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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미치는 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은 65세 이상 평생교육 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인 340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  변인  성별, 학력, 월 용돈, 배우자에만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서 학습 지향유형이 활동 지향유

형에 비해 교육만족도도 높고, 삶의 변화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하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습지향과 목표지향 

유형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삶의 변화 향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 가정, 사회․여가, 신체․정서, 행복감, 삶의 변화 체에서 학습 지향 유형과 목표지향유형이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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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교

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 인 교육 활동을 의미한

다(평생교육법 제2조 ①항)”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 정

의는 학교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 인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상으로 학령기 아동부

터 노인까지 모두가 평생교육의 상임을 분명히 정의

하고 있다[1]. 

특히 노년기 삶의 변화와 활동  고령화를 한 표

인 해결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 평생

교육이다. 많은 교육기 에서 노인 평생교육 로그램

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인 

평생교육 참여정도는 매우 조한 상태다. 노인 평생교

육 참여율이 조한 데에는 교육시설 근성의 취약, 

로그램의 다양성  문성 부족, 노인 평생교육에 

한 인식 부족, 비용부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

고 있다[2].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이 국 2,620개 평생교육시설을 상으로 수요 상별

로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 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체 로그램 84,836개  성인 상 로그램

이 49,096개로 가장 많은 반면, 노인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1,388개로 가장 어 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 향후 노인의  개별  욕구에 부합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를 확 해야 할 것이다.

Houle은 성인교육의 참여 동기유형을 활동지향형, 목

지향형, 학습지향형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 었다. 

활동지향형 학습자는 학습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사회

 인간 계의 유지, 개선 확 에 의미를 둔다. 목 지

향형 학습자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기 한 수단으로 

여기며, 학습지향형 학습자는 지식자체에 심을 가지

며 자신에 한 분명한 자아개념을 지녀 학습에 몰두하

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세 집단은 별개의 상호

배제 인 역이 아니라 서로 복 인 계에 있다[4].  

임 민(2003)은 평생교육 참여에 향을 미칠 생활사

건 조사를 통해 일상 인 삶의 경험에서 자극되는 교육 

참여 동기를 규명하고, 평생교육 참여 동기 형성요인의 

하나로 참여자의 경험을 규명했다[5]. 개인의 성장과정

에서 다르게 축 해 온 경험은 평생교육 참여 동기의 

유형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 

기 화(2008)은 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활동 지향  참

여로 스트 스를 해소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인

계를 넓히기 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놓은 비율로 조

사되었다[6].

이기환(2007)에 따르면 참여 동기와 만족도와의 계

에서 참여동기의 목표 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 

세 변인 모두 만족도와의 계에서 유의성을 보 다[7].

심 옥(2005)은 앞으로 학습 상이 고학력층 분포가 많

음에 비해 그들의 욕구를 감안한 교육 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8]. 개인들의 참여 동기유형을 정확

하게 악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의 평생교육 로그램 참여 동

기 유형에 따라 교육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변화에 향

력이 미치는지 보다 구체 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노

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응하기 해서도 평생교육

은 필요한 것이다. 변 하는 실에서 정신 , 육체

으로 사회 요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수

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라 참여 동기 유

형, 교육만족도, 삶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참여 동

기 유형에 따라 노인 평생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교육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교육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라 참여 동기 유형, 교육

만족도, 삶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2.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

화에 차이가 있는가?

3.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은  평생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교육만족도에 향이 있는가?

4.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삶의 변화에 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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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평생교육 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인들에

게 2012년 4월 9일∼4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충청지역에 소재한 복지 , 노인 학, 노인정, 평

생교육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36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하고 340부를 회수 하

다. 노인들에게 연구와 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

를 구한다음  노인들의 특성상 1:1 면 을 통하여 진행

하고 그 자리에서 직  수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

다. 다수의 노인들은 시력이 약하여 을 읽는 데는 

합하지 않거나 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연구자  연

구 보조자가 직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는 형식

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설문의 작성시간은 약 20분정

도 소요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33 39.1
여 207 60.9

연령

65세-70세미만 97 28.5
70세-75세미만 98 28.8
75-80세미만 82 24.1
80세이상 63 18.5

학력

무학 61 17.9
초등학교 졸업 127 37.4
중학교 중퇴 56 16.5
중학교 졸업 58 17.1
고등학교 졸업 29 8.5
대학교 졸업 9 2.6

