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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Color education has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aspect of hobby-related education for senior citizens 
who wish to lead healthy and meaningful lives, particularly given the growing proportion of seniors and lon-
ger life expectancy in Korea. However, not enough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understanding seniors’ in-
terests and educational needs nor to studying topics related to their primary interests or programs that in-
corporate colors. Therefore, to assist color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this study led a focus group in-
terview with active seniors in their 50s and 60s and conducted a survey of institution-based color education 
program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active seniors’ needs for and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their 
perception of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olor education programs,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col-
or education programs.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ocus group interview participants, 
which were eight active seniors in their 50s and 60s with a high level of interest in leisure activities, in-
dicated high levels of satisfaction with their daily activities and life. Second, the study investigated 10 active 
seniors’ perceptions of and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color education programs, and found that these partic-
ipants perceived color education as part of watercolor education(i.e., a basic domain of art education). They 
favored programs that could improve their daily lives and expressed a desire to participate in education re-
garding color theory in the future. Third, a survey of institutional color education programs showed that 
most programs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active seniors were originally designed to help the senior reach 
their potential through self-development. A follow-up study will be conducted in which the educational do-
mains of the program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these institutions will be segmented in order 
to develop a fashion-oriented color education program and investigate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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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색채는 보는 사람들의 심리적, 감정적인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색채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색채로 심

리를 치료하는 컬러 테라피(Color Therapy)와 색

채가 가지는 상징성을 통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색채 기호가 대표적이다. 색채를 통해 사

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도 하고, 일상생활

에서 색채를 활용하여 자신의 색채에 대한 안목을

보여주는 과시성을 보이기도 한다(J. Kim, 2020).

이처럼 색채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상호관계

를 가지면서 사회ㆍ문화적 정서에 크게 관여한다

고 볼 때 색채교육은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색채를 중심

으로 만들어진 전문적인 교육은 아직은 미비하고

주로 미술교육의 일환으로 회화와 디자인, 공예교

육의 한 부분으로 색채를 활용하는 형식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방법

론적 접근을 통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색채를 중

점으로 만들어진 교육효과나 사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고 주로 유아나 청소년기

의 자아 형성을 위한 미술 색채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교육이라 하면 아

동기와 청소년기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 시니어의 인구 구성비가 높

아지고 있다(Park, 2006). 연장된 노년기를 창조

적이고 건강하며 의미 있게 보내고자 여가생활이

나 취미교육으로 색채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언

급되고 있다(Han, 2000). 하지만 시니어를 위한

색채교육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시니어들의

관심사나 교육에 대한 요구특성을 파악한 후 시니

어들의 주요 관심사에 따른 주제 또는 색채가 접

목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색채의 경우 사람들의 정서적 치료 효

과를 볼 수 있는 치유학습으로의 역할도 있는 것

을 감안하면 시니어를 위한 색채교육에 대한 연구

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선행연구로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액티브 시

니어의 여가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 색채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도, 색채교육 프로그

램 운영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색채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색채와 형태에 대한 학습 인지력이 높은 성인

들은 색채와 형태, 글자 중에서 색채를 먼저 인지

한다. 곧 이어서 형태와 글자의 순으로 눈의 흐름

이 움직여진다고 한다. 이는 색채가 시각의 감정

효과를 더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색채를

통해 온도, 면적, 중량, 거리, 감정 등을 인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글자보다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반응하게 되는

데 색채를 바라보는 시지각의 훈련을 통한 색채

지각의 발달은 눈에 들어오는 사물의 다양한 색채

와 소통을 돕게 된다. 색채교육을 시니어의 삶에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

로 적용시키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으로 색채교육을 접근한다면 신체적 건강

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색채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색채효과를 알아

보고자 관련된 선행연구 중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

발(Kim, 2014; Ko, 2016; Lee, 2011; Lee, 2020),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Baik, 2004; Cho, 2009;

Ham, 2014; Kim, 2012; Kim, 2015; Kwon, 2017;

Moon, 2014), 미술․색채치료 프로그램 개발(Kim,

2019; Lee, 2015; Shin, 2019), 컬러 테라피․색채

코디네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Chung, 2008;

