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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seeks to assess the educational needs pertaining to staff competency for alcohol prevention 
services in the workplace. Methods: The subjects were staff in charge of alcohol prevention services in four 
organizations. A questionnaire was modified pursuant to the IC & RC (International Certification & Reciprocity 
Consortium) Certified Prevention Specialist role delineati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ive domains with 
27 items. Data were collected via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October to November of 2009. 400 
questionnaires were mailed and 144(36.0%) were return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with SPSS/WIN 15.0. Results: Overall mean scores for the importance levels of 
competency ratings were 3.79, while the performance levels of the competency were 2.13 and Borich's need 
results were 6.32. Public Health and Mental Health Center showed the highest degree of educational needs in 
terms of education & program development (p=.022). Conclusion: The perceived importance levels pertaining 
to staff competency for alcohol prevention services in the workplace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urrent 
performance levels. Staff working for alcohol prevention services in the workplace showed a different level of 
educational need as regards these competency levels according to service providers. To promote the effective-
ness of alcohol prevention services in the workplace,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to meet the 
needs of the service provider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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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서 그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알

코올 문제 예방에 대한 대책과 예방 프로그램도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알코올 서비스 향

상을 위한 인력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 실시 계획도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보건복지부, 2006), 알코올 사업 

기술지원단에서 수립한 사업장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프

로그램 개발 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 윤 

등, 2009). 

사업장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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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사업장 대상의 알코올 남용 등 건강 예방 활동이 점

진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다(김영임, 김현숙, 김숙영, 

최은숙, 2008; WHO, 2008). 사업장의 알코올 문제는 근로

자 개인의 조기 사망이나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업무 집중력 저하와 잦은 결근으로 사업장의 생산성을 저

하시키고 산업 안전 문제를 유발한다. 사업장 절주 프로그

램은 문제 음주 행동 및 음주문화 개선에 효과적이며(김금

이, 2007; 조은선, 2007),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폐해

를 예방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절주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지적 환경 

구축이 모든 사례에 포함되나 그 조직적 접근이 미약하고, 

생활양식 변화도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행위 변화에 도움

을 주지 못하는 음주 실태 조사와 면담 형태로 진행된 한계

가 있다(김영임 등, 2008). 사업장 절주 사업은 알코올 문제

가 있는 대상자 및 조직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증진하도록 

잠재적인 문제를 찾고 체계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여 알코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강경화, 2010), 절주 사업의 성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기

술을 가진 전문 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 고시 제 2010-35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

증진활동 지침]을 보면 보건관리자 외에 근로자의 건강증

진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로 명시하면서 절주 

사업에 대한 활동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사

업장 대상의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에서 제

시한 ‘약물 없는 사업장’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

독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중독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직

장인 지원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영국은 사업장

의 음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치주에서 약물 실행 

팀(Drug Action Team)을 구성하고 사업장 직원의 알코올 

문제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교육,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알

코올 규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음주문제가 있는 직장

인의 치료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문 인력에 의해 제공

되고 있다(강경화, 장은화, 2010). 

현재 사업장 절주 사업을 위하여 보건소 공무원의 건강

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과 대한보건협회의 절주지도자 

교육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의 보건관리자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

이 이론식 교육과 알코올에 대한 제한된 내용으로 현장에

서 알코올 문제 감소를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절주사업은 자원 부족 특히 준

비된 인력의 부족으로 미진한데, 절주사업의 확산을 위해

서는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련된 활동을 서로 협

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은 중요하다

(김광기,1999). 특히, 정기적인 상담과 과음의 인체에 대한 

영향 교육이 근로자 절주 동기와 습관 형성의 주요 요인이

므로 절주사업 담당자 및 건강 전문 인력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김혜련, 류지수, 2006; 안

진숙 등, 2000; Durfee, Warren, & Sdao-Jarvie, 1994).

