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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n operation plan of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to give job training and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self-operation plan’ and ‘joint operation plan’. Research method: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s the method. It first set two elements (‘employment preparation’ and ‘job maintenance after
employment’ as the objective and necessity of operating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collected data accordingly. The study examined both elements in the first and the second research questions, and
conducted a discriminatory data analysis on the common elements (‘related institutions’, ‘participating personnel’,
‘education content’, ‘operation strategy’, and ‘qualification and evaluation standard’) that are necessary to study
the research question in more detail. Research Results: In the self and joint operation plans of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clarified that worksites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1s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the National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2nd: Major department and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etc.). Next, the study proposed that both types of operation plans must reflect ‘career development
path for the job’ and ‘basic job skills’ as the common educational contents regarding the curriculum system.
The study then proposed various learning types depending on the operation plan of each type (e.g. a team
system between a regular employee and a disabled employee; joint division of job by worksite focusing on
bundled/mixed connected/ intermittent type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base worksite; and division of work by
job schedule). Also, the study proposed in the two types of operation plans ‘strengthening employment status to
an independent level’, ‘job sharing (partial cooperation)’, ‘job sharing (overall sharing)’, and ‘promotion and job
switch’ as the standards of qualification and evaluation that the disabled can achieve after finishing their
education. In terms of operation strategy, the study similarly covered ‘constant practical training based on job
schedule’, ‘short/long-term special lectures in meeting rooms’, and ‘dispatch and exchange between worksites’ for
the two types of operation plan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converge the two types of
operation plans at this moment which lacks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job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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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으로만 장애인의 성인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
다(박재국 외, 2016). 특히, 장애인의 성인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주요 근간을 이루는
취업 및 고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영역은 평생교육과정에서 그 중요성의 위치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김주영, 2016; 박희찬, 2006). 학령기 특수교육의 차원에서는 전환교육의 맥락 가
운데 진로직업교육을 중등특수교육 단계에서 주로 실시할 뿐 아니라, 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
인기로 진입하면서 실제 사업체로의 진출이나 채용으로 일반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형일,
2013; Test & Mazzotti, 2011). 따라서 성인 기반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장애인의 취업 여부나 독립
생활 실태 등에 근거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적용방안이 활발히 마련되어야 한다.
2017년 4월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2017년 5월 시행을 위한 결과이며, 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
치․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
기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그 유형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교육부, 2017). 이를
놓고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견주어 본다면, 특수학교(급) 전공과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
업재활센터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사업장, 공단 산하 직능원 등이 네
가지의 유형(‘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과 상호 맵핑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유관
기관들은 표면적으로 성인기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표면적으로 담당할 뿐 아직
까지 평생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와 성과 차원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진다(김두영, 2013; 이달엽, 2014; 최진혁, 한윤선, 2015).
이런 측면에서 현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등의 유관기관
들에서는 평생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조직체계 등을 조망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영
준 외, 2016; Wehman & Scott, 2012). 그 평생교육의 관점이란 학교 졸업 후 성인기로 전환한 장
애인의 생활실태에 따라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와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위 두 가지는 장애인이 평생교육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갖는 요구
이며, 각각 구분되기보다는 상호 연계적인 로드맵 가운데 성과를 거둘 수 있다(조인수, 전보성,
박정식, 2014; Cronin, Patton, & Wood, 2007). 이에 따라, 각 유관기관들에서는 장애인의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평생교육 관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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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장
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현행의 유관기관들이 갖는 운영 실태를 살펴볼 경우 두 가지
의 요소 중 대부분 ‘취업 준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나용기, 2014; 박희찬, 2006;
Papay & Bambara, 2014). 이런 상황에는 장애인의 미취업 사례가 많은 것에서 기인되나, 또 다른
차원에선 많은 유관기관들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을 사업장(workplace)과의 연
계 형태(예: 채용 약정, 사업주 감독 관리, 직원에 의한 직무지도 등)로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원
인과도 관련이 깊다(최명미, 조인수, 2015). 다시 말해, 많은 유관기관들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
련에 대한 목적을 취업 준비 및 연계에 두면서도 실제 취업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사업장과 교
육과정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일례가 많은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운영전략으로써 지원고용과 실습을 위한 사업장중심교수 등은
사업장 역시 학교 형태나 복지시설 형태 등의 다른 유관기관과 동등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주지만, 그 적용 사례가 양적으로 활발하지 못하거나 직업교육훈련에서 발달장애
인에게 충족되어야 할 ‘전문적인 직무 유창성’과 ‘직업기초능력’을 사업장에서 교육과정 차원으로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노주혁, 2014; Wehman et al., 2014). 이에 장애인의 직업
교육훈련에서 사업장은 전공과 등의 다른 유관기관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는 일회적
인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실습이나 견학 등에 초점을 둔 부수적인 하위기관이거나 직업
교육훈련 이후 취업 여부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간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이숙
향, 송은주, 이소현, 2012; Wehman, Brooke, & West, 2006). 하지만, 각 유관기관들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평생교육의 관점을 실제로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의 두 가지 요소를 교육과정적으로 모두 충족하기에 적합한 사업장과의 협업체계 구
축은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각 유관기관들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적용
을 취업 연계 차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Sitlington, Neubert, & Clark, 2010).