월 용돈

10만원미만 86 25.3
10만원-20만원 75 22.1
20만원-30만원 83 24.4
30만원-40만원 39 11.5
40만원이상 57 16.8

배우자 배우자 없다 157 46.2
배우자 있다 183 53.8

참가비용

무료 164 48.2
1만원미만 101 29.7

1만원-3만원미만 56 16.5
3만원-5만원미만 8 2.4

5만원이상 11 3.2
계 340 100.0

2. 측정도구
2.1 교육 참여 동기 유형 
노인 평생교육 로그램의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은 최

운실[9]이 사용한 성인의 교육 참여에 한 조사지를 

참고로 임 민[5]이 년기 성인 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에 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33문항을 사용하

다. 활동지향형 19문항 .88 목표지향형 6문항 .68 학습

지향형 8문항 .90이었다. 

2.2 교육만족도
평생교육 로그램 만족도는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

습 만족도 최근 [10]에서 인용 20문항  12문항으로 

구성한 서명환[1]것을 사용하 으며 신뢰도는 .935 다.

2.3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노인들의 학습 참여에 

따른 만족도 변화를 알아본 우채 [11]연구에서 사용된 

12문항  9문항을 수정 보완한 서명환[1]것을 사용하

으며 신뢰도는 .926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

구의 내  신뢰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 

변인 문항수 내  신뢰도

교육 참여 동기 
유형

활동지향 19 .88
목표지향 6 .75
학습지향 8 .88
전체 33 .94

교육 만족도

프로그램 3 .87
교수자 3 .88

지원서비스 3 .86
환경 3 .87
전체 12 .94

삶의 변화

가정생활 2 .83
사회․여가 2 .79
신체․정서 2 .79
행복감 3 .89
전체 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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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 차이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p)

교육 만족도

프로그램 남 133 11.69 2.47 t=-1.562
여 127 12.15 2.74 (p=.119)

교수자 남 133 11.73 2.47 t=-3.079
여 127 12.56 2.38 (p=.002)

지원서비스 남 133 11.79 2.49 t=-1.387
여 127 12.17 2.50 (p=.166)

환경 남 133 11.92 2.37 t=-1.400
여 127 12.30 2.56 (p=.162)

전체 남 133 47.13 8.53 t=-2.102
여 127 49.18 8.97 (p=.036)

삶의 변화

가정 남 133 7.79 1.77 t=-1.418
여 127 8.08 1.86 (p=.157)

사회․여가 남 133 7.89 1.62 t=-1.717
여 127 8.21 1.72 (p=.087)

신체․정서 남 133 7.74 1.77 t=-3.648
여 127 8.42 1.60 (p=.000)

행복감 남 133 11.84 2.25 t=-1.803
여 127 12.31 2.38 (p=.072)

전체 남 133 35.26 6.33 t=-2.402
여 127 37.01 6.70 (p=.017)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해 SPSS Version17.0 로그램

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 다. 사회 인구학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으며, 각 변인 간 계를 살펴보기 하여 상 분석

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 참여 동기 유
형, 교육만족도, 삶의 변화 차이

1.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로 교육 참여 동기유형, 교육 만족도, 삶의 변화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로그램 만족도 체와 하 척도 교수자, 삶의 변화 

체와 하 척도 신체․정서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의 경우, 남자(M=47.13)보다 여자

(M=49.18)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 고 교수자 하 척

도에서도 남자(M=11.73)보다 여자(M=12.56)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 다. 

삶의 변화에서도 체에서는 남자(M=35.26)보다 여

자(M=37.01)가 더 높은 수를 보 고 신체․정서 하

척도에서도 남자(M=7.74)보다 여자(M=8.42)가 더 높

은 만족도를 보 다. 

