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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16~’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청소년층 (8 ~ 19세) 98.9% > 청장년 (20 ~ 64세) 0.45% > 노년 (65세 ~) 0.29% 순

우리나라 81%에 달하는 4천 2백 만 청∙장년, 노년이 인구수에 비해 매우 미약

10년간대상별지원사업참여자수(명)10년간대상별지원사업참여자비율(%)

※  우리원내부자료(2018.. 5. 8.)



문화체육관광부 세대별 관심사와 고민거리 발표
- (생활문화)  2030세대(5위) , 3040세대(5위), 5060세대(3위)

3 0 4 0

카테고리 언급량 비율

일자리& 고용 2324409 20.9%

5 0 6 0

카테고리 언급량 비율

의료& 보건 67995 18.7%

2 0 3 0

순위 카테고리 언급량 비율

1 일자리& 고용 1291863 35.9%

2 육&육아 601113 16 7% 생활경제 1703631 15.3%

부동산 1416123 12.7%

교육& 육아 1392632 12.5%

생활문화 1127091 10.1%

생활경제 52369 14.4%

생활문화 49465 13.6%

일자리& 고용 43392 11.9%

안전& 환경 40078 11.0%

2 교육& 육아 601113 16.7%

3 생활경제 485702 13.5%

4 부동산 279403 7.8%

5 생활문화 271024 7.5% 생활문화

교통 1070899 9.6%

의료&보건 676171 6.1%

외교& 안보 628545 5.6%

안전&환경 00 8 .0%

교육&육아 37366 10.3%

부동산 25288 6.9%

교통 23442 6.4%

6 교통 216420 6.0%

7 의료&보건 186251 5.2%

8 안전& 환경 123125 3.4%

세대별관심카테고리언급량순위비교

안전& 환경 611379 5.5%

노후안정& 복지 179843 1.6%

외교& 안보 14107 3.9%

노후안정& 복지 10989 3.0%

9 외교& 안보 86477 2.4%

10 노후안정& 복지 56243 1.6%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우리세대공통고민나이, 돈, 시간’(2018. 12. 20)



성인 학습자의 학습이유 TGI (Target Group Index) 조사 결과
5060세대의 학습이유 ? →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40% 이상)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Base) (281) (58) (74) (81) (48) (20)

(업무외) 자기
계발을위해

54.1 60.1 60.2 51.7 39.8 55.4

취미생활을 19.0 1.0 15.9 16.6 42.1 44.6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Base) (281) (58) (74) (81) (48) (20)

영어, 중국어
등어학

46.7 48.1 60.5 44.2 36.2 24.5

자격시험 26.2 35.9 21.9 31.7 15.7 12.6취미생활을
즐기기위해

업무에도움이
되기때문에

12.9 10.6 18.2 17.0 5.3 0.0

승진및이직
준비

8.9 23.1 4.1 8.1 2.9 0.0

자격시험
준비

예∙체능 15.5 1.4 15.0 10.1 35.9 36.8

인문, 문학 6.2 5.1 2.9 6.7 10.5 10.5

성인학습자의학습이유 성인학습자의학습내용

준비

기타 5.0 5.2 1.6 6.5 10.0 0.0 기타 19.7 21.4 11.9 21.1 25.5 25.4

Base: 학생을 제외한 19세 이상 성인 학습자, 단위 :%
*30명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

Base: 학생을 제외한 19세 이상 성인 학습자, 단위 :%
*30명 미만으로 해석에 유의

※  한국리서치-컨슈머리포트’학습하지않는사회속, 공부하는한국인’(2018. 9.)



5060세대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예∙체능 학습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대“ ”모든 세대에 걸쳐 개인은 즐거움을 위해 여가를 즐긴다

“                   ”5060세대는
마음의 안정, 휴식,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즐긴다

                   
여가를 즐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2018 12)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2018. 12)



5060세대의 특성은 어떠한가 ? 

· 
베이비 부머 (교육수준 높음) · 눈부신 경제성장 · 386세대 (디지털 문명 세대)

코호트적 특성

베이비 부머 (교육수준 높음)    눈부신 경제성장   386세대 (디지털 문명 세대)

신체적 변화 (갱년기, 노화) 사회적 변화 (은퇴)

5060
여가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

5060열심히 일 해야 한다는 근면 윤리 공존



5060의 행복을 찾아…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  서울특별시 - 서울서베이조사(2018. 12) ※  통계청 - 사회조사(각연도)



5060 세대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성인 문화예술교육 효과

행복 자아존중감
행복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효과분석연구(2018)



5060세대, 다른 연령대보다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2018)



종합 결과 :  5060세대 문화예술교육 기회부족, 수요, 필요성, 가능성 확인

“                             5060 생애전환의 시기, 
언젠가 대면 해야 할 나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

”이제는 5060세대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