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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UM 법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의료전자기기 전문가의 직무분석

Job Analysis of Ubiquitous Medical Electronic Device Export by 
the Method of DACUM

조 동 헌*․구 경 완†  

(Dong-Heon Cho․Kyung-Wan Koo)

Abstract  -  In this paper Ubiquitous Medical Electronic Device Export was defined, and it's job analysis. The authors 

have been defined the job and classified duties and tasks of Ubiquitous Medical Electronic Device Export. To fine what 

is the most efficient task for Ubiquitous Medical Electronic Device Export, we have been investigated the levels of 

importance, difficulty, frequency and entry in each task. A DACUM committee is composed of  total 12 members, which 

are one facilitator, 10 panel members, one coordinator & recorder to analyze the job of Ubiquitous Medical Electronic 

Device Export.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process began with the identification of a job title and 

definition of Ubiquitous Medical Electronic Device Export. Second, a job model of Ubiquitous Medical Electronic Device 

Export is constr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DACUM job analysis. 5 duties and 33 tasks are analyzed. Third, 

occupational specification was drawn up in consultation with SME council. Fourth, duty  specification was drawn up in 

consultation. 33 tasks that are essential in entry level of occupation are identified. Fifth, task specification was drawn up 

in consultation. Detail task component which include skill, materials, knowledge, equipment, achievement level and tool 

was specified in task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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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로서 사

용자가 장소와 시간에 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

에 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기기는 작고 이동 가능한 로세서와 센서들을 이용하여 다

양한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의료 자기기는 IT(정보통신

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의 발달과 함께 

유비쿼터스 기술을 목하여 의료기기의 응용 범 가 확

되어 가고 있다[1][2]. 따라서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는 유

비쿼터스 기술과 의료 자기기가 융합된 것으로 무선기술의 

속한 발 과 이동통신 시스템의 다양한 서비스 필요에 의

해 등장되었다. 과학 기술  측면에서 휴 용 이동통신 단

말기 등을 비롯한 무선 통신장비가 속하게 보 되고 사회 

환경  측면에서 국민들이 건강에 한 심 증 와 무선통

신과 건강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추진한지 불과 30여년 만에 세계 인 IT 강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정보화 추진 성과에 따라 이들이 목된 의료 

산업 분야가 속히 발달하고 있다. 과거 개인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PC 산업시 에서 재 유비쿼터스 IT 환경

에 의한 의료 자기기 분야로 발 하고 있다[3]. 

세계 의료시장 규모는 2010년 2,584억 달러 규모이고 년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4]. 특히 유비쿼터스 의료 서비

스 분야는 매우 폭발 으로 확장되어 산업 인력 양성이 시

한 실정이다[3]. 그러나 유비쿼터스 의료 분야에 한 

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한 기 은 매우 부족하다. 산업 

장에 합한 인력을 양성과 함께 체계 인 업무 수행을 

해서 직무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직무의 성격을 악하

고 작업 요소들을 수집 분석하여 체계화하 을 때 효율 인 

인력 리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 인 장 심의 문 인력 양

성을 한 교육과정을 개발과 장 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하여 DACUM1) 기법을 활용해서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무를 분석하 으며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무 분석

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의 직무를 정의

한다. 

둘째,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성공 인 

1) 직무분석에 용되는 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 특

성인 직무의 성격, 수집 자료의 용도, 주어진 분석 조건 등에 

따라 최 분석법(New Analysis Method), 비교확인법

(Verification Method), DACUM법(DACUM : Developing A 

Curriculum)이 있다. DACUM기법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문가 그룹을 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행하는 

작업이 다양하고, 직무의 폭이 넓어 단시간의 찰을 통해서 

분석이 어려운 직업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DACUM 원

회를 통해서 객 성․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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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주요 역할 인원

직무분석가

(facilitator)
직무 분석 실행, 업무 총  등 1

직무 분석 조자

(panel member)
직업 정의, 책무, 작업 나열, 평정 10

서기

(recorder)
직무 분석 결과 기록 1

실무자

(coordinator)

행정 업무  워크 , 직무분석 

환경 꾸미기 

서기 

겸임

표  2 직무분석 개발.

