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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color-related education programs as lifelong education and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color education and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show that the general welfare center, which is striving to develop abilities and 
promote welfare, was opened mainly for professional education, rather than hobby- 
oriented education. Accordingly, pricing was set at a lower level than the three insti-
tutions and centers, but without a variety of programs or hobby-oriented courses. Second, 
as the purpose of the set-up is to be established, the general welfare center should 
be considered an area for hobbies along with expertise, and various courses should 
be opened. Although the department store’s cultural center focused on programs for 
cultural and leisure use and promotion,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gram to attempt 
to approach it in a short-term process rather than a one-time class.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established as a subsidiary of the university’ was opened as an area 
for of painting such as oil painting and watercolor and drawing which have much 
in common school should learn and start basic theory and practice, so there was much 
difference. Third, if it is changed to a developed form of color-orien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center and institution presented i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 good response will be possible to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develop professionalism and creativity.

Keywords: lifelong education(평생교육), color education program(색채교육프로그램), 
status survey(현황조사), case study(사례연구)

I. Introduction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적 자기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인간의 전 생애 발달단계

에 걸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him, 2018). 인간의 학습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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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시간과 공간, 연령의 제약이 무의미해졌다. 바
로 이것은 평생교육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며, 우리

는 이미 평생교육의 열린 학습 체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Namgoong, 2001). 평생교육은 사전적 

의미로 인간의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전 생애

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관을 뜻하였다(Kim, 
2014).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73년 8
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개최한 ‘평생교육 발전

을 위한 세미나’에서이다. 이후 많은 연구와 과정을 

거쳐 1999년 8월 평생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평

생교육법에 의한 실질적인 평생학습사회 구현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4).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성인 학

습자들은 배움의 즐거움과 자기개발을 위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높은 평생 

교육 참여율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평생미술

교육은 대학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미술관 및 박물관, 
사설 학원, 교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며 점차 활성화되

어 가는 추세이다.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국가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Ko, 2008).
현 시점까지도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01; Namgoong, 2001; Seo, 2009; Shin, 
2012)와 성인을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은 미술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Bok, 2018; Hoang, 2000; 
Shim, 2018; Yun, 2012)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

리나라 미술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술교육프로그램

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감상과 이론 및 실기에 집중된 

프로그램의 경향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학습자

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성의 부족, 프로그램 

운영 시간 등 학습자의 참여 환경 고려부족, 프로그램 

지속성이 약한 단발성 운영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H. 
A. Kim, 2011), 이를 보완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다. 
미술의 요소는 즐거움과 재미를 스스로 체감하여 현

재와 미래의 삶에 윤활유와 청량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미술의 요소 중 색채는 자신의 표현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 지각을 키울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색채의 교육은 

절실히 요구되며 필요하다(Ko, 2008). 이에 평생교육

으로서의 색채교육프로그램 개발 근거 자료 마련의 

일환으로써 색채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색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각 기관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각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의 특성분석을 통해 색채교육 관련 프

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Literature Review

1. Concepts and types of lifelong education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

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여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 그 외

의 제반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

화를 지향하는 총체적 노력이라고 하였다(Lee, 2020). 
평생교육의 주창자인 랑그랑(Lengrand)은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

육의 통합으로, 데이브(Dave)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형식

적․비형식적 학습활동이라고 하였다(Hong, Lee, & 
Byun, 2001). 이는 보편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

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교육적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Kim, 2014). 
평생교육은 제도권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 생

애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

고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

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라는 의의를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과 사회의 성장과 발전

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Lee, 2020).
Shim(2018)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대상 유형을 

청소년, 성인, 여성, 노인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

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며,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 외에

서 활동하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성인교육은 연령

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실현을 도모하며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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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운 생활의 안정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여가교육의 

활성화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여성교육은 일반적으로 가족건강교육, 농업확장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 등이 다루어지며, 선진국의 경우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의식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

