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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re competencies of workers, systematic education tailored to their needs 

is necessary.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workers in public health care service in Ulsan Metropolitan City 

(Ulsan) to investigate the demand for education according to core competencies.

Methods: A total of 70 workers who work for public health care service in Ulsan participated in this online surve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ocio-demographic factors, work ability, education demand, and preference of education form.

Results: The core competency with a high level of work ability is ‘Expertise on health and disease’ (41, 58.6%). On the 

other hand, the core competency with a low level of work ability was found to be the ‘Evaluation-related theories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57, 81.4%). The core competencies with the highest demand for education were “Resi-

dent-centered service implementation” and “Public health care service strategy development” (64, 91.4%), followed by 

‘Public health care service cases review’ and ‘knowledge of public health service plan’ (63, 90.0%). The preferred form 

of education is offline education (49, 40.8%).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ducation was ‘work utilization’ (Offline: 57, 

81.4%; Online: 48, 68.6%), both online and offline.

Conclusions: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find out education demand according to core competen-

cies and preference of education form. Based on these results, we will develop a core competency education program 

tailored to actual deman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conduct research on such educati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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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공공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한다[1].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었다. 정부는 2005년에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2]. 이에 따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와 인력의 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수는 3,503개소에서 2019년에 3,564개소로 증가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2015년 212

개소에서 2019년에는 221개로 추가되었다[3]. 동일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수도 69,261명에서 88,210

명으로 약 19,000명이 증원되었다[4].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5]. 초기 대규모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보건인력, 병상 수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시설 및 장비 확충, 인력 충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6]. 그러나 

울산은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1개소로 인구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3]. 울산시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공의료 관련 조직 및 기구 설치, 산재병원 설립, 울산의료원 추진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는 확대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그 수행인력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보건의료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인력을 관리하

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7]. 즉, 공공보건의료 수행인력들은 

변화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개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8]. 공공보건

의료 수행인력의 역량은 곧 직무능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또다시 업무의 성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개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별 속성(지식, 기술, 태도)의 조합”을 의미하는 역량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둘 때[10], 공

공보건의료 핵심역량은 수행인력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핵심역량에는 공중보건 시스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건강 사정, 모니터링, 질병 

및 손상 예방, 건강증진 및 보호가 포함된다[11].

공공보건의료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수행인력의 전문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9].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주요 교육기관에서는 공공보건교육, 의료인 임상 교육, 필수의료서비

스 맞춤형 교육 등 보건의료 인력에 필요한 여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12-13]. 이외에도 중앙정부부처 교육, 협회 및 학

회 교육, 소속기관의 자체교육 등 여러 교육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건인력 교육은 일부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 2018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서는 양성과정 교육체계의 문제점으로 교육 평가 프로그램 부족, 민간 자격

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 언급되었다. 의료인 보수교육의 경우 형식적인 진행, 프로그램 시스템 관리 부실, 교육비 부

담 등이 제기되었다[9]. 또 대부분의 교육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 거리,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교육 

참여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14].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시간과 장소 제약이 감소하고 학습 참여의 접근성이 높아

지고 있다[15]. 그러나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온라인 교육은 피교육자의 집중도를 감소시켜 학습의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16]. 또 실습이나 토론처럼 교육자 사이에서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수업 형태의 경우 제한이 있어 그만큼 효과성

이 떨어질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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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시

도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그러한 교육제공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적절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의 지원단은 해당 지역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 지역의 지원단에서도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교육자의 수요 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8].

이번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인력들을 대상으로 그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 수요도 조사를 진행

하였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앞으로 구축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한다.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인력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행인력이 지녀야 할 핵심역량에 따라 현재 직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내용의 교육을 원하는지, 앞으

로는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현재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수행인력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의된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도 광역치매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고혈압당뇨등록

교육센터와 같은 유관기관의 종사자도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수행인력으로 보고, 모집단에 포함하였다. 이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70명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이번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질문지 개발을 위해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공공보건의료 종사자 핵심역량에 따

른 현재 직무 수준 및 교육 수요도, 교육 형태 선호도로 구분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근무 기관, 경

