 더욱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에
임하여 학습에 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비형식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는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의 인적 자원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5]. 비형
식학습은 보통 학교 밖에서 발생하며 학습환경으로써 일상적인 경험을 강조하며[6], 서구의 경우
학습 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중등 후의 교육을 강조하는 계속교육이나 전 국민을 위한 중등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성인 위주의 비형식교육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왔다[7].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문화예
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활동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세대와 계층 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박지연과 이병준[8]은 문화예술교육이 시민들의
문화학습권과 창조적인 인력의 양성, 지역 공동체성을 촉진, 매개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지역
의 전략이라고 강조하였으며, Jackson[9]은 문화예술이 사회자본의 구축, 경제발전, 교육, 시민참여,
공동체의 자부심 등 공동체의 조건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통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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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가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 소비로 연
결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0]. OECD의 보고[11]에서는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중요한 요인으로 밝힌 바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 교육 예산 중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38%, 영국이 28%, 한국은 0.8%에 불과하였다.
국내 최돈민의 연구[12]에서는 평생학습이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촉
매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평생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은 행복한 복지사회
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고소득 및
고학력의 성인학습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문화자본 축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인학습자의 학습 참여는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문화예
술 학습활동은 기존 예술교육과 달리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며, 정규 교과과정 외의 교육으로서 교양, 취미, 여가활동 등 다양
한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 체험, 교육 관람을 포함한다[13]. 양병찬[14]에 의하면 문화예술 학습활동
은 정부의 평생교육시설과 관련 정책 수행과정의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실제 운영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 영역 프로그램 개설과 참여는 가장 활발하다. 즉, 문화예술스포츠교육 활동은 예술영
역에서부터 취미 및 교양 습득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의 측면이 상호적으로 연계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성인의 평생학습에 관한 수용방식으로서 학습태도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주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결정에도 중요한 잠재 요인이 된다[15].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
동에 보다 많은 경제적 투자를 했을 때 만족도는 향상되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16]. 이에 성인학습
자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인 특수성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문화예
술스포츠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성인들의 삶에 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는 긍정적 대안과 학
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비형식 교육에서의 문화예술스포츠학습에 관해 자발적으로 긍
정적인 인식을 하여 학습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일상 생활에 임하여 만족스러운
사회활동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17]. 성인학습자들이
스스로 문화예술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관련된 이론 및 실습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즐거움이 부여되여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평생학습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uetzkow[18]는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이 자기표현의 증대와 타인과의 협동 및 소통
능력의 향상, 대인관계의 구축, 사회적 자본의 형성, 진단의 정체성, 범죄의 감소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의 재생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사회문화학습 및 정보 자본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들의 삶의
만족이 성공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함[17][19]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인식으로 인해 학계 및 공공기관에서는 발전 방향
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 연구[20]를 진행하고 있으나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측면에서 다룬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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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스포츠교육과 삶의 만족 간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문화예술학습활동, 여가교육, 문화재정, 사회활동 등을 파악한
연구들[13][21-23]이 있으며, 평생교육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24-25], 평생학습참여의
만족 및 성과에 대한 연구들[26-27]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같이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자료
를 활용한 연구[28-29]가 있으나 이는 국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유형, 학습자의 특성, 만족도
등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비형식 학습에서의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정도,
교육비용, 학습활동,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
으므로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관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
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여러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2 연구문제
첫째,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와 교육비용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활동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와 교육비용은 학습활동과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스포츠교육
평생교육은 형식, 비형식, 무형식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비형식학습은 조직화된 학습
활동이지만 학습결과에 따른 자격이나 인증은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김세훈[30]은 평생학습
이 학습사회에서 삶의 전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삶을 총체적이고 성찰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주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므로 평생교육의 핵심적 내용을 차
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삶의 만족은 개인의 경험을 포함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영역의
안녕 상태로 다면적인 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최돈민 외[31]는 우리나라 성인 학습자들은 평
생학습을 통해 직장 이직, 외적 인센티브 획득을 추구하기보다는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교양 증진, 보람된 여가활동 등의 내적인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보고하
였다.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32].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 특정 기능의 습득, 긴급을 요하는 교육 및 훈련,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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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해결능력, 통합 개발형 교육, 통상적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소수자 교육을 위해 비형식교
육이 효율적인 경우도 많다[7].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의 일종이며, 문화예술교육이 공급되는 모
든 기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32]. 즉, 비형식학습에서 성인학습자
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환경과 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구축하여 활용, 전개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학습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을 문화예술스포츠교
육과 관련된 비형식학습 참여자로 제한하였으며,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용, 학습활동,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등이 포함된 관련 선
행 연구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2.2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2.2.1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용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삶의 질이란 삶의 객관적 요소들을 느끼는 개인의 인지적･감성적 수준과 관련되는 주관적 만족
감과 안녕감, 행복감을 의미하며,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한 사회의 규범적인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것이다[1]. Evans와 Huxley[33]는 문화예술 학습활동이 삶의 질, 자기 표현력을 증
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황선환과 김미량[16]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세부요소 중 과거 경험과 경제적 투자가 여가 만족도와 삶의 질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의 세부 요인 중 사회적 만족도와 심미적 만족도는 삶의 질을 향상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즉,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보다 많은 경제적 투자를 했을 때 만
족도는 향상되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또한, 건강, 스포츠, 관람, 감상 등의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
에 영향을 준다[34]. 그 외에도 문화예술 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연구[35][13]의 결과가 있으며, 주부들의 여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36]
에서는 연령과 경제 수준이 높고 수시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집단에서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나
기도 하였다.