1.2 학력별 차이
학력별로 교육 참여 동기 유형, 교육 만족도, 삶의 변

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로그램 만족 

체와 삶의 변화 체  사회․여가, 신체․정서 하

척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육 만족도에 있어서는 등학교 졸업(M=50.21), 무

학(M=48.51), 학교 퇴(M=48.02)가 높고 고등학교 

졸업(M=46.69), 학교 졸업(M=46.31)이다음으로 높고 

학교 졸업(M=42.67)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변화에서 체는 등학교 졸업(M=37.79), 무학

(M=36.23), 학교 퇴(M=36.04)가 높고 학교 졸업

(M=34.88), 고등학교 졸업(M=34.83)이 다음으로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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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력별 차이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p)

교육만족도

프로그램

무학 61 11.80 2.83

F=1.609
(p=.157)

초등학교 졸업 127 12.45 2.34
중학교 중퇴 56 11.89 2.75
중학교 졸업 58 11.52 3.22
고등학교 졸업 29 11.59 2.04
대학교 졸업 9 11.00 1.58

교수자

무학 61 12.54 2.28

F=4.422
(p=.001)

f<e=d=c<a=b

초등학교 졸업 127 12.82 2.26
중학교 중퇴 56 11.98 2.31
중학교 졸업 58 11.59 2.86
고등학교 졸업 29 11.28 2.42
대학교 졸업 9 10.67 1.80

지원서비스

무학 61 11.80 2.80

F=2.184
(p=.056)

초등학교 졸업 127 12.45 2.30
중학교 중퇴 56 12.07 2.33
중학교 졸업 58 11.69 2.70
고등학교 졸업 29 11.79 2.47
대학교 졸업 9 10.11 1.69

환경

무학 61 12.36 2.39

F=1.833
(p=.106)

초등학교 졸업 127 12.50 2.30
중학교 중퇴 56 12.07 2.52
중학교 졸업 58 11.52 3.02
고등학교 졸업 29 12.03 2.15
대학교 졸업 9 10.89 2.20

전체

무학 61 48.51 8.80

F=2.782
(p=.018)

f<e=d<c=a=b

초등학교 졸업 127 50.21 8.25
중학교 중퇴 56 48.02 8.79
중학교 졸업 58 46.31 10.42
고등학교 졸업 29 46.69 7.50
대학교 졸업 9 42.67 5.29

Duncan test: a=무학, b=초등학교 졸업, c=중학교 중퇴, d=중학교 졸업, e=고등학교 졸업. f=대학교 졸업

학교 졸업(M=32.44)로 가장 낮았다. 

사회․여가 하 척도에서는 등학교 졸업(M=8.50), 

무학(M=8.00), 학교 퇴(M=7.96)가 높고 고등학교 

졸업(M=7.79), 학교 졸업(M=7.67)이 다음으로 높고 

학교 졸업(M=7.00)이 가장 낮았다. 

신체․정서 하 척도에서는 등학교 졸업(M= 8.54), 

무학(M=8.43), 학교 퇴(M=7.96)가 높고 학교 졸

업(M=7.67), 고등학교 졸업(M=7.38)이 다음으로 높고 

학교 졸업(M=7.11)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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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월 용돈별 차이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p)

교육참여동기

활동지향

10만원미만 86 60.03 14.21

F=1.153
(p=.332)

10만원-20만원 75 60.05 13.01
20만원-30만원 83 61.33 11.90
30만원-40만원 39 57.82 12.45
40만원이상 57 63.12 11.84

목표지향

10만원미만 86 19.77 4.89

F=2.646
(p=.033)

d=a<b=c<e

10만원-20만원 75 20.48 4.44
20만원-30만원 83 21.00 4.69
30만원-40만원 39 19.59 4.33
40만원이상 57 21.95 3.92

학습지향

10만원미만 86 28.01 7.71

F=.667
(p=.615)

10만원-20만원 75 28.13 6.28
20만원-30만원 83 28.45 7.63
30만원-40만원 39 28.41 5.99
40만원이상 57 29.79 5.47

전체

10만원미만 86 107.81 24.82

F=1.329
(p=.259)

10만원-20만원 75 108.67 21.50
20만원-30만원 83 110.77 22.03
30만원-40만원 39 105.82 21.14
40만원이상 57 114.86 18.72

Duncan test: a=10만원미만, b=10만원-20만원, c=20만원-30만원, d=30만원-40만원, e=40만원이상

표 6. 배우자 동거여부별 차이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p)

교육 참여 동기 유형

활동지향 배우자 없다 157 58.64 12.14 t=-2.660
(p=.008)배우자 있다 183 62.32 13.19

목표지향 배우자 없다 157 20.01 4.24 t=-2.119
(p=.035)배우자 있다 183 21.05 4.80

학습지향 배우자 없다 157 27.34 6.86 t=-2.882
(p=.004)배우자 있다 183 29.47 6.71

전체 배우자 없다 157 105.99 20.71 t=-2.882
(p=.004)배우자 있다 183 112.84 22.80

1.3 월 용돈별 차이
월 용돈 액별로 교육 참여 동기 참여 동기, 교육 만

족도, 삶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

육 참여 동기 유형의 목표지향 하 척도에서만 월 용돈

액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월 용돈 액이 4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상자

(M=21.95)가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목표지향에서 가

장 높은 수를 보 고 20만원-30만원(M=21.00), 10만

원-20만원(M=20.48), 30만원-40만원(M=19.59), 10만원 

미만(M=19.77)순으로 높은 수를 보 다.