었다. 노인교육은 사회의 고령화, 산업화와 도시화, 핵
가족화 등의 변화 속에서 노인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2. Current status of adult culture and arts edu-

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포괄하는 

상호 유기적 관점에서 예술적․문화적 이해, 감상, 체
험 등과 같은 인지적, 감성적 학습활동을 아우르며 문

화예술교육을 생활화한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더
불어 특정 장르나 이론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

의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체험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

적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이를 펼쳐 가는데 있어서 학

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일상생활에

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향상

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Hoang, 
2008; Hoang & Jung, 2005).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살펴보면, 
Shim(2018)은 미술관 성인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

하였는데 프로그램의 형식은 감상 프로그램으로서 전

시안내, 갤러리 토크, 워크시트 등이 있으며, 이론 프

로그램으로써 강연과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 표현 프

로그램으로써 워크숍과 실기 수업, 통합 프로그램으

로서 감상과 제작 및 체험교실 등으로 프로그램이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
Kim(2012)의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

육기관이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을 살펴보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

교육, 전문능력향상교육, 시민교육과정으로 분류하였

다. 개설된 프로그램은 직업 능력 교육 중 예쁜 손 글

씨 POP, 서예 강좌로 대부분의 강좌들은 중복되는 경

우가 많았고,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제한된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색적

인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도 있으나, 극히 적은 곳에

서 이루어졌고 기관마다의 차별화된 특징을 찾아보기

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시설

과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스

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한 생활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잠재된 소질 발휘 및 자아실현의 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학습자들의 기대를 의미하기 때

문(Ko, 2009)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체계적

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활동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3. Necessity of color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색채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의사전달의 표현도구이고, 효율적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Kim, 2006). 이에 색채교육은 인간의 마음과 색채

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미적 정서와 자아존중적 감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20). 이처럼 색채는 포괄적 미술교육의 일부에 지나

지 않았다. 초등교육시절에는 다양한 접근과 활동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사고의 확장과 창의적 표현을 훈

련하게 된다. 초등교육이 마무리되고, 고등교육이 시

작된 학습자들은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미술교육은 다양한 조형 활동과 아이

디어 발상의 훈련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의 시각정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색채의 실습교육은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이에 색채의 실용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Lee, 
2011)고 여겨지며 현 시점에서 색채교육의 현황을 살

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색채교육은 정부 수립 이후 현대적 미

술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교사 중심의 교육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이 공포되고 

1955년 교육과정령이 공포되었으며, 창조적인 미술교

육이 시행되었다(Kim, 2008). 색채학습 프로그램의 부

족함을 인지하여 1992년 박정치의 ‘색채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의 제작 및 활용’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인 색채교육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ang, 
2007). Ahn(2013)은 색채교육을 미술 분야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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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져

야 하고, 시각감각을 기르기 위한 색채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경험이 창의

성을 발달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색채교육현황을 

Cho(2011)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조색을 활용한 색채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색을 활용한 색채 학습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물감을 섞어 봄으로써 스스로 색

채 감각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색끼리의 혼색 경험

으로 자기 주도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
처럼 색채를 교육함으로써 정서, 인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수행능력과 색채교육 효과를 나타낸다. 구체

적으로 한국색채연구소가 제시한 색채교육의 목표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Emotion development

색채를 감성적으로 경험하다보면 이전보다 정교해

져 자신에 대한 자각과 성숙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이

룰 수 있고 색채를 통해 정서 순화를 이루도록 하며, 
심미성을 키워 긍정적 정서발달을 도모한다. 정서 상

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이나 문학표현을 활용하

는 등의 다양한 표현활동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측

면에서 색채 표현은 정서를 이해하고 발달시키는 데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Lee, 2020).

