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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교과내용에 관한 개념도 연구*1)
윤재영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을 ‘계속전문교육’으로 이해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
적 유입과 유지를 위하여 올바른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논증함과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이용자, 보조인, 전담인력의 참여 속에 보수교육 교과내용에
대한 개념도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7개(활동보조의 이해, 활동보조인의 자기관
리, 애로사항과 대처기술, 행정처리 기술,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 관계형성과 의사사
통 기술, 장애특성과 돌봄기술) 집락의 욕구에 근거해 2개 범주(활동보조의 원리, 활동
보조의 기술) 4개 영역(활동보조의 이해,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 장애특성과 돌봄기
술, 애로사항과 대처기술) 10개 과목의 보수교육 교과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개념도 연구

*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년도 자체연구과제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일부 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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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등장하게 된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t service)는 장
애인의 의존성을 높이는 기존의 돌봄(care) 방식에 대한 당사자의 문제 제기를 통해
시작된 서비스로 이전의 제공자 주도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주도로 전환된 사회적 돌
봄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07년 전국에
확대되었다가 2011년 10월 제도화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고 한다. 이들이
수행하는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외의 급여로 구분되는데 이중 활동
보조 급여가 전체 급여 제공 총 시간의 97%(김성희 외, 2013: 102)에 육박하는 상황에
서 이들 인력은 대체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불린다.
전국 848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속해 있는 활동보조인은 2014년 1월 31일 현재
51,300명으로 집계된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4). 이들 중 73.2%가 실제로 서비
스제공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88.2%는 여성이고 89.7%는 40대 이상이다(보건복지부,
2012). 이용자의 62.2%가 남성이며 30대 이하가 59.1%인 점을 감안할 때, 성비와 연령
층에 있어서 사회적 수요와는 어긋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간당 8,550*0.75원의 단가로 월 208시간까지(≒1,333,800원)만 근무하도록 한 현행
우리나라의 활동보조는 그 성격상 노동 유연성이 매우 높으며 불안정한 직업으로 대
개는 일정부분 이타심으로 시작된다(김봉선․변소현, 2012). 이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
성이 젊은층보다는 장년층이 유입되며 이직률이 높아(김성희 외, 2013: 45), 활동보조인
의 근로여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송한주, 2012).
이로 인해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차등지급이 대안으로 제기
되기도 하였다. 에이블뉴스(황지연, 2014. 10. 14)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
회의원은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가 동일한 시급으로 지원되다보니 활동보조가 힘든 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난이도에 따라서 서비스
단가를 차등적용하든지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던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
며 주무 장관은 ‘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단가 급여 차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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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위기는 비단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다. 영국 정부 백서(HM Government, 2012:
12)는 돌봄노동자를 2017년까지 2배(100,000명)로 늘리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
지사(chief social worker)를 임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의회보고서
(Commission on Long-Term Care, 2013: 43)에서도 직접 돌봄노동자의 확보를 위한 수
직․평적 경력경로(career ladders and lattices)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의제로 올려
놓고 있다. OECD 역시 장기 사회돌봄 인력의 확보와 유지(retention)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Fujisawa and Colombo, 2009).
국내 활동보조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공급과 전문성
제고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단초로 체계적인 교육 확대의 필요성
이 일관되게 거론되고 있다. 이동영(2010: 159)은 이론적․실무적 교육훈련의 확대를,
박종엽․양희택(2011: 22)은 다양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및 공감 교육을, 이익
섭․김성연․이병화(2010: 305)은 행정실무에 대한 교육보강을, 한승호․정동훈(2011:
111)과 김동기․이웅(2010: 68)은 장애유형별 보조공학 활용 기술 교육을, 김봉선․변
소현(2012: 60)과 이상철․이웅(2012: 204)은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직무 기술 교육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주관적 사명감 고취와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수교육
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박종엽․양희택, 201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중
개기관)이 제공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한 시간이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나(박봉길․신준옥․최승민, 2013: 214)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은 구체적인 지침 없이1)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중개기관에
권고되어 있을 뿐이어서 활동보조인의 경력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매우 저조하며 이용자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
고 있다2)(나영희 외, 2014: 133).
1)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146쪽)에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그리고 덧붙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보조인에게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급여 제공방법, 활동지원급여 제공기준․절차․방법의 이해,
응급처치요령 등 연 2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라고 되어있을 뿐이다.
2) 활동보조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에 대
해서 또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이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나영희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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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성과에 관한 황소하․조근식․엄태호의 연구(2011: 105)에
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제재규정이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담당
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확한 보수교
육운영관리지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에 관한 “커리큘럼 구성 지침”이 필요하다고 특정하여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인의 유입과 유지의 중요한 실마리인 보수교육 강화
의 필요성을 전제로, 이용자, 보조인, 그리고 전담인력 등과의 개념도 활동(concept
mapping)을 통해,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내용을 개념적으로 구조화시키고자 한다.

