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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는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임파워먼트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중간관리자와 시설장은 인터넷, 스마트 폰 등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정보지원, 보상과 관련된 물질지원, 업무 처리와 관련된 평가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종사자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
(VR), 플립러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청소년수련시설, 사회적지지, 서비스 질, 임파워먼트, 사물인터넷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verify the parameter effects of empowerment 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the employees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on the quality of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service quality of youth training facility work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quality. Seco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can be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for the social support of the employees, the middle managers
and facility managers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should use the Internet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Second, in order to improve empowerment, support for information related 
to work, material support related to compensation, and evaluation support related to business 
processing should be provided. Third, to improve the empowerment of workers, it is necessary to 
augmented reality(AR), virtual reality(VR), and flip learning program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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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휴먼서비스조직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5]. 특히 서비
스 질은 사회복지서비스인 휴먼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서 정책이나 조직 및 서비스 관리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6-8]. Parasuraman(1985)는 “서비스 이
용자의 질에 대한 인지수준의 차이와 특정한 조직에 의
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기대수
준”을 서비스 실로 정의한다[9]. 이러한 서비스 질은 서
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지각 사이의 불일치 정도와 
그 방향으로[10],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
서,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결정 요인이고[11],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12].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휴먼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질
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파워먼트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13],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14],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15], 청소
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 감정노동, 자기효능감
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16]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자의 직무만족과 심리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서
비스 질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고 있는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 외부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적, 정서적, 경제적 자
원을 주변의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얻고 있는지 느끼는 
정도이다[17-18].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 소진과 이직의사, 불
면증을 완화하는 완충 효과와 신뢰 및 건강을 증폭시키
는 긍정적인 부분도 갖고 있다[19]. 즉, 사회적 지지는 일
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사건들을 완화시켜 
소진 등을 예방하여[20], 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과 융합되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21]. 또한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능력과 잠
재력을 강화하여 자기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
는 능력과 에너지, 통제력으로[12], 사회관계를 통해 자
신의 잠재력을 강화시켜 삶의 통제력을 얻고 절망, 억압
의 상태로부터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고취시킨다[22].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된 사람은 힘과 권한을 위임받아 
자기 효능감 및 조직내에서 시너지의 효과를 올린다[23]. 

나아가 업무 수행에 있어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며, 종사자 스스로 업무에 몰입하여 만족과 
사기를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4]. 특히 임파워먼트는 관리자가 종사자에게 직무와 관
련된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25-26].

서비스 질은 공공분야와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27],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의 서비스 질과 관
련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도 조
금씩 이루어지고 있다[28-30].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서비
스 질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서비스 질이 
청소년 애호도(Loyalty: 충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
[18], 서비스 질과 고객 만족은 상호 밀접한 고객과 관련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8]. 특히 자아정체감이 형성
되고 있는 청소년시기에 올바른 인성과 정서 함양 그리
고 심신이 조화를 이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
년수련서비스 질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윤기혁, 이진열(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
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등이 서
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
비스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3][30].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서
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CT 
정보기술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전반에 많은 영향
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분야가 사물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이다
[31]. 그리고 휴먼서비스 분야인 노인, 장애인 등 보건복
지 분야에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휴먼서비스 기관인 청소년수련시
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
해 사물인터넷의 활용 방안도 함께 접목해 보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청소년수련
시설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서비
스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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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e person(%) Categorize person(%)

Sex male 
female

32(29.1)
78(70.9) Marriage

married 
unmarried 

etc

27(24.5)
81(73.6)
2(1.9)

Age

20
30 
40 
50
60~

52(47.3)
31(28.2)
15(13.6)
10(9.1)
2(1.8)

Position

super intendant 
senior management

middle manager 
Practitioners

8(7.3)
8(7.3)

30(27.3)
64(58.1)

Religion

christianism 
Buddhism 
catholic 
 other

17(15.5)
32(29.1)
7(6.4)

54(49.1)

Employment 
Types

Regular Workers
contract worker 

Non-Fixed Term Labor etc

49(44.5)
31(28.2)
28(25.5)
2(1.8)

Academic Ability

`high school graduate
Junior Colleges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school

2(1.8)
4(3.6)

91(82.7)
13(11.9)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10)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가 서

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
였다. 

empowerment

Social 
Support

Service 
Quality 

[Fig. 1] Research Model

2.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및 협회관계

자, 연구자가 2회에 걸쳐 설문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토
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기간은 
2018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
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부산광
역시 청소년수련시설 16개 기관에서 총 110부가 수집되
었다. 또한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으로 응답이 불
충분한 설문지가 없어서 총 110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
였다.

2.3 측정도구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 측정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26-27]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서비스 질은 총 5개의 하위요인(반
응성, 보증성,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나는 청소년과 약속한 서비스는 항상 제공 한다’, 
‘청소년 각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한다’, ‘나는 청
소년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등 20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서비스 질의 Cronbach’s ɑ=.927로 나타
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 측정을 위해 기
존 선행연구[9]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총 4개의 하위요인(정
보적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으로 구
성되어져 있고 ‘나에게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필요한 돈이나 물건 등에 대해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ɑ=.937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임파워먼트 측정을 위해 기
존 선행연구[8,3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총 4개의 하위요인(역량, 
자기결정력, 의미성, 영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내가 하
고 잇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업무수행 능
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는 나의 업무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져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파워먼트의 Cronbach’s ɑ=.917로 나타났다.