2) Cognitive development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예술로 표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 색채교육은 무의

식에 담긴 기억, 바람, 잠재능력 등을 드러내 그것을 

인식하게 하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색채를 통해 밖으로 표출된 무의식의 감정, 기
억, 능력 등을 스스로 사고하게 되면서 좀 더 명확하

게 자신과 세상을 인지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지발달이 색채교육과 학습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Won, 2018).

3) Creativity development

창의성의 발달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으로 사고의 폭을 넓힌

다. 따라서 창의성의 발달을 위해서 풍부한 경험과 상

상력을 자극할 매체와 교육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색

채는 시각이 60% 이상 의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색

채를 통한 시각적 자극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색채 자극은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고 새롭

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색채교육은 인간의 정서, 인지,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과 감상능력 향상

을 통해 전인적 교육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

로 그 의의가 크다(Won, 2018)고 본다.

Ⅲ. Methods

1. Contents and methods of research

색채교육은 교육기관 이외에도 일상적인 삶과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삶의 모든 부분, 어느 곳에서도 

미술교육으로 적용되고 있다(Ko, 2008)고 할 만큼 색

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대에서 색채가 실생활에 점

차 확대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사

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색채교육 프로그

램의 범위를 색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인 가죽공예나 

누비, 공예분야 등 넓은 범위까지 확대시켜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색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

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각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기관별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 관련 교육프로그램 

현황분석을 통해 색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

발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Sel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을 알아보고

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전체지역, 모든 시설

을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D광역시 

소재 기관 중 D광역시 종합복지센터 1곳, D광역시 백

화점 4곳 중 색채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3곳의 
백화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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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은 사단법인 한국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협의

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알아본 결과, 
총 3곳의 대학교를 선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종합복지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대
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Welfare center

복지센터는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거점으

로서 복지 니즈(needs) 충족의 상담, 홍보활동, 주민참

가에 의한 교육, 학습활동, 레크리에이션, 복지활동 

등을 전개하는 지역 센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시, 군, 읍, 면에 지역복지센터를 1개 이상 설치하

여, 전문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지역조직 활동

을 측면에서 원조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Lee, 2009). 그동안 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은 여가

와 취미․교양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다분하였

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정

체성 확립,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S. Y. Kim, 2011).

2) Department store

문화센터는 예술연합회, 수공예기능연합회 등의 연

합회에서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두어 운영하기도 하지

만,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지도 및 기관

의 신뢰도도 높은 백화점 및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보편적이다(S. Y. Kim, 2011).
백화점 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3조 제1항 사업

장 부설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잠정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평생

교육 시설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대부분 백

화점들이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있다.
각 백화점 부설 문화센터의 공통적인 설립목적은 

여가선용, 개인의 소질계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

상, 성인 재교육, 여성 평생교육과 자아실현, 대고객 

이미지 강화 및 홍보,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등이다. 
문화센터의 참여 대상은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지역주

민들이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00). 백화점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 고객의 관리 및 잠재적 고

객인 성인 학습자를 확보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 등 학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프

로그램의 운영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 역

할이다(Lee, 2004).

3) University

대학에서 설립한 평생교육원의 미술교육은 욕구나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거나, 여가를 선용한다든

지 정서를 함양하는 등 보다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문화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인간을 

위한 교육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 즉 인격형성을 목

표로 한 것이다(Kim, 2006).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

라도 교육을 통한 잠재성의 계발을 통해 인간적인 삶

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교육기회의 균등화

는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이념이다. 운영 중인 프로그

램은 일반교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교육과정, 
전문지식을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 학

위과정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과 학점은행제, 보

육교사양성과정, 미술심리치료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

으로 구분되어 있다(S. Y. Kim, 2011).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Current status of color-related education pro-

grams by institutions as lifelong education

D광역시 지역의 종합복지센터 1곳, 백화점 3곳, 4
년제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3곳에 개설된 색채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종합복지센터에서 디자인영역 3건, 조형예술영역 

1건, 창작영역 1건, 공예영역 1건으로 총 6개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백화점 3곳의 문화센터에서는 디자인영