2.2.2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용과 학습활동 간의 관계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관계에 관한 연구[37]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
그램의 학습자 효과에 대해 자존감 향상, 표현력의 경험, 지역공동체의 인식 확대, 사회성의 향상,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세대 간 소통 기회, 예술적인 재능의 향상, 자신감의 향상, 소속감, 힐링
등 학습자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삶의 질 향상, 소비 가치의
변화, 즉, 경험적인 만족과 소비 행위 자체로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소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38]. 평생교육의 참여경험은 삶의 즐거움,
대인관계, 건강증진, 생활태도의 적극성, 지식정보 활동 등의 생활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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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39]. 다시 말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술활동의 참
여 기회 제공, 예술 역량의 강화, 자존감의 향상, 사회적인 관계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의 인식 강
화 등 다양하다[37]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참여 및 교육비용
의 투자는 성인학습자의 학습활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3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용과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간의 관계
Jackson[9]은 문화예술이 사회자본의 구축, 경제발전, 교육, 시민참여, 공동체의 자부심 등 공동
체의 조건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문화예술의 참여는 사회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과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40], McCarthy[41]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참여활동이 사
회 전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황선환과 김미량[16]은
활동의 참여를 통해 관련 활동에 심취하게 되고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투자하여 그 활동에 관한
풍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되며 질적 성장을 이룬다고 주장하
였다. 그리고 임숙경[42]은 문화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와 공간적 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의 인지적, 정
의적, 신체적 발달과 만족감을 제공해주는 공공도서관, 예술, 공원, 여가시설 등 제반 물리적 조건
과 정신적, 심리적 욕구의 충족 정도를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Guetzkow[17]는 문화예술 학
습활동의 참여는 개인의 육체적･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본의 축적 및 공동체
의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외 미술교육과 관련된 연
구[43]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의 상
호작용을 돕는 매개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2.4 학습활동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성인의 평생학습에 관한 수용방식으로서 학습태도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주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결정에도 중요한 잠재 요인이 된다[15]. 신용주[44]는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도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습하는 동안 만족
감, 행복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 정도인 관
람빈도와 관련하여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35]에서 관람빈도는 삶의 만족도
와 정적정서, 부적정서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과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영국의 지역 공동체 문화
예술 참여 영향력에 관한 연구[45]에서는 개인적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동기부여와 협동심을
증진하며, 공포와 고립, 긴장에 관한 두려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삶의 질을 증진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하미경과 윤동열[13]은 문화예술 학습활동 중 체험학습활동은 문화
에 관한 이해와 예술적 감수성의 발견과 향유의 능력을 향상하는 활동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
상 및 지역에 관한 이해 확장, 연대성의 강화,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학습활동은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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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학습활동과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간의 관계
성인학습의 학습참여 태도에 관해 연구한 Blunt[47]는 학습태도, 교육연수, 사회적 참여, 사회경
제적 지위, 내적․외적 통제, 활동참여 등에 따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평생교
육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3]에서는 학습지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정적 편의
제공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홍보가 활성화될수록, 학습자의 모임 관련 자리 마련과 재정을 지
원할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강조하였다. 학습에의 참여는 사회적인 경쟁력
개발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타인의 관용과 공유된 규범을 증진하는 등 사회적 자본을 높
인다[48]. 전국자와 정민[27]에 의하면 성인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상황을 선택하고 누적된
경험으로 학습에 임하며, 연령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로 학습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내
재적 동기로 학습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교육내용, 교수법, 학
습결과에 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다. 그 외에도 평생학습의 참여 정도는 학습의
사회적인 성과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46]는 연구의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에 성인학습자의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에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6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평생교육은 교양증진, 여가선용, 인력개발, 시민성 및 의식함양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자기발견 및 만족감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
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49].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50]에서는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사회봉사활동, 기부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민의식
을 배양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박진경[21]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이 사
회성과 삶의 만족에 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사회성은 삶의 만족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김길옥과 윤천성[23]은 성인 중년기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사회
활동의 하위 요인인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외 이희정

