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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의 치매전문교육 요구와 발전 방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실무자의 교육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9] 치매 관련기관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자의 요구
를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전문교육과정의 개발
과 운영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면하고 있는 난제 중 하나는 고령화와 노

과거 치매 관련기관 인력 육성을 위한 표준화된 치매전문

인인구 수 증가에 따른 치매 환자 수의 증가이다[1]. 현재까지

교육과정과 인증제 개발 노력이 있었으나[10], 그 후 치매관리

개발된 치료약이 없어 치매 특성이 비가역적이고 점진적이기

정책에 따라 신설된 치매 관련기관과 기존의 치매 관련기관의

때문에 치매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그뿐만 아니

교육체계가 따로 구성되어 각 치매 관련기관의 소속에 따라

라, 그동안 치매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치료와 관리가

교육 주관기관도 다양할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도 다양하였다

이루어졌기에 치매 관리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관

[11].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중앙치매센

리비용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1-3]. 따라서

터와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는다. 장기요양기

치매는 개인, 즉 치매 환자나 치매 환자 가족이 아니라 국가에

관 종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치매전문교육

서 정책으로써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사항이 되었다[1]. 호주,

을 이수하고 이외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종사자는 직종에 따라

칠레,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치매 환자

직종별 협회나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한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 중이거나 개선 중이다[1].

다. 이는 국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진

우리나라도 2017년에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세계

행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교육과정이 산발적이

치매관리 정책 흐름에 동행하고 있다[4]. 2017년 치매 국가책

고 교육내용 구성도 체계적이지 못하다[11]. 치매 관련기관 인

임제를 실행하면서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워 지역

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러 관련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에 맞는 상담, 연계, 관리 등의 치매 환자 관리 사업을 실시하

주관하고 있지만,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

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서

며 비체계성, 불필요한 중복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내

비스 혜택 수혜자 범위를 경증 치매 환자까지 확대하였고 공

치매전문교육 관리와 과정,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전문 의료기관인 치매안심요양

[9,11]. 그리고 이에 앞서 각 기관 실무자의 치매전문교육 요구

병원을 확충하고 있다[4]. 그 결과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 발

도를 파악하여 치매전문교육 관리와 과정, 내용 체계화에 반

표 이후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가 본격적으

영할 필요가 있다.

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도 2016년 19,398개에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치매 관련기관의 종사자를 대상

서 2018년 21,290개로 증가했고 전국 요양병원 수도 증가추세

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

이다[5,6].

함으로써 표준화된 치매전문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

치매 관련기관이 증가할수록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는 것도 중요해졌으며,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치매 관련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연구목적

[4,7,8]. 하지만 현재 치매 관련기관 인력의 전문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후 약 1년만인 2018년에 전국 256개소 설치를 완료하며 급

현행 국내 치매전문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체계적 표준 교육과

격한 양적 확장세를 보였지만 인력의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 일부로서, 광역치매센터,

못하고 있다[5,9]. 또한 장기요양기관 인력수는 짧은 기간 내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기관,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관련 종

에 급증하였는데[5,6], 환자를 돌보는 인력의 질 관리가 잘 안

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심층적

되는 것으로 지적된바[9], 확보된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질 보장도 우려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전국

째, 치매 관련기관별 종사자의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79개 중 5개에만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되어있어[5,6], 향후 치

확인한다. 둘째, 치매 관련기관별 종사자의 현행 치매전문교

매전담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9].

육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셋째, 치매전문교육과정의 발

더불어 현재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를 위한 치매전문교육과정

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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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공립요양병원의 종사자,

연구방법

4) 치매 환자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 5) 연 1회 이상 치매 관
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참석 경험이 있는 자, 6) 치매 환자 관련

1. 연구설계

실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
본 연구는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기관, 공

사, 요양보호사 등이었으며, 제외기준은 1) 간담회 참여와 연

립요양병원의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

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받게 될 불

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기관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

이익을 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집된 자료를 내용분석한 질적연구[12]이다.

이 있는 자, 2) 연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예컨대 연
구자의 지도 학생, 조직 위계의 하급자, 피고용인 등이었다.
내용분석을 이용하는 질적연구에서 이질적 참여자를 대상

2. 연구참여자

으로 할 경우 적절한 참여자 수는 14~20명이다[13].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참여자는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요구도 파악을

다양한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의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표준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장기요

화된 치매전문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기에 연구참

양기관, 공립요양병원 종사자로, 보건복지부의 협조공문을 전

여자 목표 인원수는 기관별 약 15명씩 총 약 60명으로 하였으

국 각 지역의 해당 기관에 발송하여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나,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12

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대상자 선정기

명,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5명, 공립요양병원 종사자 10명, 장

준은 1) 20세 이상 성인, 2)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3) 광역

기요양기관 종사자 7명, 총 44명이었다. 치매 관련기관별 간

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위탁, 직영),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담회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N=12)

Regional
dementia-relief
center
(N=15)

Long-term
care setting
(N=7)

Public
long-term care
hospital
(N=10)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1 (8.3)
6 (50.0)
4 (33.4)
1 (8.3)
38.08±6.13

