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
□ 인권교육 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 인권교육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인권교육 대상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

-

·

)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

(

)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
-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 인권교육 주요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인권교육 필수 이수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시간 이상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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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 인권교육 방법 및 시간

○ 교육은 집합교육

,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교육

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별 교육방법 및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과정을 택일하여 신청

구분

교육방법

필수
이수 교육기관*
시간

신청방법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www.noinedu.or.kr

노인보호

1) 집합
교육

전문기관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

4시간

한국보건
복지인력
개발원

2) 인터넷
교육

별도의 교육
사이트를 활용

한국보건
6시간

하여 진행

복지인력
개발원

※

회원가입 불필요)

- 시설 소재 지역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

한해 신청가능
코로나19로 비대면 집합교육 병행 실시
(아래 상세안내 참조)

▶ 개인이

※

개별신청
(www.kohi.or.kr
회원가입 필요)

▶ 개인이

개별신청

(https://in.kohi.or.kr

※

회원가입 필요)

▶ 요청기관(협회 또는 시설 등)

담당자가

수요파악 후 별도 유선 협의진행

노인보호

3) 방문
교육

전문기관

강사가 협회
또는 시설을

※

4시간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으로 연락, 기관사정에 의해 방문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있으므로 사전

방문하여 진행

협의 후 진행 필요
한국보건

▶ 요청기관(협회 또는 시설 등)

복지인력

수요파악 후 일괄 신청

개발원

※

담당자가

신청방법 등은 edu.kohi.or.kr 참고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한하여 이수시간 인정됨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시설차원에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방법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대면/비대면) 신청방법 상세안내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회원가입 불필요
(

)

매년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

집합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혹은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운영일정 안내
*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붙임4], 기관별 월별 인권교육 계획 [별첨] 자료 참고

집합교육은 근무하는 시설이 소속된 시·군·구에 개설된 교육으로 신청

-

* 교육일정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
- 사전에 집합교육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장 등록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해 집합교육(대면/비대면) 신청 방법 [붙임1] 참고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 노인인권교육 신청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종사하는 기관이 소속된 지역으로 선택
③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 중’ 버튼 클릭
④ 신청기관명 및 주소, 신청자 이름&생년월일 등 입력
⑤ 교육 당일 신청한 교육일의 교육장소에 참석 혹은 (비대면 교육의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
⑥ 교육 종료 7일 후 교육 신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수증 출력*
* 신청조회 및 이수증 발급 → 조회 → 이름 클릭 → 설문지 작성 및 전송→ 이수증 출력

○ 집합교육 운영 유형 대면 비대면
(

코로나

-

<

/

)

로 인해 대면교육 운영이 원활치 않아 비대면교육 방식 추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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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를 통해 개설된 교육 신청

②

신청한 교육일의 교육장소에 참석

* 고위험군(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은 대면교육 수강 자제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계획된 교육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비대면교육>

<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 ([붙임2] 참고)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를 통해 개설된 교육 신청

②

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에 한해 개인별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을
위한 교육

ID,

비밀번호 안내

* 화상회의 프로그램 별 사용방법 상이([붙임2]는‘zoom’프로그램 기준으로 안내)
** 별도의 로그인 등 절차 불필요
③

부여받은 교육

④

교육생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장 입장, 수강

소속_이름’) 및 카메라 화면 확인으로 수료여부 확인(1회/

ID(‘

시간당), 중도이탈 , 카메라 화면을 띄우지 않은 수강생은 미수료 처리
*

* 원칙상 교육 중 퇴실은 미수료이나 하드웨어적 문제로 퇴실된 경우 교육 ID 및 비밀
번호 입력 후 재입장, 채팅방에 사유 작성

<표> 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대면/비대면) 운영 유형

구분

대면교육

운영방법

기존 방식

비대면교육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teams 등)

교육방식

방역지침 준수하여 현장교육
수강시간

수강방법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교육
4시간

현장 참석(대면)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

붙임1

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 신청 방법 (플랫폼 안내)

□ pc접속 시

1.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접속하여

(상위메뉴)노인인권교육 신청 → (하위메뉴)
노인인권교육 신청 클릭

2. 교육지역 선택 (지역선택, 읍면동 선택)
* 종사하는 시설이 소속된 지역으로 선택

3. 개설된 교육 확인, ‘접수중’ 버튼 클릭

4. 정보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모바일 접속 시

1.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접속하여 노인
인권교육 신청아이콘 클릭

2. 교육지역 선택 (지역선택, 읍면동 선택)
* 종사하는 시설이 소속된 지역으로 선택

3. 개설된 교육 확인, ‘접수중’ 버튼 클릭

4. 정보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붙임2

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비대면교육) 수강 방법

□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활용 방법 (pc접속 시)

1. zoom 프로그램 다운 (다운로드 센터 접속)