사업장 알코올 문제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음주 폐해 예방 활동

과 시스템 구축 노력, 상담과 교육 등의 조정 활동을 원활하

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장 절주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과 수행 역량을 기초로 그들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상황적인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

며 궁극적으로 사업장 절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요구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바램으로 설명되는데, 교

육학에서는 바라는 기준과 실제 기준 사이의 차이나 부족

함의 인지로 설명된다(Monette, 1977). Borich (1980)의 

욕구 평가 모델(Needs Assessment Model)은 요구되는 능

력 수준과 현재 능력 수준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 모

형은 각 사례마다 차이가 합산되기 때문에 결과 값의 범위

가 넓어져 변별력이 용이한 장점으로 교육학 뿐 아니라 다

양한 학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주현준, 2008; 황은정, 

2011).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장 절주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절주사업에 관하여 중요하게 인지하는 수준인 중요도와 현

재 수행 수준인 수행빈도를 조사하여 사업 역량에 대한 교

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

용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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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절주사업을 위한 인력의 특성과 역량 수준을 확

인한다.

근무기관별(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

업장 및 대행 기관) 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업장 절주사업 담당자가 사업장 절주사업에

서 중요하게 인지하는 중요도와 현재 수행하는 빈도를 조

사한 후 Borich 욕구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은 2009년 9월 현재 절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30개 알코올상담센터, 146개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

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 지역 보건소 123개소 및 사

업장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101개 등에 소속된 사업장 절주 

담당자 400명이었다. 대상자 특성은 근무기관별로 구분하

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

센터, 지역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담당자이고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 기관은 병원 부

설 산업의학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및 한국산업간호협회 

산하의 교육센터의 교육 담당자이었다. 또한, 사업장은 한

국산업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 

지부와 지회 회원인 보건관리자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2009년 10월 5일 기관장 명의의 협

조 공문과 안내문 및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문항지, 반송 우

편 등을 해당 기관의 사업장 절주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우편물에 설문지를 받고 3주 내 회신해 줄 것

을 요청하였으나 회수율이 낮아 2009년 11월 25일까지 기

간을 연장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

지는 총 144부(33.6%)이었으나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5부

를 제외한 1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 문항은 IC & RC (Internatio-

nal Certification & Reciprocity Consortium)의 공인 예방

전문가의 역할 기술(Certified Prevention Specialist role 

delineation)을 참고하였다(IC & RC, 1999). IC & RC의 공

인 예방전문가 역할은 5범주 30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진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유사하거나 중복

되는 문항은 항목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문항으로 통합하고 

지역사회(community)라는 용어를 사업장으로 수정하여 

‘사업장 절주 사업 핵심 역량’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알코올 예방 사업과 도구 개발의 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 및 의사 7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중독 관련 전

문가와 산업의학 전문의, 산업 전문간호사 등 사업장 건강

증진 전문가 6인으로부터 문항의 번역 과정과 한글화한 도

구에 대한 내용을 자문 검토 받아 최종 문항을 5개 범주, 27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업장 절주사업 

핵심 역량의 5개 범주를 사업장 조직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 및 책임, 정책 및 옹호, 기획 및 평가로 구성

하였다. 범주별 각 문항은 대상자가 인지하는 중요도 응답 

수준을 중요하지 않음, 덜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아

주 매우 중요함의 5점 척도로 분류하였고, 현재 수행 수준은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연 1~5회), 가끔(연 6~11

회), 자주(연 12~24회), 항상(연 25회 이상)의 5점으로 구성

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로 측정하였으며, 중요도의 신뢰도는 전체 .96, 사업장 

조직화 .82,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89, 전문 지식 및 책

임 .89, 정책 및 옹호 .89, 기획 및 평가가 .95로 측정되었다. 

수행빈도의 신뢰도는 전체 .98, 사업장 조직화 .91,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93, 전문 지식 및 책임 .93으로 나타났으

며, 정책 및 옹호는 .95, 기획 및 평가 .98로 측정되었다.

교육 요구도는 각 대상자마다 중요도와 수행 수준의 차

이를 모두 합산한 값과 각 항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가 생

각하는 중요도 점수의 평균값을 곱한 다음 전체 대상자수

로 나눈 값으로 중요도의 점수가 크고 수행 수준의 점수가 

적을수록 교육 요구도가 높게 측정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근무 기관(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장 및 대행기관)에 따른 교육요구도 차이를 One 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 method로 사후 검증하였다. 