2 (13.3)
8 (53.3)
4 (26.7)
1 (6.7)
38.60±6.05

0 (0.0)
1 (14.3)
1 (14.3)
5 (71.4)
49.86±6.39

1 (10.0)
3 (30.0)
4 (40.0)
2 (20.0)
43.90±12.01

2 (16.6)
5 (41.7)
4 (33.4)
1 (8.3)
115.92±72.58

3 (20.0)
5 (33.3)
6 (40.0)
1 (6.7)
123.07±75.93

1 (14.3)
1 (14.3)
2 (28.6)
3 (42.8)
207.86±117.46

3 (30.0)
2 (20.0)
1 (10.0)
4 (40.0)
200.30±160.45

Age (year)

≤30
31~40
41~50
≥51

Total work experience
in dementia-related
organizations
(month)

36~60
61~120
121~240
≥241

Position

Working-level practitioner*
Middle managers†
Executives‡

5 (41.7)
5 (41.7)
2 (16.6)

11 (73.4)
2 (13.3)
2 (13.3)

3 (42.8)
2 (28.6)
2 (28.6)

2 (20.0)
5 (50.0)
3 (30.0)

Job type

Doctor
Nurse
Social worker
Occupational therapist
Clinical psychologist
Care worker
Physical therapist
Others

0 (0.0)
4 (33.3)
5 (41.7)
3 (25.0)
0 (0.0)
0 (0.0)
0 (0.0)
0 (0.0)

1 (6.7)
5 (33.3)
3 (20.0)
4 (26.7)
2 (13.3)
0 (0.0)
0 (0.0)
0 (0.0)

0 (0.0)
3 (42.8)
1 (14.3)
0 (0.0)
0 (0.0)
1 (14.3)
1 (14.3)
1 (14.3)

0 (0.0)
4 (40.0)
4 (40.0)
1 (10.0)
0 (0.0)
0 (0.0)
0 (0.0)
1 (10.0)

*Working-level practitioner: senior staff, junior staff; †Middle managers: head of the team, general affairs manager; ‡Executives: director of the
facility, head of the department, director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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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20차례 모임을
하면서 자료분석의 결과에 대해 동의할 때까지 분석을 반복하

간담회 질문의 대표 내용은 세 가지 연구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1) 치매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였으며, 자료분석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반
복적으로 읽으면서 비교분석하였다.

무엇인지, 2) 현재 치매 관련 교육에서 만족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3) 현재 치매 관련 교육의 개선점은 무엇인

5. 윤리적 고려

지로 구성하였다. 간담회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필요한 세부 질문을 추가로 하였다.

본 연구팀은 연구 계획 시부터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기관, 공립요양병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IRB-

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네 종류의 기관별 간담회를 2019년 9월

2019-0137-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시작 전 연구참여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하루에 두 기관씩 나눠서 S

자에게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고, 간담회 내용의 녹취

시의 모 회의실에서 기관별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간담회의

와 녹취자료의 필사과정, 자료 보관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간은 각 120분씩이었다. 간담회 시작 전 본 연구팀은 연구참

또한, 연구참여로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고 연구 도중 언제

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와 간담회 내용을

든지 참여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녹

녹취하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연

취자료 필사 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연

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치매 관련 근무 특성에 대해 조

구대상자 식별코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일련의

사하였다. 이후 연구책임자가 반구조화 면담으로 간담회를 진

번호를 부여하였다. 녹취파일, 녹취자료, 설문자료 등 모든 연

행하였으며 도입으로 안부인사와 참여자 소개를 하며 아이스

구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 내에서만 작업 및 보관했다.

브레이킹을 시도한 후 본 질문으로 넘어가 참여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대상자들이 한 사람

6. 연구의 질 확보 노력

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제시된 의견에 덧
붙일 의견이 있다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각 간

본 연구팀은 연구의 신빙성과 신뢰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회는 면담시간 동안 나온 의견을 정리하며 종결하였다. 간

삼각검증법, 동료 검토법 전략을 사용하였다[14]. 삼각검증법

담회를 하는 동안 공동 연구원들은 현장 노트를 작성하고 간

에 따라 본 연구팀은 정기적 모임으로 범주생성과 범주명, 주

담회 내용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취하였으며, 간담회 종

제명을 논의하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동료 검토법에 따

료 직후 녹취한 자료를 반복해서 들으며 약 일주일 동안 총 네

라 간담회에 관찰자로 참여하였던 중앙치매센터 연구원 2인

개 기관 A4용지 82페이지 분량의 필사자료를 만들었다.

에게 연구결과를 검토받아 연구결과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본 연구팀은 모든 분석과정과 회의록을 기록에 남겼으며 추후

4. 자료분석
본 연구팀은 전통적 내용분석방법(conventional content
analysis)[12]에 따라 필사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간담회 내

필요시 의견수렴 과정에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용에 친숙해지고 몰입한 후 연구원당 기간별 간담회를 하나씩

본 연구참여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치매전문교육에 포

맡아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선택하여 개방코딩을 시행

함되어야 할 교육내용과 각자의 교육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팀 내 개방코딩 결과를 교차검토하며 코딩명을

치매전문교육과정의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다듬은 후 코딩자료의 의미를 비교하며 유사한 자료끼리 분류

내용을 질적내용분석 한 결과 3개 주제, 8개 범주, 19개 하위범

하여 하위범주, 상위범주를 생성하고 주제를 선정하였다. 범

주가 도출되었다(Table 2).