Lee & Kim, 1998)에 관한 선행연구 총 16편을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의 요구도 및 현황 분석

- 45 -

분석한 결과 색채교육, 미술교육, 미술․색채치료,

컬러 테라피․색채 코디네이션 교육은 모두 신체

적 건강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에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서 색채를 통해

감정 상태를 표출하면 심리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미술․색채치료에서는 색채를 통해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컬러 테

라피․색채 코디네이션 교육에서는 자신의 미적인

영역과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색채와 관

련된 교육은 긍정적인 자아통합은 물론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액티브 시니어의 개념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는 새로운 시니어

층을 일컫는 신조어로서 미국 시카고의 심리학과

교수 뉴가튼(Neugarten)에 의해 처음으로 유래되

었다(Jeong, 2018).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

도 여가 및 소비생활을 즐기며 사회생활에도 적극

적인 50대∼60대 연령층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

은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 환경에도 익숙

한 신 개념의 세대로서 기존의 시니어 세대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이에 Lee & Lee(2008)는

액티브 시니어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방

식과 생활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니어

와는 달리 액티브 시니어들은 살아가는 환경방식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도 혈기왕성한

사회계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Kim & Lee(2007)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인

21세기 시니어 층은 이전 시니어 세대와는 달리

비교적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새

로운 인생으로서 계속적인 사회참여나 경제적인

활동,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구하며 높은 구

매력과 자립적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시니어 세대

로 형성되고 있다. Kim(2016)은 액티브 시니어를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50

∼60대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이들을 활발한 경

제활동을 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Kim(2018)의 선행연구에서도 50대∼60대의 연령

층이 액티브 시니어로 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리

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며,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 활동 등과 함께 문화와 여가활동에도 적극

적인 세대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범위를 우리나라의 베이

비부머 세대인 50∼60대의 범위로 정리하였다.

Jeong(2018)은 액티브 시니어를 활발한 활동과 더

불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젊은 고령자의 세대로

정의하였고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70

대의 연령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범위를 넓혔다.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범위를 준 고

령자라고 할 수 있는 50∼60대까지 액티브 시니어

의 연령층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들은 활동적이

며 적극적이고 경제력 또한 지닌 세대로서 제 2의

인생을 위한 주요 관심 활동과 삶의 만족을 위해

배움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세대로 정의한다.

3.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활동

액티브 시니어와 이전의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계발에 대한 소비활동의 투자와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여

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48.9%로 남성이

50.2%, 여성이 47.7%임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

참여율은 6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는데 이 중 6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유는 은퇴의 시기로서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난 이

들은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

식,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이었으며, 여가활동에 대

한 만족도는 매년 50%를 넘었다. 이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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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2019; Kang, 2007; J. Kim, 2006; S. Kim,

2006; Kim, 2017; Kim, 2018; H. Kim, 2020;

Lee, 2007; Lee, 2008; Lim, 2008; Park, 2012)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가활동은 액티브 시니

어의 생활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처럼 여가활동은 액티브 시니어의 일상생활을 보

다 가치 있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활동

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활동 중 교육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재정리

(Ha, 2019; J. Kim, 2006; Kim, 2018; J. Kim,

2020)한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활동 중 지적활동이나 취

미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동이나 여행

등 동적인 활동보다 평생교육의 정적인 활동이 삶

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액

티브 시니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적

활동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술문화 체험활동으로 시니어들의 심

리, 정서지원과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패션 중

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여가활동 및 교육활동에 참여중인 50․60대 시니

어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focused group)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로 진행

자(moderator)의 주제로 6∼8명 정도의 참여자들

이 모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방

법이다(Morgan, 1988).