Table 2 Development of Job Analysis.

단 계 방 법 도출 내용

1단계

(직무

분석

비)

∙요구 분석

∙자료 조사  면담

∙연구 목 과 방향 등 확인

∙직무분석 오리엔테이션 

2단계

(직무/

책무 

분석)

∙1차 문가 원회

  (SME 8인, 교육

   문가 2인)

∙유비쿼터스 의료 자   

  기기의 직무 정의

∙직무모형 작성

∙2차 문가 원회

  (SME 8인, 교육

   문가 2인)

∙직업명세서 안 작성

3단계

(작업 

분석)

∙3차 문가 원회 

  (SME 8인, 교육

   문가 2인)

∙직무명세서 작성

∙작업명세서 작성(지식,

  기능, 도구)

 

역할 수행을 해 요구되는 직무를 구성하는 책무와 작업을 

추출하여 직무모형을 만든다. 

셋째,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의 직업분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 등 직업 련 명세서를 작성한다. 

넷째, 작업별 요도, 난이도  작업 빈도를 조사하여 작

업 에서 핵심 작업을 밝힌다. 

다섯째, 선정된 핵심 작업을 수행하기 한 성취수 , 작

업요소, 지식, 기능, 작업요소, 소요장비  공구를 추출한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무분석을 한 

산업체 내용 문가(SME : Subject Matter Expert)의 기

은 장 근무를 15년 이상인자로만 한정하 으며 직무 분석 

조자(panel member)는 SME 8인과 교육 문가 2명을 

상으로 하 다.  

2. 본  론

2.1 DACUM 문가 원회 구성  역할

직무 분석을 해서 DACUM 문가 원회(이하 

DACUM 원회)를 표 1과 같이 구성하 으며, 직무 분석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1월 22일까지 DACUM 원

회를 심으로 실시되었다. 

표   1  DACUM 원회 구성.

Table 1 Composition of DACUM committee.

2.2 패 의 참여 자격 기   경력

직무 분석에 참여한 패 은 이종성이 제시한 패  선정 

기 을 참고하 다[5]. 패  선정에 필요한 패  선정 원 

10명을 호서 학교 산학 력단의 추천으로 구성하고, 이 

원들로부터 SME와 교육 문가 각각 2명씩을 추천받아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사람 순으로 패 을 선정하 다. 

표 2는 DACUM 법을 활용한 직무분석 개발 차를 나타

낸 것이다. 각 단계별 작업 내용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수

집하여 자료 형태로 리하기 해 결과물 형태로 도출하

다[6][7].  

3. 분석 결과

본 논문은 직무분석에 개발 차 1-3단계를 심으로 직

무의 정의, 직무 모형, 직업 명세서, 직무 명세서, 작업 명세

서 등 5가지 결과물을 도출하 다. 결과물은 DACUM 원

회를 통해 패  합의한 내용이었다[7]~[10].

3.1 직무의 정의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무는 “유비쿼

터스를 활용한 의료 자기기 산업에 필요로 하는 기기  

시스템을 제작․유지․ 리하기 해 바이오센서, 디바이스

개발, 유비쿼터스 컴퓨 , 의료 자기기 디자이닝, 의료임상

기술 용 하는 일을 수행한다.”로 정의하 다.

3.2 직무의 모형

DACUM 원회는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무에 한 정의를 하 고 책무와 작업을 도출하기 

한 질문들을 통해서 책무와 작업의 계를 챠트로 작성하

다. 표 3은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무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직무는 바이오센서, 디바이스개발, 유

비쿼터스 컴퓨 , 의료 자기기 디자이닝, 의료임상기술 용

으로 총 5개 역으로 구분하 고, 33개 수행 작업으로 세분

화 하 다. 1개의 책무에 4개∼8개의 작업으로 조직되었다. 

