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오늘날 공공기 , 기업, 학 등은 경쟁력 확보 인

재육성의 략으로 지속 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

건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해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기반으로 지속 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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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보건복지 종사자가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 내용별 합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 인 설계 략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먼 선행연구, 기존의 보건복지 련 사이버교육

콘텐츠 등을 기반으로 문가회의를 통해 네 가지 콘텐츠 유형을 강사주도형 콘텐츠,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실습형 콘텐츠,

사례제시형 콘텐츠로 구분하 다. 각 콘텐츠 유형별로 거시 설계 략, 미시 설계 략 등을 도출하 으며 설계 략에

맞춰 콘텐츠를 개발하 다. 그리고 콘텐츠의 만족도 조사를 해 교육수료생을 심으로 150명의 자료를 수집하 다. 콘텐

츠의 학습만족도 평균은 4.42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 사이버교육 콘텐츠 설계 개발에 한 이론 기 자

료 실천 시사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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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ppropriate content types according to the cyber education contents 

needed for employees of health and welfare and to develop contents based on specific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 

for each type. We divided the four types of content into instructor-led type contents, storytelling type contents, 

practice type contents, and case presentation type content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existing health and welfare 

cyber education contents. For each content type, a macro design strategies and a micro design strategies were 

derived, and contents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strategies. Data were collected from 150 

employees of health and welfare to analyze learning satisfaction. The average of learning satisfaction was 4.42.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cyber education contents in health and welfar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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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과정이 PC나 모바일 기

기를 활용한 교육방법인 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으로

개발하고 운 하고 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넘는 보건복

지공무원과 민간종사자가 제한된 시간과 장소의 어려움

을 효율 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를 통해 교육을 받

고 있다. 최근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교육의 표 형

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활성화될 가능

성이 높다. 사이버교육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습 콘텐

츠를 학습자에게 달하는 테크놀로지 기반학습 형태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 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사

이버교육과 면 면 교육은 교육방법은 상이하지만 교육

을 통한 실제 직무수향의 향상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이와같이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이버교

육을 담당하는 기획자나 운 자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개발’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콘텐츠를 개발하기 자신

이 담당하거나 운 하는 교육내용의 특성에맞는 콘텐츠

유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콘텐츠의질과 학습효

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 내용별 합한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로 구체 인 설계 략을 기반으로 콘텐츠를개발할 필요

가 있다. 한 새롭게 개발된 콘텐츠가 보건복지 종사자

에게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있는지에 한 타당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다음과같이 연구를 진행하

고 한다. 첫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사이버교육 과

정에 합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교육 콘텐츠

를 유형별로 과정별 교수설계 략을살펴보고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교육 만족

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적 경 

2.1 사  콘텐츠 형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은 교육목 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져 있다. 먼 사이버 학의 표 인 두 학교

인 한양사이버 학교와 서울사이버 학교의 콘텐츠 유

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양사이버 학교

(http://www.hycu.ac.kr)는 VOD, AOD, 칠 동 상,

자칠 동 상, 이스트림(eStream)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 서울사이버 학교(http://www.iscu.ac.kr)의 콘텐

츠 유형은 WAVE형, WAVE(WIDE), WBI(flash)형,

WBI+크로마VOD형, WBI+VOD형, WBI+AOD형, TBL

형, Camtasia형, eStream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해 과 이희수는 개발 형태에 따른 사이버교육 콘

텐츠 유형을 구조 심과 화 심으로 나 어 제시하

다[1]. 구조 심 개발형태는 VOD형, WBI형, 텍스트형,

혼합형(동 상+텍스트 혹은 하이퍼텍스트), 애니메이션

형(Animation)이며, 화 심(상호작용) 개발형태는 게

시 형, 화형, 메일 쪽지형, 혼합형(구조 심+ 화

심)으로 구분된다. 이혜정과 김태 은 동 상 유형,

WBI 유형, 텍스트 유형으로 구분하 으며[2] 이향아와

이 은은 All Flash 유형, 일반 VOD형, 칠 VOD형,

AOD형 TBL 유형, eStream 유형, 캠타시아유형으로 구

분하 다[3]. 이처럼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은목 이나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 사  콘텐츠 계 전략  개  연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학습효과를 증진하