대상 선정의 기준 및 표집 방법은 Morgan(1988)

의 선행연구 기준에 따라 10명 미만으로 선정하였

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는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고 여가활동에 참여중인 50․60대 시니

어 8명을 선정할 수 있었다. 조사된 시기는 2020

년 8월 12일 90분간 현재 참여중인 여가활동 종목

Researcher Determinants Results Subject

J. Kim
(2006)

Ÿ Correlation between leisure activity
programs and quality of life

Ÿ Leisure activity type
(intellectual activity, hobbies)

Ÿ Leisure activities such as intellectual
activities or hobbies affect the quality
of life

50s∼60s
196 male
and female

Kim
(2018)

Ÿ Leisure activity type
(hobby culture activity, sports
entertainment activity)

Ÿ Life satisfaction is higher in static
activities such as lifelong education
than dynamic activities such as sports
or travel

50s∼70s
years old
297 male
and female

J. Kim
(2020)

Ÿ Types of cultural educa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cusing
on theory and apprecia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cusing on
practice and experience)

Ÿ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motivations of active
senior women who participat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Ÿ They prefe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cused on hands-on and experience

50s∼60s
164 male
and female

Ha
(2019)

Ÿ Leisure activity type
(friendship, family relationship, liberal
arts education, entertainment, simple
rest)

Ÿ Entertainment affects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simple rest affects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55s∼64s
years old
464 male
and female

<Table 1> Active Seniors‘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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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가활동 태도, 선호하는 여가활동 및 교양활

동,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는 교육활동에 참여중인 50․60

대 시니어 10명을 선정할 수 있었다. 조사된 시기

는 2020년 8월 19일 90분간 교육에 대한 경험, 색

채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문항, 향후 참여하고 싶

은 색채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진행

방식은 연구자의 질문에 연구 참여자 스스로 자신

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녹음한 것을 글로 옮겨 기록하였다. 마지막

으로 색채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알아보고자

지역자치단체의 복지학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대

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총 9곳을 선정하여 색채교육

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색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평생교육으로 진행되는 지역자치단

체의 복지학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

본다.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문항 구성

1)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문항 구성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액티브

시니어 8명을 대상으로 현재 활동 중인 여가활동

종목, 여가활동 태도,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

평소하고 있는 여가활동 및 마음에 드는 여가활동

에 관련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

커스 그룹은 참여자가 인식하는 의미와 내용을 파

악하는 방법이며(Lunt, & Livingston, 1996), 그

룹 내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자료와 이에 대한 통

찰을 얻는 데 목적으로 두었다(Morgan, 1988). 요

구분석을 위해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은 50․60대

액티브 시니어 8명을 대상으로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문항 구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여가생활형태 중 여가활동 유형은 Rho(2017)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국민여가활동 참여 실

태조사｣유형, 여가활동 종목은 Lee(1993)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유형을 참고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다.

No Interview questions Source

1 What is the biggest reason for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Kim(2018)2 Who do you usually do your leisure activities with?

3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participate in your leisure activities?

4 How long did you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Rho(2017)

5 What is your satisfaction level with life?

6 What is your satisfaction level with your leisure activities? Moon, Lee, & Moon(2013)

7 What is your attitude toward leisure activities? Ha(2019)

<Table 2> 1st Focus Group Interview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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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티브 시니어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문항 구성

학습자 분석을 위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50․

60대 시니어 10명을 대상으로 2차 포커스 그룹 인

터뷰 문항구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2차 포

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다.

2. 지역자치단체의 복지학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색채교육이나 미술교육은 교육기관에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역사회 문화 기반

시설 안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될 대상이다.

색채는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어느

곳에서도 적용되고 있을 만큼 현대에서 색채가 실

생활에 점차 확대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 기관별 색채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현황을 분

석하기 위해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

의 범위를 전체지역, 모든 시설을 조사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D광역시 소재로 한정

지었다.

D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지역자치단체의 복지학

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총

9곳을 알아보고 각 기관별 운영 중인 색채교육 프

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D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3곳의 지역

자치단체의 복지학습관과 D광역시 백화점 4곳 중

색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있는 3곳의 백

화점으로 선정하였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선

정은 사단법인 한국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협의회

에 등록되어 있는 D광역시 4년제 대학교 중 색채

와 관련된 프로그램 강좌가 개설된 3곳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9곳의 각 기관별 프

로그램 현황은 2020학년도 하반기에 개설된 프로

그램을 기준으로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

패션 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여

가활동에 관심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인 50․

60대 8명을 대상으로 약 90분간 1차 포커스 그룹

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은 액티

브 시니어의 여가생활 요구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

고자 여가활동 유형 및 참여 동기, 여가활동 동반

자, 참여 횟수, 참여 기간, 여가활동으로 인한 삶

의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동 태

도,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 활동영역

으로 구성하였다.