2. zoom 프로그램 실행, 참가 클릭

3. 회의 참가 설정 (교육 시작 30분 전)
- 회의ID또는 개인링크 이름입력창
: 메일 혹은 유선으로 고지받은 회의ID입력
- 이름 입력창
: 수강생 확인절차를 위해 ‘소속_이름’으로 설정
4. 위 사항 모두 입력 후 참가 클릭
(출석체크를 위해 내 비디오 끄기는 체크 해제,
선택하지 않음, 교육 중에 본인 확인을 위해 화면
상시 ON)
5. 회의 참가 코드(비밀번호) 입력 창이 뜨면 메일
혹은 유선으로 고지받은 회의 비밀번호 입력

6. 팝업이 뜨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선택
(교육 진행 중에는 음소거 설정)

7. 대기실로 입장, 강사의 승인 이후 입장 가능

※ ZOOM 프로그램 주요 기능 안내
1. 오디오 참가/음소거 : 교육 진행 시 ‘오디오 음소거’로 설정
2. 비디오 시작/중지 : 교육 진행 시 ‘비디오 시작’으로 설정 (비디오 시작 미설정 시 수료 인정 안됨)
3. 보안/초대 : 사용x
4. 참가자: 참가자 리스트 확인
5. 채팅: 클릭 시 우측에 화면 표시, 질의응답은 주로 해당 기능을 통해 이용 (오디오가 겹칠 시 오류 발생)
6. 화면공유: 사용x
7. 기록: 사용x
8. 반응: 채팅 내용에 대해 ‘좋아요’를 눌러 반응 보임
9. 종료: 교육 종료 시 퇴장 (교육 중간에 퇴장 시 수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활용 방법 (모바일 접속 시)

1. zoom 프로그램 다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zoom 프로그램 실행, 참가 클릭

3. 회의 참가 설정 (교육 시작 30분 전)
- 회의ID또는 개인링크 이름입력창
: 메일 혹은 유선으로 고지받은 회의ID입력
- 이름 입력창
: 수강생 확인절차를 위해 ‘소속_이름’으로 설정
4. 위 사항 모두 입력 후 참가 클릭
(출석체크를 위해 내 비디오 끄기는 체크 해제,
선택하지 않음, 교육 중에 본인 확인을 위해 화면
상시 ON)
5. 회의 참가 코드(비밀번호) 입력 창이 뜨면 메일
혹은 유선으로 고지받은 회의 비밀번호 입력

6. 대기실로 입장, 강사의 승인 이후 입장 가능

붙임3

Q1.

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비대면교육) FAQ

어떤 기기에서 수강해야 하나요?
모바일 모두 가능하나 음향/화면 송수신 및 수강 편의를 위해 카메라가 부착된 노트북
혹은 PC에 카메라를 연결하여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A1. PC,

Q2.

A2.

강의 참여를 위해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강의 전날, PC 혹은 모바일을 준비,
것을 권장합니다.

ZOOM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실행을 미리 해보는

은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Q3. ZOOM

A3.

회원가입 없이 부여받은 회의ID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강의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Q4.

회의ID 및 비밀번호는 어디로 안내해주시나요?

A4.

교육 접수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 혹은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입력 시)로 안내드립니다.

Q5.

출석체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5.

Q6.

A6.

Q7.

A7.

Q8.

A8.

출석체크는 매 교육시간마다 (1시간마다 1번씩) 이루어지며, 강의실 입장 목록의 ‘소속_
이름’을 확인하고 카메라를 통해 수강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업내용 중 질의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한 과목이 모두 종료된 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채팅을 통하여
올려주시면 강사가 답변드립니다.

학습 중 하드웨어적 문제로 갑자기 프로그램이 중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 상 교육 중 퇴실은 미수료 처리되나 하드웨어적 문제로 퇴실된 경우 회의ID 및 비밀
번호 입력 후 재입장하시고 채팅장에 사유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인인권 집합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지 않은 동기를 초대했는데 수료처리가
가능한가요?
플랫폼을 통해 교육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미수료 처리됩니다.

붙임4
시도

서울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전국기관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02-3157-6389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02-921-1389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서구,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051-468-8850

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051-867-9119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053-472-1389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동구, 북구, 서구, 중구

053-357-1389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032-426-8792~4

인천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

032-569-0533

광주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광산구, 남구, 동구, 북부, 서구

대전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042-472-1389

울산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052-265-1389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031-268-1389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062-655-4155~7

031-736-1389
031-821-1461
032-683-1389

강원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033-655-1389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

033-744-1389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043-259-8120~2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043-846-1380~2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태안군,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041-534-1389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1-734-1389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완산구,덕진구), 진안군

063-273-1389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익산시, 정읍시

063-443-1389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진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061-281-2391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주시, 영덕군,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포항시

054-248-1389

경상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산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054-436-1390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054-655-1389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개소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통영시, 함안군

053-716-1389
055-222-1389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064-763-1999

제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별 인권교육 문의
기타 인권교육 관련 문의

: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 혹은 1577-1389 (관할 기관으로 자동 연결)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노인보호과 02-3667-1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