한국사물인터넷학회논문지 제6권 제1호, 202034

Division

1Stage
(Social Support→
Service Quality )

2Stage
(Social Support→
empowerment)

3Stage
(empowerment→
Service Quality )

4Stage
(Social Support, 
empowerment→
Service Quality )

B β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

Sex(female=0) -.008 -.014 -.089 -.070 .061 .112 .001 .027
Age(twenty=0) -.068 -.136 -.208 -.180 -.044 -.089 -.046 -.092
Religion(etc=0) .156 .314*** -.106 -.091 .164 .331*** .167 .337***

Academic Ability 
(college-graduated =0) -.018 -.028 -.042 -.027 .016 .025 -.014 -.022

Marriage
(unmarried =0) -.055 -.098 .186 .142 -.038 -.067 -.074 -.132

Position
(Practitioners=0) .010 .020 -.165 -.141 .061 .121 .028 .055

Employment Types(Regular 
Workers =0) -.101 -.202* .066 .507 -.110 -.221* -.107 -.215*

independent 
variable Social Support .159 .368*** .311 .308** .127 .293*

parameter empowerment .130 .303*** .105 .244**

model suitability
R2 .249 .134 .252 .300

Adj R2 .189 .066 .192 .237
F 4.179*** 1.960*** 4.246*** 4.769***

Sobel Test 2.041**

<Table 4> Parameter Effect of Empowerment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
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주요변수의 평균은 기술통계
를 사용하였다. 셋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
적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매
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r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6].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성별

에서는 여자 78명(70.9%), 연령은 20대 52명(47.3%), 
종교에서는 기타가 54명(49.1%),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이 81명(73.6%), 직위에서는  실무자가 64명(58.1%), 고
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 49명(44.5%)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값은 <표 2>와 같다. 사회적 지

지의 최소값은 1.30, 최대값은 2.70으로 나타났다. 임파
워먼트의 최소값은 1.75, 최대값은 5.00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의 최소값은 2.42, 최대값은 5.00으로 나타났
다. 평균값은 기준으로는 서비스 질이 3.9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임파워먼트 3.54, 사회적 지지 2.12순으로 
나타났다.

Division minimum 
value

ceiling 
value mean standard 

deviation

Social Support 2.42 5.00 3.90 .248
empowerment 1.75 5.00 3.54 .575
Service Quality 1.30 2.71 2.12 .57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3.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이 사회적 지

지는 임파워먼트와 서비스 질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서비스 질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Social 
Support empowerment Service 

Quality 

Social Support 1

empowerment .213*** 1

Service Quality .314*** .229*** 1

<Table 3>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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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와 서비스 질 관

계에서 임파워먼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 
Kenny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방
법을 활용한 이유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 매개변
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33]. 우
선, Baron & Kenny가 제시한 대로 1단계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
지가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가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았다. 

4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살펴본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3단계에서 살펴본 매개변수와 동시
에 투입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후자가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Baron & Kenny에 의하면 매개변수가 투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매개 효과가 있으며, 
매개변수 투입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매개변수는 완전매개 효과가 있
다. 또한 매개변수를 투입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
과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그 크기의 차이가 없으며 종속변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34].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R2의 값이 .249로 나타나 
24.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4.179
로 p<.001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서비스 질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68, 
p<.001).

2단계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R2의 값이 .134로 나타나 
13.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1.960
으로 p<.001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
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8, 
p<.01).

3단계에서는 임파워먼트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R2의 값이 .252로 나타나 

25.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4.246
으로 p<.001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파워먼트는 서비스 질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3, 
p<.001).

4단계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를 같이 투입하여 서비스 질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R2의 값이 .300로 나타나 30.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44.769로 
p<.001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는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293, p<.05, β=.244, p<.01). 

한편, 1단계의 사회적지지의 영향력(β=.368)이 4단계
에서(β=.293)으로 감소하였고, 설명력 역시 1단계에 비
해 4단계에서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해 Baron & Kenny(1986)의 4단계의 전제를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임파워먼트의 부분매
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obel test에서 Z값이 
2.041(p<.01)로 나타나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
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를 검증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
록 서비스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는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로 구성되어져 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게 정
서적 지원과 함께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서비스 질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게 주변 사람은 물론, 청소년수
련시설의 중간관리자와 시설장은 긍정적인 지지를 위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높이
기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용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최
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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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게 즉각
적으로 사회적 지지(특히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지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 질 향상
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물인터넷을 활
용한 휴먼서비스조직의 사회적 지지 시스템 구축도 고려
해봄직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임파워먼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종사자 스스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 즉, 종사자 스스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적극적, 능동
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종
사자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서 정서적 지원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정보지원, 보상과 관련된 물질지원, 업무 
처리와 관련된 평가지원 등이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통해서 청소
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슈퍼비전은 사회적 지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파워먼트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임파워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
가 부분매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요소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은 청
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소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수련시설 종
사자가 임파워먼트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게 되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임파워먼트를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종사자
를 위한 직무교육, 슈퍼비전, 외부 위탁 교육 등의 프로그
램 개발과 시행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물인터넷 환경을 활
용한 증강, 가상현실 교육, 플립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하
면 좋을 것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은 학습자에
게 실제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활동을 통해 실재감 실감
을 향상시킬 수 있다[34].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은 사전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후 다양한 상호작용 
중심의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문제해결력 등의 실제적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고[34],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청
소년수련시설이 자체적으로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 및 시설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
는 청소년수련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적
으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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