역 6건, 창작영역 5건, 공예영역 1건, 1day영역 5건, 
회화영역 13건, 그리기영역 2건, 서양화영역 2건으로 

총 34개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창작영역 1건, 회화영역 6건, 그리기영역 1건, 서양화

영역 1건, 동양화영역 1건, 창작영역 1건으로 총 11개

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종합복지센터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문

특강 교육, 취미문화교육, 어르신 행복교실, 교양대학, 
명사초청특강, 다문화교육, 아동취미교육 3강좌, 기술

기능 교육으로 총 8가지의 강좌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특강 교육에서 개설된 강좌는 D거주 만19세 

이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만의 원목작품, 창의

놀이전문가과정, 보드게임 학습코칭 지도사1급,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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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color education program

Institution Provider Contents Class time Week or time / 
total hours

Tuition
(KRW)

Welfare
center

Synthesis
welfare center

Calligraphy Weekday / night W: 2 / H: 62 60,000 

Calligraphy Weekday / weekly W: 2 / H: 62 Material cost
self-pay

Hand-sewn props Weekday / night W: 2 / H: 62 100,000 
Leather clothes making Weekday / night W: 2 / H: 62 90,000 

Leather craft Weekday / weekly W: 2 / H: 62 200,000 
Quilt design Weekday / weekly W: 2 / H: 62 150,000 

Department 
store

H Department 
store

cultural center

Basic oil painting Weekday / weekly W: 4 / H: 8 50,000 
‘Discover your own 
color’ personal color 

diagnosis
Weekday / weekly T: 1 / H: 1 30,000

Make-yourself 
hand-made color plate Weekday / weekly T : 1 / H: 1 50,000

Oil painting work class Weekday / weekly W: 4 / H: 8 50,000
Oil painting Weekday / weekly W: 4 / H: 10 50,000

L Department 
store

cultural center

Botanical art flower 
drawing Weekday / weekly W: 12 / H: 18 100,000 

Coloring oil pastel Weekday / night W: 12 / H: 18 120,000 
Conte drawing pencil 
portrait expert training 

class
Weekday / weekly W: 12 / H: 24 150,000 

Country toll painting Weekday / weekly W: 12 / H: 18 180,000 
Emotional stimulation! 

calligraphy
weekday weekend

day / night W: 12 / H: 24 120,000 

Fairy tale emotion 
watercolor illust Weekday / night W: 12 / H: 18 120,000 

Folk art Weekday / weekly W: 12 / H: 18 180,000 
Hanji painting Weekday / weekly W: 12 / H: 24 80,000 

Make postcards with 
calligraphy Weekday / weekly T: 1 / H: 1 5,000

Making calligraphy 
mood lamp Weekday / weekly T: 1 / H: 1 5,000 

Modern folk painting 
with colored pencils Weekday / weekly W: 12 / 18 120,000 

Napkin art Weekday / weekly W: 12 / 18 180,000 
Pop art Weekday / night W: 10 / 13 130,000 

Porcelain painting Weekday / weekly W: 12 / 24 80,000 
Tissue case 

using napkin art Weekday / weekly T: 1 / H: 1 5,000 

Travel sketch Weekday / night W: 12 / H: 18 120,000 
Watercolor academy Weekday / weekly W: 12 / H: 24 120,000 

Western painting work 
class Weekday / night W: 10 / H: 1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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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교육지도사1급, 누비디자인, 생활한복(기초), 생
활한복(전문), 미술심리상담사2급, 플로리스트, 가죽

공예, 커피 바리스타 (주․야), 캘리그라피, 정리수납

전문가로 총 14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취미문화 교육에서 개설된 강좌는 D거주 만19세 

이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물과 난타, 생활영어, 

<Table 1> Continued

Institution Provider Contents Class time Week or time / 
total hours

Tuition
(KRW)