[51]의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이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능력, 건강 등의 조건 향상과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견고히 하여 집단행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
에 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성인학
습자의 자기계발과 사회성 증진과 삶의 만족 변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3. 연구방법
다음의 [표 1]에서는 본 연구대상의 개인적인 배경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2]에서는 연구
의 측정도구 변인에 관한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과 척도,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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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개인적 배경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ersonal background of those studied

(N=1,072)

구분

빈도(%)

남

328(30.6)

연령

여
만 25세~34세
만 35세~44세
만 45세~54세
만 55세~64세
서울 및 광역시

744(69.4)
199(18.6)
295(27.5)
275(25.7)
303(28.3)
539(50.3)

거주지역

중소도시

374(34.9)

농어촌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졸 이상

159(14.8)
123(11.5)
389(36.3)
560(52.2)

성별

교육수준
전체

1,072(100.0)

[표 2] 측정도구의 변인 설명
[Table. 2] Variable factors of evaluation tool

변인

내용
비형식교육에서의 음악, 미술, 스포츠 강좌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용

학습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 단위는 프로그램
수이며 분석에 투입 시 로그값 변환
비형식교육에 투자한 교육비용, 단위는 만원이며
분석에 투입 시 로그값 변환
학습자의 학습패턴에 관한 측정으로 학습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은 정도
학습자의 학습태도에 관한 측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즐거움, 학습을 통한 자신감,
자신의 학습을 위해 무언가를 지불할 각오 등의
정도(3문항의 평균값)
교양 함양 및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
도움 정도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친목 도모
도움 정도(2문항의 평균값)

삶의 만족
(종속변인)

302

척도 및 신뢰도
프로그램 수
1~6
단위 : 만 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Cronbach’s α 계수 .689
전혀 도움이 안 됨 1점~
매우 도움이 됨 5점
전혀 도움이 안 됨 1점~
매우 도움이 됨 5점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 .706
매우 불만족스럽다 0점~ 매우

만족한 정도
지난 1년 동안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

만족스럽다 10점
전혀 향상되지 않음 1점~매우

정도

향상됨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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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의 2015년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국내
만 25세~64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리서치 기관에서 가구방문으
로 1대1 면접 조사한 기준일은 2015년 7월 1일이다. 총 대상은 9,748명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3,656명 중 문화예술스포츠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학
습자 1,091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결측자료를 제외하고 연구모형에 투입된

1,072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연구 변인들
의 기술통계값을 산출하였고, 문화예술스포츠교육과 삶의 만족의 관계 모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
형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값의 유의도는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기 위해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²와 GFI, 상대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모수 불일치 지수인

RMSEA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 연구모형과 연계된 인과관계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
용, 학습활동,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이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와 변인 간의 인
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이다.

학습패턴

학습태도

학습활동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참여

생활만족
삶의 만족
삶의 질

교육비용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교양․지식습득

사회참여

[그림 1] 삶의 만족 측정변인 인과관계 연구모형
[Fig. 1] Study model of causal relationship in evaluation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4. 연구결과
다음 제시한 [표 3]은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용, 학습활동, 자기계발 및 사회성증진,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7 HSST

303

A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rts and Sports Education of Adult Learner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Lifelong Education

삶의 만족 변인의 기술통계값을 나타낸 것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은 최대가능법(ML)으로 추정하였다.