력, 직무, 직급을 조사하였다. 현재 직무 수준과 교육 수요도는 핵심역량에 따라 문항을 구분하였다. 핵심역량은 국내외 문

헌 고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종합하여 공통적인 항목 위주로 도출하였다[19-25]. Table 

1과 같이 3개의 카테고리, 6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총 37개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교육 형태의 선호도는 교

육 기간, 교육 형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

구진 외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수행인력 3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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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Subcategory Competency

Expertise and 
knowledge of 

Jobability

Knowledge and 
theory of 
public health

· Theory and background knowledge of public health care
· Concepts and types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 Knowledge of Health and welfare policy
· Knowledge of public health service plan
· Expertise on health and disease
· Theory of health behaviors
· Understanding the quilty of health care
· Understanding of budgeting
· How to write a proposal
· Understanding laws and regulations

Planning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Diagnosis and 
current status 
analysis

· Data Collection
·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among health factors
· Problem diagnosis
· Selection of service to the demand in public health care
· Evidence-based priority selectio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 Planning annual objectives
· Public health care service cases review
· Public health care service strategy development
· Public health care program development
· how to utilize commucity resources
· Resident-centered service implementation
· Current services inspection - dignosis and analyzation
· Understanding of services liaison to communities
· Promotion and marketing planning

Evaluation and 
feedback

· Analytical evaluation of structure/process/result of service
· Statistical analysis
· Application and feedback of evaluation results
· Evaluation-related theories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Communication

· Written and oral communication skill
·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partnerships among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 Risk communication
·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Leadership

· Department management
· Network formation
· Organizational Culture formation
· Schedule management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설문조사는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s)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목적, 기간, 소요시간 등 안내문이 포함된 공문

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메일을 통해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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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모든 문항을 일차적으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교육 수요

도는 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세웠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서의 직급과 공공보건의료 교육의 수요도 문항을 

교차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P-value 값을 확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을 기술하고 각 직급에 따라 필요한 교육

의 우선순위를 나열하였다.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Table 2는 연구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참여자 성별은 ‘여성’이 62명(88.6%)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대는 ‘30~39세가 24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기관은 ‘보건소’ 29명(41.4%), ‘공공보

건의료 관련 센터’ 18명(25.7%) ‘공공보건의료 관련 지원단’ 12명(17.1%) 순으로 많았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총 근무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25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직급은 ‘사원급’이 34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부장

급 이상’과 ‘연구원’이 각 3명(4.3%)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

<Table 2> Socio-demographic factor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N %

Sex
Female 62 88.6
Male 8 11.4

Age

20s 12 17.1
30s 24 34.3
40s 18 25.7
50s 12 17.1
more than 60 4 5.7

Institution

Public health center 29 41.4
Health sub-center 10 14.3
Public medical center 1 1.4
Public health care service related organization 12 17.1
Public health care service related center 18 25.7

Career

Less than a year 15 21.4
More than a year, less than 5 years 25 35.7
More than 5 years, less than 10 years 13 18.6
More than 10 years, less than 15 years 4 5.7
More than 15 years, less than 20 years 4 5.7
More than 20 years 9 12.9

Position

Staff 34 48.6
Assistant manager 14 20
Manager 5 7.1
General Manager 3 4.3
Public service 4 5.7
Researcher 3 4.3
ect 7 10

Total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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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인력의 현재 직무 수준

Table 3은 핵심역량에 따라 응답자가 자가로 판단한 현재 직무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6가지 핵심역량 세부영역에서 참

여자들이 본인의 직무 수준을 높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평가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직무 관련 전문성 및 지

식에서는 ‘건강 및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이 높다고 41명(58.6%)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법규 이해 및 활용’에 있어서는 

51명(72.9%)의 응답자가 현재 직무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진단 및 현황분석에서는 ‘자료수집’은 33

명(47.1%)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문제진단’은 23명(32.9%)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 사업의 개발 및 수행

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 32명(45.7%)의 응답자가 직무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업

전략개발’에 있어 48명(68.6%)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네 번째, 사업의 평가 및 환류에서는 ‘사업의 구조, 과정, 결과

에 대한 분석적 평가’에 있어 27명(38.6%)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이론’은 57명(81.4%)이 부

족하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서면, 구술 의사소통 기술’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36명(51.4%)

이었다. 그러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7명(67.1%)으로 가장 많았다. 여섯 번째, 리더십

에서는 ‘일정관리’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40명(57.1%)이었으며, ‘담당부서 관리’는 38명(54.0%)으로 부족하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총 37개 전체 핵심역량 중 직무 수준이 높은 응답률 순위를 다음과 같다. ‘건강 및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이 41명

(58.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일정관리’가 40명(57.1%)이 응답하였다. 반면, 현재 직무 수준이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률 1순위는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이론’이 57명(81.4%)이었으며 다음으로 ‘통계 분석 방법’에 52명(74.3%)

이 응답하였다.