주와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요구도
와 현행 치매전문교육과정의 문제점, 치매전문교육과정의 발

주제 1. 필요하다고 인지된 교육내용

전방향을 중점으로 개방코딩 자료의 묶음과 펼침을 반복하며
적절한 범주생성과 범주 명명, 주제 도출을 하였다. 자료분석

연구참여자들은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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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Educational Needs of Dementia Workforce by Institution
Contents
Themes

Educational
contents
recognized as
necessary

Categories

Basic contents
for al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A)

Subcategories

Knowledge about
dementia

Regional
dementiarelief center (B)

Long-term
care setting
(C)

Public long-term
care hospital
(D)

․ Coping strategies for symptoms of PWD; Pharmacological and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dementia (A, B, C, D)
․ Dementia-related laws and systems; Community service process after
dementia diagnosis; Projects of public institutions for dementia (A, B)
․ Dementia risk factors; Prevention strategies for dementia (A, D)
․ Geriatric depression; Medication cost for dementia (B)

Attitude needed
․ Attitudes and perspectives to have when caring for PWD (A, B, C, D)
while caring PWD ․ Stress management of dementia workforce in institutions (A)
․ Understanding the family of PWD (B)
Specialized
contents
according to
job type or
duty

Advantages
Characteristics
and
of dementia
disadvantages education
of completed
with high
dementia
satisfaction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dementia
education
with low
satisfaction

Contents required
by job type

․ Medical knowledge of PWD for social worker and physical therapist (A, B, C, D)
․ Utilizing social resources for nurse (A, D)
․ Composition of education contents by basic and advanced level according to job
type (A)
․ Theory and practice in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management for
occupational therapist; Neuropsychological testing for clinical psychologist (B)
․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PWD; System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PWD;
Work processes after dementia diagnosis, which are for cooperative physician (B)
․ Basic knowledge about caring and PWD for 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D)

Contents required
by job duty

․
․
․
․

Strategies of program operation in dementia-relief center (A, B)
Training contents necessary for manager work (C, D)
Program operation for public long-term care hospital (C, D)
Guide for roles and project operations of institutions for dementia; Concept of
copyright and manners for protecting copyright of programs (A)
․ Projects of dementia-relief center; Planning a project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Strategies of education for family of
PWD; Understanding diagnostic tests for PWD (B)
․ Operation and evaluation of various cognitive programs (C)
․ Roles and projects of institutions for dementia, and community resource
linkage; Policies related dementia-relief hospital (D)

Case and skill based ․ Utilization of case-based education and case discussion (C, D)
education for
․ Skill-based training in practical use (D)
improving
practical
applicability
Theory-based
lecture style
education only

․ Difficulty of application in practice due to theory-oriented education (A, B, C, D)

Limited contents
for utilizing in
practice

․ A lot of overlapping contents (A, B, C, D)
․ Lack of contents about community system by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y resource usage, tailored case management in dementia-relief
center, and educational materials of teaching family of PWD (B)
․ Lack of contents about caring PWD living in the facilities; Lack of diversity in
contents for cognitive program (C)
․ Lack of contents about treating BPSD, counseling skills with and approaches to
PWD; Lack of diversity in contents for managers or administrators (D)

Limited access to
education

․ Difficulty participating in offline education due to works and geographic
location (A, B, C, D)
․ Lack of training opportunities for certain job type such as clinical psychologists,
social workers, and nursing assistants (B, D)
․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compared to educational demand (C)

PWD=People with dementia; BPSD=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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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Educational Needs of Dementia Workforce by Institution (Continued)
Contents
Themes

Direc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programs for
employees of
dementiarelated
institutions

Categories

Improvement
of education
contents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A)

Subcategories

Maximizing
case-based
education

Regional
dementiarelief center (B)

Long-term
care setting
(C)

Public long-term
care hospital
(D)

․ Use of various kinds of case-based education (A)
․ Sharing of successful project cases including resource management and case
management (B)
․ Inclusion of various cases of residents in facilities (C)
․ Inclusion of various case studies on coping with BPSD (D)

Reflecting diverse ․ Diverse education contents with minimizing overlaps; Education programs for
managers and by job type (A, B, C, D)
demand for
education content ․ Reflection of recent research trends (A)
․ Updating and renewal of education materials and manuals (B)
․ Contents on non-pharmacological therapy (C)
․ Contents on policies related to dementia-relief hospital (D)
Developing practice ․ Practice of what is necessary when performing practical work (C, D)
education content ․ Clarification in definition and scope of practice for standardized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for practice using actual performing, case discussion,
and method for
and role play rather than simple observation (A)
improving
practical
applicability
Improvement
of education
operation