기 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설계 략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교육 콘텐츠 설계 략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박성억은 공공기 교육용 콘텐츠의 학습효과

증진을 한 디자인 략을 연구하 다[4]. 이를 통해 교

육용 콘텐츠로 지켜야할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원칙 세

가지로 제시하 다. 사용자 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원

칙은 시각 인 메타포의 활용을 통한 직 성 강화, 사용

자의 직 인 체험 조작성, 사용자 주도의 편리함 등

이며, 기능 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원칙은 구조 일

성, 간결함과 명료함에 의한 경제성, 단순한 규칙 등이

다. 한 감성 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원칙은 미 인

완성도, 차별성, 즐거움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

스 디자인 원칙 외에도 교육용 콘텐츠의 시각조직과 시

각언어 원리 시각 요소 이아웃 개발 가이드라인

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4].

성인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살펴본 정효정은 성인학습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발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제시되었다[5]. 첫째,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몰입을

유도하기 하여 능동 인 교수-학습 략을 도입하는

것, 둘째, 효율 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와 콘텐츠의 시의 한 제공을 하여, 빠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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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으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보완하고 탐색 으

로 학습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것, 셋째, 성인 학습자들의

실제 인 역량 향상 성과 증진에 기여하기 하여

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장 심의콘텐츠가 종합 으

로 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 강석윤은 크로마, 칠 , 자칠 , 혼합, WBI 유

형별 콘텐츠의 설계 개발 략을 도출하 다[6]. 그 로

크로마형 콘텐츠는 강의내용 조직과 강의요소자료의 구

조화 략이 좀 더 구체 으로 설계 개발되어야 하며

칠 을 활용한 강의형 콘텐츠는 학습자 스스로가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른 학습자와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

는 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 까지의 사이버교육의 콘텐츠 설계 략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용자 주도의 편리함, 근의

용이성, 학습 경험과 몰입을 유도 등이 요한 설계 략

임을 알 수 있다. 한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설계 략의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연구는 독서지도사 교육

과정을 토 로 학습자 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사

례 연구[7], 성인학습자특성을고려한이러닝콘텐츠개

발 방안 연구[5], 사회복지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

략 연구[8], 학습 스타일에 따른 이러닝 콘텐츠 개발

유형에 한선호도연구[9], 학 수업의 질제고를 한

이러닝 교수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연구[10] 등이 있다.

개발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설계, 개발, 운 과정

에 한 체제 인 분석과 환경 변화와 기술 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콘텐츠의 수정 보

완에 한 빠르게 피드백 작업이 필요하다.

3. 연   

3.1 연 참여    

본 연구는 보건복지종사자를 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 도출하고 설계 략 개발을 진행하기 해 보건

복지교육 문가 2명, 교육공학자 1명, 교수설계자 1명,

콘텐츠 개발자 3명이 지속 으로 8개월 동안 지속 으로

연계하 다. 한 강사주도형 콘텐츠, 스토리텔링형 콘텐

츠, 실습형 콘텐츠, 사례제시형 콘텐츠 강좌에 참여한 교

육수료생을 심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 150명의 자료

를 수집하 다. 설문에 응답한 연구 상자는 보건 련

종사자가 71명, 사회복지종사자가 79명이었다.

3.2 연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 기존 콘텐츠 분석 등을 통해 4개

의 사이버교육 유형을 도출하 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을 해서는 교육과정을 한 문가회의 4회, 기획

을 한 문가회의 8회가 진행되었다. 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자문회의를 4회 진행하 다. 문가는 보건복지

교육 문가, 교육공학자, 콘텐츠설계자 개발자를 심

으로 이루어졌다. 각 유형별 콘텐츠 교수학습과정은 보

건복지교육 문가 1명과 교육공학자 1명의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 다. 4개의 콘텐츠가 개발된 후에는 콘텐

츠 유형별로 8-12주 동안 개설 운 되었다. 사이버교

육을 마친 후 교육수료생을 심으로 만족도 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문항은 4문항으로 Frick 외의 도

구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 으며[11] 보건복지교육

문가 2명과 교육공학자 1명가 내용타당도를 실시하 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1.0 통계 로그램을 통해 기

술통계분석으로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다.