이런 취지를 실제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각 유관기관들이 사업장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사업장 자체가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구축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의 요소에 대한 교육과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업장을 다른 유관기관들에 비해 우위적인 위치에 두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사업장
이 다른 유관기관들에 비하여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를 교육과정적으로 보장하기 수
월한 이점을 기반으로 각 유관기관들이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려
는 데 주된 의미를 가진다. 흔히,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해 ‘취업 준비’와 ‘취
업 후 직장 유지’를 교육과정적인 차원으로 반영하는 것은 각각 ‘채용 약정의 지원고용’과 ‘사후
관리’의 의미와 상호 연결된다. 먼저, ‘취업 준비’를 기반으로 한 ‘채용 약정의 지원고용’은 사업
장에서 직무 생산성을 위한 인사채용 요구를 충족하는 취지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해 취업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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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선(先) 채용 후(後) 훈련’과 같은 일학습병행 체제로 직업교육훈련을
적용하는 것이다(조인수, 2010; Heward, 2006). 다음으로, ‘취업 후 직장 유지’를 기반으로 한 ‘사
후관리’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재직해 온 장애 근로자가 보다 장기적․안정적으로 직
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직종(무)의 경력개발경로에 따라 직무심화능력을 지도하거나
자기관리 차원에서 강화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직업교육훈련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이상로,
2016; Rogan, Novak, Mank, & Martin, 2002). 나아가,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는 장애인의
성인기 생애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사업장이 타당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담보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발전되는 핵심적 수단이 된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현
재의 직무 규모와 여건에 의거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
장 유지’를 교육과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정하고, 위의 두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 내용, 절차 및 방법, 운영전략을 프로그램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의 요소
를 통합 구성체계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완전한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발전될 순 없다(정연
수, 2015; Marchall, Rapp, Becker, & Bond, 2008). 사업장에서 아무리 두 가지 요소를 교육과정 차
원으로 명확히 반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장애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사업장의 내부
적인 범주로만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환경적 상황 기반이 두
가지의 요소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수․학습 콘
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거나 장애인의 직무를 실제로 지도할 전문인력 등에 있어선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보다
공식화된 행․재정적 기반 속에서 장기적으로 정착되고 질 높은 성과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나 시․군․구 평생학습관, 특수학교(급) 내 전공과, 대학교 부설 평생교
육원 등의 유관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강동선, 신진숙,
2015). 따라서 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를 통하
여 일차적으로 평생교육의 관점과 관련 조직체계를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타 사업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동시 순환체제의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업장은 2017년 4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에서 제시된 ‘지역사
회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일환이 되며, 「평생교육법」제 35조에서 역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제적인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평생교육법」제 35조에서 1항을 살펴보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
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위 내용에서 사업장의 고
객은 다양한 주체 대상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앞서 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
여 장점으로 갖는 두 가지의 기능적 요소였던 ‘취업 준비’와 ‘취업 후 직장 유지’의 주된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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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의사가 있는 장애인’과 ‘장애 근로자’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고려된다면, 사업
장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시행되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
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적인 구실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평생교육법」제 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는 단편적으로 사업장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표면적인 평생교육시설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해당하는 전공과,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인복
지관 등이 발달장애인의 ‘취업 일반화’와 ‘취업 후의 사후관리’를 실제 직장생활 현장 수요에 충
실하여 조직적 기능을 재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상에서 밝힌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업장의 기능적 이점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을 사업장 자체의 개별 단위로 설치하는 일반적인 운영방안 뿐만
아니라 동일 직종(무)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별로 공동 설치하여 협업 운영하는 방안 역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사
업장 내부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 문제, 공간적 적합성 여부, 직무 경력개발
경로, 학습적인 시설․재료 구비 여건 등에 의해 타 사업장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업장에서 평생교육시설이 현실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데 고려되어야 할
방안이며, 어느 특정한 사업장이 시범적으로만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계적인 상황을 최소화시켜 준다(최동선, 윤형한, 전종호, 노선옥, 2010; Palmer,
Wehmeyer, Shogren, Williams-Diehm, & Soukup, 2012). 이런 측면에서,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조직적으로 확보하는 여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사업장
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자체 운영형’과 ‘공동 운영형’으로 설치할지를 주의하
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자
체 운영형’과 ‘공동 운영형’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
비’나 ‘취업 후 직장 유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효과적인 기반과 연결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는 전공과나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유관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역시 중요한 기반이 된다(김형일, 2013; Eisenman, Tanverdi, Perrington, & Geiman,
‘

2009).

현재까지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령
기 대상의 장애학생의 직무 습득을 위한 사례연구나 고용주 및 학부모 관련 인식 조사연구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박희찬, 2016; 이숙향, 송은주, 이소현, 2012; 최진혁, 한윤선, 2015). 이
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거의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특
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연계하여 이해해 볼 수밖에 없는
- 177 -

교육혁신연구, 제27권 제2호

실정이다. 그리고 전공과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유관기관들로부터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에 대
한 평생교육의 관점이 부분적으로 부각된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에 대한 평생교육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전술한 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의 「평생교육법」 취지에 맞
추어 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 및 교육과
정체계를 직접적으로 시사할 뿐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에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사업장 부설 평
생교육시설로 하여금 조직 및 교육과정적 기능과 방향을 재구조화하는 계기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공동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과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선행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여 고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그림 Ⅱ-1]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두 가지의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
두 가지의 요소 설정
구체적인 정의
사업장 부설 → ① 취업 준비
①
채용
약정
기반의
지원고용을 통해 독립
→ 적인 취업 상태를 강화하는
장애인
방안
평생교육시설의
② 취업 후 직장 유지
② 직장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전개해 온
운영 목적 탐색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통한 직장 유지 방안
[그림 Ⅱ-1]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 178 -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방안

그림 Ⅱ-1]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기준(‘취업 준비’, ‘취업 후 직장 유지’)은 두 가지의 연구 문
제를 고찰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들(김형일, 2013; 박
재국 외, 2016; 박희찬, 2006,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Papay & Bambara, 2014; Wehman &
Scott, 2012 등)과 전문가(교수요원 5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전공)의 검토를 통해 역시 구성되었
다.
본 연구는 [그림 Ⅱ-1]의 두 가지 기준을 분류하는 차원에서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수집하
였으며, 자료 수집의 적절성은 [그림 Ⅱ-1]에서 밝힌 구체적인 정의를 현재 수집된 문헌이 반영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연구자와 보조자(3인,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가 교류 검토하는 가운데 판
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 문헌들이 거의 현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출판 시기나 연구 유형(예: 조사연구, 실험연구 등) 등에 특별히 제
한을 두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시 학술사이트(http://www.riss4u.net/)에서 ‘직
업’, ‘사업장’, ‘고용’, ‘채용’, ‘취업’, ‘평생교육’ 등의 검색어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앞서 본 [그림 Ⅱ-1]에서 제시된 두 가지의 기준을 연구 문제를 결과적인 차원에서
고찰하는 토대로 삼았으며, [그림 Ⅱ-2]와 같은 분석 기준을 구성하였다.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2
① 취업 준비
② 취업 후 직장 유지

