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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남 합천, 진주, 거창, 사천 등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 205
명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요양보호사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

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요양보호사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ANOVA와 t-test를 사용하였으며 ANOVA 검증

시 유의할 경우 사후검증으로 Fisher LSD를 사용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

족도에의 영향파악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영향정도 파악

을 위해서는 표준화계수인 β를 사용하였다. 요양보호사특성 중 학력, 자원봉사경험유무

와 요양보호사의 건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 학

력, 건강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특성 중 성별 및 수급자 가

족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무특성 중에서는 급여, 근무지까

지 걸리는 시간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급여, 근무시간,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 재교육여부는 직무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직무특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요양보호사의 연령, 학력, 급여는 스트

레스를 낮추는 요소로 거리는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동거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일 경우는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양

보호사의 학력, 건강, 급여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으로, 근무시간과 거리는 직무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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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베이비붐세대 대

부분이 노년기에 진입하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로 전체인구의 

1/5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 부양문제를 야기하

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법이 2007년 4월에 제정되었고 약 일년 뒤인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처음 배출된 2008년 7월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현

재 약 70만명에 달한다(정외택, 2010). 그러나 많은 경우 요양보호사는 직업에 대한 인

식 및 만족도가 낮다. 요양보호사는 근무 후 수가청구를 본인이 하지 못하고 기관과 연

계하여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정된 수가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며,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간병인과 가사 도우미를 합해 놓은 것이라 인식하는 수급

자가 많아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교육원이 지정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

어있어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교육원에서(원효숙, 2008) 자격을 취득할 때 학력이나 연

령의 제한없이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김준환, 2008) 자

격증 남발 현상이 발생하고,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업무에 속하는 필수일지작성 및 문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는데 글을 제대로 쓰거나 읽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발생하여 스스

로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는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한 

어떠한 경우에 직무에 만족하는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요

양보호사들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업만족도를 높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 대상인 수급자의 양질의 서비스 수혜 및 만족, 수혜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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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 등 요양보호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주 부양자와 수급자, 요

양보호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급자특성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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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

행하기 힘든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http://www.longtermcare. 

or.kr).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의 개호서비스 모

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핵가족

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데 한계에 도달하였고 노인요양

시설의 이용부담이 커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우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 타인의 도

움 없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수도 

늘어나 케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문제를 가족에 무조건적으

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도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실시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조추용, 2007)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입소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또는 가사지원

서비스 등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국가자격제도에 의해 신설된 인력이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기존에 환자를 돌보던 간

병인의 역할과 거의 유사하나, 이들은 노인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뿐 만 아니라 가정에

서 수행하는 일상 업무의 보조역할과 생활상담이 추가되어 업무범위가 광범위해졌다(조

정민, 2008; 김윤진, 2008에서 재인용).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로 나누어 제공되어

지고 이 모든 현장에 요양보호사가 투입되어 활동하게 된다. 특히 방문요양서비스의 경

우 요양보호사가 직접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복지법 제38조를 보면 방문요양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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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라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질병유무 및 개인적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기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세우

고 환자의 청결 유지, 식사와 투약, 배설, 운동 및 정서적 지원, 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원효숙, 2008). 

위와 같이 서비스 영역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요양보호사들은 광범위

한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의 유대감이 커지고 나면 정해진 서비스만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요양

보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경우가 많다.

요양보호사와 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수급자와의 관계유지는 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수급자와

의 상호관계 속에 근무하며,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속 요양보호사와 수급

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요양보호사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또

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수급자는 서비스가 진행 된 이후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일지를 확인하고 

매 서비스별 확인 도장을 찍어 줌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확인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는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

은 업무분담은 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모든 이들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많아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느낌이 수급자들

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수급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낮추게 됨으로 편안하고 만족스

러운 재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직무

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직무자체에 만족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직무환경에 대해 느끼는 개

인의 가치가 다르므로 서비스제공자 자신인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직무를 수

행하기위한 건강 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 및 서비스 대상인 수급자의 특성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을 요양보호사특성, 수급자특성, 직무특성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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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근로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는 광범위한 개

념에서 직무차원의 스트레스로 한정한 것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연관되는 모든 스트레

스를 말하며(서홍석, 2002) 직무스트레스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역할모호

성, 역할갈등, 과잉업무, 업무환경 등으로(김행렬 외, 2010) 직무스트레스는 어느 한 직

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가진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서비스직 종사자는 서비스 대상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정유선, 2007).

직무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위협적인 환경특성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 감정적 반응으

로 근로자들이 직무수행 방식과 급격하게 변화되는 작업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문제로(권용만, 2005) 환경의 요구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대처가 부

족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Folkman, 1984). 본 논문에서의 직무스트레스라 함은 디스트

레스로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의 성원들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고충으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 심리적 영향이라 정의한다. 직무스트레스는 환경 요소가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

을 능가하였을 때, 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환경이 마련해 주지 못할 때, 외부의 과도하

고 불쾌한 요구에 의해 괴로움을 느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불안, 우울, 원한, 좌절 등

과 함께 높은 결근율과 같은 개인적, 조직적인 역기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Quick

과 Quick(1984)에 의하면 디스트레스는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

니라 스트레스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라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요양보호사의 

업무한계가 모호하고 계약직이며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짐으로 수입이 보장 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임정도, 2011). 수입은 근로자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McLeod & Kessler, 1990; George, 

1993), 열악한 복리후생 등의 이유와 업무의 범위 불명확성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많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이직률이 높다(이수성, 2008).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

스직종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cLean과 

Andrew(2007)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실천방법이 불일치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정흥채, 2008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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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자율성,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부적절한 보상 및 승진, 업무과다 등이 스트레스

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나연금, 2006).