1.4 배우자 동거여부별 차이 
배우자 동거여부별로 교육 참여 동기 유형, 교육 만

족도, 삶의 변화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 동기 유형 체  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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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참가비용별 차이 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p)

교육 참여 동기 유형

활동지향

무료 164 58.31 12.88

F=4.540
(p=.001)

a=c=b=e<d

1만원미만 101 62.65 12.24
1만원-3만원미만 56 61.18 12.20
3만원-5만원미만 8 74.13 17.84

5만원 이상 11 63.64 7.05

목표지향

무료 164 20.11 4.67

F=1.022
(p=.396)

1만원미만 101 20.97 4.65
1만원-3만원미만 56 21.13 4.02
3만원-5만원미만 8 21.88 5.49

5만원 이상 11 20.00 4.34

학습지향

무료 93 27.21 6.73

F=3.110
(p=.016)

a=b=c=d=e

1만원미만 50 29.42 7.18
1만원-3만원미만 114 29.96 6.18
3만원-5만원미만 81 31.88 6.92

5만원 이상 2 29.00 6.16

전체

무료 93 105.63 22.13

F=3.668
(p=.006)

a=c=b=e<d

1만원미만 50 113.04 21.83
1만원-3만원미만 114 112.27 20.25
3만원-5만원미만 81 127.88 29.53

5만원 이상 2 112.64 15.68
Duncan test: a=무료, b=1만원미만, c=1만원-3만원미만, d=3만원-5만원미만, e=5만원 이상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동기 유

형 체 수에서, 배우자가없는 연구 상자(M=105.99) 

보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 상자(M=112.84)가 더 높은 

수를 보 다. 

하 척도 활동지향에서 배우자가 없는 연구 상자

(M=58.64)보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 상자(M=62.32)가 

더 높은 수를 보 고 목표지향에서 배우자가 없는 연

구 상자(M=20.01)보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 상자

(M=21.05)가 더 높았고 학습지향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연구 상자(M=27.34)보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 상자

(M=29.47)가 더 높은 수를 보 다.

1.5 참가 비용별 차이
참가비용별로 교육 참여 동기유형, 교육 만족도, 삶의 

변화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 동기 유형 체와 활동지향  학습지

향 하 척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동기 유형 체에서 참가비용이 무료라고 

한 응답자(M=105.63)이 가장 낮은 수를 보 고 1만

원-3만원미만(M=112.27), 5만원 이상(M=112.64), 1만

원 미만(M=113.04), 3만원-5만원 미만(M=127.88)순으

로 높았다.

활동지향 하 척도에서 참가비용이 무료라고 한 응

답자(M=58.31)이 가장 낮은 수를 보 고 1만원-3만

원미만(M=61.18), 1만원 미만(M=62.65), 5만원 이상

(M=63.64), 3만원-5만원 미만(M=74.13)순으로 높았다. 

학습지향 하 척도에서 참가비용이 무료라고 한 응답자

(M=27.21)이 가장 낮은 수를 보 고 5만원(M=29.00), 

1만원 미만(M=29.42), 1만원-3만원미만(M=29.96), 3만

원-5만원 미만(M=31.88)순으로 높았다. 

