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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교육 요구사항을 비교해 으로써 향후 교육개선   운 방안

을 도출하는데 있다. 보건복지 공무원 2,290명과 민간종사자 1,991명을 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t-검증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결과, 충분한 교육훈련정도와 집합교육 수강 횟수는 공무원보다 민간종사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참여 시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모두 업무 련성과 교육내용을 고려하 다. 한 교육지원에서는 상사

의 업무배려, 동료 참가의지, 제도  여건은 공무원보다 민간종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로운 정책에 한 정보공

유  교육제공은 민간종사자보다 공무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선 측면에서는 정교육일수는 공무원은 3일, 2일

을 선호하는 반면, 민간종사자는 1일, 2일을 선호하 다. 한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모두 효율 인 교육유형으로 집합교육과 

혼합교육을 선호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보건복지교육의 활성화와 운  방안에 하여 논의하 다. 

주제어 : 보건, 사회복지, 공무원, 민간종사자, 교육수요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ducational needs of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employees 
for health and welfare in order to improve education program. Data were collected from 2,290 public officials and 
1,991 private employees and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Private 
employees recognized that education and training are more enough than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private 
employees took the gathering training classes more than public officials. Private employees reported that they are 
more satisfied than public officials with regard to leader consideration, peers’ will of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However, public officials reported that they are more satisfied than private employee officials with regard 
to the degree of sharing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for new policies. Public officials preferred three or two days 
of training, but private employees preferred one or two days. Both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employees preferred 
gathering training classes and blended learning as an effective education type. Based on this research, invigoration 
of health and welfare education and the management of its pla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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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의 생활수 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

라 보건  사회복지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이러

한 변화에 발맞춰 보건복지 문인력의 요성이 강조되

면서 보건복지 문인력이 가져야 할 지식과 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자각

의 목소리 한 증 되고 있다[1]. 보건복지 문인력에 

한 극 인 교육과 훈련 강화  확 는 향후 보건복

지 문인력들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복지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실 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 인력에 한 교육은 보건복지 업

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 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발 을 도

모하고 있다. 

그 표 인 사례로 보건복지 담 공무원  민간 보

건복지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원은 매년 약 400개 과정이 넘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을 병행하며 양   질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2]. 

한 지방자치단체, 학회 등에서도 다양한 보건복지 련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

고 보건복지 련 교육요구나 문제 에 한 구체 인 

논의는 미흡하다. 각 교육 로그램에 한 교육생의 교

육만족도, 업 용도 등 교육 련 조사는 진행하고 있

지만, 실제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고 업

을 수행하는데 있어 교육이 충분한 지에 해 살펴본 연

구는 거의 없다. 한 직업교육  인 자원개발의 측면

에서 개인의 직업  성취와 국가  생산성 제고 등을 

해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요하고 이를 한 직업군에 

따른 교육요구를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건

복지 역뿐만 아니라 안정  행정 운 과 바람직한 정

책목표 달성을 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개발이 요하고 

이를 한 교육요구 황 악은 매우 요하다. 

한 민간 보건복지종사자는 실제 인 보건복지 장

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필요한 교육  요

구가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 담 공무원의 교육  요구와

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 까지의 보건복지 련 교육

요구를 분석한 연구  직 으로 보건복지 담 공무원

과 민간 보건복지종사자에 교육요구에 해 비교한 연구

는 매우 미흡하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보건복지 담 

공무원과 민간 보건복지종사자에 따라 교육내용, 기간, 

방법 등에 한 요구가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보건복지 련 종사자들의 직

업군에 따른 교육과정의 체계  운   개선에 필수

인 요소이자 단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교육보건복지 산이 증가하고, 국민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한 보건복지

담 공무원과 민간 보건복지종사자의 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각각의 문성 강화를 한 차별화된 교육체계나 

교육 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3]. 한 보건복지 분야

의 특성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강화가 무엇보다

도 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

료서비스 차원의 인력에 한 교육과정의 연계는 없으며, 

보건복지 공무원  민간 종사자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

구하고 교육 기회가 으로 부족하고,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 도 있다[4]. 재까지도 보건복

지 역이 커짐에 따른 직무분야별, 상자별 역량강화 

는 문성 강화를 한 체계 인 교육은 부족한 상황

이다.