Improvement
of education
completion
system

Improvement
for instructor
training
specialized in
dementia

Securing the quality ․ Instructors with rich experience in field work required (A, B, C)
․ Reduction of the competency differences among instructors by setting the
of educational
prerequisites (A)
instructors
․ Instructors capable of practical work training required (B)
Effective use of
online education

․ Use of online education as repetitive learning and reference (A, B, C, D)
․ Use of online contents in offline group education (A)

Effective use of
offline education

․ Using offline education as a place to share information and opinions through
case discussions, etc. (A, B, C, D)
․ Using the time of the case conference as an opportunity for education (B)

Improvement of
access to
education

․ Quantitative increase in education opportunities (A, B, C, D)
․ Overcoming restrictions on geographical and temporal accessibility through
online education (A, B, C, D)
․ Developing online platform possible to allow Q & A at any time (C, D)

Establishing a
system of
continuing
education

․
․
․
․

Developing
standardized
step-by-step
curriculum
according to job
type or task

․ Constructing contents considering the level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job
type and career (A, B, C, D)
․ Need for standardized basic education regardless of job type (A, B, C, D)
․ Systematizing with linking among various institutions providing education (A,
C, D)
․ Systematizing the construct of re-education curriculum with enhanced content
(C, D)
․ Clear exemption conditions for education completion (A)
․ Completing intensive basic training course before working for an institution (B)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teaching
competency

․ Specific examples and diverse contents to be used by instructors; Effective
techniques of teaching (A)

Training delivery
instructor by
institution

․ Need for training delivery instructor by institution (A, B, C, D)

Continuing education once a year (A, B, C, D)
Financial and work environmental support for continuing education (B, C, D)
Developing systematic linking by education history management system (A, D)
Education career recognition system required (B, D)

BPSD=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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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기술, 태도를 언급하면서 표준화된 치매전문교육과정에

때문에 다른 것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치매

서 배우고 싶은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밝혔다. 그 교육내용

안심센터 소속 참여자 B-12)

은 직무와 직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직
무와 직종에 특화된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네 기관 소속 참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본적
교육내용 중 인간 중심 케어,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로서 지녀

1)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공통 내용

야 할 윤리의식, 치매 환자의 인권 등과 같은 치매 환자를 돌보

연구참여자들은 ‘치매 관련 지식’과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면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공통으로 다뤄야 하는 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본으로 배워야

용으로 언급되었다. 이 외에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

한다고 하였다. 직종과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치매 환자 증상

과 같은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자세’에 대한 광역치매센터 소

에 약물적, 비약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같은 지식을 기본

속 참여자의 요구와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이해력도 키워

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소속된 기관에 따라 공통

야 한다’는 치매안심센터 소속 참여자의 요구도 있었다.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지한 기초적 교육내용의 세부 주제는 다
소 차이가 있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치매 관련 지식’에 대해
기관 특이적인 의견을 보였다.

치매어르신이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고 그러는데
10년 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아

광역치매센터 소속 참여자들은 치매 관련 지식 중에서도

요. 저도 마찬가지고. … 중략… 10년이 넘으신 선생님들

사회 제도, 자원, 치매 질병 예방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구체적

께 이야기하면 선생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치매로 인해 이

으로 치매 환자 돌봄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보험문제, 치매 환

런 반응을 하는 것을 알지만 그걸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없

자 운전과 관련된 제도, 진단부터 관리까지 전체적인 프로세

어졌나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윤리적인 부분,

스 및 각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치매공공

태도 교육이 들어가야 해요.(장기요양기관 소속 참여자

기관 사업에 대한 내용, 생활 습관 관리와 같은 치매 예방 관련

C-3)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치매안심센터 소속 참여자들도 이와
동일하게 치매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 치매 진단 후의 지역사

2) 직종 또는 직무에 특화된 교육내용

회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진행 과정, 치매

연구참여자들은 소속된 기관의 직무, 즉, 직책이나 직업상

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치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업무[15]와 자신의 직종에 따라 필

매 환자 가족 상담 및 교육 업무를 하는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요한 교육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격증 또는 면허

는 가족들이 많이 질문하는 치매의 약물치료와 치료비용 등을

증의 종류와 기관 종류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이 달라야 하

포함한 치매치료의 세부 내용을 교육받고 싶어 하였다. 치매

며, 직종에 따라 필수로 들어야 하는 내용과 선택적으로 들을

환자를 전적으로 간호하고 돌보는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수 있는 내용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직종별로 요구한

과 공립요양병원 소속 참여자는 다양한 행동심리증상에 대처

교육내용으로 임상심리사를 위한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한 다

하는 방법, 물리치료나 상담할 때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환

른 검사 도구의 활용과 해석에 대한 교육, 작업치료사를 위한

자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 환자와 라포 형성 전략 등 치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 간호사를 위

매 환자 증상에 대처하는 실제 전략 및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한 자원활용 내용, 사회복지사를 위한 치매 환자의 의료 관련

하였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소속 참여자 중 협력의사는 노

내용, 물리치료사를 위한 치매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수행할

인 우울증이 치료되면 인지기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

때 치매 환자의 증상에 대처하고 환자 다루는 데 필요한 내용

있는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치매와 더불어 노인 우울증에

등이 제시되었다.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지정된 의사는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매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 및 사업, 치매 환자 권리보호를 위
한 관련 제도, 치매진단 후의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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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만 하면 인지기능이 좋아지겠다 싶은 분도

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립

있고 치매하고 같이 치료해야겠다 싶은 분들도 있어서.