Department 
store

S Department 
store

cultural center

Colored pencils flower 
painting botanical art Weekday / weekly W: 10 / H: 20 100,000 

Colorful emotion oil painting Weekday / weekly W: 12 / H: 24 100,000 

Emotional oil painting Weekday / night W: 12 / H: 24 120,000 

Empty glass bottle mini 
flower pot Weekday / Weekly T: 1 / H: 1:20 5,000 

French embroidery on 
linen Weekday / weekly W: 4 / H: 6:40 30,000 

Pen calligraphy Weekday / weekly W: 12 / H: 24 120,000 

Ratan danstand Weekday / weekly T: 1 / H: 1:40 5,000 

Rattan interior prop DIY Weekday / weekly W: 4 / 6:40 40,000 

Silkscreen technique eco 
bag Weekday / weekly T: 1 / H: 1:20 5,000 

Sketches and watercolors Weekday / weekly W: 10 / H: 20 100,000 

Travel sketch and 
botanical art Weekday / weekly W: 10 / H: 20 100,000 

University

C University

Natural dyeing brush dye, 
hand painting Weekday / weekly W: 12 / H: 36 240,000 

Oil painting, watercolor, 
sketches

(conversation basics)
Weekday / weekly W: 12 / H: 36 200,000 

Oil painting, watercolor, 
sketches 

(specialized in conversation)
Weekday / weekly W: 12 / H: 36 200,000 

D University

Art practical course
(oil paint) Weekday / weekly W: 22 / H: 66 400,000 

Art practical course
(oriental painting) Weekday / weekly W: 22 / H: 66 400,000 

Calligraphy using plus 
pen watercolor Weekday / weekly W: 8 / H: 16 100,000 

Doodling art Weekday / night W: 15 / H: 45 300,000 

K University

Oil painting, watercolor, 
sketch (expert) Weekday / night W: 12 / H: 36 200,000 

Oil painting, watercolor, 
sketches Weekday / weekly W: 12 / H: 36 200,000 

Pencil sketch Weekday / weekly W: 12 / H: 24 150,000 

Note. W: week, T: time, H: total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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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리나, 서예, 우리소리가야금, 월수 댄스, 요가, 화
목댄스, 필라테스, 생활풍수, 다이어트 방송댄스, 카페

베이커리, 중국어 회화, 멀티미디어와 오피스, 행복밥

상, 서예, 요가와 댄스, 생활영어, 댄스스포츠, 가죽옷 

만들기, 손바느질소품, 컴퓨터 초급, 통기타, 수필, 문
턱 넘기로 총 24개의 강좌로 개설되어 있었다.

어르신 행복교실은 65세 이상(1955년) D거주 대상

으로 개설된 강좌에서 교양한문초급, 중급, 생활컴퓨

터, 인터넷 및 SNS활용, 월요일 스마트폰 활용, 수요

일 스마트폰 활용, 요가, 우리체조, 포크댄스(생활댄

스)로 총 8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교양대학는 노인대학과 여성대학으로 나누어 노인

대학에서는 D거주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정보, 사회경제, 노래교실, 현장체험 등 총 4강좌가 개

설되어 있었으며, 여성대학에서는 D거주 시민으로 65
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문화예술, 사회경

제, 현장체험 등 총 4개의 강좌가 1년 과정으로 개설

되었다.
명사초청특강은 특별히 정해진 주제가 아닌 상하

반기 2회로 정해져 있으며, D거주 일반시민, 교육생 

등을 위한 특강으로 개설되었다.
다문화교육 강좌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D거

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 
현장체험학습,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등 총 4강좌가 

개설되었다.
아동취미교육 강좌에서는 D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발레, K-POP댄스, 어린이 뮤지컬 등으로 3강좌