2.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 차이

2.1교육 참여 동기 유형별 만족도 차이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교육 만족도와 삶의 변

화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해,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수를 평균하여 가장 높

은 수를 보인 것을  교육 참여 동기 응답자의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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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육 참여동기 유형별 교육 만족도의 차이 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p)

교육 만족도

프로그램
활동지향 45 10.64 2.89 F=13.700

(p=.000)
a<b<c

목표지향 104 11.51 2.66
학습지향 169 12.59 2.21

교수자
활동지향 45 10.80 2.37 F=14.594

(p=.000)
a<b<c

목표지향 104 11.98 2.19
학습지향 169 12.77 2.25

지원서비스
활동지향 45 10.91 2.43 F=10.798

(p=.000)
a=b<c

목표지향 104 11.60 2.57
학습지향 169 12.53 2.16

환경
활동지향 45 10.78 2.33 F=11.548

(p=.000)
a<b=c

목표지향 104 11.92 2.31
학습지향 169 12.60 2.33

전체
활동지향 45 43.13 8.64 F=17.090

(p=.000)
a<b<c

목표지향 104 47.01 8.35
학습지향 169 50.50 7.61

Duncan test: a=활동지향, b=목표지향, c=학습지향 

표 9. 교육 참여 동기 유형별 삶의 변화 차이 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 편차 F(p)

삶의 변화

가정
활동지향 45 7.09 2.02 F=12.602

(p=.000)
a<b<c

목표지향 104 7.67 1.85
학습지향 169 8.39 1.53

사회․여가
활동지향 45 7.20 1.73 F=14.287

(p=.000)
a<b<c

목표지향 104 7.79 1.57
학습지향 169 8.47 1.50

신체․정서
활동지향 45 7.16 1.62 F=13.663

(p=.000)
a<b=c

목표지향 104 8.03 1.51
학습지향 169 8.50 1.59

행복감
활동지향 45 11.11 2.34 F=14.177

(p=.000)
a=b<c

목표지향 104 11.61 2.38
학습지향 169 12.71 1.96

전체
활동지향 45 32.56 6.56 F=18.472

(p=.000)
a<b<c

목표지향 104 35.10 6.21
학습지향 169 38.07 5.62

Duncan test: a=활동지향, b=목표지향, c=학습지향  

로 설정하 다. 분석과정에서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수에서 동 이 나온 응답자는 결측 처리하 다. 

교육 참여 동기유형별로 교육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

는지를 검증한 결과, 교육 만족 체와 하 척도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

육 만족도 체에서 학습지향유형(M=50.50)이 가장 높

은 수를 보 고 목표지향유형(M=47.01), 활동지향유

형(M=43.13)순이었다. 

교육 만족의 하 척도 로그램 만족에서는 학습지

향유형(M=12.59), 목표지향유형(M=11.51), 활동지향유

형(M=10.64)순이었다. 

교수자 만족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77)이 가장 높

았고 목표지향유형(M=11.98), 활동지향유형(M=10.80) 순

이었다. 지원서비스 만족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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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육 만족에 대한 교육참여 동기유형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측변인(독립변인) B SE β t

교육 만족도전체
활동지향 -.073 .048 -.106 -1.507
목표지향 .450 .153 .232 2.945**
학습지향 .540 .098 .418 5.499***

**p<.01, ***p<.001

표 11. 교육 만족 하위척도에 대한 교육 참여 동기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측변인(독립변인) B SE β t

프로그램
활동지향 -.016 .014 -.079 -1.118
목표지향 .090 .046 .155 1.956
학습지향 .179 .029 .465 6.089***

교수자
활동지향 -.028 .014 -.147 -1.955
목표지향 .127 .045 .238 2.819**
학습지향 .118 .029 .330 4.050***

지원
활동지향 -.008 .014 -.041 -.572
목표지향 .121 .045 .221 2.715**
학습지향 .123 .029 .337 4.290***

환경
활동지향 -.021 .015 -.106 -1.410
목표지향 .112 .046 .205 2.423*
학습지향 .120 .030 .330 4.044***

*p<.05, **p<.01, ***p<.001

이 가장 높았고 목표지향유형(M=11.60)과 활동지향유

형(M=10.91)이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만

족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60)과 목표지향유형(M=11.92)

가 활동지향유형(M=10.78)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교육 참여 동기 유형별 삶의 변화 차이
참여동기유형별로 삶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삶의 변화 체와 하 척도 모두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삶의 변화 체에서 학습지향유형(M=38.07)이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목표지향유형(M=35.10), 활동

지향유형(M=32.56)순이었다. 삶의 변화의 하 척도 가

정 변화에서는 학습지향유형(M=8.39)이 가장 높았고 목

표지향유형(M=7.67), 활동지향유형(M=7.09)순이었다.