1) 1차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50대 2명, 60대 6명이며 평균나이는 65

세이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여가활

동에 참여중인 참가자는 8명 중 총 7명이 참여중

이다. 참여기간은 2년∼3년 이상(4명)이 가장 많

No Interview questions Source

1 What motivated you to participate in the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Researcher
2 What are the areas of the color education program that you normally thought of?

3
What are the areas of the color education program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Table 3> 2nd Focus Group Interview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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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5년∼7년 이상, 20년 이상 각각 2명이다. 참

여중인 여가활동은 운동․휘트니스 4명, 봉사활동

2명, 산행, 민요 각각 1명의 순으로 높았다. 여가

활동 운동․휘트니스가 가장 많은 것은 50․60대

액티브 시니어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의 동반자는 동호회 활동 회

원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3

명, 지인 2명, 가족, 친구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이나 산행을 하는 응답자들이 대부분 동

호회 활동에 참여중인 회원과 함께 여가활동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차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정리한

Category Age Job Leisure activities
Number of
participation

Participation period
Leisure
partner

A1 55 Housewife Exercise Daily 23 years Friend

A2 57 Housewife Fitness Twice a week 2 years Friend

A3 65 Housewife Volunteering Twice a week 7 years Club member

A4 68 Housewife Volunteering in nature Once a week More than 2 years Family

A5 68 Housewife
Sports,

Gyeonggi folk songs
Twice a week 30 years / 5 years Friend

A6 68 Service and sales Temple visit, walking Twice a week More than 2 years Club member

A7 68 Housewife Hiking Twice a week More than 2 years Club member

A8 69 Housewife None None None None

<Table 4>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e 1st Survey

Item Category Main response
Number of
response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For health

Ÿ I am participating for my health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A1)

Ÿ I am exercising as a leisure activity ⋯ I am old so I am
participating for a healthy life. (A2)

Ÿ I am not able to have a separate leisure life because of the
lack of facilities and places for leisure activities close by, but
I am willing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for my health if
there is an opportunity. (A8)

3

For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Ÿ I'm doing it to get health information or new knowledge.
(A6)

Ÿ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the members of the
club and I do it to get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A7)

2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Ÿ I started with club members to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A3)

Ÿ I started to volunteer in the community, and now I am
naturally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with my family
every weekend. (A4)

2

For a happy
life

Ÿ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doing something rewarding
⋯ and I am participating to enjoy my happy life. (A5)

1

<Table 5>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服飾 第71卷 3號

- 50 -

내용은 다음 <Table 4>와 같다.

2) 여가활동 참여 동기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은 조사대상자 8명중 7명

은 여가활동에 꾸준하게 참여 중이며, 1명의 비

참여자는 주변에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부족하여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

라도 꾸준하게 참여 할 의향과 여가생활에 관심을

보였다. 여가활동 참여 동기를 정리한 내용은 다

음 <Table 5>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건강한 삶을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3명(37.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

생활과 건강관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 참여 동기 중 새로운 지식과 정

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응답자들은 동

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

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와 남은 시

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해

서 여가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여가활동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여가활동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정

리한 내용은 다음 <Table 6>과 같다. 긍정적인 삶

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즐

거운 삶의 만족한다, 기타 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

었다. 무료한 일상에서 여가활동을 통해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

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즐거운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현재 여가활동

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생활이 즐겁고

기쁘다는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다. 기타의 의견

으로는 현재 살아가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Item Category Main response
Number of
responses

Life
satisfaction

Positive life
satisfaction

Ÿ Looking back on my life, I regret some things⋯ but as I get
older, I feel better than I thought. (A4)

Ÿ These days, I feel like there are more joyful things in my life, and
now I am satisfied with my lifestyle. (A5)

Ÿ As I started religious and club activities in my boring daily life,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many people, and thanks to that, I
have no time to get lazy. I am currently satisfied with my life.
(A6)

Ÿ Looking back on my life, I don't think I've accomplished much,
but I'm content with my life right now. (A3)

4

Satisfaction of
a pleasant life

Ÿ As I get older, I feel better than I thought. I think these days are
the most enjoyable times of my life. (A1)

