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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문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 악에 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 인식을 분석함으로 교육의 

요구를 악하 다. 이를 해 경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162명의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t-검정

과 IPA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결과,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가 모두 높은 항목은 사례 리 실무기본, 사례

리 실무심화, 장애인생활지원 기본, 로그램개발 기본, 기 홍보 기본, 사업기획  평가 기본, 사업기획  평가 

심화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체계의 방향성을 잡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키워드 : 복지,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직무 요도, 교육 필요도

Abstract  Recently, the expertise of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s been emphasized and 
the need for education has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ognition of job importance and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worke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Data were collected from 162 workers of 
th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Gyeonggi and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IPA analysis. As 
results of this study, case management practice (basic), case management practice (advanced), life support for 
disabled persons (basic), program development (basic),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basic),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advanced) were both job importance and education needs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 system of the residents of the 
disabled.

Key Words : Welfare, The disabled,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Job importance, Educational needs

1. 서론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장

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

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

귀를 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운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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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은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 로 충족될 수 없는 사람들에 

해 집단 보호  치료를 통한 자립을 궁극  목표로 하며, 

시설거주인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보장하기 

한 심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개인의 삶에 한 

질이 강조되고 소규모 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은 문

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하여 문화와 특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에게도 개별 인 욕구에 맞는 로그램을 사 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서비스의 요성이 강조되며, 복지서

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거

주시설 종사자의 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를 좌우하는 요한 

요소는 거주자에게 합한 생활환경과 그들을 어

(Care)하는 종사자의 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 

다른 분야와 달리 장애인거주시설은 욕구를 가진 개인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인간  상호작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되는 것이므로[2], 유능한 인력을 확보

하고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임 ,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문성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한 교육이 수반되어

야 한다. 하지만 시설거주인의 다양한 욕구에 히 

응하고 재활을 이루어 사회로 복귀하는 일을 돕기 한 

인력이 제 로 확보되지 못하거나 문성 향상을 한 

체계  지원과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3]. 

특히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장애인거주시설

이 집 되어 있고 경기도의 지리  여건상 외곽에 치

하고 있어,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교육을 근할 

기회나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한,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황을 볼 때, 국단  

회나 교육기 은 극히 일부의 직무교육(인권침해  학

방교육  실시)이나 특정 역(재활: 재활실무, 

장애인건강 리, 도 행동지원 등)에 한정된 교육을 제

공하고 있어 깊이 있는 문지식을 습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도내 직능단체의 경우 교육사업의 규

모는 크지 않고 인권 등 필수교육에 이 맞추어져 있

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업무  직무수

행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에는 락되는 교육 역이 발

생될 수밖에 없고, 실무능력 향상과 문성 강화에 취약

하다. 주로 외곽에 치한 지리  여건, 잦은 이직 등과 

결부되어 종사자의 문성 보유의 편차, 서비스질의 격

차로 이어지고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에

서 경기도가 최하 권에 머무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시설거주인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

상과 보장이라는 핵심기능을 제 로 이행하기 해서는 

종사자의 문성을 리해야만 한다. 따라서 종사자의 

문성은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생활만족과 

권리보호에 요한 요소이며[4], 시설의 개방화나 지역사

회와의 연계에도 향을 미친다[2,5]. 다시 말해 이들의 

질 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련 연구는 인권인

식이나 보장[6-8], 시설운 , 발달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도 행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9-13].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직무 요도와 교

육 필요도를 조사함으로 향후 교육체계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주거를 하며 생활, 재활,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가정

을 신하여 삶의 장이다[14].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은 

생활 서비스 기능, 재활·교육·치료서비스 기능, 그리고 

원조서비스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15]. 경기도내 장애

인거주시설은 법인운 시설 208개소(유형별· 증· 유

아시설 88개, 단기·공동 120개), 개인운 시설 102개소

(유형별· 증· 유아시설 60개, 단기·공동 42개)로 총 

310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3,746명이고 이용인 수는 약 

6,480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증

장애인거주시설, 장애 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

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다섯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장애유형이 같

거나 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

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체·

뇌병변장애인거주시설, 시각장애인거주시설, 청각·언어

장애인거주시설, 지 ·자폐성장애인거주시설이 포함된

다. 증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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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요양서비스·일

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장애 유

아 거주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

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응하

도록 가정생활·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이다. 최근에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을 요시하는 경향으로 바 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속해 있던 장애인거주시설이 소규모화(입소

정원 30명 이하) 되면서 장애 당사자들의 인권과 로그

램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16,17].

한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와 역할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

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

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리인으로 구성된다. 과

장  생활복지사에서는 사회재활교사, 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

훈련사, 상담평가요원이 포함되고, 생활지도원은 생활지

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가 기능직은 조리원, 생원이 

해당된다. 

2.2 장애인거주시설 교육 현황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한 교육은 주로 한국장애

인복지시설 회와 국립재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육성과 

발 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 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

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는 기 으로, 

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한 교육사업

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복지시

설 회는 직무별, 직 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교육 상으로 

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교육참

여 인원은 조한 것으로 단된다. 