요양병원 소속 참여자들은 실제 치매 환자와 많이 접하는 간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이해도 반

병인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치매는 신드롬이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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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자격 기준으로 볼 것이냐 기관 기준으로 볼

으로 진행된 교육으로,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교

것이냐 상황이, 교육과정이 달라지거든요. 작업치료사,

육과 사례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직접 실습까지 연계된 교육

사회복지사, 간호사 각 직영에서 배워 왔던 거와 현장에

은 기억에 오래 남고 실무에 적용력도 높다고 하였다. 특히 공

오게 되면 또 다른 영역,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치료사 영

립요양병원 소속 참여자 D-5는 ‘휴머니튜드’ 교육과정에서

역이랑 간호사 영역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 중심 케어 기반인 ‘휴머니튜드’ 치료적 접근법의 방법과

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휴머니튜드’ 접근법의 전후 변화과정 등 구체적인 예시를 함

같은 경우에도 의료 영역이 아닌 사회복지적, 제도적인

께 배웠으며 교육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영역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이게 직영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이냐, 종사자 기관에 따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도 있고.(광역치매센터 소속 참여자 A-2)

2) 만족도 낮은 치매교육의 특징: 한정된 범위의 이론 위주 교
육과 교육 접근성 제한
반면, 현행 치매전문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이론 위주로 진

또한 직무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광역치매센터 소

행되는 것과 한정된 교육내용, 교육의 접근성이 저하된 상황

속 참여자와 치매안심센터 소속 참여자는 공통된 맥락에서 의

이었다. 우선, 현행 치매전문교육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

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업

는 콘텐츠나 실기 실습의 비율이 낮고 이론 위주로 진행된다

무는 주로 정부 정책 수행과 관련한 업무가 높은 비율을 차지

는 것은 모든 참여자가 느낀 문제점이었다.

하기 때문에 기관별 역할 및 사업 안내, 사업 운영 등 치매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희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 중략 … 교육 자체는 너

장기요양기관과 공립요양병원 소속 참여자들도 각 소속된

무 좋았대요. 커리큘럼도 좋고. 문제는, 현장 실무를 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직무에 특화된 교육내용, 즉, 프로그램 운영

나온 간호사들이 굉장히 좋았대요. 직접 와 닿았고, 실전

과 관련된 커리큘럼 구성, 진행기술, 계획서 및 일지 작성 등

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도

을 포함한 실무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있고, 교수님들이 나오는 부분은 너무 이론에 치우쳐있

였다. 이 외에 공립요양병원 소속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통합

고,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요.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곁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내용과 그 정책에 따른 공

들여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해주시더라

립요양병원과 치매 관련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자원연계 방

고요.(장기요양기관 소속참여자 C-7)

법과 같은 치매안심요양병원과 관련된 국가정책 내용과 업무
수행 전략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중

교육마다 내용이 많이 중복되며 내용도 한정적이라는 점에

관리자 직급 참여자들은 소속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있어 교육 콘텐츠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

교육과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교육받

어, 치매안심센터 소속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제도나 지역사회

기를 원했으며, 추가로 ‘직원들의 안전, 업무 환경, 근로 복지

자원 활용 방법,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치매 환자 가족을 교

등 인력관리 교육’, ‘행정, 재무, 회계 등 행정업무’와 ‘사업의

육할 때 활용할 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기획, 예산 설계, 사업 집행 등 사업 운영 교육’이 필요하다고

소속 참여자들은 인지 프로그램 내용, 재가에서 지내는 치매

하였다.

환자 돌봄 교육내용에 비해 시설에 입소한 치매 환자 돌봄 교
육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공립요양병원 소속

주제 2. 이수한 치매 교육의 장, 단점

참여자들은 행동심리증상 대처에 대한 내용, 환자와 상담하고
대화하는 기법에 대한 내용과 관리자를 위한 교육내용이 부족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만족도가 높은 치매전문교육과 만
족도가 낮은 교육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현행 치매전문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 ‘계속 같은 교육이 반복되는 느낌이다’라고 하였다.
교육의 접근성 저하는 특정 지역이나 직종, 소속기관에 따
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대도시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근무하는 참여자들은 오프라인 교육

1) 만족도 높은 치매교육의 특징: 사례중심 교육과 실습연계

을 듣기 위해 소속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연구참여자들이 만족한 치매전문교육은 사례와 실기 중심

근무 대신 교육을 들으러 갈 시간과 대체 인력을 마련하기 어

Vol. 23 No. 2, 2021

147

정수아·송준아·천홍진 등

렵다고 하였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를 대상으로 한

또한 모든 참여자는 상기 제시한 필요하다고 인지한 내용

교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만 이수가 인정

이 반영되어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실무 현장에서 교육

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교육은 공급량이 수요량에 미

의 필요성을 느끼는 콘텐츠로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치지 못해 교육의 기회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였다. 공립요양