3.3 직업 명세서

직업 명세서의 내용은 직업분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

건, 인력 양성 실태  취업 경로, 작업 환경 조건, 련 직

업과의 계, 직업기 능력으로 6개 역이다. 표 4는 유비

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업 명세서를 나타낸 

것이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는 유비쿼터스 의료 자

기기 산업에 필요로 하는 기기  시스템을 제작․유지․

리하는 작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표  직업 분

류표에서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직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 련 종목은 공인된 자격증은 없고 간 으

로 련성이 있는 국가자격증으로는 자산업, 자회로설

계, 자계산기, 정보통신, 무선설비, 의공기사․산업기사 등

이 있고, 민간자격증으로는 인터넷 정보검색사. 인터넷 문

검색사, 인터넷시스템 리사 등이 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직업 성은 공학과 의학

을 혼합한 응용학문 분야로서 장치와 인체에 심과 흥미를 

갖고 분석 이고 논리 인 사고와 순발력이 필요하다. 한 

기, 자, 통신 등의 공학  분야와 해부, 생리, 순환 등의 

의학  분야에 성이 있고, 장치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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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작업

A

바이오센서
A-1 응용아이템발굴하기

A-2 생체신호 검출

     분석하기

A-3 유  정보 신호

     검출분석하기

A-4 감염체 신호

     검출분석하기

A-5 생체신호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기

A-6 분석기기 운용하기 A-7 바이오센서 분석하기
A-8 바이오센서 개발

     하기

B

디바이스개발

B-1 생체신호 달체계

    구성하기
B-2 진단기술 분석하기

B-3 의료 자기기

     설계하기

B-4 복합의료기기 설계

     하기

B-5 디바이스 인터

     페이스 구성하기

B-6 마이크로 로세서

    응용설계하기

B-7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하기

B-8 생체공학 

    디자이닝하기

C

유비쿼터스 

컴퓨

C-1 시스템 분석․설계

     하기

C-2 의료기기 시스템 

     구축하기

C-3 Pervasive 

     로그래 하기

C-4 Screening Logic

     설계하기

C-5 유비쿼터스 

     네트워킹하기

C-6 헬스 정보 리하기
C-7 헬스 테스트베드 

     구축하기

D 

의료 자기기

디자이닝

D-1 디자인 트랜드

     분석하기 
D-2 디자인요소 분석하기

D-3 사운드· 상

     디자이닝하기

D-4 상호작용 

     디자이닝하기
D-5 GUI 디자이닝하기

D-6 기기 디자인 

     커뮤니 이션하기

E 

의료임상기술

용

E-1 임상기술 용사례

    조사하기

E-2 임상기술 용사례

     분석하기

E-3 개발기기 임상기술

     용하기

E-4 개발기기 품질

     리하기

표   3  직무의 모형.

Table 3 Job model.

안 을 수반하므로 세심한 주의력과 공간 인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합하다. 

인력 양성 실태  취업 경로 면에서, 교육 양성 기 은 

특성화고등학교, 문 학, 일반 학에서 의공학 련 학과

에서 교육 양성을 수행하고, 취업 경로는 학교를 졸업 후 

u-network/u-computing, 의료기 의 의공실, 의료기기 제조

업 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 조건 면에서, 작업 조건은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시스템의 제작  설치 장소가 실내에서 주로 이루

어지며 기기 특성에 따라 당한 온도, 습도, 배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 ․배수  폐수 시설과 가스를 배출하

기 한 환기시설이 요구되며 열, 자 , 자기장, 방사선 등

에 한 차폐 방어 시설이 요구된다. 안   생은 3가지

로 제시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시스템은 유

비쿼터스 상황에서 헬스 어를 한 목 으로 사용되기 때

문에 정기 인 안  규정을 학습하고 응하여야 한다. 

한 고 압, 설 류, 지 불량 등으로 인한 기 인 사

고에 유의해야하며 사용 에 지 종류별로 정기 인 안  

검을 통한 안 사고에 유의한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시스템은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 생물학 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A/S 하는 과정에서 2차 인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 한 소독과 정기 인 검을 

통한 생 리에 유의해야 한다.