또한 Borich 욕구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교육 요구도를 산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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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분류 n (%) M±SD 범위

연령 (년) 37.99±8.06 24~61

성별  남성

 여성

15

124

(10.8)

(89.2)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석사 이상

4

35

58

42

(2.9)

(25.2)

(41.7)

(30.2)

근무경력  24개월 미만

 25개월 ~ 60개월

 61개월 ~ 120개월

 121개월 이상

27

29

38

45

(19.4)

(20.9)

(27.3)

(32.4)

총 근무경력 (개월) 109.40±89.15 1~360

근무 직종  보건소 공무원

 정신 보건 전문요원

 비정신 보건 전문요원

 보건관리자 등

53

43

12

31

(38.1)

(30.9)

(10.8)

(20.1)

근무 기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장 및 대행기관

53

41

23

31

(38.1)

(24.5)

(15.1)

(22.3)

 프로그램 실행 여부  있음

 없음

78

61

(56.1)

(43.9)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38세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124명(89.2%)으로 높았고 교

육 수준은 4년제 대졸 이상이 90명(71.9%)이었다. 총 근무

경력은 평균 9년 이상으로 24개월 미만이 27명(19.4%)으

로 가장 낮았고 121개월 이상(32.4%)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무 직종과 근무기관에서는 보건소 종사 공무원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중 정신

보건전문요원과 비정신보건요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주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한 경험 여

부에서 있음이 78명(56.1%)으로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2. 대상자가 인지하는 중요도, 빈도, 교육 요구도 

대상자가 인지하는 중요도 역량의 평균 점수는 3.79± 

0.63), 빈도는 2.13±0.84, 교육 요구도는 6.32±3.68이었

고 가장 높은 교육 요구도를 보인 범주는 정책 및 옹호로 나

타났다(표 2). 

각 역량별 순위는 표 3과 같다. 중요도는 1순위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2순위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3순위는 

핵심 인력과 관계 형성이었다. 수행 빈도는 1순위가 예방 

정보 제공, 2순위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3순위는 예방 지

식 습득으로 나타났다. 교육 요구도의 1순위는 교육 및 프

로그램 개발, 2순위 의사 결정권자 지지 획득, 3순위는 정

책 옹호 활동이었다. 

3. 근무 기관별 교육 요구도

교육 요구도는 정신보건센터, 사업장과 대행기관, 보건

소, 알코올 상담 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관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범주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s method로 사후 검정한 결과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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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가 인지하는 중요도, 수행빈도, 교육 요구도