공통적인 고찰 요소
유관기관

참여인력

교육내용

세부적인 고찰 요소
운영전략

자격 및 평가기준

[그림 Ⅱ-2]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기준

그림 Ⅱ-2]에서 세부적인 고찰 요소(‘유관기관’ 등)는 표면적인 의미와 같이 공통적인 고찰 요
소를 보다 구체적인 하위 근거로 해석하기 위하여 추출되었으며, 평생교육조직을 설치․운영하
는 데 있어 반영되어야 할 구성요소 지침(박재국 외, 2016; 장원섭, 2015; Palmer, Wehme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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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조하여 활용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
구 문제가 각각 의미하는 ‘자체 운영방안’과 ‘공동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그림 Ⅱ-2]의 세부적인
고찰 요소를 해석하여 해당 선행연구 문헌들을 활용하였다(<표 Ⅱ-1>).
Shogren, Williams-Diehm, & Soukup, 2012)

<표 Ⅱ-1>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
세부적인 고찰 요소
구분
자체 운영
유관기관
공동 운영
자체 운영
참여인력
공동 운영
자체 운영
교육내용
공동 운영
운영전략
자격 및 평가기준

자체 운영
공동 운영
자체 운영
공동 운영

구체적인 의미
사업장 자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협력 가능한 유관기관은 어떠한가?
사업장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
치․운영할 경우 협력 가능한 유관기관은 어떠한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참여해야 할 인력은 어떠한가?
사업장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
치․운영할 경우 참여해야 할 인력은 어떠한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교육과정상 반영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어떠한가?
사업장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
치․운영할 경우 교육과정상 반영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어떠한
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방법 및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가?
사업장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
치․운영할 경우 방법 및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고려될 수 있
는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어떤 자격 및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사업장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
치․운영할 경우 어떤 자격 및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표 Ⅱ-1>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수집된 선행연구 문헌들을 분석하였
으며, 선행연구 문헌들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참조하는 가운데 연계하거나 진전시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소고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모색하기도 하였다. 단, 본 연구는 이런 경향성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입장에 머문다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5인과 더불
어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장 5인에게 그 적절성의 판단을 의뢰하였다. Likert 5점 척도(5: 매
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를 기준으로 4.5점 이상
의 결과가 나타날 때 연구 결과로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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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두 가지의 연구 문제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체 운영방안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 운영방안은 [그림 Ⅲ-1]과 같이 모색되었다. 먼
저, [그림 Ⅲ-1]에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지라도 국가 및
지자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은 중요하다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김형일, 2013; Wehman, Brooke,
& West, 2006).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설치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을 1차 유관기관으로 설
정하여 사업장 내에 부설로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조직과 운영을 행․재정적으로 공식화할 필
요가 있으며, 아울러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전공과 등을 2차 유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장에서 장
애인에게 적용할 교육과정 내용이나 콘텐츠를 지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강동선, 신진
숙, 2015; 박재국 외, 2016; 조인수, 2010; Palmer, Wehmeyer, Shogren, Williams-Diehm, & Soukup,
2012). 특히, 2차 유관기관의 중요성은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의 행․재
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예: 사업주, 직원, 직업
코디네이터 등)을 연수하는 차원에서도 부각되었다(김두영, 2013; 김주영, 2016; 최명미, 조인수,
2015; Cronin, Patton, & Wood, 2007). 그리고 특수교육적인 전문성을 일정 부분 갖춘 직업코디네
이터와 달리 사업주와 직원의 경우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문적인 수행역량이 미흡
하기 때문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전공과 등의 유관기관에서 사업주와 직원에게 특수교
육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용욱, 우정한, 박종화,
2011; 김영준 외, 2016; Wehman & Scott, 2012).
이상의 기초적 기반이 마련될 때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조
직과 교육과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Ⅲ-1]을 보면,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조직을 위해 일차적으로 전문 인사팀과 인사위원회를 구성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장원섭, 2015; 최동선, 윤형한, 전종호, 노선옥, 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Eisenman, Tanverdi, Perrington, & Geiman, 2009). 여기서 인사팀과 인사위원회는 사업장의 사
업주와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중견 직원(예: 과장급 이상 등)을
비롯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에서 파견 가능한 직업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업장장에서 실시될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별 및 자격 기준 마련,
교육기간 및 제반 운영 계획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며, 평생
교육사나 직업코디네이터 등의 외부전문가가 속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의 감독 관리 가
운데 협업할 수 있는 통로를 생성하는 기반이 된다(서보순, 박재국, 이충렬, 2015; 최승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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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부서

인사팀,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전략)

교육과정 체계

자격 및
평가기준

3

일반직원/
장애직원 통합
(팀별)

장애 직원 대상
(개별 교수)

※ 단계별 순환 운영 체제
유형

유형

1

직무일과 1/3
하위기술 개수)

(

독립적인
취업역량

취업 상태 강화

유형

2

3

직무일과 2/3
(하위기술 개수)
직무* 공유,
부분적 협조

직무일과 3/3
(하위기술 개수)
* : 새롭게 습득한 직무기술을 의미함

직무* 공유,
전반적 협조

승진,
직무* 변경

취업 후 직장생활 유지 중 경력개발 및 직무심화

2차 유관기관
차 유관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연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직업전문학교, 대학교 부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취업․창업지원단 등
행․재정적 지원,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
전문인력 연수,
운영사업 주기적 공모 등
성과관리(운영 평가․환류) 등
[그림 Ⅲ-1] 자체 운영방안
1

기초적
기반

유형

2

1

일반직원/
장애직원 구분
(팀별)