Ⅱ. 이론적인 배경
1. 활동보조인의 역할
미국을 시작으로 한 전 세계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운동은 장애인에 대한 기
존의 전통적인 돌봄(care)이 장애인의 의존성(dependence)을 키우므로, 돌봄이 갖는 사
회적 억압을 제하거나 대체할 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t service)를
강하게 요구하였다(이지수, 2013: 238).
우리나라 경우에도 2000년 초 동료상담 집중과정이 도입된 후 심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활동가들로 구성된 몇몇 자립생활 자조모임이 2003년 ‘전국장애인자립생활단체협
의회’를 결성하고 나서 2006년부터 ‘활동보조제도화를 위한 서울시청 노숙농성’을 필두
로 거세게 자립생활 제도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 돌봄의 억압적 측면을 해체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박현, 2014: 37-38).
일반적으로 돌봄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대인서
비스에서 극히 중요하고 보편적인 개념이다(이병숙, 1996). 초기 자본주의가 가정영역
의 농업과 제조업을 가정 밖으로 이전시킨 것처럼, 최근 자본주의는 성장과 고용의 이
완(decoupling)으로 인해 공공영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의도로 돌봄을 가정영역 바깥으
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사회적 돌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과 국가에 의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들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관계
적 노동의 사회․경제적 인정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남찬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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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에서 활동보조는 가족, 자원봉사자, 비영리조직 그리고 지방정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돌봄 제공자들이 갖는 정서적 관여를 거부하고 이들이
제공해왔던‘돌봄’에서 물리적인 지원만을 분리하여 이를 과업으로 하는 돌봄 제공자
(즉, 활동보조인)를 철저히 피고용인의 지위에 둠으로 장애인의 자기 통제를 실현시키
고자 하는 장애 식민화(colonization of disability)를 거부하는 자유주의 운동의 일환이
었다(이지수, 2013: 242-247).
따라서 1970년대 자립생활운동이 촉발된 이후 등장한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는 “기능상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타인의
지원”으로 정의된다(Nosek, 1991: 1-2).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자신의 고용주
가 장애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 했었을 일을 지원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지
원은 최소(minimal), 중간(moderate), 그리고 확대(extensive) 수준으로 나뉜다.
즉, 최소 수준의 필요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건강을 고
려하여 활동보조인에게 선택적으로 맡기는 일을, 중간 수준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응급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을,
그리고 확대는 어떤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활동보조인에게 수행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Nosek, 1991: 1-2).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역할에는 서로 간의 이해나 공감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정서적 지지나 관여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신체장애인의 문제를 넘어 발달 및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대하게 되면서 독
립(independence)은 통합(inclusion)의 부수적인 개념으로 밀리게 된다. 자립생활은 장
애인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 가장 충만하고 풍부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차적인 목적일
뿐 장애인을 지역사회 안의 일반적인 삶으로 편입시키는 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민권 개념에 비춰볼 때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이지수, 2013: 248).
사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일정 수준의 의존은 불가피한 것이고 더욱이 지적 및 정
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통제와 독립을 위해 가까운 인간관계의 상호의존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여를 분리해 낸 물리적 지원 활동만을 사회적 돌봄
서비스로 제공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까지도 서비스 대상으로 한 우리
나라 활동지원제도에서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모호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Windley and
Chapman, 2010: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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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Manthorpe와 그의 동료들은(2010: 322) 활동보조인(support
worker)의 역할을 ‘친구와 전문가 사이’(between friendship and employment)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분명한 선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결국 가족 같은(like
family) 혹은 친근한 전문가(friendly/professional)로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
으나 역할의 경계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본질적으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관계는
상호 보살핌의 관계와 계약적 업무 관계 사이에 있으며(Gibson et al., 2009: 327), 활동
보조는 사회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의 간극을 메워주고 전문가에게로 가는 다리의 역
할(Ottley et al., 2005: 29)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역할 모호성은 국내 활동보조인의 직업의식 형성과정을 살펴
본 김봉선과 변소현의 연구(2012: 55-56)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처음에 활동보
조인은 이용 장애인을 단순히 봉사의 대상으로 생각하다가 친밀한 대상으로 인식을
확대하게 되며 이러한 친밀감을 토대로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 통제나 지시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스스
로 의지처가 되기를 자처하는 등의 행동 변화를 겪으면서 분명하지 못했던 자신의 역
할을 스스로 기꺼이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역할 모호성에도 불구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과정(2011)에 따르며, 활동보조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이동과 외출 지원, 사회활동 지원, 긴급
상황 대응, 보조공학기기 활용 그리고 급여 기록 등으로 정리되어있다. 영국의 Skills
for Care는 성인 사회적 돌봄(adult social care)에서 활동보조인(personal assistant)3)의
직무 역할(job role)을 일상생활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음식 준비, 이동 보조, 신변 돌봄,
취미 생활 지원, 사회활동 참여 지원, 여행 지원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대상 범주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국내 활동보조인의 경우,
활동지원인(doing for)뿐만 아니라 코치(teaching how to), 동행자(getting out), 대변인
(acting as a go between) 그리고 보호자(maintaining physical and emotional safety)
3) 영국의 경우 활동보조는 직접지불제에 따른 성인 신체장애인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6세-65세의 모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활동보조와는 매우 상이하다. 영
국에서의 활동보조인은 12 직종의 성인 사회적 돌봄 직무 역할 중 하나에 불과하다(Skills for Care,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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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포트 워커로서의 기능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Redhead, 2010: 15).