4. 연 결과

4.1 사  콘텐츠 형 류  특징 도출

4.1.1 사  콘텐츠 형 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기존의 보건복지 련 사이

버교육 콘텐츠 등을 기반으로 문가회의를 통해 네 가

지 콘텐츠 유형을 강사주도형 콘텐츠, 스토리텔링형 콘

텐츠, 실습형 콘텐츠, 사례제시형 콘텐츠로 구분하 다.

강사주도형 콘텐츠는 학습의 일부 는 부를 문

가 강의를 심으로 개하여 학습의 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유형이며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드라마 W컨셉의 웹툰과 상을 목하여 스토리

와 학습을 병행하는 유형이다. 실습형 콘텐츠는 기본

이론 학습과 함께 실제 용 가능한 방법 차를따라

하며 학습하는 유형이고 사례제시형 콘텐츠는 다양한 사

례를 효과 멀티미디어 기법으로 구 하여 학습자의 흥

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한 이해를 증진하는 유형이다.

4.1.2 사  콘텐츠 형별 특징 도출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에 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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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강사주도형 콘텐츠의 특징은 문강의를 통한

학습내용의 신뢰도 강화, 실무를 겸비한 문강사의 심

층 강의를 통한이해도 증 ,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Good case와 Bad case 분석을 통해 장 실재감 강화이

다. 스토리텔링형 콘텐츠의 특징은 드라마 형식의 개

로 학습자흥미 유발, 드라마 W컨셉의웹툰과 상을 통

해 실재감 향상, 장 기반의인터뷰를 통해 스토리에

한 실감 향상과몰입 증 , 문가의 정리 강의를 통한

학습 이해 증진이다. 실습형 콘텐츠의 특징은 다양한 실

습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 문가의 시연 상을 통한

몰입도 강화, 이론 학습과 실습 상을 기반으로 체계

인 학습 유도, 다양한 유사 상황에서의 시뮬 이션을 통

한 실무 용 능력 강화이다. 사례제시형 콘텐츠의 특징

은 실제 인 다양한 사례를 통한 실무 이해강화, 사례에

한 구체 인 설명과 용 기회 마련으로 지속 인 몰

입 유도, 다양한 사례 주제에 한 학습자 의견

문가 의견 제시이다.

4.2 사  콘텐츠 형에 따른 과정별 수

계 전략 개

4.2.1 강사주도형 콘텐츠 수 계 전략 

강사주도형 콘텐츠의 설계 략은 거시 설계 략과

미시 설계 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강사주도형 콘

텐츠의 거시 설계 략으로는 문가의 강의를통해 학습

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것이

다. 한,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 으로 표 하는 인

포그래픽(infographics)과 사진이나 정보 등에 움직임을

주는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s)을 활용하여 학습자

의 주의집 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업상황에서의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인 요소들을 강화한다.

강사주도형 콘텐츠의 미시 설계 략으로는 크게 도입

(Warm up), 기본학습(Skill up), 정리(Wrap up)로 나

수 있다. 도입부에는 차시 학습을 표할수 있는 질문형

주제 련사례를 제공하고, 차시 학습의 목표를 진술

한다. 기본학습에서는 학습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학

습 내용을 정리하며 이때,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의 자료

를 극 으로 활용한다. 한, 내용에 따라 간단한 돌발

퀴즈(OX퀴즈)를 제시하거나, 심화내용을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정리에서는 학습목표와 련된 문제를 출제하여

학습자로 하여 차시의 내용 이해도를 측정하고, 주요

학습 내용에 한 요약 정리 자료를 제시한다.