Ÿ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lifestyle, and I am happy with my
daily life. I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fun things around me in
the future. (A2)

Ÿ I don't like to think about the past, but I think there are more
good things than sad things in my current life, and I think there
will be hope in my future life. (A7)

3

Other
Ÿ I wonder if there is hope in my future life, but deep down I
believe that good things will happen. (A8)

1

<Table 6> Satisfaction With Life Through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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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에 비해 여가활동에 참여 중인 조사

대상자들이 생활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

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Lee(1993)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태도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정리한 내

용은 다음 <Table 7>과 같다. 여가활동이 정서적

인 부분에 만족감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만족감,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 건강

및 휴식에 대한 만족감, 지식에 대한 만족감 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여가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해 대인관계가 유지되

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만족한다는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다. 건강 및 휴식에 대한

답변으로는 여가활동을 함으로서 건강은 물론 휴

식을 취할 수 있어서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도움

이 된다는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외 지식공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조사대상자는

여가활동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풍요로운 여가활

동을 위한 지원 정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가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그 활동을 결

정하고 결정된 요인들은 여가태도로 나타낼 수 있

다.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Table 8>과 같다. 여가활동 태도는 건강적인 측

면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건전한 시간의 활용,

사회적 교류 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여가활

동에 대한 태도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가활동

Item Category Main response
Number of
responses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Emotional
satisfaction

Ÿ When I do leisure activities, I not only feel emotionally stable,
but they also make me proud and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2)

Ÿ Rather than being satisfied with leisure activities, I just become
happy after leisure activities. (A3)

Ÿ Leisure activities are time only for myself, so it gives me a lot
of emotional stability. (A6)

3

Psychological
satisfaction

Ÿ I enjoy leisure activity because I like doing the thing itself. (A1) 1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Ÿ Si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maintained through leisure
activities, I actively build friendships with people wh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together. (A4)

1

Satisfaction
with health
and relaxation

Ÿ I think leisure activities are activities that allow me to take a
rest and take care of health, and I think that through leisure
activities, not only do I stay healthy but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to take on new challenges. (A7)

1

Knowledge
satisfaction

Ÿ As it provides opportunities to share knowledge and try new
things, my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is high. (A0)

1

Other
Ÿ It is not easy to get information related to leisure activities. If I
could get information easy⋯ I think I could enjoy various leisure
activities. (A8)

1

<Table 7>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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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는 건전한 시간의 활용과 더불어 사회적인

교류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응답하

였다. 과거에 비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시니어

들이 늘어나고, 긴 노후의 삶을 생각할 때 여가활

동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5) 선호하는 여가활동 및 교양활동

선호하는 여가활동 및 교양활동을 알아보고자

Lee(1993)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유형 표를

참조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알아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취미․교양활동, 수영, 독서 각각 3명

씩, 종교 활동, 그림, 등산 각각 2명씩, 달리기, 자

전거, 승마, 스킨스쿠버, 산책, 체조, 노래, 쇼핑,

야외활동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호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활동적인 분야와 취미․교

양활동 중 손으로 체험하는 공예나 꽃꽂이 등 미

술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선호하였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 활동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Rho(2017)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

었던 유형 ｢언어․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한

문), 전통문화(고전무용, 사물놀이, 민요), 문화아

카데미(역사, 문학, 고전, 철학), 직업능력교육(요

리, 법률, 재산관리), 예술․문화교육(그리기, 만들

기, 퀼트, 색채감각 키우기), 스포츠 활동(요가, 골

프, 수영,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볼링, 탁구, 축구,

테니스)｣을 참조하여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

로그램을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술․문화교육 8명, 전통문화, 스포츠 활동 각

각 6명, 언어․외국어 5명, 문화아카데미 4명, 직

업능력교육 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6가지의 교육

프로그램 활동 중 예술․문화교육은 조사 대상자

8명 모두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50․60대들이 양육부담에서 벗

어나 사그라졌던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활

하면서 행복한 황혼을 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예

Item Category Main response
Number of
responses

Attitude
toward leisure
activities

Regarding
health

Ÿ When I'm busy, I can't do leisure activities, but leisure activities
take up a large proportion of my daily life. I think the reason is
because it is very helpful to health.(A2)