국립재활원에서는 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상으로 재활 련 문지식  기술, 최신정보 등의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재활에 국한된 직무 

문교육이 개설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장애인 성 재활, 직

업재활, 장애행동수정, 고령장애 어, 어기술, 장애인 

보조기기, 욕창·재활, 재활운동  여가 교육 등이 있다. 

특히, 장애인 성 재활 과정, 직업재활 과정, 장애행동수정 

과정은 기 와 심화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련 문지

식을 체계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의 발 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실 을 비 으로 

하는 기 으로,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 으로 

인권 련 교육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설장, 사무국장, 직원을 상으로 하는 워크  

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장애인복지시설 회

는 직무별, 직 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각각의 직무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문지식을 습득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국 차원의 회임을 감안

하면 경기도 지역 종사자의 많은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국립재활원은 직무 문교육을 제공하고 있으

나, 그 범 가 재활의 역에만 한정되어 있고 교육 상 

역시 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상으로 하여 경

기도 지역 종사자의 많은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

다. 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회는 경기도 지역 종사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교육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

고 직무교육은 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한 교육은 련 

기 에서 지속 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각 기 의 자체

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어, 큰 틀에서 보면 락되

는 교육 역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직무교육의 

역  장애인 재활 역은 국립재활원을 통해 직무 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역에 한 직무 문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

자들이 그들의 업무  직무 수행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하다[18]. 특히,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교육이나 이용인 재활 

로그램을 한 산을 도로부터 받고 있으나 장애인거주

시설종사자들에게 합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형편이

고, 도내 시설 간 수  차이도 큰 편이다.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의 교육요구분석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는 시설 이용인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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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Job 
Importance

Educational 
Needs  t(p)

M SD M SD

Case management 
practice (basic)

4.43 0.85 4.36 0.86 1.51

Case Management 
Practice (advanced)

4.35 0.80 4.20 0.94 3.07**

Life support for 
disabled persons 

(basic)
4.36 0.82 4.31 0.85 0.85

Table 1. Comparison of job importance and educational

needs                                 (N=162)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연구 상은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 장애

인거주시설의 국(부)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이

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162명

의 자료를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성별분포에 있

어서는 남성이 73명(45.1%), 여성이 89명(54.9%)으로 여

성이 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 가 59명

(3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 가 50명(30.9%), 20

가 33명(20.4%), 50  이상이 20명(12.3%) 순이었다. 

학력은 학교 졸 이상이 78명(48.1%)이었으며 이어 

문  졸이 56명(34.6%), 학원 졸은 21명(13.0%), 고졸 

이하는 7명(4.3%)이었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51명

(31.5%)으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46명

(28.4%), 3년 이상-5년 미만이 22명(13.7%), 1년 미만이 

22명(13.6%), 1년 이상-3년 미만이 21명(13.0%)으로 나

타났다. 직 은 생활재활교사가 101명(62.3%)으로 과반

수이상을 차지하 으며, 이어 사회재활교사가 31명

(19.1%), 국(부)장이 30명(18.5%)순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 활용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  

교육 련 항목은 4차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통

해 도출되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상자는 근무경력은 

14년-19년인 국(부)장 과 부 장  4인, 경기도 사회복

지 교육 문가 2명  교육공학자 1명이다. 직무  교육

련 항목은 사례 리 실무 기본부터 사업기획  평가 

심화까지 총 20개로 구성하 으며, 주요 항목  일부는 

기  개념이해 심의 기본항목과 실습  사례토의 

심의 심화항목으로 나 었다. 설문지에 직무  세부내

용을 함께 제공하 으며( : 사례 리 실무 기본-개별화 

서비스의 이해, 장애유형별 특성의 이해), 요도와 필요

도를 Likert 5  척도(매우 그 지 않다 - 매우 그 다)

로 구분하 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한,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응표본 

t-test가 용되었다. 한, 각 문항에 응답한 요도와 

필요도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 다.

4. 연구결과

4.1 직무 중요도와 교육 필요도 차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

이 직무에 해 요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체 5  

만 에 평균 4.13 으로 나타났다. 직무별로 요도의 순

를 살펴보면, 사례 리 실무기본(4.4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수교육(4.41), 장애인생활지원 기본(4.36), 사

례 리 실무심화와 장애인생활지원 심화가 각(4.35), 인

자원 리 기본(4.21), 인 자원 리 심화와 사업기획 

 평가심화(4.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교육 필요 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체 5

 만 에 평균 4.03 으로 나타나, 제시된 교육내용이 

종사자들의 직무에 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단된다. 각 교육 필요도의 순 를 살펴보면, 사례 리

실무 기본(4.3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수교육(4.32), 

장애인생활지원 기본(4.31), 장애인생활지원 심화(4.21), 

상담 기본과 상담 심화(4.12), 인 자원 리 기본(4.09), 

사업기획  평가 심화(4.0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은 사례 리 실무심화, 장애인 생활지원 심

화, 로그램 개발 심화, 사회복지조사, 필수교육, 인 자

원 리 기본, 인 자원 리 심화, 자원개발 심화, 재무회

계 기본, 기 홍보 기본, 기 홍보 심화, 사업기획  평

가 기본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직무 요도의 평균이 교

육 필요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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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upport for 
disabled persons 
(advanced)