범주 항목
요구도 중요도 빈도

M±SD M±SD M±SD

전체 6.32±3.68 3.79±0.63 2.13±0.84

사업장 조직화 종사자 특성 및 가치관 분석

핵심인력과 관계 형성

욕구 충족 자원 발굴

지역사회 사업 지원

사업장 능력 향상

합계

6.06±4.40

6.77±4.85

6.32±4.40

5.91±4.52

6.29±4.97

6.27±3.86

3.66±0.88

3.92±0.88

3.85±0.82

3.72±0.87

3.75±0.90

3.78±0.66

2.01±0.90

2.19±0.06

2.21±0.03

2.13±0.98

2.07±1.05

2.12±0.86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교육 자료 개발

홍보 매체 개발

예방 정보 제공

합계

7.70±5.22

6.29±4.94

6.95±4.80

6.12±4.80

5.62±4.76

6.52±4.31

4.13±0.87

3.99±0.83

3.91±0.89

3.78±0.87

3.87±0.94

3.94±0.74

2.27±1.10

2.41±1.10

2.13±1.13

2.16±1.07

2.42±1.14

2.28±0.97

전문 지식 및 책임 예방 지식 습득

네트워킹 교류

업무 기술 습득

업무 역량 개발

합계

5.76±4.31

5.21±4.34

6.04±5.01

6.06±4.65

5.77±4.10

3.83±0.86

3.73±0.88

3.80±0.93

3.83±0.88

3.80±0.77

2.33±1.10

2.33±1.07

2.21±1.12

2.25±1.06

2.28±0.98

정책 및 옹호 규정과 규범 확인

규정 제안

의사결정권자 지지 획득

정책 옹호 활동

언론매체와 관계 형성

합계

6.17±4.46

6.72±4.77

7.33±5.44

7.25±4.78

6.30±4.58

6.75±4.33

3.65±0.89

3.68±0.90

3.86±0.96

3.76±0.87

3.62±0.89

3.72±0.76

1.96±1.07

1.85±1.03

1.96±1.02

1.83±0.94

1.88±0.96

1.90±0.91

기획 및 평가 사업장 요구 사정 및 평가

우선순위 입각한 계획 수립

욕구 충족 프로그램 선택

근거기반 프로그램 기획

평가 문항과 방법 습득

효과 평가 활동 수행

사업 결과물 작성

프로그램 재기획

합계

6.44±4.94

6.39±4.75

6.84±4.93

6.49±4.80

5.56±4.27

5.96±4.44

5.70±4.44

6.96±4.54

6.29±4.13

3.81±0.88

3.81±0.91

3.88±0.93

3.73±0.96

3.58±0.85

3.65±0.87

3.65±0.88

3.81±0.87

3.74±0.76

2.12±1.06

2.14±1.07

2.12±1.07

1.99±1.04

2.03±1.03

2.02±1.03

2.09±1.08

1.99±1.01

2.13±0.84

표 3. 각 역량별 순위

순위 요구도 중요도 빈도

1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예방 정보 제공

2 의사결정권자 지지 획득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3 정책 옹호 활동 핵심 인력과 관계 형성 예방 지식 습득

4  프로그램 재기획 교육 자료 개발 네트워킹 교류

5 교육 자료 개발 욕구 충족 프로그램 선택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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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근무 기관별 교육 요구도 

항목
보건소

정신보건
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사업장/
대행기관 F p Scheffe ́

M±SD M±SD M±SD M±SD

총계 6.10±4.09 7.36±3.65 5.10±3.12 6.39±3.13 1.76 .157

사업장 조직화 합계 6.02±4.34 6.87±3.82 5.33±3.57 6.66±3.14 0.87 .459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합계 6.23±4.45 8.52±3.83a 4.68±3.77b 6.07±4.29 4.16 .007 a>b

전문지식 및 책임 합계 5.66±4.22 7.01±4.52 4.57±3.19 5.39±3.76 1.77 .155

정책 및 옹호 합계 6.67±5.01 7.19±3.47 6.19±4.19 6.78±3.91 0.24 .872

기획 및 평가 합계 5.90±4.48 7.22±4.16 4.68±3.20 7.03±3.77 2.19 .092

a, b: Scheffe's test (mean with the other letter significantly different).

논    의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의 절주사업 확산을 위하여 대상 

인력의 절주사업 교육 요구도를 Borich 욕구 평가 모델로 

살펴보았다. Borich 욕구 평가 모델은 대상자가 스스로 인

지하는 요구되는 능력 수준인 중요도와 현재 능력 수준인 

수행 빈도를 조사하여 Borich의 수식을 적용하여 교육 요

구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요구되는 능력수준’ 점수가 높

을수록 ‘현재 능력수준’ 점수가 낮을수록 교육 요구도 값의 

차이를 보여 교육 요구 평가 연구에서 활용하기 좋은 장점

이 있다(Borich, 1980). 

사업장에서의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개인의 건강상의 문

제와 사업장 안전사고 및 생산성 손실 등의 복합적인 문제

를 수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북미 지역에서는 1930년

대부터 사업장 내 알코올 중독 근로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업무 성과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져 왔다(강경화, 장은화, 2010). 