[표 4]는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용, 학습활동, 자기계발 및 사회성증진, 삶의 만족 변인
의 상관분석 결과로써 부분적으로  .05,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 표본자료 기술통계값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ample data

측정변인

(N=1,072)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0

.28

.00

1.79

교육비용

3.06

1.56

.00

7.09

학습패턴

3.38

.90

1.00

5.00

학습태도

4.04

.58

1.67

5.00

교양․지식습득

4.00

.93

1.00

5.00

사회참여

3.79

.81

1.00

5.00

생활만족

7.24

1.49

1.00

10.00

삶의 질

3.44

.73

1.00

5.00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참여

[표 4] 측정변인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of evaluation variables

측정변인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참여(A)



A

B

C

D

E

F

G

1.00

교육비용(B)

.138*

1.00

학습패턴(C)

.040

-.045

1.00

학습태도(D)

.062*

.076*

.237**

1.00

교양․지식습득(E)

.050

.029

.114**

.248**

1.00

사회참여(F)

.034

-.038

.076*

.156**

.415**

생활만족(G)

.038

.068*

.058

.116**

.030

.094**

1.00

삶의 질(H)

.056

.110**

.134*

.138**

.139**

.163**

.450**

  .05,



H

1.00

1.00

 .01

제시한 [표 5]는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교육비용, 학습활동,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삶의
만족 변인 간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평가지수를 제시한 것이다. 분
석결과, Chi-square의 적합도는 χ²=33.254(  =12, p=.00)로 나타났으며, TLI와 NFI, CFI, GFI 값은
모형평가에 관해 유의수준을 .90으로 보았을 때, TLI 값은 .927, NFI는 .953, CFI는 .969, GF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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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로써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MSEA 값은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05로 볼 때,
.041로써 적합하였다.
[표 5] 모형 적합도
[Table. 5] Model fit

모형

χ²



TLI

NFI

CFI

GFI

RMSEA

삶의 만족

33.254(p=.00)

12

.927

.953

.969

.992

.041

다음 제시한 [그림 2]는 삶의 만족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결과를 비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로 나타낸 것이다.

e1

e2

학습패턴

학습태도

.72

.10

.19

1.00

1.21***

(.36)

(.66)

d1
.43*

학습활동

(.09)

문화예술스포츠

.01

교육 참여

(.06)

(.19)

1.67

1.00

.05

(.50)

(.02)

.06***

생활만족

e5

삶의 질

e6

삶의 만족

(.14)

.05**

교육비용

.06

.99***

(.03)

(.47)

-.01

.35



 .01,

 

.10

(.90)

(.15)
.69***

d3

.50

(.57)

(.73)

교양․지식습

사회참여

e3

e4

.41

 .05,

.87***
.16*

사회성 증진

1.00

d2

(.10)

자기계발 및

(-.03)



.10

.45

 .001
[그림 2] 삶의 만족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

[Fig. 2] Estimation result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life quality satisfaction

다음의 [표 6]은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제시한 것으로써, 삶의 만족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분석결과, 연구의 모형에서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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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는 독립변인은 교육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비용에서 삶의 만족에 이르
는 경로(표준화계수=.104, t=2.653), 학습활동에서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
수=.474, t=5.806), 학습활동에서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188, t=2.507),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에서 삶의 만족 변인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146, t=2.207)에서 모두 유의미한 직접
효과가 나타났다.
[표 6] 삶의 만족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계수
[Table. 6] Path coefficient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life quality satisfaction

(n=1,072)

삶의 만족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값

.101

.054

.088

1.872

.013

.009

.065

1.416

.061

.097

.025

.624

.989

.170

.474

5.806***

-.014

.017

-.032

-.801

.054

.090

.020

.600

교육비용 → 삶의 만족

.050

.019

.104

2.653**

학습활동 → 삶의 만족

.433

.173

.188

2.507*

.161

.073

.146

2.207*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 학습활동
교육비용 → 학습활동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학습활동
→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교육비용
→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 삶의 만족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 삶의 만족


 .05,



 .01,

 

 .001

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에서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학습활동,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삶의 만족 연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활동→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삶의 만
족 간의 매개효과를 Sobel test를 시행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
효과의 검증결과,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124,

p=.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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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obel–test 결과
[Table. 7] Result of Sobel-test

경로
학습활동 →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a)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 →
삶의 만족(b)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989

.170

.161

.073

Zab
Z=2.124
(p=.033)