련 직업과의 련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 분야는 아직 신설되고 있는 직업군으로서 직업행렬

을 나열할 수 없지만, 유사 직종으로는 표  직업 분류의 생

체인식 문가, 인체공학연구원, 컴퓨터시스템 문가, 네트워

크 련 문가 등이 있다.

3.4 직무 명세서

직무 명세서의 내용은 작업 난이도, 작업 요도, 작업 빈

도, 교육 훈련 필요도, 교육 용방법에 해당하는 5개 역

이다. 개발된 직무의 모형을 기 로 각각의 작업에 해 작

업의 난이도, 요도, 작업 빈도를 5  척도로 나타내었다

[7]~[10]. 작업의 난이도는 ‘1매우 쉽다, 5매우 어렵다’로 하

다. 작업의 난이도가 쉽고 어려운 정도는 교육과정에 반

할 때는 훈련 시간과 내용을 정하는데 향을  수 있

다. 작업의 요도는 작업에 따른 요성 정도를 ‘1  

요하지 않다, 5매우 요하다.’로 하 다. 작업 빈도는 작업

별로 수행되는 작업이 체 작업과 비교하여 발생되는 횟수

를 선택하는 것으로 ‘1작업 빈도가 매우 낮다, 5작업 빈도가 

매우 높다.’로 표시하 다. 그리고 교육 훈련 필요도는 작업 

난이도, 작업 요도, 작업 빈도를 바탕으로 1, 2, 3 순 를 

정하 다.

교육 용 방법은 교육 훈련 상 작업들을 이용해서 각 

작업들이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방법들을 네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여 ①교실훈련, ②직무보조자료, ③ 장훈련, 

④재훈련으로 정한다[7]~[10]. 

  표 5는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무명세

서를 나타낸 것이다. SME가 속한 회사의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 2명씩 16명을 상으로 난이도, 요도, 작

업빈도를 5  척도로 평가하 고 그 평균을 반올림하여 정

수로 하 다. 

난이도는 ‘응용아이템 설계하기’를 비롯하여 6개 작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 고 지식 인 어려움이나 기술

인 숙련성이 요구되는 것들이었다. 요도는 ‘생체신호검

출분석하기’를 비롯하여 3개 작업에서 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 다. 작업 빈도는 ‘임상기술 용사례 조사하기’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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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기술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산업에 필요로 하는 기기  시스

템을 제작․유지․ 리하기 해 바이오센서, 디바이스개발, 유

비쿼터스 컴퓨 , 의료 자기기 디자이닝, 의료임상기술 용 하

는 일을 수행하는 자.

  2. 작업일람표  핵심작업

작업 난이도 요도 작 업 빈 도
교육훈련 

필요도
용방법

A-1
A-2
A-3
A-4
A-5
A-6
A-7
A-8

5
4
4
4
3
3
3
5

4
5
4
4
3
4
3
4

4
4
4
4
3
4
3
3

1
1
1
1
2
1
2
1

1
1,4
1
1
3
3
3
1

B-1
B-2
B-3
B-4
B-5
B-6
B-7
B-8

5
4
4
4
3
4
3
4

4
3
3
3
4
3
3
3

3
2
3
4
4
2
3
3

1
2
1
1
1
2
2
1

1
1
1
1
3
1
3
1

C-1
C-2
C-3
C-4
C-5
C-6
C-7

5
4
3
5
3
4
4

5
3
3
3
3
4
4

4
3
3
3
4
4
3

1
1
2
1
2
1
1

1,4
1,2
3
1
3
1,2
1,3

D-1
D-2
D-3
D-4
D-5
D-6

4
3
3
4
4
4

4
4
3
3
4
4

4
4
3
4
3
4

1
1
2
1
1
1

1
1
3
1
1
1

E-1
E-2
E-3
E-4

4
5
4
4

5
4
4
4

5
4
3
4

1
1
1
1

1,4
1
1
1

표   5  직무 명세서.

Table 5 Duty specification.

  1. 직업분류

직업명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

K.S.C.O.