2. 활동보조인의 교육
국내 활동보조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
육과정에 따라 50(이론 40, 실습 1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중 40시
간의 이론 교육은 공통과정(20h)과 전문과정(20h)으로 나뉘며, 공통과정의 교육내용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5h), 의사소통(2h), 문제 상황과 해결(2h), 서비스 기록 및 보고
(1h) 등으로 일반적인 신체장애인의 기능적인 활동보조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전문과정은 장애인 및 활동지원 관련법(1h), 자립생활 이해(3h),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2h)와 자기관리(1h) 등과 같은 활동보조 기초 이론을 기본으로 보조기구와 의사
소통을 포함한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4h),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응(1h),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1h) 등 기술상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기능상으로 보다 확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기본 교육은 크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이라
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전통적인 활동보조 영역 5시간과 ‘여타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실제’ 4시간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 교육과,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실습 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 수준의 활동보조인 교육에 대해 활동지원기관 현장 관계자들은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활동
보조인의 교육시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75.0%는 교
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인력의 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활동보조교육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기
준이 미달되고 있다’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김성희
외, 2013: 151; 185).
이용자와 중개기관의 이러한 불만은 발달장애인이나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최증증
신체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촉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외, 2013: 179-185). 1990년대 후반 사회적 돌봄의 현대화를 주창하며 케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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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의 전략을 제시했던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발은 지적장애인(learning
disability)의 자립과 존엄의 지원(support)을 위한 것이었으며(Brand, 2000: 36-40), 장
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던 미국의 PCA(Personal Care Assistance) 프
로그램 등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서포트 전문가(Direct Support Professionals) 자격과정
을 인정하는 것도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
다(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7: 29). 호흡기 등을 사용한 장애인
들을 위한 교육 수준의 제고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측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된
다(Brooks et al., 2008).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 3단계 진화론을 언급한 김용득․황인매의 분석(2013: 21)
을 통해 보다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의 선택이 중심으로 등
장(1단계)하여 제공인력의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2단계)되고 지방 및 중앙정부가 책임
지는 방식으로 귀결(3단계)된다는 것인데, 작금의 국내 현실은 자립생활운동과 전자바
우처 시스템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가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진화되고 있는 과정 중
에 활동보조인이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이 수준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사실, 전문적인 활동보조인은 앞에서 언급한 기술적인 숙련성과 아울러 그 윤리적
책임성 또한 요구된다. 활동보조인 15명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이 윤리적 전문
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한 강민희(2014: 106)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돌봄에 관한
윤리를 구축”하고 “자신의 경험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실천기술을 개발”하며 전문
인으로 성숙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권리의식을 제고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비스 현장에 유입되도
록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문적인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영국의 Skills for
Care(2012a; 2012b)가 새로운 사회적 돌봄 인력이 갖춰야할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을
정리한 공통유입기준(Common Induction Standards; CIS)과 최소훈련기준(National
Minimum Training Standards)을 살펴볼 때, 두 기준4)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만 우
4) 공통유입기준(8개)과 최소훈련기준(10개)은 8가지 영역(사회적 돌봄인력의 역할, 자기 개발, 효과적인
의사소통, 평등과 통합, 케어의 의무, 보호(safeguarding), 인간중심 서포트, 건강과 안전)이 같으며,
최소훈련기준에 정보관리와 감염의 예방 및 통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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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기본교육에서 생략되어 있는 ‘평등과 통합’, ‘케어의 의무’, ‘인간중심 서포트’ 등
과 같은 철학과 윤리를 강조한 보다 전문적인 활동보조인 개발 교육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전문직의 경력을 유지하거나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혹
은 전문가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역량 개발을 위하여 전문직 진입교육 이후 대학이
나 전문가협회 혹은 고용주나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혹은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의미한다(조정윤
외, 2009: 36-52).
이러한 계속전문교육은 중세 길드나 도제 체제 하에서 실시되었던 것이 1960년대