4.2.2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수 계 전략 

스토리텔링형 콘텐츠의 거시 설계 략으로는 드라마

W컨셉의 웹툰과 상을 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있도록구성한다. 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학습화

면을 시각화 하고, 핵심키워드를 심으로 학습자의 주

의 집 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다. 모션그래픽을

통한 연속성 있는 학습으로 학습의 이해를 돕고 지속

몰입을 유도하며, 실제 인터뷰를 통해 스토리에 한

실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문가의 최종 정리 강의를 통

해 인식 개선을 진한다.

스토리텔링형 콘텐츠의 미시 설계 략으로는 크게 도

입(Prologue), 기본학습(Insight), 정리(Epilogue)로 나

수 있다. 도입부에서는 들어가기를 하고, 다가서기를 통

해 감성자극 미디어를 제공한뒤, 학습내용 목표를 확

인하는 비하기 단계를 진행한다. 기본학습에서는 각

챕터별 학습을 진행하고, 이는 W컨셉 웹툰과 병행된 학

습이며, 모션그래픽 픽토그램을 활용한 시작 인 자

극을 사용한다. 각 챕터별 학습 이후에는 싹틔우기 단계

이며, 이 단계에서는 기증자 수혜자 인터뷰를 다룬다.

미시 설계 략의 마지막 단계인 정리에서는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나 기 단계 이후 Outro를 진행한다.

4.2.3 실습형 콘텐츠 수 계 전략 

실습형 콘텐츠의 거시 설계 략으로는 문가의 실제

시연 상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 몰입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한, 이론 학습과 실습 상

을 병행하여 체계 학습성과를 증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인포그래픽을 통해 학습 화면을 시각화 하고, 핵심키워

드를 심으로 학습자의 주의집 을 강화할 수 있다.

한, 유사 상황에서의 시뮬 이션을 통한 실무 용도 강

화를 한 사례 애니메이션을 용한다.

실습형 콘텐츠의 미시 설계 략으로는 크게 도입

(Focus On), 기본학습(Focus Zoom In), 정리(Focus Out)

으로 나 수 있다. 도입부에서는 Intro 이후학습내용

목표를 확인하는 Point 단계를 진행한다. 기본학습에서

는 학습목표 달성을 한 이론 학습을 진행하며, 이 때

부 별 사례 실습 상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에서는 학습목표와 련된 Test를 진행하는데, 사지선다,

단답형 문제 등을 제시하고 풀이한다. 한, Remin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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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4.2.4 사 제시형 콘텐츠 수 계 전략 

사례제시형 콘텐츠의 거시 설계 략으로는 유아

양 리 사례를 개 으로 제시하여 문제 제기할 수 있

도록 구성된다. 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학습 화면을 시

각화 하고, 핵심키워드를 심으로 학습자의 주의 집

을 강화할 수있다. 모션그래픽을 통한연속성 있는 학습

으로 학습의 이해를 돕고 지속 몰입을 유도할 수 있으

며, 학습간 사례를 통해 해설 측면의 학습내용 개로

연결한다. 그리고, 련 주제에 해당 학습자의견 입력

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사례제시형 콘텐츠의 미시 설계 략은 크게 도입

(Prologue), 기본학습(Insight), 정리(Epilogue)로 나 수

있다. 도입부에는 차시 학습을 표할 수있는 질문형 주

제 련사례를 제공하고, 차시 학습의 목표를 진술한

다. 기본학습에서는 학습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정리하 으며 이때, 사진, 이미지, 도표 등의 자료

를 극 으로 활용한다. 한, 생각해보기를 통해 의견

을 입력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에서는 학습목

표와 련된 학습자로 하여 차시의 내용 이해도를 측

정하고, 주요 학습 내용에 한 요약 정리 자료를 제

시한다.

모든 콘텐츠 유형의 UI 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습자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한 직 인 UI 메뉴를 구성

하는 것이다. 고품질의 선명한 래시 기반 콘텐츠로 구

성하며, 감각 인화면디자인 색채를활용한다. 두 번

째는 과정별 통일성 차별화 략이다. 통일성 략은

분야별로 통일성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 이아웃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차별화 략은 과정별 특성을 살린

시그니처 컬러 메타포를 사용하여디자인에 차별화를

두는 것이다.