(No)
없음

장

직업명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 

 의공 기사

교육훈

련수
 제 2, 3직능

교육

훈련

직종명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

자격 

종목명

직  련 자격증은 

없고 간  련 국

가자격증과 민간자

격증이 있음.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정

교육

훈련

기

문계 고교,

문 학,

일반 학

교육

훈련

기간

 2년～

 4년
최소교육정도  고졸

견습

기간

(OJT)

 6개월 신체 제약 조건  제약 없음

직업

활동

역

∙u-network/u-computing 업체   

∙의료기 의 의공학실

∙의료기기 제조업 

승진  

직

∙사업체마다 승진의 경로  기간은 일정하지 않

지만 사업체 입사 후 사원(1～3년) → 과장(2～3년) 

→ 부장(3～6년) → 임원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업무의 숙달 정도에 따라 기․ 자․통신 분야

로 직이 가능하다. 

  3. 인력 양성 실태  취업 경로

교육

양성

기

∙ 문 학  일반 학 - 의공학(의료 자) 련 학과

취업

경로

∙ 문 학  일반 학 → u-network/u-computing, 

의료기 의 의공실, 의료기기 제조업 업체

  4. 작업 환경 조건

작업

조건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시스템의 제작  설치 

장소는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기기 특성에 따

라 당한 온도, 습도, 배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 ․배수  폐수 시설과 가스를 배출하기 한 

환기시설이 요구되며 열, 자 , 자기장, 방사선 

등에 한 차폐 방어 시설이 요구된다.

  5. 련 직업과의 계

직업

행렬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는 신설 직종으

로 직업 행렬을 언 할 수 없음. 

설명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유사 직

종으로는 표  직업 분류의 생체인식 문가

(KSCO.NO.1209), 인체공학연구원(1350), 컴퓨터시

스템 문가(2931), 네트워크 련 문가(1202)가 있

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는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시스템을 개발에서 서비스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표   4  직업 명세서.

Table  4  Occupation specification.

업별로 수행되는 체 작업과 비교하여 발생되는 횟수가 많

았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 부분은 임상기술의 

트 드의 변화에 해 매우 민감하고 이를 용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확인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훈련 필요도 면에서 ‘응용아이템 설

계하기’를 비롯하여 25개 작업이 1순 로 교육 훈련 필요 정

도가 높았고 ‘생체신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를 비롯하여 

8개 작업이 2순 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교육 훈련 용방법을 요약해 보면 교실훈련은 ‘응용아이

템 설계하기’를 비롯하여 25개 작업, 직무보조자료는 ‘의료기

기 시스템 구축하기’를 비롯하여 2개 작업, 장훈련은 ‘생체

신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를 비롯하여 9개 작업, 재훈련

은 ‘진단기술 분석하기’를 비롯하여 3개 작업이었다. ‘진단기

술 분석하기’를 비롯한 3개 작업은 교실훈련과 재훈련을, ‘의

료기기 시스템 구축하기’와 ‘헬스 정보 리하기’ 2개 작업은 

교실훈련과 직무보조자료를, ‘헬스 테스트베드 구축하기’는 

교실 훈련과 장 훈련을 병행해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작업 명세서

직무 명세서에서 제시된 교육 훈련 필요도의 1, 2 순  

작업을 핵심작업으로 하 다. 33개의 핵심작업에 하여 작

업 명세서를 도출하 다. 3차 DACUM 원회를 통해서 핵

심작업에 해 6가지 요소로서 성취수 , 작업요소, 지식, 기

능, 소요재료, 소요 공구를 작성하 다[7,8,9,10]. 표 6은 33개

의 핵심작업에 한 작업 명세서 에서 ‘A-1 응용아이템 

설계하기’에 한 작업 명세서를 나타낸 것이다. ‘응용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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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기’의 성취 수 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의 신호

달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작업요소는 6개로 구성되었

고 난이도는 체 으로 매우 어렵다고 단하 다. 

1. 작업명  B-1 생체신호 달 체계 구성하기

2. 성취수
 생체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의 신호 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3. 작업요소 난이도

(1)생체 조직의 신호 달 체계를 악함.