핵심역량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인력의 교육 수요도

6개의 세부영역에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직무 관련 전문성 및 지식

에서 ‘건강 및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에 응답한 사람이 17명(24.3%)으로 교육 수요도가 가장 높았다. 진단 및 현황분석

에서는 5개의 핵심역량 모두 동일하게 17명(24.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의 개발 및 수행에서는 ‘사업전략 개

발’과 ‘프로그램 개발’이 17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의 평가 및 환류에서는 ‘평가결과 적용 및 환류 방법’이 18

명(25.7%)으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서면, 구술, 의사소통 기술’이 16명(22.9%)으로 교육 수요도

가 가장 높았다. 리더십에서는 ‘업무 네트워크 형성’이 14명(2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36개 핵심역량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 교육 중 수요도에 문항에서 ‘매우 필요함’ 또는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로는 ‘지역주민 중심 사업수행’과 ‘사업전략 개발’이 동일하게 64명(9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2순위로는 

‘보건사업의 실제 사례’, ‘보건사업기획에 대한 지식’이 63명( 90.0%)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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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ducation demand according to position

Competency Position
Strongly 
needed Needed Somewhat

needed
Not 

needed P-value
N(%) N(%) N(%) N(%)

Theory and background knowledge 
of public health care

Staff 5(14.7) 22(64.7) 6(17.6) 1(2.9)

0.951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0(0.0) 7(87.5) 1(12.5) 0(0.0)

Concepts and types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Staff 5(14.7) 23(67.6) 5(14.7) 1(2.9)

0.935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0(0.0) 6(75.0) 2(25.0) 0(0.0)

Knowledge of Health and 
welfare policy

Staff 6(17.6) 23(67.6) 5(14.7) 0(0.0)

0.923Assistant manager 4(28.6) 8(57.1) 2(14.3)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knowledge of public health 
service plan

Staff 6(17.6) 24(70.6) 4(11.8) 0(0.0)

0.775Assistant manager 4(28.6) 8(57.1) 2(14.3)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Expertise on health and disease

Staff 10(29.4) 20(58.8) 4(11.8) 0(0.0)

0.822Assistant manager 3(21.4) 9(64.3) 1(7.1) 1(7.1)

Manager 2(25.0) 5(62.5) 1(12.5) 0(0.0)

Theory of health behaviors

Staff 7(20.6) 25(73.5) 2(5.9) 0(0.0)

0.305Assistant manager 1(7.1) 11(78.6) 1(7.1) 1(7.1)

Manager 1(12.5) 5(62.5) 2(25) 0(0.0)

Understanding the quilty of 
health care

Staff 5(14.7) 25(73.5) 4(11.8) 0(0.0)

0.303Assistant manager 0(0.0) 12(85.7) 1(7.1) 1(7.1)

Manager 1(12.5) 5(62.5) 2(25).0 0(0.0)

Understanding of budgeting

Staff 5(14.7) 21(61.8) 7(20.6) 1(2.9)

0.772Assistant manager 3(21.4) 8(57.1) 3(21.4) 0(0.0)

Manager 1(12.5) 7(87.5) 0(0.0) 0(0.0)

How to write a proposal

Staff 7(20.6) 21(61.8) 5(14.7) 1(2.9)

0.942Assistant manager 4(28.6) 8(57.1) 2(14.3)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Understanding laws and regulations

Staff 7(20.6) 18(52.9) 9(26.5) 0(0.0)

0.811Assistant manager 3(21.4) 9(64.3) 2(14.3) 0(0.0)

Manager 1(12.5) 4(50.0) 3(37.5) 0(0.0)