직무역량강화 는 문성 강화를 통해 직장의 직무

목표를 달성하기 해 직장 는 직장의 구성원들이 공

식 ・비공식 으로 요한 부분에 해 힘을 내도록 하

고, 개인의 능력과 잠재능력을 탐색・향상시킴으로써 자

신의 직무와 삶에 한 자신만의 신념과 확신을 갖고 행

동으로 실천하는 정 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강화 는 문성 강화를 한 

보건복지 련 교육과정  교육 로그램의 표 인 교

육 상인 보건복지 담 공무원과 민간 보건복지종사자

를 상으로 교육에 한 인식과 요구를 비교․분석해 

으로써 보건복지교육의 체계 인 교육 기획에 도움을 

주고, 보다 효과 인 교육훈련 로그램의 운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건복지 담 공무원과 민간 보건복지종사자의 보건

복지 교육 로그램에 한 교육참여 정도, 교육지원 정

도, 교육개선 사항으로 크게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

구를 진행, 결과를 도출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육수요조사 

교육요구조사는 교육훈련수요조사, 교육요구분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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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요조사 등 다양한 용어들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 조직은 물론 개인의 교육훈련에 한 필요성이나 수

요를 악하기 해 인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분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

다. 교육요구조사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

는데 이는 교육훈련에 련된 연구자와 실무 종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근방법과 모형이 다양하기 때

문이다[6]. 교육요구조사란 교육과정을 운 하기 에 그 

수요를 악하는 것으로 교육요구 분석, 요구분석, 로

그램요구 분석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목

과 목표를 정당화하기 한 방식으로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기본 인 권고사항으로 정의되기도 하며[7], 재 

상태와 바람직한 미래상태의 차이(Gap)를 발견하기 

한 과정으로 정의내리기도 한다[8]. 한 양숙자 외의 보

건분야 공무원 교육훈련 황  발 방안에 한 연구

에서도 교육요구 조사의 필요성을 언 하며 변하는 보

건의료 환경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직무능력 배

양을 해서는 교육 상자들의 학습요구와 미래의 보건

환경 변화에 따라 측되는 학습  교육요구들을 악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

오늘날 일반 으로 요구조사 는 요구분석의 근방

법으로 McGehee와 Thayer가 제시한 요구분석 모델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9], 분석의 측면을 조직, 과업, 개인 

차원으로 구분한다. ‘조직분석’은 ‘상황은 어떠한가?’에 

한 으로 조직 체의 목표, 략, 자원, 환경 인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한 이해를 높이고 자

원과 상황에 따라 로그램의 성을 악할 수 있다. 

‘과업분석’은 ‘어떤 에서 훈련이 필요한가?’에 한 

으로, 과업을 완성하기 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을 

결정하기 한 것으로 직무수행요건과 련된 지식, 기

술, 개인의 수행능력 등이 분석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개

인분석’은 ‘ 가 훈련을 필요로 하는가?’에 한 으로 

개인이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 

악하고 가 훈련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교육요구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기존 교육과정의 

개선 을 찾아내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McGehee와 Thayer의 요구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요구조사 내용을 구성,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좀 더 체계 인 연구진행을 해 보건복지 교육

요구와 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1,4,10-13], 포함

된 내용은 상이하지만 공무원 련 는 교육기 에서 

주로 수요조사를 해 사용되는 문항, 내용, 범  등을 

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해 

국규모의 보건복지 담 공무원  민간 보건복지종사자

의 교육요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 으로 향후 보

건복지교육의 정책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 을 두었다. 

2.2 보건복지 관련 교육과정의 현황  

보건복지 담 공무원  민간 보건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한 교육요구를 비교․분석하기 해서 보건복

지 련 교육과정의 황을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보건

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들을 동시에 교육하는 표

인 교육기 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2]. 보건복지 공무원의 경우 민간종사자

에 한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무 교육

을 으로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보건복

지 공무원을 심으로 직무 기본교육을 하고 있으며, 민

간종사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련 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형태는 크게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상은 보건 · 복

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민간인이며, 구체 인 교

육분야는 보건복지부, 창조교육, 공통역량, 사회복지분

야, 보건의료분야, 감염병 기 응분야, 국제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 상은 우선 으로 보

건·복지 분야 공무원  민간 종사자이며, 심있는 국민

으로까지 확 하 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365일 상시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의 교육분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융복합역량, 기

본교육, 직무공통 등으로 구분된다[14].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 교육수요조사를 해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를 상으로 수행되었다. 보건복지

공무원 2,290명(53.5%), 보건복지 민간종사자 1,9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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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1,319명(30.8%), 

여성은 2,962명(69.23%)이었고, 연령은 20  346명

(8.1%), 30  1,038명(24.2%), 40  1,632명(38.1%), 50  

이상 1,265명(29.5%)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3차에 걸쳐 총 3명의 교육공학자 2명, 

보건복지교육 담당자 2명의 안면타당도를 받았다. 한 

6명의 보건복지 교육 문가를 심층 인터뷰하여 설문문항

의 합성을 검하고 설문문항을 추가하 으며 의미가 

모호한 문항을 수정·보완하 다. 