가 개설되었다.
기술기능 강좌는 D거주(19세 이상, 단, 컴퓨터과정 

1956년 이후 출생자)대상으로 국가자격증과정(중식조

리, 동남아 요리, 한식조리 떡, 컴퓨터 자격증, 헤어디

자인(자격증, 제빵, 제과), 기초기능과정(컴퓨터기초, 
패션디자인기초), 전문기술과정(한․일식(생활)요리, 쿠
킹 차이나, 패션디자인전문, 헤어디자인전문) 등으로 

개설이 되었다.
종합복지센터에서 민간 자격증 과정을 제외한 취

미, 실습, 만들기, 미술과 관련된 일반과정만을 포함

하였다. 세부영역으로 가죽공예, 누비디자인, 캘리그

라피, 서예, 가죽 옷 만들기, 손바느질 소품 등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복지센터에서 색채교육은 아동과 노

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거나 배움을 목

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미술과 색채

에 대한 프로그램은 취미생활에 관련된 성인 중심의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문

화․예술적 욕구가 높아져 가는 현대에서 색채가 한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확장된 접근이 절실히 필

요하다고 본다.
현재 백화점 문화센터 3곳에 성인을 대상으로 개설 

된 강좌를 자격증 과정을 제외한 취미, 실습, 미술과 

관련된 일반과정만을 포함하여 세부영역으로 분류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

화센터에서는 1day 클래스의 개념의 강좌나 미술재료

를 활용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보타니컬아트 꽃그림 그리기, 한지그림, 컨트

릴톨페인팅, 냅킨아트, 포크아트, 도자기페인팅, 팝아

트 영역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용품 인테리어와 각종 리폼 등의 다양한 장식에 적용

이 가능한 DIY의 강좌나 린넨의 소재를 사용한 자수 

등의 체험적인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외 단기간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들을 살펴보면, 

라탄을 결합하여 엮어내는 라탄소품을 만들 수 있는 

라탄 단스탠드의 강좌와 실크스크린으로 프린팅하여 

만드는 에코백 강좌, 버려지거나 빈 유리병에 화분을 

심고 실크 스크린 기법을 이용한 화분 홀더를 만들 수 

있는 빈 유리병 미니화분 등의 강좌가 개설이 되었다. 
이처럼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나 취미반으로 배울 수 

있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협의회에 등

록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중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4년제 대학 3곳의 색채와 관련된 미술 프로그램에 

대해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자격증 과정을 제외

한 취미, 일반과정, 미술, 실기과정으로 구분하였고, 
회화의 교육과정이 K대학, C대학, D대학 부설 평생

교육원 3곳에 모두 개설되어 있었다. 다른 과정과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개설비율이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미술’하면 떠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장르가 

회화영역(유화, 수채화, 소묘, 템페라, 동양화)인 까닭

인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설해 시행하고 있었다

(Kim, 2006). 회화교육 과정 이외 ‘천연염색 붓염, 핸
드페인팅’, ‘두들링 미술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장르가 개설되어 있다. 그 중 ‘천연염색 붓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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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페인팅’은 생활 속에 직접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원단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에 붓과 염료를 사용하

여 기초 그림 그리기를 시작으로 실생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방석, 쿠션, 이불, 스카프, 개량한복 등)
에 직접 핸드페이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두
들링 미술 프로그램’은 두들링(doodling)이란 자유롭

게 끄적거리는 낙서를 의미하는데, 자유로운 재료로 

드로잉 및 개인작품 제작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말하

는 것으로서 재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손으로 그린 문자’의 의미인데 펜을 이용한 수채화에 

켈리그라피를 접목시켜 학습생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 Content analysis on color-related education 

programs as a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을 분석한 결과, 종합복지센터, 백화점문화센터, 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은 성인들에게 자기계발을 통한 잠재

성 발현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평생교육을 실

현하고 있는 기관들이며, 고등교육기관, 지역자치구 

운영, 백화점 운영이라는 점에서 각 기관마다 설립취

지 및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났다(S. Y. Kim, 
2011). D광역시 종합복지센터 1곳과 백화점 3곳, 대