4.3 사  콘텐츠 형별 개

4.3.1 강사주도형 콘텐츠 개  

강사주도형 콘텐츠는 ‘사회복지 로포 작성의 첫

걸음’ 과정을 총 4차시(차시당 25-30분)로 구성되어 개발

되었다. 교육 상은 로포 작성 경험이 없는 사회복

지기 시설 종사자이다.

Table 1. Instructor-led type contents 

①
Warm up

Intro Good or Bad Learning objects

②
Skill Up

Lectures by experts, Visual stimulation, etc.

③
Wrap Up

Test Remind Outro

4.3.2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는 ‘아름다운 생명나눔(장기

인체조직 기증)’ 과정을 총 4차시(차시당 25-30분)로 구

성하여 개발되었다. 교육 상은 보건복지 담 공무원

민간 보건복지종사자이다.

Table 2. Storytelling type contents

①
Prologue

Intro Emotional Media Learning Objects

②
Insight

Webtoon, Motion graphics, Pictograms,
etc.

Interview

③
Epilogue

Summary Outro

4.3.3 실습형 콘텐츠 개  

실습형 콘텐츠는 ‘쉽게 따라하는 테이핑 요법’ 과정을

총 2차시(차시당 25-30분)로 구성하 다. 교육 상은 공

무원 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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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actices type contents

①
Focus On

Intro Learning Objects

②
Zoom In

Case and Practice Video

③
FocusOut)

Test Remind Outro

4.3.4 사 제시형 콘텐츠 개  

사례제시형 콘텐츠는 ‘ 유아 양 리’ 과정을 총 4

차시(차시당 25-30분)로 구성하여 개발하 다. 교육

상은 보건복지 담 공무원 민간 보건복지종사자이다.

Table 4. Case presentation type contents

①
Prologue

Intro Cases and Issues Learning Objects

②
Insight

Problems, Commentary, Images, Illustrations, Graphics, ets

③
Epilogue

Quiz Remind Outro

4.4 사  콘텐츠 운   만족도 

본 연구를 해 개발된 각 사이버콘텐츠는 보건복지

상자들을 상으로 개설되었다. 사회복지 로포 작

성의 첫걸음(강의주도형 콘텐츠)은 9주, 아름다운생명나

눔(스토리텔링형 콘텐츠)은 8주, 쉽게 따라하는 테이핑

요법(실습형 콘텐츠)은 12주, 유아 양 리(사례제시

형 콘텐츠)은 9주동안운 되었다. 각 과정을 마친 후콘

텐츠 만족도를 측정하 으며 각 문항에서 모두 4.0 이상

의 높은 평균이 나타났다.

Table 5. Satisfaction degree of participation

Item M SD

The contents of cyber education are structured
appropriately for educational purposes.

4.43 .69

The contents of cyber education are easy to
understand.

4.41 .71

Compared to what I knew before I took this course,
I learned a lot.

4.36 .74

I am very satisfied with this course 4.43 .65

Total 4.42 .63

5. 결   제언 

본 연구는 보건복지종사자가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교

육 내용별 합한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 인 설계 략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 다. 그

리고 콘텐츠를 기반으로 강좌를 운 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같

다. 지 까지의 연구가 보건복지종사자의 사이버교육 콘

텐츠 만족도 등을 살펴보는데치우친 반면, 본 연구는 보

건복지종사자의 직무를 심으로 콘텐츠 유형을 구분하

고 콘텐츠 설계 략 개발을 수행함으로 향후 콘텐츠

의 실효성을 높 다고 볼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보건복

지종사자의 사이버교육 콘텐츠에 한 이론 기 정보

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개발과 운 의 실제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 다. 한 보건복지 련종사자

들은 교육과 훈련에 한 요구가 다양하므로[12] 그에 따

른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가 필요함을 제시해 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사이버교육 콘텐츠유형별요구에 따른구

체 인 교육과정 개발, 운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연구 상자를 확 하여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별 효과성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건복지종사자를

해 사이버교육 콘텐츠 유형을 확 하며 종단연구를 통

해 지속 인 효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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