발전하는 기술, 급변하는 지식 그리고 새로운 전문직의 출현과 함께 전문직 실천가들
의 경력 개발 주기 차원에서 부각되었으며, 최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근로생
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구조화된 전문성 신장과
유지 교육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조정윤 외, 2009: 18).
우리나라의 주요 전문직에서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의료법
에서 ‘보수교육’, 기술사법에서 ‘교육훈련’, 변호사법에서 ‘연수훈련’, 그리고 회계사법
에서 ‘연수활동’ 등으로 표현된 것들은 계속전문교육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국내에서는
전문직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훈련의 의미로 보수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
되고 있다.
요컨대,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는 ‘교육’, ‘전문직’ 그리고 ‘계속’이라는 개념 요소가 담
겨져 있다. 즉, 학습자들이 교사와 상호작용하므로 역량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체계적
인 ‘교육’과정이며, ‘전문직’의 응용지식과 실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윤리 및 규범 등
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전문직 입직이후의 ‘계속’적인 전문가 개발 단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제도를 갖추고 있는 영국의 경우,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다 특정한
자신들의 전문 영역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보수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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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D) 과정을 통해 자기 관심 분야의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통해 이들은 치매, 지적장애, 뇌졸중, 임종 케어, 정신장애, 사회활동
(activity provision) 그리고 당뇨병 등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계속적으로 취득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다(Skills for Care, 2014b: 19-32).
사실, 영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인력은 성인 사회적 돌봄(adult social care) 인력의 양
성이라는 보다 넓은 체계 속에서 초기 진입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수 있는 교육체계(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가 갖추어져 있다. 사회적
돌봄분야의 최초 진입자들은(진입단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유입기준(CIS)에
의해 선별되고 정규교육의 등급과 맞물려 있는 직업자격증 제도(NVQ)와 연결되어 사
회적 돌봄 자격(diplomas)을 취득(업무단계)할 수 있으며 이후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
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즉 보수교육(CPD)과정(개발단계)이 주어진다(Skills for
Care, 2014b: 23-24).
이러한 보수교육이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독려되는 이유는 양
질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경쟁력 확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신감과
자존감 제고를 통한 고용유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 보건과 안전 등에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계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
은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신규인력의 모집과 훈련에 드는 비용을 줄이며, 사고와
실수를 예방하여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운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Skills for
Care, 2013a).
실제로 영국의 성인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보수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직의 학습욕구분석(organisational learning needs analysis)을 실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는 어떤 학습내용이 조직 내 직접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학습내용을 선택하여 기술과 지식을 제고하고 사업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러한 학습욕구분석의 내용적 틀은 돌봄훈련코드(Care Training
Code), 즉 국가최소훈련기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Skills for Care, 2012b;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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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개념도 연구
개념도 연구방법(Concept mapping)은 일련의 연구 참가자 집단을 활용하여 귀납적
으로 구조화된 개념들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재 활동보조인에게 필요한 보
수교육 내용을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모으는 질적인 과정과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협
력적으로 논의한 주제에 대한 개념구성을 통계분석 등을 통해 개념지도로 보여주는
양적 과정을 통합한 연구방법으로, 참여 집단 프로세스(participatory group processes)
가 강조된다(Kane and Trochim, 2007).
따라서, 개념도 연구방법은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의 이해당사자들인 활동보조인, 활
동보조 담당 실무자(코디네이터) 그리고 이용자의 욕구와 바람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
여 귀납적으로 구조화시킴으로 현시점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이해당사자들 간에 요구되
는 보수교육 내용을 정리해내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더불어 활동보조서비스 현장
에서 필요로 되는 활동보조인의 교육 및 훈련 내용을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진술
을 통해 파악하므로 당사자의 표현 그대로를 보수교육 교과목과 교육내용 개발에 담
아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분석방법이다. 특히, 미국 Cornell 대학에서 개발한
Concept system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분석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구조화하여 이
해하는 데 유용하다.
개념도 연구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준비 단계이며, 2단계(필요한 교
육 내용 진술단계)와 3단계(진술문의 구조화 단계5))는 자료수집 단계이고, 4단계는 자
료(개념도) 분석 단계6) 그리고 5단계(지도 해석단계)와 6단계(활용 단계)는 구조 해석
단계이다(Kane and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 집단의 필요보다는 조