Data Collection

Staff 12(35.3) 16(47.1) 6(17.6) 0(0.0)

0.441Assistant manager 2(14.3) 8(57.1) 4(28.6)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among 
health factors

Staff 10(29.4) 19(55.9) 5(14.7) 0(0.0)

0.873Assistant manager 3(21.4) 8(57.1) 3(21.4)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Problem diagnosis

Staff 10(29.4) 20(58.8) 4(11.8) 0(0.0)

0.600Assistant manager 3(21.4) 7(50.0) 4(28.6)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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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Position
Strongly 
needed Needed Somewhat

needed
Not 

needed P-value
N(%) N(%) N(%) N(%)

Selection of service to the 
demand in public health care

Staff 10(29.4) 18(52.9) 6(17.6) 0(0.0)

0.879Assistant manager 3(21.4) 8(57.1) 3(21.4)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Evidence-based priority selection

Staff 9(26.5) 21(61.8) 4(11.8) 0(0.0)

0.720Assistant manager 3(21.4) 7(50.0) 4(28.6) 0(0.0)

Manager 2(25.0) 5(62.5) 1(12.5) 0(0.0)

Planning annual objectives

Staff 7(20.6) 23(67.6) 3(8.8) 1(2.9)

0.988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Public health care service 
cases review

Staff 9(26.5) 22(64.7) 3(8.8) 0(0.0)

0.760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1(12.5) 7(87.5) 0(0.0) 0(0.0)

Public health care service strategy 
development

Staff 12(35.3) 20(58.8) 1(2.9) 1(2.9)

0.536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1(12.5) 7(87.5) 0(0.0) 0(0.0)

Public health care program 
development

Staff 11(32.4) 19(55.9) 4(11.8) 0(0.0)

0.606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3(37.5) 5(62.5) 0(0.0) 0(0.0)

how to utilize commucity resources

Staff 9(26.5) 20(58.8) 5(14.7) 0(0.0)

0.729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Resident-centered service 
implementation

Staff 10(29.4) 21(61.8) 3(8.8) 0(0.0)

0.472Assistant manager 1(7.1) 12(85.7) 1(7.1)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Current services inspection - 
dignosis and analyzation

Staff 9(26.5) 23(67.6) 2(5.9) 0(0.0)

0.788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Understanding of services liaison to 
communities

Staff 8(23.5) 23(67.6) 3(8.8) 0(0.0)

0.741Assistant manager 3(21.4) 10(71.4) 1(7.1) 0(0.0)

Manager 1(12.5) 5(62.5) 2(25.0) 0(0.0)

Promotion and marketing planning

Staff 9(26.5) 21(61.8) 4(11.8) 0(0.0)

0.930Assistant manager 3(21.4) 10(71.4) 1(7.1)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Analytical evaluation of structure, 
process, and result of services

Staff 8(23.5) 23(67.6) 3(8.8) 0(0.0)

0.657Assistant manager 1(7.1) 11(78.6) 2(14.3)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Statistical analysis

Staff 11(32.4) 18(52.9) 5(14.7) 0(0.0)

0.235Assistant manager 1(7.1) 11(78.6) 1(7.1) 1(7.1)

Manager 3(37.5) 4(50.0) 1(12.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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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Position
Strongly 
needed Needed Somewhat

needed
Not 

needed P-value
N(%) N(%) N(%) N(%)

Application and feedback of 
evaluation results

Staff 13(38.2) 17(50.0) 4(11.8) 0(0.0)

0.168Assistant manager 1(7.1) 10(71.4) 2(14.3) 1(7.1)

Manager 3(37.5) 5(62.5) 0(0.0) 0(0.0)

Evaluation-related theories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Staff 6(17.6) 26(76.5) 2(5.9) 0(0.0)

0.567Assistant manager 1(7.1) 10(71.4) 2(14.3) 1(7.1)

Manager 1(12.5) 6(75.0) 1(12.5) 0(0.0)

Written and oral communication skill

Staff 11(32.4) 15(44.1) 7(20.6) 1(2.9)

0.109Assistant manager 3(21.4) 11(78.6) 0(0.0) 0(0.0)

Manager 1(12.5) 6(75.0) 0(0.0) 1(12.5)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partnerships among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Staff 9(26.5) 20(58.8) 5(14.7) 0(0.0)