사업주, 중견 직원, 평생교육사(파견),
직업코디네이터(파견) 등
․직무일과 기반 수시훈련프로그램 형태
․정기형 특강 및 실습훈련, 간헐형 등
유형

유형

사업장
직무상
경력개발경로
단계별 수준화
연계
직업기초능력
단계별 수준화
(직무 연계
자립생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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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림 Ⅲ-1]은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과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접근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교육 내용은 크게 ‘사업장 전문 직무기술’과 이와 연계된 ‘직업기초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체계를 두 가지 갈래(‘사업장 직무상 경력개발경로’, ‘직업기초능력(직무 연계
자립생활)’)로 분류하였다(박희찬, 2006; 이달엽, 2014; 조인수, 전보성, 박정식, 2014; Test &
Mazzotti, 2011). 이를 놓고, ‘사업장 직무상 경력개발경로’는 장애인이 취업을 준비하려는 사업장
이나 현재 직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직무의 개발 단계를 로드맵과 같은 경
로체계로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Brolin & Lloyd, 2004). 만약, 이런
경로체계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장애인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직무기
술은 분명한 성과관리 없이 일회적으로 습득하는 학습요소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림 Ⅲ-1]에서
는 직무상 경력개발경로를 중요하게 포함시켰다(김영준 외, 2016; Marchall, Rapp, Becker, & Bond,
2008). 그리고 직무 경력개발경로 체제에 따라 장애인에게 사업장에서 해당 직무기술을 지도하
는 데 있어 사업장의 현실적인 직무여건에 맞추어 장애인이 일반직원과 통합하여 직업교육훈련
을 받거나 장애직원끼리 팀 체제로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유형별 학습방안을 반영하였다
(노주혁, 2014; 장원섭, 2015; 조인수, 정금자, 도명애, 2013; Mercer, Mercer, & Pullen, 2011). 장애인
은 선(先) 채용 후(後) 훈련의 취지에서 사업장의 직원으로 취업 준비나 취업 후 직장 유지의 목
적 하에 직업교육훈련을 제공받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개별교수만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고 보았다(박재국, 김영미, 김혜리, 구신실, 2008; 이효정, 이영선, 2011; McDonnell & Hardman,
2010). 또한, 각 유형별 학습방안은 고정적이기보다는 현재 장애인의 학습 수준과 스타일 등에
근거하여 역동적으로 순환 운영하도록 하는 관점을 반영하였다(조인수, 2010; Prater, 2007).
한편, 앞서 언급한 직무상 경력개발경로는 [그림 Ⅲ-1]과 같이 직업기초능력과 상호 연계적으
로 구성되었다. [그림 Ⅲ-1]의 직업기초능력은 장애인이 일반직원과 달리 보다 중점적으로 학습
해야 하는 특수성의 취지를 가지며, 직무일과별 하위기술 개수에 따라 1~3 유형 체제로 분류하
였다(김선미, 정민호, 김영미, 이재섭, 김정희, 오영석, 2013; 김영준 외, 2016; Wehman, Brooke,
West, 2006).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직무일과별 하위기술 개수에 대한 습득과 유지 수준을 높여
나가는 정도에 따라 1유형에서 3유형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하도록 하는 관점을 나타냈다. [그림
Ⅲ-1]과 같이 직업기초능력을 1~3유형으로 체계화한 것은 앞서 본 직무상 경력개발경로와 마찬
가지로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근무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여러 하위기술들을 체크리스트 등과
같은 형태로 목록화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한다(강동선, 2016; 이숙향, 송은주, 이소현, 2012;
Wehman et al., 2014).

본 연구는 앞서 고찰한 교육과정체계 이후 자격 및 평가 기준을 [그림 Ⅲ-1]과 같이 4가지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는 장애인이 [그림 Ⅲ-1]의 교육과정체계에서 밝힌 사업장 직무기술과 직
업기초능력을 사업장의 요구 수준 만큼 학습하였을 경우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
- 183 -

교육혁신연구, 제27권 제2호

되었다. 먼저, 지원고용의 체제 가운데 직원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받은 장애인이 사전에 계
획한 취지대로 정식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의 ‘취업 연계’를 실제로 이루는 입장을 반영하였다(박
재국 외, 2016; Rogan, Novak, Mank, & Martin, 2002).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Ⅲ-1]에서는 선(先) 채
용 후(後) 훈련의 취지에 의해 장애인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을지라도 독립
적 수준의 취업역량을 사전에 갖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직무기술과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독
립적 수준의 취업역량과 사업장의 실질적인 채용 요구가 차후에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지원고용에 의해 얻은 취업 상태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의도를 반영하였
다(이달엽, 2014; Cronin, Patton, & Wood, 2007). 그리고 [그림 Ⅲ-1]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직장생
활을 유지해 온 장애인이 경력개발 및 직무심화의 차원에서 새롭게 해당 직무기술을 습득하였
을 경우 그 직무기술을 바탕으로 부분적이거나 전반적으로 협조 수행하거나 승진 보상을 받는
자격 및 평가 기준 역시 포함하였다(김영준, 2016; 장원섭, 2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이
를 통해, 근로자인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해당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직무경력개발을
장기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의도를 포함시켰다. 나아가, [그림 Ⅲ-1]에서는 취업 상태를
보다 독립적으로 강화한 장애인이 향후 평생교육의 취지에서 세 가지의 요소들로 구성된 경력
개발에 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도 역시 반영하였다.
2. 공동 운영방안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공동 운영방안은 [그림 Ⅲ-2]와 [그림 Ⅲ-4]와 같이
모색되었다. [그림 Ⅲ-2]와 [그림 Ⅲ-4]는 앞서 살펴 본 [그림 Ⅲ-1]과 유기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 운영의 취지를 강조하는 만큼 사업장 간의 교류 프로세스를 변별적으로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그림 Ⅲ-2]와 [그림 Ⅲ-4]는 [그림 Ⅲ-1]과 비교해 볼 때 유관기관 협
력(‘기초적 기반’)과 자격 및 평가 기준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그림 Ⅲ-2]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동 운영방안을 제시되었으며, [그림 Ⅲ-4]는 경력개발경로별 직무 기준을 중심으로 공동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그림 Ⅲ-2]와 [그림 Ⅲ-4]는 모든 사업장이 부설 형태로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평
생교육시설을 확보한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반영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Ⅲ-2]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동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다. 즉, 동일 시․
군․구에 소재한 동일 직종(무)의 사업장 간의 교류에 전제하며,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하고 최상의 자원과 환경을 구비한 사업장을 거점 기관으로 선정하여
조직 및 교육과정적 체계를 시행하는 것이다(박재국 외, 2016; Cronin, Patton, & Woo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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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취업역량
취업 상태 강화

