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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교육 후 어떤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 ‘교육목표와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구성된 교육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위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시설과 환경은 

어떠해야할지?’ ‘ 교육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특히 학습

자가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이 어떠한지 고려하고 교육방법과 프로토콜, 가이드북과 같은 교육자료 형태

가 무엇인지를 선정합니다. 

<전문가 컬럼>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 감염병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고려할 것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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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는지, 교육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감염병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도 교수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학습효과는 낮아집니다. 교수자는 교수역량

(teaching competency), 수업 조직역량(organizing competency), 수업 관리역량(managing competency)이 필요합니다. 이

러한 역량이 준비된 교육으로 학습자는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Doing’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자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감염병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일에 밀려서 행사 치르듯이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제

한된 시간·인적·물적 자원 내에서 시행해야 하다 보니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평가와 피드백 없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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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이다!!!

교육프로그램의 질은 교수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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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교수자는 ‘무엇을 가르칠까’하고 내용부터 우선 구성하지만, 학습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게 될까’ 궁금해 합니다. 잘 이해한 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교육내용을 먼저 구성하다보면 짜깁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학습자는 교육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힘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어떤 일이 터지거나 잘못되면 교육

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일회성 막음을 하고

자 했을 때, 또는 간과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발생해왔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와 대응교육에 관한 

단·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은 충

분히 기회비용을 지불할만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은 것에 우선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