다른 사회적 문제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알코올 문제는 아

직까지 국가 및 사회의 관심이 미약하고, 정신건강전문가

들 역시 알코올 문제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러한 분야의 전

문적 수련과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도 소수인 실정이다

(윤명숙, 2007). 국내 절주 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주

요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의 음주와 건강, 

절주 방법의 개인적 접근이며, 대한보건협회의 절주 강사

는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접근, 알코올의 영향, 

직장인 음주 특성과 음주문제 선별 검사법 및 문제 음주자 

관리체계로 이루어졌고 보건소 공무원은 건강증진사업 운

영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업장 절주사업에서 교육 및 프로

그램 개발 및 실행, 핵심 인력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수행 빈도 역량은 예방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예방 지식 습득 항목에서 높

았으나, 연 11회 이하로 수행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교육 요구도 역량에서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의사 

결정권자 지지 획득, 정책 옹호 활동 항목이 가장 높았다. 

실제 1차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동의와 공감을 이

끌어내는 것으로, 정책 옹호 활동의 높은 교육 요구도는 사

업장에서의 사업 성공 전략이 사업주 인식 변화 유도, 지침 

이상의 서비스 제공,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유지라고 한 것은 

절주사업 수행에서도 사업장을 지지적 환경으로 변화시키

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한영란, 김수근, 하은희, 

2002; 김혜련, 류지수, 2007)를 반영하는 것이다. 향후 우

리나라에서도 사업장 절주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할 때 문제성 음주자의 변화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역량 강화 훈련의 제공 뿐 아니

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핵심 구성원의 동의와 공감을 얻

어 절주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화 역량과 외국에서 중요하

게 생각하는 규정 개발 및 의사 결정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옹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사업장 절주 사업을 자주(연 12회 이

상)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건소와 사업장 및 대행 기

관은 가끔(연 6회 이상), 정신보건센터는 거의 하지 않음이

라는 결과를 보였다.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절주사업을 자주 

수행하는 결과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지역주민 대상의 알코

올 중독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이 사례관리와 서비스 

영역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용표(2004)와 일치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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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주요 업무가 주로 집단 보건교

육, 건강 상담 및 개별 교육, 건강증진 업무로(한영란, 김수

근, 하은희, 2002), 알코올 상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절주

사업의 주요 업무는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는 상담 및 교육

으로 음주 행태 개선을 위한 행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제

공하는 것으로 알코올 상담센터가 알코올 2차 ․ 3차 예방 사

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업장 절

주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장 및 대행 기관의 보건관

리자가 실제 근로자의 음주 행위에 주요 영향을 주는 상담 

및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특히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도 

알코올 중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대상자

는 알코올 상담 센터나 중독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중독 전문

의 및 정신보건센터로 의뢰되는 서비스 체계가 제공되도록 

시스템 개발과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근무기관별 교육 요구도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매체 개발, 예방 정보 제공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절주 사업 수행 경험 여부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 요구도 역량

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정신보건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2011)에 건전음주사업이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정신보건센터로 사업장에서 교육 지원 등의 

요청이 있으나 알코올 문제라는 특수성이 다른 정신질환과 

차별화되어 담당자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향후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전

수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장 절주사업의 필요성 인지와 사

업 수행을 위한 교육 요구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표본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

한점이 있다. 사업장을 제외한 기관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자 시도하였으나 보건소는 43.1%, 정신보건센터 28.1%, 

알코올상담센터 76.7%만이 회수되었다. 회수율이 낮은 이

유는 설문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참여 독려를 위한 개별 

접촉이나 추가 발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절주사업 담당자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절주 사업 전담자가 부재하여 반

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절주 담당자가 우리나라 금연 사

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박순우와 이주열(2009)의 연

구에서 볼 수 있듯이 타 사업과 겸무를 하고 업무를 연속적

으로 담당하는 기간도 짧고 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 

등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추후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연구를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국내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절주사업이 사업장에서 운

영되고 있으며 그 성패는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역량

에 좌우된다. 본 연구는 사업장 절주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

고자 시도되었다. 

사업장 절주사업 수행 담당자가 중요하게 인지하는 역량 

수준은 수행 빈도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사업장 절주사업 

담당자의 교육 요구도 수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의 선행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적 환경 구축의 조직화 역량과 정책 

옹호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장 절주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

비스 제공 기관별 담당자의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 알코올 문제 감소를 위하여 보건관리자와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 평가와 의뢰에 대

한 전문적인 교육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장에서 절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사업장 지지적 환경 구축을 위한 규정 개발 및 정책 옹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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