자격 및
평가기준
직업기초
능력
단계별
수준화

유형

1

직무* 공유,
직무* 공유,
승진,
부분 협조
전반 협조
직장 이동
취업 후 직장생활 유지 중 경력개발 및 직무심화
순환

사업장별 공통
하위기술 개수, 1/3)

사업장별 공통
하위기술 개수, 3/3)

(

연계

사업장
직무상
경력개발
경로
단계별
수준화

사업장 2
인사팀

장애/일반 공통

유형
일괄형
1

사업장 3 총괄
관리)

(

순환

사업장 3

유형

3

사업장별 독립
하위기술 개수)

(

동일 시․군․구 내

사업장 1
인사팀

순환

유형

2

(

사업장 4

사업장 5

거점 기관 인사팀

사업장 3

인사팀
인사팀 및 인사위원회

유형
혼합 연계형

순환

2

(사업장 3과 해당
사업장 균형적 협력)

유형
간헐형
3

(사업장 3과 해당
사업장 부분적 협력)

차 유관기관
2차 유관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연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전공과, 장애인복지관,
기초적
시․군․구
평생학습관
,
직업전문학교
, 대학교 부설
기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취업․창업지원단 등
행․재정적 지원,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
전문인력 연수,
운영사업 주기적 공모 등
성과관리(운영 평가․환류) 등
[그림 Ⅲ-2] 사업장 기준의 공동 운영방안(①)
1) : 인사팀과 인사위원회의 대상은 [그림 Ⅲ-1]과 동일하며, 거점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내 사업주도 포함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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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에서는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사업장 전문 직무기술’과 ‘직
업기초능력’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장 전문 직무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 직종
(무)의 사업장별로 협업하여 직무상 경력개발경로를 단계별 수준에 기반하여 구축하는 데 초점
을 두었다(강동선, 신진숙, 2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Marchall, Rapp, Becker, & Bond, 2008).
이에 따라,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주축으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체제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과 장애인을 의뢰한 사업장이 균형적이거
나 부분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체제를 포함시켰다(김선미 외, 2013;
김영준 외, 2016; 박재국 외, 2016; Papay & Bambara, 2014). 이런 체제는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주축이 될지라도 장애인을 의뢰한 해당 사업장에서 변별적으로 요구하는 직무상 경력
개발경로의 특수성과 직무역량의 수요를 보완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단계별 순환체제로 구안되
었으며(김기용, 2014; 조인수, 2010; Wehman et al., 2014), 부분적으로는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
업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효율적인 입장 역시 반영되었다(김내인, 2016; 이달엽, 2014;
천지은, 정문준, 황지은, 2012). [그림 Ⅲ-2]에서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
장에서도 인사팀을 구성한 부분 역시 이런 입장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 밖에, 거점 기관으로 선
정된 사업장에 한해서는 인사팀을 비롯하여 인사위원회를 포함시켰다. 부가적으로, [그림 Ⅲ-2]
에서 사업장 간의 교류는 장애인의 지리적 이동 여건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일 시․군․
구에 소재한 사업장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김형일, 2013; 신영옥, 2006; 이숙향, 송은주, 이
소현, 2012; Test & Mazzotti, 2011).
이와 연계하여, [그림 Ⅲ-2]에서는 직업기초능력 역시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과 장애
인을 의뢰한 사업장 간에 적절하게 융통 가운데 3가지의 유형으로 적용되도록 구안하였다(강
동선, 2016; 이상로, 2016; Cronin, Patton, & Wood, 2007). [그림 Ⅲ-2]에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1~2유형은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나타내는 습득 수준에 의해 상호 순환
이 가능하며, 3유형은 1~2유형 이외에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 이외에 타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변별적으로 요구되는 하위기술을 추가적으로 지도하는 점
을 포함한다.
[그림 Ⅲ-2]에서 자격 및 평가 기준은 앞서 살펴 본 [그림 Ⅲ-1]과 동일한 입장을 갖으나, [그
림 Ⅲ-2]는 사업장 간의 교류에 전제를 둔 공동 운영형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취업 후 직장생
활 유지를 위한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 근로자에 한해 ‘직장 이동(이직)’의 입장을 강조
하였다. 부수적으로, [그림 Ⅲ-2]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운영 전략을 [그림
Ⅲ-3]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Ⅲ-3]은 [그림 Ⅲ-2]에서 사업장 직무기술과 직업기초능력을 지도
할 때 구안된 1~3가지 유형(‘일괄형’, ‘혼합 연계형’, ‘간헐형’)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즉, 거점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과 이외의 사업장 간에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에 근거
하였으며,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의 실습훈련이나 회의실 등에서의 특강 등을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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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으로 반영하였다(박희찬, 2014).
거점기관 선정
사업장
직무 일과 100%

+

장애인 의뢰
사업장
직무일과 할당 비율
(일괄/혼합 연계/부분형)

직무 일과 50%

직무일과 50%

직무일과 30%

직무일과 70%

운영방법
시연 중심 실습훈련
- 시연 중심 실습훈련
+ 회의실 기반의
특강(강의)
- 회의실 기반의 특강
- 기타
-

[그림 Ⅲ-3] 사업장 기준의 공동 운영방안(②, 운영전략)