5)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연구자가 진술문 형식으로 축약․편집하여 최종 진술문 목록
을 만들고 연구참가자가 각 진술문 항목을 유사도에 의해 분류하고 중요도와 관련성에 의해 등급을
매기는 단계이다.
6) 연구 참가자들이 분류하고 평정(구조화)한 보수교육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개념 지도를 그리
는 단계이다. 이때에 각 진술문(교육과정 내용)들이 2차원의 공간에서 유사도에 따라 근거리에 위치
하도록 해주는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을 통해 포인트 지도를 그리고 이후 군집분
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고정된 포인트 좌표에 클러스터를 덧씌우는 집락지도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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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구조해석 단계는 연구자의 분석결과 논의로 대체하고자
한다.

2. 연구절차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활동보조인 그리고 실무 담당자(코디네이터) 각
5명으로 총 15명의 활동보조서비스 현장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
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별은 남성의 비율이 이용자, 보조인, 실무자 각각 80%,
40% 20%이며 연령은 평균 42.7세(이용자 44.4세, 보조인 48.4세, 실무자 35.2세)이다.
이들 참가자 중 이용자는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내용 진술에만
참여하였으며, 보조인과 담당자는 보수교육 교과내용과 이들 각각의 내용이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보수교육과는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평정하는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표 1>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인 특성
참가자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
보조인
보조인
보조인
보조인
보조인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성별

연령

남
남
여
남
남
남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27
45
56
60
34
36
45
61
55
45
33
50
33
27
33

지역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송파구
용산구
동작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동작구
양천구
강남구
강남구
용산구
동작구
양천구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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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장애) /
경력
5년 (뇌병1급)
5년 (지체1급)
1년 (지체1급)
6년 (지체1급)
5년 (시각1급)
10년
5년
2년
8년
4년
3년 6개월
4년
4개월
3년 4개월
6년