(2)생체 신호 달 메커니즘을 확인함.

(3)생체 신호 달 과정을 블록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함.

(4)생체 신호 달의 센싱 요소를 악함.

(5)생체 신호 달의 련 측정 장치를 악함.

(6)생체 신호 달 체계를 구성함.

4

5

5

5

5

5

난이도 평균 ①②③④●

4. 련 지식  기능(Related Knowledge & Skill)

지    식(Knowledge) 기    능(Skill)

∙기본 공학 이론

∙생체모델

∙생체신호의 처리, 분석/ 송

∙생체재료와 그 응용

∙의료기기

∙의용계측

∙의용공학의 개념

∙인공장기

∙컴퓨터 기  이론

∙생체재료의 종류 구분

∙생체 극의 종류 구분

∙생체  측정

5. 소요재료 ∙각종 생체 재료

6. 소요장비  공구 
∙생체  측정 장비, 컴퓨터, 빔 로

젝터, 워포인트 S/W

표   6  작업 명세서.

Table 6 Task specification.

지식은 ‘기본공학이론’을 비롯하여 9개 요소로 구성되었으

며, 작업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공학  개념과 생체 재료

를 심으로 하는 신호 체계를 악하는 능력에 해당된다. 

기능은 ‘생체 재료의 종류 구분’을 비롯하여 3개 요소로 구

성되었으며, 해당 작업 수행을 한 구체  차와 방법에 

따라 작업에 용해서 기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문 

기능에 해당된다. 도구는 ‘각종 생체 재료’를 비롯하여 5개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작업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재료와 

장비  공구로 구성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의 직무를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하여 10명의 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DACUM 원회를 구성하 고, 분석내용의 보완 

 최종 검을 하여 2013년도 2월 18일에서부터 1개월에 

걸쳐 5차례 원회와 10여 차례 이메일  유선 통신을 통

해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의 직무는 ‘유비쿼

터스 의료 자기기 산업에 필요로 하는 기기  시스템을 

제작․유지․ 리하기 해 바이오센서, 디바이스개발, 유비

쿼터스 컴퓨 , 의료 자기기 디자이닝, 의료임상기술 용 

하는 일을 수행’으로 정의하 다.  

둘째,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의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책무는 5개 역으로 구분하 고, 33개의 

작업으로 세분화하여 직무모형을 개발하 다. 1개의 책무에 

4개～8개의 작업으로 조직되었다.

셋째,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에 한 직업 분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 인력 양성 실태  취업경로 등의 

직업 명세서를 작성하 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

가 분야는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산업에 필요로 하는 기

기  시스템을 제작․유지․ 리하는 작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재 ‘한국 표  직업 분류표’에서 아직 등재되

지 않은 새로운 직종 군에 해당된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

기기 문가의 유사 직종은 생체인식 문가, 인체공학연구

원, 컴퓨터시스템 문가, 네트워크 련 문가 등이 있다.  

넷째,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 다. 작업의 난이도, 요도, 

작업 빈도가 높은 작업을 심으로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습

득해야할 능력으로서 ‘응용 아이템 발굴하기’를 포함하여 33

개 핵심작업을 결정하다. 

다섯째, 작업 명세서를 작성하 다. 세부 으로는 33개 핵

심작업에 하여 성취수 , 작업요소, 지식, 기능, 소요재료, 

소요장비, 공구로 구성되었다.

후속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 개발 연

구가 필요하다. 우선 직무 작업에서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필요한 주요 코스를 결정한 후, 각 교과에 해 교과목 로

일과 교육과정에 한 체 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게 개발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교육 과정 운 에 따른 문제

을 발견하고 피드백해서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연구, 산업 

장의 필요 인력에 한 재조사하여 이를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에 반 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의료 자기기 문가 분야는 무선통신 기술의 

발 과 함께 건강 련 분야가 결합된 융합 형태의 산업으로 

미래 지향 인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분석된 직무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각 학교 단 에서 

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산업 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 인력이 양성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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