다음으로, [그림 Ⅲ-4]는 경력개발경로별 직무를 기준으로 동일 직종(무)의 사업장들이 공동으
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두었다. 단,
[그림 Ⅲ-4]는 앞서 본 [그림 Ⅲ-2]와 유사한 가운데 사업장 간의 교류 형태가 달리 융통되었다.
[그림 Ⅲ-4]는 동일 시․군․구에 소재한 동일 직종(무)의 각 사업장들이 직무상 경력개발경로와
직업기초능력을 공통으로 개발하는 절차로부터 공동 운영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앞서 본 [그
림 Ⅲ-2]와 같은 절차를 포함하는 듯하나, 공통으로 개발된 직무상의 경력개발경로에서 각 직무
기술들(직업기초능력 포함)을 ‘1, 2, 3 …’의 체제로 분류한 후 이를 특정한 사업장이 거점 기관
이 되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여러 직무기술들 중 중
점을 둘 수 있는 직무기술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것이다(이승준, 2016;
이은정, 2013; Sitlington, Neubert, & Clark, 2010). 단, [그림 Ⅲ-4]는 모든 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
교육훈련을 담당하므로 동등한 위치에서 직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가 수월한 이점이
있으나, 앞서 본 [그림 Ⅲ-2]에 비해 각 사업장이 고유하게 필요한 직무의 특수성을 동시에 보장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림 Ⅲ-4]의 방안은 [그림 Ⅲ-2]의 방안과 다르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무기술별로 각 사업장들이 모두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한다는 차원
에서 해당 사업장의 개별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기가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Ⅲ-4]에서는 각 사업장들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점 평생교육시설이 되는 가운데 추
가 연계적인 보충의 관점에서 개별적인 직무 특수성을 반영토록 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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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

직무 1

중점 기관
사업장 1

사업장 2

직무 2

사업장 4

추가 연계 (보충)

직무 3

사업장 5

직무 4

사업장 3

각 사업장
(1, 2, 3…)

직무 5

사업장 2

：

：

사업장 3
사업장 4
사업장 5

공통
경력개발경로
개발
직무/직업기초

사업장의
개별적인 직무
특수성 보장

※ 경력개발경로 기반 단계별 수준
연계
연계

중점 사업장
운영전략
(방법)

직무일과 기반 실습훈련,
회의실 기반 특강(장/단기),
사업장 간 파견․교류
프로그램(장/단기) 등

각 사업장
직무일과 기반 실습훈련
(간헐적인 시연)

[그림 Ⅲ-4] 경력개발경로별 직무 기준의 공동 운영방안
※ 위의 [그림 Ⅲ-4]는 앞서 제시한 [그림 Ⅲ-2]와 동일한 가운데 사업장 직무기술과 직업기초능력을 학습
하는 절차 양식과 운영전략만 변동되었음.]
[