Ÿ I think it is helpful to health and is a healthy use of time. (A6)
Ÿ I often do it even if I don't have to plan leisure activities, and I
think it's good to have a healthy and relaxing time to do leisure
activities. (A7)

Ÿ I think it will be helpful to my health doing leisure activities,
but I am not sure where and how to do it. (A8)

4

Healthy use
of time

Ÿ I think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is a healthy use of time.
(A1)

Ÿ I think that leisure activities allow me to have a relaxing time in
my life⋯ and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is the healthy
use of time. (A5)

2

Attitude
toward leisure
activities

Social
exchange

Ÿ It gives me an opportunity to try new things⋯ and through
this, I can socialize with other people, so I am enjoying it. (A3)

Ÿ I started because I wanted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in a
worthwhile manner. As I do leisure activities, I feel that I get to
socialize more and my body and mind have become healthy.
(A4)

2

<Table 8> Attitude Toward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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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문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본다.

예술․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횟수는 평균 일주

일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여가생활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취미생활

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고 싶지 않

은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인

50․60대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 그룹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액티브 시

니어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유형은 손

으로 체험하는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이들은 활

동성을 겸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Ha(2019), J. Kim(2006),

Kim(2018), J. Kim(2020)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2. 색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참여의도

색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도를

알아보고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인 50․60대 10명을 대상으로 약 60분간 2차

포커스 그룹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대한

내용은 교육 경험, 색채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문

항, 향후 참여하고 싶은 색채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1) 2차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50대 7명, 60대 3명이며 평균나이는 58

세이며,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다. 참여 중

인 교육활동은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수강 중이

며 참여 횟수는 1주일에 1회∼2회 정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게 된 동기는 자기계발이 5명으로 가

장 많았고, 몸매관리, 건강, 교육 활동에 대한 관

심, 시간활용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2차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Table 9>와 같다. 참여중인 교육활

동과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본 결과, 모두 시니

어 모델 아카데미에 참가중임을 알 수 있었다. 참

여하게 된 동기는 자기계발을 위한 목적으로 프로

그램에 참여한다는 응답자(50%)가 가장 많았다.

이외 건강을 위해서, 몸매관리 유지, 평소 시니어

Category Age Job
Family
member

Participating
educational activities

Number of
participatio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B1 54 Housewife
Living with
children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For health

B2 54 Other
Living with
children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Maintain body shape

B3 54 Housewife
Living with
children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Self-development

B4 56 Profession Couple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Interest

B5 57 Housewife Couple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Self-development

B6 57 Housewife Couple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Posture improvement

B7 58 Housewife Couple
Watercolor, Senior
Model Academy

Twice a week Self-development

B8 60 Service and sales Alone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Self-development

B9 62 Service and sales Couple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Self-development

B10 64 Professional Alone Senior Model Academy Once a week
To use the time for

myself

<Table 9>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2nd Surve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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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자세교정, 나를 위한

시간 활용 등의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여

가활동이나 교육영역 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두고 있다는 Ha(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색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색채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영역을 알아보고자

평소 생각했던 색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Table 10>과 같다.

색채교육은 치료 및 심리와 색채 실기교육의 개념

으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색채 이론교육, 색채놀이 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

었다.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치료 및 심리교육의 영역

으로 본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색채를 활용

한 심리교육이나 색채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색채 실기영역

으로 본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창의력을 키

우는데 도움을 주고, 수채화나 그림그리기 프로그

램의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색채교육은 일반적으로 치료의 목적과 색채 실기

수업인 수채화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색채교육은 회화의 영역으로만 인식한

다는 것은 색채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미술학

원, 교습소 등의 분야에만 다루어졌고, 우리의 일

상생활 속에서 색채교육이 미술의 일부, 혹은 미

술의 한 영역으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3) 색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도

50․60대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색채교육 영역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패션의 영역을 제외하고

‘색채교육’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제한을 두었다.

질문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Table 11>과

같다.