지속적인 교육내용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력관

병원 소속 참여자 또한 중앙치매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주

리, 사업의 기획과 관리, 예산 관리와 집행 등 관리자를 대상으

관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싶지만 교육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로 하는 교육과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직군

수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근무 소속기관에 따라 교육이수가

별로 필요한 교육이 더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

인정되는 교육 주관기관이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이었다. 이 외의 의견으로 광역치매센터 소속 참여자의 연구
동향을 반영한 교육내용의 업데이트를 희망한 의견, 치매안심

주제 3. 치매전문교육의 개선방향

센터 소속 참여자의 교육자료 업데이트와 매뉴얼 개선의견 등
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의 교육요구와 현행 치매전문교육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치매전문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병원에 와보니까 너무 취약하

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바를 교육내용과 교육운영, 교육이

더라고요. … 중략 … 문제점이 뭐고 현황은 어떻게 되고

수 체계, 치매전문 강사양성 측면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걸 기대 효과는 뭐다 이런 식으로 문서 기획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거가 안 되더라고요. … 중략 … 그래서

1) 교육내용의 개선: 실무적용력 향상을 위한 사례중심 이론

지금 아까 중앙관리자에서 행정이라든가 예산 관리 그리

교육 및 실습 콘텐츠 개발

고 예산 그런 거 하는 게 지금 공공보건의료사업 때문에

교육내용 측면에서의 개선 사항으로는 이론 위주의 교육

꼭 필요해요.(공립요양병원 소속 참여자 D-9)

대신 실무에 적용하기 용이한 사례중심 이론교육과 다양한 교
육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의 구성, 실무적용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의 내용과 방법 개선이 있었다.

한편, 현행 실습교육의 실무적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
육 콘텐츠와 교육방법에 대해 여러 의견도 제시되었다. 실습

우선, 모든 기관 소속 참여자들은 사례중심 교육에 대한 요

교육의 실무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로는 실제로 치매

구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치매안심센터별 자원관

환자를 대하는 방법, 환자에게 처치를 제공하는 방법, 프로그

리와 사례관리 등 성공적인 사업 사례, 재가, 주간보호시설, 방

램 진행 시 일지 작성방법 등 실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문요양시설 등 각기 다양한 장기요양기관별 치매 환자 증상에

업무 관련 교육내용을 원하였고, 실무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대처하는 사례,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 등 사례중

실습 교육방법으로 단순 관찰보다는 ‘직접 경험해보기’와 ‘실

심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소속

습 후의 케이스 스터디’로 구성되어야 하며 ‘롤플레이(Role

참여자는 사례기반 교육이더라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

play)’나 ‘사례토의’ 등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방법도 이

을 활용하며 다양한 매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용되길 희망하였다. 하지만 치매전문교육의 실습교육 체계구
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직종과 기관별 교육대상자에

국립요양병원은 … 중략 …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
는 것들은 … 중략 … case by case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

게 필요한 실습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를 해야 할지 그거가 사례가 많을수록 그걸 응용할 수 있
는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교육은 다 이론

2) 교육운영의 개선: 교육강사의 질 확보, 온 ․ 오프라인 교육의

적으로... 원칙 1, 2, 3 이렇게 계속 그건 다 알아요. … 중

적절한 활용, 교육에의 접근성 향상

략 … 우리가 실무에서 그걸 하는 부분을 진짜 사례를 어

교육운영의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으로 경험이 풍부한 교육

떻게 나쁜 사례는 어떻고 좋은 사례는 어떤지 이렇게 보

강사의 구성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여준다면 책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동영상이나 이런 부

활용, 교육의 기본적 접근성 향상이 제시되었다.

분들이.(공립요양병원 소속 참여자 D-10)

모든 기관 소속의 참여자들은 치매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강
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실제 업무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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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강의 도중에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제시할 수 있고

케이스에 대해 퀴즈형식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

교육대상자의 질문에도 현장의 판단력으로 능숙하게 대처할

는 게 어떨까 하는데 거기엔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내용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 중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자원 제도에 관한 내용, 복지 사각

인 강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사들이 일정

지대에 관한 내용,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강사들 간의 역량 차이를 최소화해야

방법이라든지 정답이 없을지라도 그에 대한 토의가 진행

교육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공통으로 제공하여 치매전

된다면 여러 많은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었으면….(치

문교육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매안심센터 소속 참여자 B-2)

강사를 하시려면 현장에서 최소 몇 년 이상이셨던 분

교육의 기본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

이 이 강사교육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왜냐면 안심센터

었다. 우선, 교육 수강 인원 증가, 개설되는 교육 수 증가, 교육

에서 일을 안 해본 분이 이 교육을 듣고 안심센터 종사자

참여 시간 확보, 소속기관 제한 없이 교육 이수 가능 등으로 교

를 교육했을 때, 예를 들어 간호사 직군이 선별 검진과 관

육기회를 양적으로 늘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시되

련된 교육을 듣고 강사가 돼서…. 이 사람이 실제로 많은

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이수의 지리적, 시간적으로 제한된

케이스의 선별 검진을 해보지 않았으면 종사자들한테 제

접근성을 극복할 방법이며 모든 기관의 소속 참여자들은 본인

대로 교육을 못 할 것 같고. 본인은 단순한 선별 검진을 하

의 여건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오프라

더라도 어떤 대상자에 따라 해석도 다르고 검사를 하는

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병행을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장