이런 측면에서 [그림 Ⅲ-4]에서는 운영전략을 중점 사업장 위주로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그
림 Ⅲ-4]의 운영전략은 앞서 살펴 본 [그림 Ⅲ-1]과 [그림 Ⅲ-2]에서 제시된 운영전략과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단, [그림 Ⅲ-4]에서는 각 사업장들이 중점 직무기술별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담당하는 만큼 사업장별로 발달장애인을 파견하여 교류하는 형태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방법 역시 포함하였다(최승규, 2010; McDonnell & Hardman, 2010). 또한, [그림 Ⅲ
-4]의 경우 장애인이 중점 사업장에서 해당 직무기술(직업기초능력 포함)을 습득한 후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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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속 사업장에서 보충 학습하는 절차를 운영전략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장애인
이 직무일과 중 간헐적인 시연의 형태로 실습훈련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자체
운영방안’과 ‘공동 운영방안’의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 결과를 고찰하였다. 위 연구 결과가 기능
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취업 및 직장생활 현장인 사업장에 평생교육시설이 설치․운영됨으로
써, 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공과나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유관기
관들과 변별적으로 갖는 효과적인 활용 기능을 시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사
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 갖는 활용 기능을 크게 ‘취업 준비’
와 ‘취업 후 직장 유지’를 지도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은 채용 약정
의 지원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취업 준비’의 의미를 통해 장애인이 단순히 비고용의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先) 채용 후(後) 훈련 체제에 따라 취업 상태를 독립적인 수
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에서 활용 의의가 크다(김형일, 2013; 조인수, 2010; Cronin, Patton,
& Wood, 2007). 다시 말해, 이런 활용 의의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전공과 등의 타 유관
기관들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 여건과 가능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이점을 갖는다는
측면과 연결될 수 있다(강동선, 2016; 김용욱, 우정한, 박종화, 2011; Wehman, Brooke, & West,
2006). 다음으로, 사업장은 취업 시작점에 있는 장애인 뿐 아니라 실제 직무 현장이란 점에서 일
정 기간 동안에 근로 상태를 유지해 온 장애인이 현재의 직무를 보다 심화시키거나 동일 직종
의 직무별로 경력개발을 이룰 수 있는 사후관리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데 활
용 의의가 크다(박재국 외, 2016; Wehman et al., 2014). 이는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장기적이고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된 직무역량의 관점과도 밀접할 뿐 아니라, 전공과 등의 타 유
관기관들에서 장애인의 취업 지도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업장의 특수성 차원에서 해결
한다는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최승규, 2010; Palmer, Wehmeyer, Shogren, Williams-Diehm,
& Soukup, 2012). 이상의 측면을 통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타 유관기관들에 비해 사업
장과 구직 및 직장 유지 요구를 가진 장애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합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을 단순히 학습 대상자로 보
기보다는 사업장의 직무 생산성과 제반 운영을 위해 필요하고 관리되어야 할 인적자원(human
resource)으로서 인식하는 데 역시 이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이달엽, 2014; 장원섭, 2015;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2016).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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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얻을 수 있는 ‘자격 및 평가 기준’으로 ‘독립적인 취업역량’, ‘직무 공유(부분 협조)’, ‘직
무 공유(전반 협조)’, ‘승진 및 이직’ 등을 제시하였다. 후속적으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과 활용의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
찰한 연구가 활발히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그 필요성과 활용의의를 통해 장애인이 직업교육
훈련 후 얻을 수 있는 자격 및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업장 부
설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해 갖는 정체성과 타당성이 강화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이 사업장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타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체계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체계
를 제시하기에 앞서 기초적 기반으로 유관기관을 1~2차의 형태로 분류하여 조직적인 협력체계
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1차 유관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공식적인 제도와
지원 속에서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원이나 전문인력, 행정적인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김두영, 2013; 이은정, 2013; 이충렬, 박재국, 서
보순, 2015). 그리고 이런 의도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단순히 「평생교육법」을 표면적
으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한계를 최소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의 협
업을 통해 그 설치․운영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기초를 두었다(김주영,
2016; 최승규, 201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1차 유
관기관에 더하여 2차 유관기관 역시 제시하였다. 2차 유관기관은 주로 교육과정 및 성과관리 업
무에 비중을 둔 조직을 가리키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국가적인 제도 기반에 더하여 현
실적인 운영 조건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데 활용 의의를 가진다(박재국 외, 2016; Sitlington,
Neubert, & Clark, 2010). 단적인 예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주요 성과는 장애인이 직업교
육훈련을 통해 직무기술이나 직업기초능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유지하였을 때 일차적인 타
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 및 방법을 프로그램화하거나 전문인력(예: 사업주, 중견 직
원, 평생교육사, 직업코디네이터 등) 등의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
서 제시한 1~2차 유관기관과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간의 교류적인 통로가 얼마나 체계적이
고 활발히 운영되는가에 따라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과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성과가 동시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사업장 부설 평
생교육시설과 1~2차 유관기관 간의 관계성을 정립한 부분은 교육부(2017)에서 4월에 입법 예고
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평생교
육시설’,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네 가지 유형이 상호 협력체계로 병행될 수 있는 가능성
과 적용방안을 시사한다. 사업장은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속하지만, 전공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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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인복지관 등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여러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설치․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감독 및 관리할 전문인력이 명확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과 각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박희찬, 2006; Test & Mazzotti, 2011). 이런
협업체계 속에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어느 전문인력 대상이 사업주와 직원 이외에
특수교육 교수․학습역량에 의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할 것인지가 명확히 제고될 수
있다(김두영, 2013; 김영준 외, 2016). 현 시점에서는 막연히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과정 이
수조건을 충분히 참조하지 못한 평생교육사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
이란 점에서 본 연구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기점으로 다른 유관기관들의 협업체계를
조망한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후속적으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
치․운영을 위해 사업장과 유관기관들의 협업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나아가서 이런 협업체계 가운데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할 전문인력 양성방안과 다
른 유관기관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인 수준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나 취업 후 장기적
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직무상 경력개발경로’와
‘직업기초능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에 부설 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근거
를 제시하였다. 사업장을 비롯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은 취업의 전문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직무기술과 자립생활의 맥락인 직업기초능력을 학습요소로 삼고 있으나,
사업장과 같이 해당 직종에 대한 경력개발경로(career development pathways)에 기반하여 여러 직무
기술들을 단계적인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조인수, 정금자, 도명애, 2013; 최승규, 2010).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들은 사업장과 같이 사업장
의 고유한 직무 수행 특성이나 환경적 상황 등의 여건에 견주어 직무일과별로 직업기초능력을
직무 연계 기반의 자립생활훈련 맥락에서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김형일, 2013; 나용기, 2014; Brolin & Lloyd, 2004). 이런 측면에서, 사업장에 부설 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 유관기관들이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장애인이 학습하는
직무기술과 직업기초능력을 보다 다양한 배경과 범위로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노주
혁, 2014; 최진혁, 한윤선, 2015; Wehman et al., 2014). 또한, 타 유관기관들에서는 사업장의 교육
과정체계를 참조함으로 인해 현재 장애인이 갖은 직업적 요구와 능력에 기반하여 적합한 취업
직무 지도와 일자리 발굴을 보다 성과 중심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Papay & Bambara, 2014). 덧붙여, 사업장이 직종별로 장애인의 취업 직무 및 직업기초 체크
리스트와 함께 관련 수행 환경을 구비하는 만큼 타 유관기관들에서는 간접적인 참조 수준에서
사업장을 활용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교육 공간으로 사업장을 활용하거나 사업장과의 협업 절차
- 191 -