프로그램의 활동영역으로 힐링요소의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퍼스널컬러, 패션 색채, 놀이

영역, 이론교육 등의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힐링

Item Category Main response
Number of
responses

Color education
program area

Therapy and
psychology

Ÿ I think it is a psychological education program using color. (B1)
Ÿ I think the color education program is a treatment program
that uses color. (B2)

Ÿ I think color education is a treatment program that uses color.
(B8)

3

Color practical
skill

Ÿ It is a color program that helps develop creativity. (B3)
Ÿ I am also learning watercolor, and I think color education is a
watercolor or drawing program. (B4)

Ÿ I think it is a practice-oriented program using color. (B7)

3

Color theory

Ÿ I thought of it as a program to help learn how to express
myself and learn about basic colors. (B5)

Ÿ I think color education is a program where you can learn the
contents of basic color theory such a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purple. (B6)

2

Color play
Ÿ Like personal color, I think it is a program that finds the
right color for you. (B9)

Ÿ I see it as a kind of play using color. (B10)
2

<Table 10> General Information about Col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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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영역의 응답자들은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는

테라피의 영역,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힐링요소,

마음을 밝게 해주는 색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퍼스널

컬러 영역의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

는 퍼스널컬러, 나에게 맞는 색채를 찾아주는 프

로그램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패션 색채

영역의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색채를 활용할

수 있는 패션, 몸매에 맞는 색채의 활용방법의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 놀

이영역에서는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색채교육 프

로그램과 어렵지 않은 색채관련 프로그램, 색채

이론교육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액티브 시니

어들은 일반적인 교양교육보다는 색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요소의 프로그램

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지역자치단체의 복지학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평생교육으로 진행되는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고자 지역자치단체의 복지학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색채교육 프로

그램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색이 사용되는 교

육영역으로 범위를 한정지어 회화, 선 위주 회화,

공예, 패션으로 총 4개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었

다. 그 중 선 위주 회화의 영역에서 서예의 강좌

는 채색을 하지 않고 선 위주의 작업이기 때문에

색채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강좌영역

Item Category Main response
Number of
responses

Area of
program
activity

Healing factor

Ÿ I wasn't like this before, but as I get older, I get angry and it's
hard to hold it back. It's a therapy program that can help you
relax and feel better. (B3)

Ÿ It is a color education program that contains healing factors that
comfort the mind. (B5)

Ÿ Our age group is like turning gray, so I hope that it will be a color
education program that brightens our mind with colors. (B6)

3

Personal color

Ÿ I would like to participate if a program offers an area that can
help with personal color or daily life. (B1)

Ÿ It is the area of the program that finds the color that suits oneself.
(B2)

2

Fashion colors

Ÿ I think there are a lot of areas where colors can be used in daily
life. I hope there will be an interesting program related to fashion
and food. (B9)

Ÿ In old age, people are very sensitive to fashion. I hope that it is
the color education we need in real life, like how to use colors that
suit each body shape. (B10)

2

Play area

Ÿ Most of the color education is in the watercolor area, but I hope
there will be a color education program for older people other than
the general area of painting. (B7)

Ÿ Actually, I don't know the meaning of color well. I wish I could
find out the meaning, and I hope it is not difficult. (B8)

2

Theory
education

Ÿ I didn't have a chance to learn about the meaning of colors. I
think I need time to learn about colors in color education. (B4)

1

<Table 11> Color Education Program that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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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의 결과는 다음

<Fig. 1>과 같다.

지역자치단체의 복지학습관 3곳에서 구성된 프

로그램은 회화영역으로 서양화, 수채화 강좌 5건,

선 위주 회회영역으로 캘리그라피 강좌 1건, 공예

영역으로 생활자수, 패브릭 홈인테리어, 한지공예,

전통자수, 프랑스 자수 강좌 5건, 패션영역으로 홈

인테리어, 봉제기초, 패션 메이킹, 의류수선, 리폼,

패션디자인 기초, 패션디자인 전문영역의 7건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프로그램 영역 중 패션영역,

공예영역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역자치단체

의 복지학습관에서는 색채교육을 패션이나 공예영

역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패브릭 홈인테리어나

봉제기법, 리폼 등의 활용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었다. 복지학습관에서 색채교육의

활용은 색채 패브릭을 사용함으로서 시각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백화점 문화센터 3곳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은