사람에 따라 보더라인(border line) 경계도 평가자에 따

기요양기관 소속 참여자 C-5는 ‘궁금할 때 언제든지 질문할

라 많이 좌우되는데 경험이 없는 분이 얼마나 제대로 된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온라인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교육

교육을 할 수 있을까. … 중략 … 강사 자격은 제한이 필요

의 제한된 접근성을 해결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궁금증과 의

할 것 같아요.(광역치매센터 소속 참여자 A-3)

문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각자의 근무 환경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호
하는 교육방법이 다르므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활

3) 교육이수 체계의 개선: 지속 교육의 체계구축, 직종 ․ 직무에

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언

따른 단계별 표준 교육과정 개발

제든지 필요할 때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반

연구참여자들 모두 ‘한 번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듣고

복학습이나 보조 교육방법으로써, 또는 집합교육 시 활용할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해야 한다’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오프라인 교육은 정보 흡수력이 더 높

인 치매전문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의 반복 주기는

아서 효과적이며, 특히 사례토의나 아이디어 및 경험 공유도

대부분 1년(연 1회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함께 곁들이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치매 환자마다 증상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교육이 가능한

다양하고 대상자가 처한 문제상황도 복합적이어서 치매 환자

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업무량과 근

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무 일정 조정, 교육비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재교육 참여를

운영에서 성공적인 사례나, 지역특성을 살린 사례관리 사례,

위한 다양한 지원과 동기부여를 위한 자격증 발급이나 해당

치매 환자 증상별 사례 등을 주제로 서로 논의하며 의견을 교

분야 보수교육과의 이수연계, 시험 등을 통한 교육경력 인정

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

체계가 필요하다.

편,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활동하는 참여자는 실제로 치

교육과정은 종사자의 직종과 직무, 경력을 고려하여 수준

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이 실적과 과다한 업무양으로 치매안심

에 따라 다른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교

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과정에서 사례회의 시간을 적극적으

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과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례회의 시간이 실무자에게 업

고 하였다. 예를 들어 신규직원을 위한 근무 발령 전 집중 기본

무와 교육이 어우러진 오프라인 교육의 한 방편으로써 활용할

교육과정, 경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화된 교육내용으로 구성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된 교육과정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다양한 치매 유
관기관과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치매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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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교육도 기관 종류마다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

논

의

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육이수의 특정
면제조건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가 필요치 않다고 동의하였

본 연구결과에서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면 누구나 기본적으

으나, 면제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면 단순히 치매 관련 임상, 연

로 배워야 할 교육내용은 치매 관련 지식과 돌봄 태도였으며,

구 경력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면제조건을

특히 치매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않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이수경력을 바탕으로 치매 관련기관

내용을 치매전문교육 표준 교육과정에 적극적이면서도 지속

종사자의 교육이력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치매 관련

하였다.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종사자들에게 특별히 더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또 더불어서 교육 자체를 잘 듣게 하려면 약간의 bene-

제시된 바와 일맥상통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치매전문교

fit 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 중략 … 단계

육과정에서는 일부 직무에 한하여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

단계별로 수료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교육 다음의

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정책과 기관 특성에 따른 구

것을 받게 되었을 때 교육이나 자격의 것을 고려해주었으

체적인 환자 돌봄 업무를 교육하고 있다[11]. 우리나라도 광

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보수교육이 따로 있다 보니까 선

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기관, 공립요양병원에

생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치매 현

서 종사자의 역할과 업무가 서로 차별화되어있기 때문에

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치매 관련해서는 마음껏 혹은 집중

[16-18],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치매전문교육과정을 설계할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재육성,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교재

요.(치매안심센터 소속 참여자 B-14)

나 교구 개발을 위해 직무분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19] 추후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4) 치매전문 강사양성을 위한 개선: 강사 교수역량 향상 프로그램

더욱 적합하고 타당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기관별 전달 교육자 양성

각 직군의 치매 종사자가 실제 다양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

치매전문교육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관련해서

는 직무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는 주로 광역치매센터 소속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직군별 종사자의 실무영역에서의 중요도 ․ 실행도 분석

광역치매센터 소속 참여자는 교육 강사들이 강사 지침서가 주

(Importance Practice Analysis, IPA)[20] 등을 통해 현장과 종

어져도 강의 진행 시 어려움이 많아서 교수법이나 강의 전달

사자에게 보다 맞춤형 교육 구성이 가능할 것이며, 더불어 교육

법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강사들은 강

내용에 타 직종 업무 이해를 추가하여 다양한 직종이 협업하여

의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와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

제공하는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여러 콘텐츠도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은 기