0.951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2(25.0) 5(62.5) 1(12.5) 0(0.0)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Staff 9(26.5) 21(61.8) 4(11.8) 0(0.0)

0.156Assistant manager 2(14.3) 11(78.6) 0(0.0) 1(7.1)

Manager 3(37.5) 3(37.5) 2(25.0) 0(0.0)

Risk communication

Staff 8(23.5) 23(67.6) 3(8.8) 0(0.0)

0.465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2(25.0) 4(50.0) 1(12.5) 1(12.5)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Staff 9(26.5) 22(64.7) 3(8.8) 0(0.0)

0.856Assistant manager 3(21.4) 9(64.3) 2(14.3) 0(0.0)

Manager 3(37.5) 5(62.5) 0(0.0) 0(0.0)

Department management

Staff 9(26.5) 16(47.1) 9(26.5) 0(0.0)

0.220Assistant manager 2(14.3) 10(71.4) 1(7.1) 1(7.1)

Manager 1(12.5) 4(50.0) 2(25.0) 1(12.5)

Network formation

Staff 10(29.4) 17(50.0) 7(20.6) 0(0.0)

0.435Assistant manager 2(14.3) 9(64.3) 3(21.4) 0(0.0)

Manager 1(12.5) 3(37.5) 4(50.0) 0(0.0)

Organizational Culture formation

Staff 9(26.5) 15(44.1) 10(29.4) 0(0.0)

0.038Assistant manager 2(14.3) 11(78.6) 0(0.0) 1(7.1)

Manager 1(12.5) 4(50.0) 2(25.0) 1(12.5)

Schedule management

Staff 8(23.5) 18(52.9) 7(20.6) 1(2.9)

0.134Assistant manager 2(14.3) 11(78.6) 0(0.0) 1(7.1)

Manager 1(12.5) 3(37.5) 3(37.5) 1(12.5)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  Vol. 510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인력의 역량 기반 교육 수요도  | Original Article 11

직급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교육 수요도 우선순위

Table 4는 연구참여자의 직급에 따른 교육 수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직급에 따른 교육 수요도 문항에서 ‘매우 필요함’ 

또는 ‘필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34명의 ‘사원급’ 응답자가 1순위로 필요한 교육 역

량은 ‘건강 관련 행태이론’, ‘사업전략 개발’, ‘사업수행 시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분석 기술’에 있어 동일한 비율로 32

명(94.1%)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리/계장급’ 응답자 14명(100.0%) 모두 ‘서면/구술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중간관리자 이상’ 응답자 8명(100.0%) 모두 ‘보건사업기획에 대한 지식’, ‘예산편성 이해 및 개발’, ‘제

안서 작성 방법, 보건사업의 실제 사례’, ‘사업전략 개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 ‘지역주민 중심 사

업 수행’, ‘사업의 구조/과정/결과에 대한 분석적 평가’, ‘평가 결과 적용 및 환류 방법’, ‘유관기관 간 사업 홍보 연계’ 교

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핵심역량 중 ‘조직문화 형성’은 직급에 따른 교육 수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p=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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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ducation demand according to position

Competency Position
Strongly 
needed Needed Somewhat

needed
Not 

needed P-value
N(%) N(%) N(%) N(%)

Theory and background knowledge 
of public health care

Staff 5(14.7) 22(64.7) 6(17.6) 1(2.9)

0.951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0(0.0) 7(87.5) 1(12.5) 0(0.0)

Concepts and types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Staff 5(14.7) 23(67.6) 5(14.7) 1(2.9)

0.935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0(0.0) 6(75.0) 2(25.0) 0(0.0)

Knowledge of Health and 
welfare policy

Staff 6(17.6) 23(67.6) 5(14.7) 0(0.0)

0.923Assistant manager 4(28.6) 8(57.1) 2(14.3)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knowledge of public health 
service plan

Staff 6(17.6) 24(70.6) 4(11.8) 0(0.0)

0.775Assistant manager 4(28.6) 8(57.1) 2(14.3)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Expertise on health and disease

Staff 10(29.4) 20(58.8) 4(11.8) 0(0.0)