교육참여에 한 문항은 충분한 교육훈련 정도, 1년 

간 집합교육 수강 횟수, 참석 교육과정, 교육 참여시 고려

사항이며, 교육지원은 상사의 업무배려, 동료참가의지, 

제도  여건, 정보공유  교육제공이다. 교육개선은 

정 교육일수, 효율  교육유형, 선호하는 이러닝 학습매

체이다. 이러닝에 방해되는 요인 설문도구는 문항의 내

용 특성에 따라 단일선택형, 복수응답형, Likert 타입 척

도(1   그 지 않다～5  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3.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교육수요조사를 해 공무원

과 민간종사자를 상으로 온라인설문을 실시하 다. 수

집된 설문자료는 통계처리가 가능한 Excel 형식의 일

로 변환하여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SPSS 21.0 통계 

로그램에 데이터를 불러들여 통계분석을 수행하 다. 

자료처리를 해 사용된 통계분석 기법은 이 연구의 목

과 련하여 기술통계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을 산출하 다. 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해 t-

검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교육참여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충분한 교육훈련 정

도에 한 차이를 살펴보기 해 두 집단의 평균과 표

편차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연구결과, 공무원에 비해 민간종사자가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인식하 다. 

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t p

M(SD) M(SD)

Sufficient degree of 
training

3.00(.86) 3.32(.88) -11.942 .000

Table 1. Sufficient degree of training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1년 간 집합교육 수

강 횟수를 Table 2와 같이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70∼

80% 정도가 1∼2회, 3∼4회를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건복지 공무원은 없음, 민간종사자는 5～6회가 

10% 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횟수는 10% 미만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민간종사자보다 다소 

게 집합교육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frequency % frequency %

No experience 228 10.0 76 3.8

1-2 times 1,470 64.2 979 49.2

3-4 times 398 17.4 591 29.7

5-6 times 123 5.4 208 10.4

7-9 times 43 1.9 68 3.4

More than 9 times 28 1.2 69 3.5

Table 2. Off-line class enrollment rate within one 

year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참석교육과정을 

Table 3과 같이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문직무(보건, 

복지 등)와 직무공통(리더십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자기개발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업근무자로 참석교육과정이 직무와 연 되는 것이 

더 쉽게 승인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frequency % frequency %

Professional work 
(health, welfare, etc.)

1,559 68.1 1,624 81.6

Common job  
(leadership, etc.)

383 16.7 261 13.1

Self-development 
(language, etc.)

190 8.3 26 1.3

Others 158 6.9 80 4.0

Table 3. Participation train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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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교육참여 고려사항

(복수응답)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두 집단 모두 업

무 련성, 교육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소 순 가 다르지만 교육일정, 의무교육시간 이수, 근

성, 강사진 등이 고려된다고 나타났다. 

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frequency % frequency %

Work relevance 1,501 65.5 1,405 70.6

Training content 1,479 64.6 1,267 63.6

Training schedule 566 24.7 372 18.7

Completion of 
compulsory education

355 15.5 386 19.4

Accessibility 297 13.0 287 14.4

Instructor 202 8.8 249 12.5

Educational institution 124 5.4 85 4.3

Educational expenses 46 2.0 117 5.9

Etc. 10 .4 13 .7

Table 4. Training participation considerations 

         (Multiple Responses)

4.2 교육지원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교육지원에 한 차

이를 살펴보기 해 두 집단의 평균과 표 편차  독립

표본 t-검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연구결

과, 상사의 업무배려, 동료 참가의지, 제도  여건은 공무

원에 비해 민간종사자의 평균값이 높은 반면, 새로운 정

책에 한 정보공유  교육제공은 민간종사자에 비해 

공무원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t p

M(SD) M(SD)

Supervisors' 
consideration

3.38(.92) 3.80(.94) -14.592 .000

Co-workers' will of 
participation

3.41(.77) 3.54(.87) -5.035 .000

System condition 3.22(.85) 3.34(.91) -4.371 .000

degree of sharing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for   the 
new policies

3.20(.81) 3.14(.89) 2.418 .016

Table 5. Comparison of educational support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employees

성별에 따른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교육지

원에 한 차이를 살펴보기 해 각각 집단의 성별 평균

과 표 편차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연구결과, 공무원 집단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상사의 업무 배려, 동료참가의지, 제도  여건, 새

로운 정책에 한 정보공유  교육제공을 높게 인식하

다. 한 민간종사자 집단에서는 제도  여건에서만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고 인식하 다.