한편, 참여자들이 직종과 각 소속기관의 업무에 따라 요구

관마다 전문강사를 두고 그들이 소속된 기관 종사자들을 교육

하는 교육내용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내 치매전문교육 표준

할 수 있다면 기관의 여건에 따라 종사자의 요구에 맞추어 교

화 과정에서 지향하여야 할 의견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육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수 있다. 첫째, 치매전문교육의 체계성 구축이다. 즉, 교육내용
이 중복되지 않게 대상자의 직종과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난

기관별 전달 강사가 생기면 업무의 부담이 훨씬 줄어

이도를 차별화하여 교육내용을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들게 되는 거죠. … 중략 … 원하면 주말에 하고, 주말이

연구대상자들은 교육주체 기관에 따라 타 기관에서의 교육이

안 되면 어르신들 집에 가신 후에 하루에 1~2시간만 꾸준

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개선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현

히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 기관에서 강사를 하

행 국내 치매전문교육이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국민

고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건강보험공단, 대한간호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면서

고 생각해요.(장기요양기관 소속 참여자 C-4)

교육의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비체계성이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11]과 일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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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바, 이러한 치매전문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필요

험공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유관 협회나 학회에서 독거

가 있다. 일본의 치매전문교육 중 ‘인지증케어전문사교육’은

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간호

해당 자격 취득 후에 자격증 갱신조건으로 인지증케어학회 활

조무사, 간호사, 치위생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

동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유지 및 신장을 유도하였다

사, 임상심리사, 의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치매전문교육은

[11]. 나아가, 체계성 구축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론교육 약 480시간, 실무현장을 방문한 실무실습교육 약 35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시간, 사례토의나 역할극, 소프트웨어 활용, 동영상 시청, 현장

이러한 체계는 미국과 영국의 치매전문교육에서 확인할 수

방문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은 교육 프로그램마다 다양하나 약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자신의 업무내용, 경력이나 능력에 맞

120시간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이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되었

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치매전문교육 이수로 취업, 경력개

고 실제 실무실습을 통한 학습 시간은 부족하였다[11]. 여러

발, 강사자격 취득, 진급 등이 가능하다[11]. 국내 치매전문교

연구에서 사례기반학습은 교육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과 비

육도 직종과 직무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을 정확하게 분석

판적 사고성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지식, 직업의식 등을 향

하고 난이도를 구별하여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표준 교육과정

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25-27] 실

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

제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기반으로 치매 관련기관 종사자를

여하여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방법도 반영되어

교육한다면 학습자들의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야 한다.

이는 나아가 교육의 실무적용력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

둘째, 교육 제공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 접근기회 확대

로 사료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다. 교육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대상

운영할 때 체험학습, 실험실습, 토의토론, 발표수업, 영화활용

자의 교육 이수가 가능한 시간적, 공간적 여건을 함께 조성해야

수업, 협동학습 등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활용한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근무 지역이나 직종,

다면 교육의 흥미를 더하고 교육대상자의 학습몰입을 촉진할

소속기관의 종류에 따라 이수 가능한 교육의 기회에 차이가 있

수 있으므로[28]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고 하였는데, 해결방안으로 교육 제공 기회의 양적 확대, 온

한편, 실습교육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활용하여 수업

라인 교육의 적절한 활용, 수시 접근 가능한 Q & A 온라인 플랫

하면 학습만족도, 학습몰입, 수업의 질, 실습 수행능력에 더 효

폼 활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교육대상자의 학습유형에 따라 선

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29]. 따라서, 실습교육을 운영할 시

호하는 수업방법에 차이가 있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직접 실습해보는 교육 커리큘럼을 충분히 구성하기 어려운 상

소가 다양하기 때문에[21,22], 치매전문교육과정에서 온라인

황이라면, 사례토의나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 등 교육대상자들

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적절히 병행하여 교육대상자들이 개

의 간접적인 실습경험을 증가시킬 교육방법의 활용을 적극 검

인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토할 필요가 있다.

겠다. 또한, 최근 교육대상자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온라인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매전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

교수자와 학습자간, 또는 학습자들간의 소통과 지식공유를 활

수한 자질의 강사진을 확보하고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성화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즉각적으로

필수적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구성

제공해주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듯이[23,24], 온라인 플랫폼과

이 필요하며 강사들에게도 효과적인 교수법을 교육해야 하고

같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이들의

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필요하다고 하였

즉각적인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기회에

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강사의 교수기법과 체계적인 강사의

의 접근성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 및 수업계획으로 교육의 만족도를 느낀다는 보고도

셋째, 교육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의 질 향상뿐

있다[30]. 미국과 일본에서는 치매전문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만 아니라 교육방법의 변화, 우수한 자질을 갖춘 강사진 구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 전략, 지도방식, 교육자료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현행 치매전문교육 내

의 제작 및 개발, 해당 지역 및 시설의 제도나 규정 등을 교육내

용이 이론 위주로 구성되어있고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고 지적

용으로 제공하고 있다[11]. 따라서, 우리나라도 치매전문교육

하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의 지속적인 업

표준 교육과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강사양성 체계

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2019년 기준 국내 중앙치

구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매센터, 광역치매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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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기관, 공
립요양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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