비고
교과내용 진술
″
″
″
″
진술 및 구조화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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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문 생성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의 교과내용을 구조화 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2014년 5월 14일 오후 1시부터 이용자, 보조인, 실무자 순으로
각 60분씩 이루어졌다. 각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에 배포
된 내용에 따라“활동보조인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라고 질
문하였다. 보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달된 7개의 하위질
문7)을 가지고 참가자의 아이디어가 소진될 때까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다. 각 그
룹에서 진술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후 연구자가 59개의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내용을
추출하였다.
3) 진술문 구조화
연구자가 추출한 59개의 보수교육 내용이 참가자의 의견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리된 59개의 진술에 대해 서면으로 1) 수정되어야 할 내용, 2) 삭제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3)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5월26-30일 사이에 참가자 전원으
로부터 수합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2개를 추가하고 9개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53개
의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내용을 목록화하여 이를 분류 및 평정작업의 항목으로 사용
하였다.
이후에, 목록화된 교육과정 내용의 분류 및 평정작업에는 이전 브레인스토밍에 참여
한 15명중 이용자를 제외한8) 활동보조인과 실무자 총 10명만 참여하였다. 53개의 항목
을 1) 비슷한 것(내용)들끼리 분류하여 묶기 2) 각 항목에 대해 서비스 중요성과 보수
교육 관련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절차를 실시하였다.
5점 척도는 ‘1 = 다른 내용들과 비교할 때,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보수
교육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 ‘2 = 다른 내용들과 비교할 때, 서비스 제공에서 조금 중
7) 하위질문은 가장 중요한 보수 교육 내용,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수 교육 내용, 활동보조에 대한 이해
에 관한 내용, 서비스 이용자 이해에 관한 내용, 활동보조인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8) 이용자를 제외한 것은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한 이용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입장이 각자의 이념과 여건
에 따라 매우 상이한 반면, 본 연구 주제인 보수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활동보조인
과 담당 실무자에 비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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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거나 보수교육과 관련성이 있다.’ ‘3 = 다른 내용들과 비교할 때, 서비스 제공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거나 보수교육과 관련성이 있다.’ ‘4 = 다른 내용들과 비교할 때, 서
비스 제공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보수교육과 관련성이 있다.’ ‘5 = 다른 내용들과 비교
할 때, 서비스 제공에서 탁월하게 중요하거나 보수교육과 관련성이 있다.’로 하였다.
분류 및 평정은 각 참가자별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2014년 6월 3일은
실무자가, 6월 11일에는 활동보조인이 참여하여 각기 5명에 대해 이룸센터에서 실시되
었다.
4) 개념도 분석
수집된 진술문과 이의 분류 및 평정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Concept System
Core(v.4.0)를 활용하였다. 분석된 결과 특히 클러스터 수의 확정과 명명은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3명의 연구 참가자들의 검토 후 최종 확정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집락지도
수집된 53개 교육내용에 대한 분류와 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장 유사성이 높은
내용을 근거리에 위치시키는 2차원의 지도를 다차원 척도분석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
며 다시 집락분석을 통해 2차원의 평면에 위치한 항목을 집락으로 묶는 지도를 작성
해볼 수 있다.
집락지도 전에 작성된 포인트 지도는 다차원척도분석에 따른 스트레스값9)이 0.306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념도 연구에서 스트레스값은 0.205와 0.365에 머무르며
따라서 본 값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Kane, and Trochim, 2007). 포인트 지도에 나
타난 각 포인트들은 53개 교과내용의 개념적 위치이다.
9) 다차원척도법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차원 공간에 나타난 문항들의
상대적 거리의 적합도를 알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값(stress measures)을 검토하여야 한다. Kruskal의
스트레스 값 기준은 ‘0=완벽하다,’‘0.025=매우 좋다,’‘0.05=좋다,’‘0.1=보통이다,’‘0.2= 나쁘다,’‘0.2이상 매
우 나쁘다’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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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활동보조서비스 현장 이해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활동보조인
의 보수교육 내용을 다차원척도분석과 집락분석을 통해 7개의 범주로 구조화 시킬 수
있었다. 각 범주에 속한 보수교육 내용에 따라 7개의 집락을 각기 다음과 같이 명명하
였다. 즉, 1. 활동보조의 이해, 2.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3. 애로사항과 대처 기술, 4.
행정처리 기술, 5.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 6.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기술, 7. 장애특
성과 돌봄 기술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림 1] 보수교육 내용의 7개 집락