학 부설 평생교육원 3곳의 색채관련 교육프로그램 수

업시간대, 기간, 수강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복지

센터에서는 주 2회 총 62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고, 수강료는 6~20만 원대로 가격 면에서는 복지센

터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시간대는 대부분 평일/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었으며 

가죽공예, 누비디자인, 캘리그라피, 서예, 가죽 옷만들

기, 손바느질 소품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종합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 

별 프로그램에서 색채교육은 일반적인 회화가 아닌 

공예나 컬러 패브릭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요소에서 색

채교육을 중점으로 두었다.
백화점 문화센터 3곳에서는 H백화점, L백화점, S

백화점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으

며, H백화점에서는 1회 과정부터 4주의 과정으로 한 

회차 당 1시간 이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수업시간 대는 평일/주간으로 구분되었다. 가격 

면에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었고,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핸드메이드 

컬러플레이트, 유화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작품 반으

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다. L백화점에서는 3곳의 백

화점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회 과정부터 12회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격면에

서는 5천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책정되었고 프로

그램 구성에서는 캘리그라피, 냅킨아트, 콘테, 색연필, 
수채화 등으로 다양한 미술재료가 사용되는 프로그램

과 회화의 기본영역인 서양화작품반, 수채화 아카데

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S백화점에서도 1
회 과정부터 12회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 면에

서는 5천 원에서 12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되었다. 프
로그램 구성에서는 실크스크린, 보타니컬아트, 자수, 
이 외 회화의 기본영역인 소묘, 수채화, 유화의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회화영역인 수채화, 
유화는 백화점 문화센터 3곳 모두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미술에서 색을 배우는 단

계로는 회화의 영역이 필수로 여겨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기본적인 색채교육은 일반적인 회화장르

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외 퍼스널컬

러 진단은 생동감과 생기를 주는 자신만의 컬러를 찾

는 검사도구로서 색채를 심리의 기반으로 하고 활용

하고 있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컬러를 선택하고 색에 

대한 요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되

어있는 컬러플레이트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K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 

총 3곳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색채프로그램을 살

펴보았으며, 가격대로는 10만~40만 원까지 책정되었

음을 알 수 있었고, 프로그램 내용 또한 대부분 일반

적인 회화영역인 유화, 수채화, 소묘, 템페라 등의 강

좌가 개설되었으며, 개인작품 제작을 이루는 프로그

램으로 인해 색채교육은 직접적인 체험으로 회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화나 수채화에서 사용되는 물감

을 사용함으로써 색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이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학교 소속․강사

들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짧게는 8주 과정에

서 22주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수채화, 소묘 등의 과

목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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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 또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3. The need for color educ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through analysis of color-related 

education programs as a lifelong education

색채교육이나 미술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역사회 문화기반 시설 안에

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Shim, 2018) 될 대상으로 

본다.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 복지센터에서는 공예디자인이나 창

작 또는 공예영역과 관련된 가죽 공예나 가죽 옷 만들

기 등의 주로 공예분야로 개설되어 있었다. 문화센터

에서 1회의 체험적인 프로그램으로 퍼스널컬러 진단

프로그램이나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컬러플레이트

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대학부설에서는 기본적인 유

화, 수채화, 소묘를 제외하고 천연염색 붓염이나 핸드

페인팅 또는 캘리그라피 등이 개설되었다. 3곳의 센

터와 기관에서 개설된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미술영

역인 회화의 장르로서 차별화가 보이지 않았다(Table 
1). 이에 회화 교육 또는 교육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

그램의 개발보다는 여가선용, 취미, 예술 부분에서 미

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의 요

구가 필요하고 복지센터,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3곳의 

각 센터 및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향후 개발방향에 있어서 좀 더 구

체적인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첫째, 복지센터에서는 향후 바느질로 패션의 경계