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남
(n=929)
M(SD)

여
(n=1,361)
M(SD)

t p
남

(n=390)
M(SD)

여
(n=1,601)
M(SD)

t p

Supervisors' 
consideration

3.43
(.93)

3.34
(.89)

2.317 .021
3.86
(.89)

3.78
(.95)

1.517 .129

Co-workers' 
willing to 
participate

3.50
(.78)

3.3
5(.76)

4.410 .000
3.50
(.87)

3.55
(.86)

-.906 .337

System 
condition 

3.31
(.89)

3.12
(.82)

3.834 .000
3.47
(.87)

3.31
(.92)

3.245 .001

Providing 
information 
sharing and 
training 
on new 
policies

3.28
(.83)

3.14
(.78)

3.811 .000
3.18
(.89)

3.12
(.89)

1.034 .301

Table 6.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educational 

support

4.3 교육개선

교육개선 측면에 있어서 정교육일수에 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공무원은 3일, 2일, 4～5일, 1일 

순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종사자는 1일, 2일, 3일, 4～5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에 비해 교육  지원이 다

소 부족한 민간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율  교육유형에 한 의견은 다음 Table 8과 같다.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모두 집합교육, 혼합(집합+이러닝), 

이러닝, 모바일 순이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이러닝 학습매체를 살펴보면, Table 9와 같

다.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모두 PC, 핸드폰, 태블릿 순으

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frequency % frequency %

1 day 289 12.6 872 43.8

2 days 603 26.3 632 31.7

3 days 1,020 44.5 327 16.4

4-5 days 358 15.6 140 7.0

Etc. 20 .9 20 1.0

Table 7. The appropriate number of train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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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frequency % frequency %

Off-line class 1,283 56.0 887 44.6

Blended learning 623 27.2 745 37.4

e-Learning class 290 12.7 209 10.5

Mobile learning 94 4.1 150 7.5

Table 8. Efficient education types

Categories

Public Officials
(n=2,290)

Private Employees
(n=1,991)

frequency % frequency %

PC 1,907 83.3 1,564 78.6

Cell phone 342 14.9 371 18.6

Tablet 41 1.8 56 2.8

Table 9. Preferred e-learning medium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구분에 따

른 교육수요를 살펴보았으며 보건복지 공무원 2,290명과 

민간종사자 1,991명을 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교육참여, 

교육지원, 교육개선 측면에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 으

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보건복지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민간종사자에 비해 

교육훈련이 충분이 실시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 으

며, 그 평균값도 3.0에 머물러 보통수 으로 나타났다. 

한 1년간 집합교육 수강 횟수를 살펴볼 때, 1～2회가 

64.2%, 없음이 10.0%으로 약 75% 정도가 1년 동안 교육

받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

간종사자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보건복지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무교육 

확  등 제도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참여

를 높이기 해서는 2～3일 정도의 다양한 직무 련 집

합교육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합교육 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 참여시 상호작용이나 정보교

류가 은 이러닝보다 집합교육과 혼합교육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

할 때는 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내용을 포함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 지원을 살펴볼 때 공무원은 상사의 업무배

려, 동료 참가의지, 제도  여건이 민간종사자에 비해 상

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훈련을 신

청하거나 참여 시 사회  지지 즉, 개인이 타인  집단

과의 계에 받게 되는 정서, 도움 등의 자원(성 혜, 

1993)이 미흡하고 인식하 다[15]. 자신과 연계된 동료 

등의 지지는 심리  소진을 감소시키며 직무만족도를 높

인다는 선행연구를 기반할 때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6,17]. 특히,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상사의 

업무배려, 동료 참가의지, 제도  여건이 낮게 나타났기

에 여성공무원에 한 실제 인 심리  지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간종사자의 보건복지교육에 해 살펴보면, 

업무 련성이나 교육내용이 교육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

으므로 홍보 시 교육과정에 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

고 업무와의 연계성도 같이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새로운 정책에 한 정보공유  교육

제공은 공무원 집단에 비해 민간종사자 집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

되었을 때, 사회복지 민간종사자들에게 그에 따른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민간종사자의 교

육참여를 높이기 해서는 1～2일 정도의 실제 인 직무

교육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집합교육 는 혼합교육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 , 연구 상이 되는 직무별, 직렬별로 세부 으로 

과제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

상별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공무원, 민간종사자로, 역별로는 보건, 복지로 나 어 

해당 직무별 세부 인 교육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FGI, 개별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 상을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는 연구 상이 방 하고 

담당 직무, 역 등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

다[18]. 를 들어, 연구 상자의 확 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운 자 등을 인터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 인 교육과정을 심으로 종단 연구가 필

요하다. 매년 다양한 보건복지 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 해 오고 있다. 따라서 매년 기존의 교육과정을 토

로 신규 교육과정 개발  개설뿐만 아니라, 매해 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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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던 교육과정에 한 통합  리를 통해 앞으로의 

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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