2. 평정지도
각 집락의 중요성에 대한 평정값은 장애특성과 돌봄 기술(4.02) 그리고 이용자의 권
리와 자기결정(4.00) 집락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장에서 활동보조 서비스의 목적에 가
장 부합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는 활동보조의 이해(3.81) > 애로사항과 대처 기술(3.81) >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기술
(3.54) > 행정처리 기술(3.40) >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3.32)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집락이 보수교육의 성격에 적합한지를 묻는 관련성에 대한 평정 결과는 중
요성에 비해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이는 53개의 교육내용을 수집하는 브레인스
토밍 단계에서 이미 보수교육에 적합한 내용이 목록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평정값을 통해 상대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활동보조 담당실무자와 활동보조인들로부터 보수교육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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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집락은 애로사항과 대처 기술(3.83), 활동보조의 이해(3.81)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기술(3.70)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3.69)이 높게 나타났
다. 장애특성과 돌봄 기술(3.62) >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3.58) > 행정처리 기술(3.20)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직접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보완하는데 필
요한 것으로 보이는 교육내용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보다 특화된 전문적이
고 간접적인 내용을 포함한 집락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
인의 자기관리와 행정처리 기술은 중요성과 관련성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2] 교육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평정지도

[그림 3] 교육내용의 관련성에 대한 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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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턴매칭과 고존
활동보조인(Assistants)과 실무담당자(Coordinators) 간의 중요성에 대한 평정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패턴매칭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 두 집단 사이에 의
견이 상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며 기울기가 급한 경우 의견 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다. 각 집락의 교육내용이 갖는 보수교육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의 상관관
계가 .59로 나타나, 중요성(r=.8)에 비해 의견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집락별 관련성에 대한 의견 차이

실무자의 경우에는 ‘애로사항과 대처 기술’ 그리고 ‘장애특성과 돌봄 기술’ 등과 같
은 보다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보수교육에 더욱 관련된 집락으로 평가한 반면, 활동보
조인은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활동보조의 이해’와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
정’이 보수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주목되어지는 내용은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집락의 경우, 실무자와 보조인 간의
보수교육 관련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실무자에게 있
어서는 보수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활동보
조인의 자기관리’ 집락이 활동보조인에게 있어서는 보수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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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욕구가 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내용 항목별 중요성과 관련성의 상관관계는 .7로 나타나 비교적 두 점수 간
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두 점수의 모두에서 평균치 이상으로 평가를 받
은 항목들을 일사분면에 위치하도록 하는 고존(Go-Zone)을 통해 중요성과 관련성이
높은 보수교육 내용들만을 따로 모을 수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존영역에 속한 항목들
집 락

고존영역에 속한 항목들

1. 활동보조의 이해

활동보조와 자립생활, 활동보조의 개념, 원칙 그리고 가치, 활동보조인의 인
성 (자질, 자세 그리고 에티켓)

2.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활동보조인의 소진예방

3. 애로사항과
대처 기술

응급․위기상황 대처 기술,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 부당청구 및 조치
에 대한 사례교육, 이용자 성적욕구 해소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4. 행정처리 기술

이용자 및 보조인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세부 규정 및 변경 사항

5.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

이용자 인권 침해의 사례 설명 및 토론, 이용자의 인권과 활동보조서비스

6.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기술

갈등상황 대처 기술

7. 장애특성과
돌봄 기술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개념, 인식 개선 그리고 장애와 이미지), 장애 유형에
따른 활동보조 기술