사회․여가 변화에서도 학습지향유형(M=8.47)이 가장 

높았고 목표지향유형(M=7.79), 활동지향유형(M=7.20) 순

이었다. 신체․정서 변화에서는 학습지향유형(M=8.50)

과 목표지향유형(M=8.03)이 활동지향유형(M=7.16)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변화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71)이 목표지

향유형(M=11.61)과 활동지향유형(M=11.11)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 참여 동기가 교육 만족과  삶의 변화에 향을 주

는 지를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교육만족을 종속변인, 교육 참여 동기유형의 하 척도

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습지향과 

목표지향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변량의 약 29% 설명, R2=293, F(3, 336)=46.448, p<.000). 

교육만족의 각 하 척도를 종속변인, 교육 참여 동기유

형의 하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

과, 로그램 만족에 해서는 학습지향 약 46.5% 설명

(R2=289, F(3, 336)=45.433, p<.000), 교수자 만족에 해



노인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447

표 12. 삶의 변화 하위척도에 대한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측변인(독립변인) B SE β t

가정
활동지향 -.010 .010 -.073 -1.027
목표지향 .059 .032 .149 1.842
학습지향 .118 .021 .441 5.683***

사회․여가
활동지향 -.013 .009 -.103 -1.433
목표지향 .060 .030 .163 2.025*
학습지향 .110 .019 .447 5.759***

신체․정서
활동지향 -.020 .010 -.153 -2.005*
목표지향 .097 .032 .262 3.060**
학습지향 .069 .020 .279 3.379**

행복감
활동지향 .003 .013 .017 .248
목표지향 .087 .041 .170 2.145*
학습지향 .130 .026 .380 4.974***

서는 학습지향 33%, 목표지향 23.8% (R2=190, F(3, 

336)=26.312, p<.000), 지원 만족에 해서는  학습지향과 

목표지향( 체 변량의 약 25% 설명, R2=247, F(3, 

336)=36.653, p<.000), 환경 만족에 해서도 학습지향과 

목표지향( 체 변량의 약 19% 설명, R
2=186, F(3, 336)= 

25.6748, p<.000)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삶의 변화의 각 하 척도를 종속변인,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하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정 변화에 해서는 학습지향 44.1%( R2=263, 

(F(3, 336)=39.877, p<.000), 사회․여가 변화에 해서는 

학습지향 44.7% 목표지향 1.3.6% (R2=262, F(3,336) 

=39.761, p<.000), 신체․정서 변화에 해서는 학습지

향 27.9,% 목표지향 26.2%활동지향 15.3%( R2=166, F(3, 

336)=22.269, p<.000), 행복감 변화에 해서도 학습지향 

38%  목표지향17 % (R
2=287, F(3, 336)=45.048, p<.000)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인구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라 

성별, 학력, 월 용돈, 배우자에만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

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서도 높은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력별로는 등학교 

졸업자가  고학력자보다 교육만족도와 삶에 높은  만족

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월 용돈별에선 월 용돈의 차이

에 따라 목표지향 만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

자가 없는 상자보단 배우자가 있는 학습자들이 더 높

은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명환의 논문을 보면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라  성

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구 경북의 도시와 충남지역 소도시간의 지역에 

따른 차이가 보 다.  

둘째, 평생교육을 받은 교수자의 만족도는 학력이 낮

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은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만족

도 체와 삶의 변화에서도 학습 지향유형이 활동 지향

유형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교육 만족을 종속 변인,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하 척도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

습지향과 목표지향 유형만 유의한 향이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른 삶의 변화 향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 가정, 사회․여가, 신체․정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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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 체에서 학습 지향 유형이 가장 향이 있음을 

보 고 삶의 변화 체와 하 척도 모두에서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유형과 만족도에서 

학력과 성별이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남

성노인의 교육 인 체제에 기인해야 하며 평생교육 

상자에 욕구충족을 한 개선 방안이 만족도 제고에 활

용될 수 있음을 보여 다.

둘째, 교육만족도가 삶의 변화에 정  향을 미치

고 있으므로 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 학습자들의  

교육 욕구를 악하여 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며 교육

만족도 제고를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평생 교육 참여 동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해

서는 참여한 집단과 비교가 가능한 비 참여 집단에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참여 동기유형을 

정확하게 악하여 교수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상이 충남지역의 평생교육으로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노인의 평생교육 로그램 만족도를 연

구하기 해 조사 상자를 범 하게 하여 국 규모

의 평생교육장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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