0.822Assistant manager 3(21.4) 9(64.3) 1(7.1) 1(7.1)

Manager 2(25.0) 5(62.5) 1(12.5) 0(0.0)

Theory of health behaviors

Staff 7(20.6) 25(73.5) 2(5.9) 0(0.0)

0.305Assistant manager 1(7.1) 11(78.6) 1(7.1) 1(7.1)

Manager 1(12.5) 5(62.5) 2(25) 0(0.0)

Understanding the quilty of 
health care

Staff 5(14.7) 25(73.5) 4(11.8) 0(0.0)

0.303Assistant manager 0(0.0) 12(85.7) 1(7.1) 1(7.1)

Manager 1(12.5) 5(62.5) 2(25).0 0(0.0)

Understanding of budgeting

Staff 5(14.7) 21(61.8) 7(20.6) 1(2.9)

0.772Assistant manager 3(21.4) 8(57.1) 3(21.4) 0(0.0)

Manager 1(12.5) 7(87.5) 0(0.0) 0(0.0)

How to write a proposal

Staff 7(20.6) 21(61.8) 5(14.7) 1(2.9)

0.942Assistant manager 4(28.6) 8(57.1) 2(14.3)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Understanding laws and regulations

Staff 7(20.6) 18(52.9) 9(26.5) 0(0.0)

0.811Assistant manager 3(21.4) 9(64.3) 2(14.3) 0(0.0)

Manager 1(12.5) 4(50.0) 3(37.5) 0(0.0)

Data Collection

Staff 12(35.3) 16(47.1) 6(17.6) 0(0.0)

0.441Assistant manager 2(14.3) 8(57.1) 4(28.6)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among 
health factors

Staff 10(29.4) 19(55.9) 5(14.7) 0(0.0)

0.873Assistant manager 3(21.4) 8(57.1) 3(21.4)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Problem diagnosis

Staff 10(29.4) 20(58.8) 4(11.8) 0(0.0)

0.600Assistant manager 3(21.4) 7(50.0) 4(28.6)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  Vol. 512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인력의 역량 기반 교육 수요도  | Original Article 13

Competency Position
Strongly 
needed Needed Somewhat

needed
Not 

needed P-value
N(%) N(%) N(%) N(%)

Selection of service to the 
demand in public health care

Staff 10(29.4) 18(52.9) 6(17.6) 0(0.0)

0.879Assistant manager 3(21.4) 8(57.1) 3(21.4)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Evidence-based priority selection

Staff 9(26.5) 21(61.8) 4(11.8) 0(0.0)

0.720Assistant manager 3(21.4) 7(50.0) 4(28.6) 0(0.0)

Manager 2(25.0) 5(62.5) 1(12.5) 0(0.0)

Planning annual objectives

Staff 7(20.6) 23(67.6) 3(8.8) 1(2.9)

0.988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Public health care service 
cases review

Staff 9(26.5) 22(64.7) 3(8.8) 0(0.0)

0.760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1(12.5) 7(87.5) 0(0.0) 0(0.0)

Public health care service strategy 
development

Staff 12(35.3) 20(58.8) 1(2.9) 1(2.9)

0.536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1(12.5) 7(87.5) 0(0.0) 0(0.0)

Public health care program 
development

Staff 11(32.4) 19(55.9) 4(11.8) 0(0.0)

0.606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3(37.5) 5(62.5) 0(0.0) 0(0.0)

how to utilize commucity resources

Staff 9(26.5) 20(58.8) 5(14.7) 0(0.0)

0.729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Resident-centered service 
implementation

Staff 10(29.4) 21(61.8) 3(8.8) 0(0.0)

0.472Assistant manager 1(7.1) 12(85.7) 1(7.1)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Current services inspection - 
dignosis and analyzation

Staff 9(26.5) 23(67.6) 2(5.9) 0(0.0)

0.788Assistant manager 2(14.3) 11(78.6) 1(7.1)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Understanding of services liaison to 
communities

Staff 8(23.5) 23(67.6) 3(8.8) 0(0.0)

0.741Assistant manager 3(21.4) 10(71.4) 1(7.1) 0(0.0)

Manager 1(12.5) 5(62.5) 2(25.0) 0(0.0)