Ⅴ. 논의 및 결론
활동보조서비스 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이해당사자인 활동보조인, 실무담당자(코디네
이터) 그리고 이용자 각 5명씩 총 15명이 참여한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교과내용에 대
한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7개의 주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즉, 1. 활동보조의 이해, 2.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3. 애로사항과 대처 기술, 4. 행정
처리 기술, 5.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 6.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기술, 7. 장애특성과
돌봄 기술 등이다.
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집약하자면, 고존의 분석결과에 따라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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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집락의 갈등상황 대처 기술을 ‘애로사항과 대처 기술’에 포함시켜 총 6개의 주
제 영역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패턴매칭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행정처리 기술’과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를 제외한 4개 영역(활동보
조의 이해, 애로사항과 대처기술,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 장애특성과 돌봄기술)을
핵심영역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다.
둘째, 본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은 크게 ‘활동보조의 이해’와 ‘이용
자의 권리와 자기결정’을 포함한 활동보조의 원리(이론)와 ‘장애특성과 돌봄 기술’, ‘애
로사항과 대처 기술’로 구성된 활동보조의 기술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으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필수적인 교과목 (1. 활동보조의 원칙과 가치, 2. 활동보조와 자립
생활, 3. 활동보조인의 인성, 4. 이용자의 인권과 활동보조서비스, 5.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와 토론, 6. 장애에 대한 이해, 7. 장애유형과 활동보조 기술, 8. 응급․위기상황
대처 기술, 9.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 10. 갈등상황 대처 기술)을 제안할 수 있
겠다.
<표 3> 핵심적인 보수교육 내용구성
범주

활동보조의
원리

교육내용 영역
활동보조의
이해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결정
장애특성과
돌봄 기술

활동보조의
기술

애로사항과
대처 기술

도출 가능한 교과과목
1. 활동보조의 원칙과 가치
2. 활동보조와 자립생활
3. 활동보조인의 인성과 윤리
4. 이용자의 인권과 활동보조서비스
5.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와 토론
6. 장애에 대한 이해
7. 장애유형과 활동보조 기술
8. 응급․위기상황 대처 기술
9.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
10. 갈등상황 대처 기술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게 된 보수교육 내용과 현행 기본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보수교육 교과내용은 현재 활동
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기본교육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
재한다. 이는 기본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함과 아울러 보다 심도 있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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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 교과내용에 대한 본 개념도 연구결과에 준해 얻은 7개의 교육내용과 현행
기본 교육을 비교해 볼 때, 두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며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자기
결정’과 같은 돌봄전문인의 의식화 내용은 기본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활동보조인의 성숙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돌봄에 관한
윤리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실천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선행 연구의 이해(강
민희, 2014)에 비춰볼 때 보수교육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며 영국의 최소훈련기준에서
강조하는 철학과 윤리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Skills for Care,
2012a; 2012b).
사실 국내 활동보조인은 그 역할 범주가 불명확함으로 전문성(정체성)과 교육훈련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포트와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의료적 케어 부분은 향후 더욱 면밀한 연구가 필요되
는 부분이다. 동시에 활동보조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의 배경과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이
용자의 요구 사이에는 상당한 개념적 불일치가 있음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일부 측면에서 다소 거칠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내 활동지원제도로 인해 이용자
가 위험에 처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견뎌야 하는 문제점과 아울러 활동보조인 또한
혼자서 감내하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지원이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홛
동지원기관이 활동보조인의 자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이 요망된다.
끝으로,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직업적 정체
성에 대한 분명한 위치 지움(positioning)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활
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을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으로 받아들일
때, 이의 필요성을 적시한 정부의 사업안내는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전히 이러한 정책적 합의는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
지 않는다.
향후, 서울지역에 국한된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에 대한 전

- 166 -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교과내용에 관한 개념도 연구

국 단위의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온라인이나 혹은 대학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나아가 이를 근거로 경력개발과 승급체계가 마
련되어서, 전문사회복지인력과 함께 사회적 돌봄 문제를 해결할 핵심 인력으로서 활
동보조인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규모 있고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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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 Mapping for Development of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urriculum of Personal Assista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Yoon, Jae Young
(Sahmyo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argues the needs of proper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in activities
assista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ddress the shortage of social care workforce in
Korea. Moreover, in this study analyzes the needs of CPE course through the concept
mapping with the 15 key stakeholders in personal assistant ser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0 subjects are recommended. These subjects are principles and values in PAS,
Independent living and PAS, personal assistant ethics, the dignity and rights of
individuals, case review on the dignity reduction in personal assistance, skills for
disability diversity for emergency, and coping skills for conflicts.
Key Words: personal assistant services,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needs
assessment, concep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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