교육혁신연구, 제27권 제2호

를 통한 취업연계 및 취업사후관리프로그램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사업장의 이런 교육 내용은 타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만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종에
대해 적합한 직무별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할 경우 직무 생산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다른 직무로 직장생활에 종사하던 장애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어 직무역량과 인력 부족 현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이달엽, 2014; 최승규,
2010; Wehman & Scott, 2012). 이 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무일과 등을 비롯한 사업장의
특수한 직무문화에 근거하여 장애의 특수성과 직결되는 직업기초능력을 목록화하는 것 역시 사
업주가 장애 근로자를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어 장애인이 부설 형태로 설
치․운영된 평생교육시설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과 직장생활 유지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기
회가 된다(강동선, 신진숙, 2015; 이상로, 2016). 역으로, 각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장애인의 직업
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직무별 경력개발경로와 직업기초능력
을 구축하는 것은 동일 직종(무)을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김영준 외, 2016; 최명미, 조인수, 2015). 후속적으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교육 내용이 보다 다
양하게 모색되어 타 유관기관과 사업장 자체, 사업장별로 얻을 수 있는 활용 이점과 가치를 논
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자체 운
영방안’과 ‘공동 운영방안’과 같이 두 가지로 모색함으로써, 위 ‘자체 운영방안’과 ‘공동 운영방안’
이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통합 연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측면을 시사한다. 이를 연구 결과
의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각 운영방안마다 모색된 바를 상기해 볼 경우 단계별
로 통합적인 구성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에 부설 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데에는 사업장의 직무생산 규모나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수요 등에 의거
하여 그 현실성이 결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표면적인 여건이 구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주의 인식이나 의지에 의해 현실적인 가능성이 결정되기도 한다(장원섭, 2015). 이를 놓고
볼 때,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
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동일 직종(무)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해야 할 필요
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성에 따라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
운영방안([그림 Ⅲ-1])에 더하여 공동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공동 운영방안의 의미를 여러 사
업장들 중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측면
([그림 Ⅲ-2))과 각 사업장들이 동일 직종의 직무상 경력개발경로 및 직업기초능력에 대해 중점
을 두는 바에 따라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측
면([그림 Ⅲ-4])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이런 의도는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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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설치․운영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운영방안과 공동 운영방안이 상호 통합해
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 거의 설치․운영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자체/공동)의 운영방안을 견주어 볼 경
우 [공동 운영방안 ①([그림 Ⅲ-2]) → 공동 운영방안 ②([그림 Ⅲ-3]) → 자체 운영방안([그림 Ⅲ
-1])]의 순으로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점차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공동 운영방안 ①([그림 Ⅲ-2])의 경우 시범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사업장이 일차
적으로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부설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 가운데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거점 사업장
을 부분적이거나 협력적으로 활용하면서 장애인을 의뢰한 사업장 역시 직무의 중점 사항에 따
라 공동 운영방안 ②([그림 Ⅲ-3])와 같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공동
운영방안 ①([그림 Ⅲ-2])과 공동 운영방안 ②([그림 Ⅲ-3])이 체계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구축되
어 갈 경우 최종적으로 자체 운영방안([그림 Ⅲ-1)) 역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후
속적으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부설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자체 운영방안과 공동 운영방안을 다양한 형태로 모델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시점을 놓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발전되어야
할 과정적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전략으로 ‘직무일과 기반의 수시훈련’과 ‘회의실 중심의 정기형/단기형 특강’, ‘근로자 대상의
파견 및 교류’ 정도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
인 가능성을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물리적인 시설이나 공간 면적 등에 의해 설치․운영될 수 있다는 관점보다는 장애인이 직무일
과 중 사업주나 직업코디네이터 등의 전문가와 얼마나 수시 간헐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학습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박희찬, 2014; 조인수, 2010; Prater, 2007). 또한,
장애인이 직무일과 가운데 회의실 등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언어촉진 등의 직접교수를 통하여
특강을 제공받거나 직무 공간에서의 실습훈련과 연계한 특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김영준, 2015; 장원섭, 2010; 최승규, 2010). 결국,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을 위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이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을 신설하거나 재구조
화하는 차원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직무기술과 직업기초능
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례나 일과 조정 등의 교육과정적 기반에 초점을 두었다. 사
업장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중요한 학습조건은 시청각 매체 등의 물리적 여건에
있기보다는 직무일과에서의 자연스러운 학습상황(natural learning situation)의 조성과 활용에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신영옥, 2006; Rogan, Novak, Mank, & Martin, 2002).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전략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직무일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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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사업주나 직업코디네이터 등과 활발히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 교
수․학습기술(예: 반응촉진, 시각적 지원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
형일, 2013; 이숙향, 송은주, 이소현, 2012). 아울러, 이런 운영전략과 연계적으로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점은 장애인이 사업장에서의 직무일과와 공간에서만 사업주나 직원 등으로부터 직무
기술과 직업기초능력을 지도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실 중심의 특강이 보충
학습(supplementary learning)의 일환으로 병행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일과 기반의 실습
훈련과 회의실 중심의 특강 등의 운영전략을 각각 연구 결과상에 제시하였지만, 이 두 가지 전
략들은 장애인의 직무일과를 중심으로 상호 적절히 병행될 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추가로, 본 연구는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양․질적으로 발전될 경우
장애인을 상호 파견하거나 일정 부분 교류하는 절차를 통한 운영전략 역시 제시하였으며, 장애
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 역시 함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역시 강조하였다. 이
런 의도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차원에서 일반사례교수(general
case instruction)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직업교육훈
련의 관점에서 직무역량과 사회적 대인관계를 협력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후
속적으로, 실제 취업 및 직장생활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추어 부설 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교수전략이 다양하게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사업장의 직종(무)나 규모 등에 의거하여 부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예:
회의실 등) 역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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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방안
김영준

하와이주립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전공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방안을 모색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자체 운영방안’과 ‘공동 운영방안’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로 이루어졌고, 일차적으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 목적과 필요성을 두 가지 요소(‘취업 준비’, ‘취업 후 직장 유지’)로 설정한 후 이에 따른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위 두 가지 요소를 연구문제 1번과 연구문제 2번의 공통적인 고찰
요소로 삼고 이후 연구문제를 세부적으로 고찰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유관기관’, ‘참여인력’, ‘교육내
용’, ‘운영전략’, ‘자격 및 평가기준’)를 중심으로 변별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사
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 운영방안과 공동 운영방안에서 모두 사업장과 타 유관기관(1
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2차: 전공과,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인복지관
등)이 협업체계를 통하여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 및 연수,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성과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밝혔다. 그리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의 운영방안에서 교육과정체계와
관련하여 ‘직무상 경력개발경로’와 ‘직업기초능력’을 공통적인 교육내용으로 반영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각 유형의 운영방안에 따라 학습하는 유형(예: 일반직원과 장애직원 간의 팀체제, 거점 사업장 선정에 따른
일괄형/혼합 연계형/간헐형, 중점 직무 중심의 사업장별 공동 분담형, 직무일과별 분담 등)을 다양하게 제시
하였다. 또한, 두 가지 유형의 방안에서 장애인이 교육내용을 이수한 후 성취할 수 있는 자격 및 평가기준
으로 ‘독립적 수준의 취업상태 강화’, ‘직무 공유(부분 협조)’, ‘직무 공유(전반 협조)’, ‘승진․이직’을 공통적
으로 제시하였다. 운영전략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유형의 방안에서 ‘직무일과 기반의 수시 실습훈련’, ‘회의실
중심의 장기/단기형 특강’, ‘사업장 간 파견 및 교류’를 유사하게 다루었다. 결론: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이 미흡한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운영방안을 상호 통합
하여 융통할 수 있는 필요하다.
주요어 : 사업장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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