를 잇을 수 있는 패션컬러테라피의 프로그램처럼 실

생활과 연계하여 색채를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된다면 복지센터만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둘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성인 학습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회성이 아

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문화센터에서 

컬러를 활용한 토털 코디네이션 프로그램이나 40대 

주부를 위한 퍼스널컬러 진단에 따른 컬러코디네이션

의 프로그램처럼 문화센터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된다면 대고객 이미지 강화는 

물론 잠재적인 고객 확보 및 문화․교육, 문화․예술 

분야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한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문화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컬러 페이퍼를 이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이

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작품의 완성을 통해 

성취감이나 희열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윤택한 삶 또는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안으로

는 컬러링북의 소재로 색채와 심리가 접목된 프로그

램 형태로 개설이 된다면 색채감각이나 심미적,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색채교육은 

중요한 시각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개성과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정이나 정서, 성격 등

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고 개성 있는 표현의 장이 

되며 표현을 자극하거나 격려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

요한 요소(Ko, 2008)로 보고 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 관련 교

육프로그램을 기관별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여 색채

교육의 필요성과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Table 2> Program development direction

Categorize Status analysis Development direction

Welfare center Leather clothes making Fashion color therapy program

Department store
Hand-made color plate Total coordination program using color

Personal color diagnosis Program of color coordination based on personal color diagnosis 
for housewives in their 40s

University
Hand painting program Color paper program

Calligraphy program Coloring book color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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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색채관련 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기관을 D광역시 복지

센터 1곳과 백화점 문화센터 4곳, 대학 부설 평생교육

원 3곳으로 한정할 수 있었으며, 총 7곳을 선정할 수 

있었다. 각 기관별 현황으로는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의 노력에 힘쓰고 있는 종합복지센터에서는 취미위주

의 교육이 아닌 현재는 전문직 교육의 위주로 개설이 

되어 있었으며, 가격 책정에서는 3곳의 기관 및 센터

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지만 그만큼 다양

한 프로그램이나 취미위주의 강좌는 찾아볼 수 없었

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다른 기관과 센터에 비해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야

를 단기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취미

나 생활 소품 제작 등의 실용적인 부분이 다수 이루고 

있었다. 대학교에서 설립한 평생교육원에서는 학교교

육 보충을 위한 학습, 전문 자격증 취득 학습 등의 학

습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프

로그램에 개설된 교육을 통해 잠재성 개발을 할 수 있

도록 개설이 되었다.
둘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종합복지센터에서는 설립 취지가 

있는 만큼 전문성과 더불어 취미생활의 영역으로 바

라보아야 하며, 다양한 강좌들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개설된 강좌의 수에서

는 3곳의 센터 및 기관과 비교했을 때에는 전혀 뒤처

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게 개설되었다. 그 중 문화 

및 여가선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개설되었

으나 일회적인 수업이 아닌 장기적인 과정으로 접근

하려는 시도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개설이 필요하다

고 본다. 대학부설에 설립한 평생교육원은 대체적으

로 학교들마다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주로 유

화나 수채와 소묘, 서예 등은 대부분 개설되어 있었

고, 가격책정에 있어서는 3곳의 기관 및 센터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수업

기간이 1학기 혹은 15주 과정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평생교육원은 유화나 수채화 소묘 

등의 과목은 기본적인 이론 및 실기를 배우고 시작해

야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선택하든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평생교육으로서의 색채 관련 교육프로그램 

현황분석을 통해 색채교육의 필요성과 향후 개발 방

향에 대해 알아보고,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제시하였

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는 S. Y. Kim(2011)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서 일회적이거나 일반회화 장르가 아닌 다양한 

색채교육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보이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

구결과에 제시한 각 센터 및 기관별 취지에 따라 제안

한 색채위주의 교육으로 발전된 형태로 변화된다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좀 더 나아

가 삶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색채교육프로그램 제안 및 개발을 하는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자의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을 대

상으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색채를 중심으로 색

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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