Promotion and marketing planning

Staff 9(26.5) 21(61.8) 4(11.8) 0(0.0)

0.930Assistant manager 3(21.4) 10(71.4) 1(7.1) 0(0.0)

Manager 1(12.5) 6(75.0) 1(12.5) 0(0.0)

Analytical evaluation of structure, 
process, and result of services

Staff 8(23.5) 23(67.6) 3(8.8) 0(0.0)

0.657Assistant manager 1(7.1) 11(78.6) 2(14.3) 0(0.0)

Manager 2(25.0) 6(75.0) 0(0.0) 0(0.0)

Statistical analysis

Staff 11(32.4) 18(52.9) 5(14.7) 0(0.0)

0.235Assistant manager 1(7.1) 11(78.6) 1(7.1) 1(7.1)

Manager 3(37.5) 4(50.0) 1(12.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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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y Position
Strongly 
needed Needed Somewhat

needed
Not 

needed P-value
N(%) N(%) N(%) N(%)

Application and feedback of 
evaluation results

Staff 13(38.2) 17(50.0) 4(11.8) 0(0.0)

0.168Assistant manager 1(7.1) 10(71.4) 2(14.3) 1(7.1)

Manager 3(37.5) 5(62.5) 0(0.0) 0(0.0)

Evaluation-related theories of 
public health care service

Staff 6(17.6) 26(76.5) 2(5.9) 0(0.0)

0.567Assistant manager 1(7.1) 10(71.4) 2(14.3) 1(7.1)

Manager 1(12.5) 6(75.0) 1(12.5) 0(0.0)

Written and oral communication skill

Staff 11(32.4) 15(44.1) 7(20.6) 1(2.9)

0.109Assistant manager 3(21.4) 11(78.6) 0(0.0) 0(0.0)

Manager 1(12.5) 6(75.0) 0(0.0) 1(12.5)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partnerships among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Staff 9(26.5) 20(58.8) 5(14.7) 0(0.0)

0.951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2(25.0) 5(62.5) 1(12.5) 0(0.0)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Staff 9(26.5) 21(61.8) 4(11.8) 0(0.0)

0.156Assistant manager 2(14.3) 11(78.6) 0(0.0) 1(7.1)

Manager 3(37.5) 3(37.5) 2(25.0) 0(0.0)

Risk communication

Staff 8(23.5) 23(67.6) 3(8.8) 0(0.0)

0.465Assistant manager 2(14.3) 10(71.4) 2(14.3) 0(0.0)

Manager 2(25.0) 4(50.0) 1(12.5) 1(12.5)

Promotion of cooperation with 
community-based cooperative 

organizations

Staff 9(26.5) 22(64.7) 3(8.8) 0(0.0)

0.856Assistant manager 3(21.4) 9(64.3) 2(14.3) 0(0.0)

Manager 3(37.5) 5(62.5) 0(0.0) 0(0.0)

Department management

Staff 9(26.5) 16(47.1) 9(26.5) 0(0.0)

0.220Assistant manager 2(14.3) 10(71.4) 1(7.1) 1(7.1)

Manager 1(12.5) 4(50.0) 2(25.0) 1(12.5)

Network formation

Staff 10(29.4) 17(50.0) 7(20.6) 0(0.0)

0.435Assistant manager 2(14.3) 9(64.3) 3(21.4) 0(0.0)

Manager 1(12.5) 3(37.5) 4(50.0) 0(0.0)

Organizational Culture formation

Staff 9(26.5) 15(44.1) 10(29.4) 0(0.0)

0.038Assistant manager 2(14.3) 11(78.6) 0(0.0) 1(7.1)

Manager 1(12.5) 4(50.0) 2(25.0) 1(12.5)

Schedule management

Staff 8(23.5) 18(52.9) 7(20.6) 1(2.9)

0.134Assistant manager 2(14.3) 11(78.6) 0(0.0) 1(7.1)

Manager 1(12.5) 3(37.5) 3(37.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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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육 형태 선호도

Table 5는 참여자들에게 향후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 형태에 있어 기간은 ‘1일’이 37

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방식은 오프라인 대면 교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9명(40.8%)으로 가장 높았다.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둘 다 공통으로 ‘업무 활용 정도(오프라인: 57명, 81.4%. 온라인: 