5.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 정도는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교육비용과 삶의 만족 변인 간에는 직접적으로 유의
미한 정적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세부요소 중 과거
경험과 경제적 투자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는 선행연구[16]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의 참여 수 정도 보다는 교육비용 투자 정도가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성인 학습자,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등한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
록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체험 및 관람, 유익한 정보를 지원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계층별에 따라 적절한 학습의 과정을 구
축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학습자의 혁신적, 창의
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문화향유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하여 평생교육의 기회가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
및 건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의 수요가 절실한 저소득 생활권 지역의 주민시설을 개선하고, 노숙인,
실직자, 새터민, 장애인, 전업주부, 이주민, 조기 은퇴자 등의 자활과 생활 만족을 위해 문화 사업
재단들의 예술자원봉사 연계 지원 및 운영이 유지되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비용 투자가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의 학습방해 원인을 분석하고 빈곤층의 문화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물리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 시설, 관람, 교육비 등 교육자원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자의 소질, 적성,
단계에 적합한 교육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적 소수 공동체와 문화 소외 지역
의 재정 지원, 바우처 제도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교육비용을 고려한 차별화된 비형식교육의 문
화예술스포츠 학습 확대 전략을 마련하여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학습활동은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과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학습자들은 평생학습을 통해 민주시민
자질 향상, 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와 교양증진, 보람된 여가활동 등의 내적인 가치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연구[31]와 문화예술 체험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에 관한 이해 확장, 연대성의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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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한다고 강조한 선행연구[13]의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 이에 학습자가
소속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스포츠 전문
가의 교류 협력을 통해 공연, 전시, 체험, 참여 등을 복합형 프로그램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우수
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학습자의 자아실현, 지역 공동체의 화합, 시민의식 고
취, 수요자 중심의 전문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
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새로운 문화예술제를 기획하고 이를 멘토링 할 공
동체를 육성해야 하며, 성인학습자의 감수성, 창의성의 발현을 도와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관해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의 소통이 확대되어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존감을 살리고 학습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자신의 학습 성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스포츠 콘텐츠의 개발과
학습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과 안내 제공이 필요하고 체계
화된 교육 자료를 적용하여 실습 체험의 상황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삶의 만
족에 관한 사회 정책적 방향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창의적 인재의 체계적 양성, 국가
의 경쟁력 확보, 자발적 문화시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들의 자기계발 및 사
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맞춤식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삶의 만족을 향상하게 해야 한다.
셋째,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은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중년기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써 사회활
동의 하위 요인인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23]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부여, 흥미 및 관심의 고조, 통합 작업,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 및 참여 실천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회 문화자본 확대를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평생교
육 정책을 재정비하도록 해야 한다[17].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이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의 연계망을 통해 상호 협조
하여 문화자본을 교류하여 안정된 질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육의 활동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
발, 운영해야 하며, 구조화된 접근으로 심화학습 연계의 상호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지역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참여와 교육비용은 학습활동,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진을 매개로 삶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학습활동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기계발 및 사회성 증
진은 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평생교육은 교양증진, 여가선용, 인력개발,
시민성 의식함양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자기발견 및 만족감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선행연구

[49]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습패턴과 태도가 교양함양 및
지식습득 등의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증진 및 사회참여, 친목 도모를 매개로 하여 그들의 생활만족
과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성인학습자의 자기계발과 자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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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위해 학습자에 관한 이해와 소속된 거주지역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성인학습자들이 학습경험과 성취에 대해 공동체의식과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
가들은 효과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성별, 연령별, 참여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여 실제적인 참여
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 교수설계를 구현해야 한다. 성인학습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역량과 그들에
게 적합한 학습 환경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자본의 교육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전문
적인 단체, 커뮤니티 조직, 지도자, 정부 기관 등 여러 조직과 인력 간의 활동적인 파트너십으로
공동 협력해야 하며, 지역의 재생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사
회 문화 학습 및 정보 자본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들의 삶의 만족이 성공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른 시사점으로, 교육비용의 투자는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므로 교육투자가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의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관련 행사와 전시, 박람회 등을 개최, 교류하여 성
인학습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안정된 생활의 즐거움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
술스포츠 강사 및 기획, 실무자는 학습 공동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학습 활동을 평생교
육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습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성인학습자가 학습의 주체
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복지 등 여러 요소의 결합이 총망라된 학습 네트워크망을 조성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의 고정된 매뉴얼의 답습이나 모방하는 학습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통합적인
문화자본의 체험에 대한 성과 발표, 축제 행사 등을 위한 소통과 공간의 장을 성인학습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컨설팅 역할 수행이 실행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 및 소외 지역 성인학습자를 위해 비영리 학습 단체의 지원과 문화
예술교육 전문 인력 풀 구축 및 인턴십 실시, 평생교육 기관 강사의 전문성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 인프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성인학습자의 생애 단계와 거주 지역에 따
라,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장르 구분에 따라 세분화 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비용
과 관련된 여러 주요 변인들을 고려하여 경제활동별, 소득별 집단 간을 분석하고 교육 유경험자
사례의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성인학습자의 삶의 만족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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