4.35 0.84 4.21 0.93 2.76
**

Program Development 
(basic)

4.03 0.94 3.99 0.94 0.87

Program development 
(advanced)

4.04 0.94 3.96 0.96 2.44*

Consultation (basic) 4.17 0.85 4.12 0.85 1.38

Consultation 
(advanced)

4.20 0.88 4.12 0.92 1.57

Social welfare survey 3.75 1.00 3.65 1.03 2.44*

Required training 4.41 0.82 4.32 0.88 2.04
*

Human resource 
management (basic)

4.21 0.85 4.09 0.87 2.58
*

Human resource 
management (advanced)

4.14 0.86 3.97 0.94 3.65
***

Resource development 
(basic)

4.05 0.88 3.97 0.90 1.73

Resource development 
(advanced)

4.02 0.93 3.93 0.94 2.25*

Financial accounting 
(basic)

3.98 0.93 3.85 0.98 2.72
**

Financial accounting 
(advanced)

3.95 1.00 3.88 0.99 1.52

Agency promotion 
(basic)

3.96 0.93 3.84 0.95 2.63**

Agency promotion 
(advanced)

3.90 0.97 3.75 1.02 3.13
**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basic)

4.08 0.83 3.97 0.87 2.24
*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advanced)

4.14 0.86 4.06 0.92 1.64

 *
p<.05, 

**
p<.01, 

***
p<.001

4.2 직무 중요도와 교육 필요도에 따른 순위 분석 

IPA를 활용하여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매트릭스 결과는 Fig. 1과 같다.

Job Importance

E
d
c
a
t
i
o
n
a
l 

N
e
e
d
s 

12

4

Fig. 1. Analysis grid 

Table 2. Job Importance-Educational needs matrix

↑ 
E
d
c
a
t
i
o
n
a
l 

N
e
e
d
s
↓ 

2
(Concentrate) 

1
(Keep up the good work)

17. Agency promotion (basic) 

1. Case management practice 
(basic) 

2. Case Management Practice 
(advanced) 

3. Life support for disabled 
persons (basic)

5. Program Development 
(basic)

19.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basic) 

20.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advanced) 

4
(Possible overkill)

3
(Low Priority)

9. Social welfare survey 
10. Required training 
11. Human resource 
management (basic) 

12. Human resource 
management (advanced) 

14. Resource development 
(advanced)

16. Financial accounting 
(advanced)

18. Agency promotion 
(advanced)

4. Life support for disabled 
persons (advanced) 

6. Program development 
(advanced) 

7. Consultation (basic)
8. Consultation (advanced) 
13. Resource development 
(basic) 

15. Financial accounting (basic) 

← Job Importance →

평균값을 기 으로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의 분

석한 결과를 우선순 에 맞춰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1순  역으로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 부분에서 높

은 역에 치한 항목은 사례 리 실무기본, 사례 리 

실무심화, 장애인생활지원 기본, 로그램개발 기본, 기

홍보 기본, 사업기획  평가 기본, 사업기획  평가 

심화이었다. 이어 2순  역으로 직무 요도는 낮은 반

면, 교육 필요도가 높은 항목은 기 홍보 기본이다. 한, 

교육 필요도에서는 평균보다는 낮으나 직무 요도가 높

은 3순  역은 장애인생활지원 심화, 로그램개발 심

화, 상담 기본, 상담 심화, 자원개발 기본, 재무회계 기본

이다. 마지막으로 4순  역으로 직무 요도와 교육 필

요도에서 평균 이하인 항목은 사회복지조사, 필수교육, 

인 자원 리 기본, 인 자원 리 심화, 자원개발 심화, 

재무회계 심화, 기 홍보 심화이다. 

이에 따라 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높은 역의 항목

을 1순 로 보고,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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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들에 해서는 장기 으로 개설 여부를 검토하

고, 장의 의견이 최 한 반 되어 과정 개설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 인식을 분석함으로 교육의 요구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경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162명의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t-

검정과 IPA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결과, 직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가 모두 높은 항목으로 교과목 개발

이 필요한 역은 사례 리 실무기본, 사례 리 실무심

화, 장애인생활지원 기본, 로그램개발 기본, 기 홍보 

기본, 사업기획  평가 기본, 사업기획  평가 심화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 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 까지의 연구가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시설 등에 치우쳐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문성 향상을 한 직

무 요도와 교육 필요도를 분석함으로 교육내용의 방향

성을 제시했다. 이는 아직 미흡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

자 교육체계와 실행에 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에 한 보다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장

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교육  요구가 명확해졌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개념 이거나 상을 기술하는데 

머물 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증 인 자료를 기반

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와 교육 필요도를 보

다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추

후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운 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한, 그에 따른 효과성 검증에 한 연구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한 

직 별 교육요구, 단기  장기교육 지원 방안을 한 세

부 역에 한 구체 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는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에 향후 좀 더 다양한 지역을 상

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보편 인 직무와 교육내용으

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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