48명, 68.6%)’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5> Preference of education form

Characteristic N %

Duration

One day 37 52.9

One night two days 16 22.9

Two night three days 14 20

Twice a year 1 1.4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 1 1.4

Ect 1 1.4

Method

Off-line 49 40.8

On-line(real time) 31 25.8

On-line(recorded) 22 18.3

Visiting 18 15

Important factor of 
off-line education

Work utilization 57 81.4

Lecturer 9 12.9

Time 3 4.3

Cost 1 1.4

Place and facility 0 0

Important factor of 
on-line education

Work utilization 48 68.6

Lecturer 9 12.9

Time 3 4.3

Cost 10 14.3

Education materials 0 0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  Vol. 516

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내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에 따른 교

육 수요도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선행자료에서 정의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핵심역량 기준을 참고하여 이번 연구에서 활

용할 핵심역량을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3개의 영역, 6개의 세부영역, 총 37개의 핵심역량을 도출하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교육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핵심역량 중 교육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평가결과 적용 및 환

류 방법’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요도가 높은 역량 대부분이 3개의 영역 중 ‘사업의 기획’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핵심역량 중 ‘통계분석방법’과 ‘사업전략개발’은 높은 교육요구도와 함께 낮은 직무수준을 보였다. 추후 교육 프로그

램 구축 시 위의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에 따라 현재 역량 수준과 교육 수요도를 함께 조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공보건의료 수

행인력의 역량은 업무의 성과로 연결 지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9].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라는 전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며[8], 가장 먼저 역량에 따른 교육 수요도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18]. 현황을 조사할 때 수요도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직

무 수준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부족한 역량에 대한 교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의외로 공공보건의료 수행인력

의 역량 수준과 교육 수요도를 조사한 연구는 드물었다[19-25]. 이번 연구 결과가 공공보건의료 수행인력의 역량 및 수

요도에 기반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수행 및 전략 개발, 실제 공공보건의료 사례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교육 요구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 및 사업 운영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

과와 일관된 결과였다[2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구축 시 실제로 타지역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사업

을 예시로 보여주며 효과가 검증된 사업 형태의 경우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을 과정에 포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그 예로서, 질병관리청에 발행하는 간행물인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등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례 공유를 하

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26].

교육 형태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대면 교육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점은 익숙함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온라인 교육에서 가진 한계점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 있

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오프라인 대면 교육의 참여의 어려운 점으로 이동 거리와 시간적 부담이 주로 지적됨을 고려했

을 때[21], 울산광역시 내에서만 오프라인 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거리나 시간적 어려움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즉, 교육의 경우에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

후 교육을 구축할 시 오프라인 대면 교육을 메인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보조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이번 연구에 있어 참여자의 직급에 따라 교육 수요도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는 점도 이번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직급별 핵심역량을 연구한 선행자료에서 공공보건기관 담당자의 교육은 역량에 따라 직급별, 경력별로 이루어져야 할 필

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27]. 이번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피교육자의 직급에 따라 사원급 인력은 사업전략 

개발 및 이론에 대한 교육, 대리/계장급 인력은 의사소통 교육, 중간관리자 이상 인력은 예산, 홍보, 기획 등에 관한 교육

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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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설문 응답률이 낮은 부분을 연구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내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관련

된 기관 종사자 수가 약 300~4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설문조사의 참여율이 낮은 편이었다. 특히, 고위직급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직급별 분석 결과를 해당 직급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번 응답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공공기관에서 보안상의 문제로 온라인 설문 링크 접속에 제한이 있었던 부분

을 꼽을 수 있다. 추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여 다양한 인력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설

문조사에서 계량적으로 드러난 현상 외에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관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

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있다. 즉,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특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지

닌 수행인력들의 관련 교육에 관한 심층적 인식 및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다. 후속 조사에서는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좌담회, 심층 면담 등 질적 연구 방법론을 병행하는 것이 관련 교육에 관

한 심층적 인식을 수렴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수행인력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된 핵심역량에 따라 직무 수준, 교

육 수요도, 교육 형태 선호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핵심역량의 세부영역과 직급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좋은 교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수행인력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수요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실질적인 수요에 맞춰 공공보건의료 수행인력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 추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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