회화영역으로 서양화, 수채화, 유화, 데생, 민화,

보타니컬, 초상화, 캐리커처영역의 강좌 18건, 선

위주 회화영역으로 캘리그라피 강좌 3건, 공예영

역으로 공예, 자수, 조각보, 퀼트, 패브릭아트 강좌

10건, 패션영역으로 홈패션, 옷 수선과 리폼 강좌

5건으로 구성되었다. 1일 강좌는 회화영역과 패션

영역의 강좌 4건으로 구성되었으며 회화영역은 사

포드로잉, 오일 파스텔 강좌 2건, 패션영역은 패션

스타일링, 퍼스널컬러 강좌 2건으로 구성되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회화영역, 공예영역, 패션

영역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는데 기본적으로 색채

교육은 미술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

화영역의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한 백화점 문화센터는 직장을 다니는 성인 또는

취미 반으로 배울 수 있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교육의 활용은 색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회화의 영역으로 사용되었고 1회성 체험의 개념으

로 백화점의 고객 또는 성인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고자 1일 강좌인 패션스타일링과 자신만의 색

채를 찾아주는 퍼스널컬러 검사 도구를 사용함으

로서 색채를 심리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3곳에서 구성된 프로그램

은 회화영역으로 서양화, 수채화, 동양화, 유화, 민

화 강좌 8건, 공예영역으로 자수․퀼트, 가죽공예

강좌 2건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자치단체의 복지학

습관과 백화점 문화센터에 비해 대학부설 평생교

육원에서는 교육욕구를 충족하고자 회화영역의 위

주로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색채교육은 유

화, 수채화 등의 물감사용으로 색채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지역자치단체의 복지학습관과 백화점 문화센터

<Fig. 1> Color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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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3곳을 비교하면

복지학습관은 패션영역, 문화센터는 공예영역, 평

생교육원은 회화영역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이나 50․60대의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각 기관들의 취지에 맞는 독

창적인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

해서 패션과 접목할 수 있는 패션 컬러 테라피의

프로그램이나 토털 코디네이션 프로그램, 컬러 코

디네이션의 프로그램처럼 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이 개발된다면 액티브 시니어들의 윤택한 삶을 추

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자의 후속

연구인 패션 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교육

영역으로 홈인테리어, 리폼, 패션스타일링, 퍼스널

컬러, 조각보, 패브릭 아트영역의 강좌를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은퇴이후에도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5

0․60대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평생교육으로 진행되는 각 기관별 색채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고 여가활동에 참여

중인 50․60대 8명을 대상으로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8명 중 7명이 여가활동에

참여 중이였으며, 여가활동에 참여 중인 조사 대

상자들은 모두 생활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이나 교

양활동에서는 활동적인 분야와 체험적인 요소를

선호하였다.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동은 예술․문화교육을 일주일에 1회 정도 선호

하였다.

둘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

인 50․60대 10명을 대상으로 2차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색채교육

영역은 일반적인 색채의 치료 목적이나 미술의 기

본적인 수업 영역인 수채화의 일부분으로 인지하

고 있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색채교육 영역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퍼스

널컬러나 패션요소가 접목된 프로그램, 색채를 알

아가는 이론 부분의 영역인 프로그램의 색채교육

에 참여하고 싶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색채교육 현황분석을 위해 각 기관별 색

채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고자 D광역시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학습관,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부

설 평생교육원 총 9곳을 색채교육과 관련된 프로

그램 현황을 분석하였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자기

계발을 통한 잠재성 발현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개

설하여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이었으며,

각 기관마다 설립취지나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

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독

창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회화영역, 공예영역,

패션영역 등 일상생활과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있다. 향후 각 기관의 특성

에 맞게 패션과 색채의 요소를 부합하여 프로그램

이 개발된다면 성인 학습자들은 물론 액티브 시니

어들에게도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 형

성을 위한 교육으로만 여겨지던 색채교육 프로그

램의 연구를 50․60대의 액티브 시니어 특성에 따

라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각 기관별 운영 중인 강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분석적 체계를 가진 연구로 진행하도록 노

력하였다. 하지만 특정 광역시로 한정지어 현황조

사를 한 점과 여가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진행된 점에서 액티브 시니

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연구에서는 각 기관별 운영 중인

프로그램 교육 영역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패

션 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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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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