2.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 정

도이다(원영희 외, 2008; 임정도, 2011). 직무만족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정

의와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정의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심리적 ․정서적 측면은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감정, 신념, 태도, 성취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상적 측면은 특별한 직무내용 즉, 보상, 안전, 감독 등에 대한 만족도를 근거

로 개선정도를 강조한다(김창곤, 2006). 직무란 하나가 아니라 과업, 역할, 책임감, 상

호작용 등의 상호관계의 복합체이므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만족일 수도 있고, 직

무 전체에 대한 만족일 수도 있다(이삼숙, 2009). 직무만족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들 중 

Milton(1981)의 조직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것을 보면 직무와 임금, 승진여부, 

복리후생, 감독, 동료와의 관계 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

무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임금(김영태 외, 2009; 이종옥, 2009), 직위(구재관, 

1997), 작업량(Rai, 2010), 직무자체(이삼숙, 2009; Barber, 1986; Castle et al., 

2006), 역할모호성(김행열 외, 2010; Rai, 2010), 직무환경(김윤진, 2008), 사회적 지

지(김윤진, 2008; Rai, 2010), 상사와의 관계(김영태 외, 2009) 등이 있다. 

직무만족이란 직무에서 얻은 보상이 자신이 생각한 보상을 뛰어넘는 정도로(이삼숙, 

2009) 일반적으로 직무에 대한 태도로, 개인의 평상시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에

서 오는 긍정적인 정서상태이며 직무를 통해 경험하거나 얻게 되는 욕구충족의 정도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무에 대해 갖는 호감이나 불쾌함 등의 태도로, 직무상의 과업, 

작업조건 및 동료관계 등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종업원들의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감각적 방식이며 평가적 태도를 뜻한

다. 초기의 학자들은 직무만족에 대해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근

무자의 태도나 근무의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고 있다(정욱진, 2008). 요양보호사들

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낮은 업무수행도를 보여(이혜자 ․권순호, 2011) 결국은 

수급자의 서비스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은 수



보건사회연구  31(4), 2011, 193-22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0

급자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것이다(Castle et al., 2006). 위와 같이 직무만족에 대해 

한마디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본 논문에서는 직무만족이란 요양보호사가 직무

환경에 대해 느끼는 가치와 욕구 등이 적절한 보수에 맞춰져 얻어지는 개인의 정서적 

만족상태로 정의 한다. 

3. 요양보호사의 특성

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일생생활 지원업

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원을 말한다”(http://www.longtermcare.or.kr). 요양보호사

의 역할은 노인의 신체를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수행하는 일상 업무 보조역

할과 생활상담이 추가되어 그 업무가 광범위해졌다(김윤진, 2008).

가. 연령 및 학력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에는 연령, 학력의 제한이 없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학력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김경옥, 2002; 서호정, 2002; 이정순, 2000)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해 연구한 

이길자(2010)의 연구에서 학력이 비교적 높은 집단인 전문대를 졸업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이하에 비해 전문대를 졸업한 요

양보호사는 직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직무에 대

한 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졸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이하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관리직이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김진애

(2009)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장경애, 2001)에서 보면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역할의 

모호성 및 역할에 대한 갈등이 낮을수록 높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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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 

요양보호사들은 종교적 · 비종교적 봉사의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비교적 힘든 

일에 대한 인내심이 강한 편이지만 근무 과정에서의 환자관리의 어려움이나 열악한 근

무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오진주, 2003). 그

러나 부정적인 경험 외에 동료애에 대한 경험과 환자와의 인간관계를 통한 긍정적 경험

도 하게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계속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요양보호사 직을 수행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여 경력

이 많은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비교적 적은 요양보호사보다 직무만족이 높으며(이길자, 

2010) 직무스트레스는 낮다(Zimmerman et al., 2005). 이러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경험들은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병이환에 대한 불안이나, 죽음

경험으로 인한 우울 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 성숙을 가져오는 긍정

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오진주, 2003).

다. 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 경험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깨닫게 하고, 봉사 경험을 통해 

성숙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존재감을 느끼게 되므로 자원봉사자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요양보호사 직은 봉사정신과 노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

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간병 혹은 노인 돌봄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보호사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많다. 요양보호사의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

서는 경험이 있는 자는 없는 자보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교육적 필요도도 높았

다(구재관, 1997).

라.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요양보호사는 보람을 느끼거나 업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다(강은정, 2006; 이혜자 ․권순호, 2011). 사례관리자의 경우도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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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 몸이 피로할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과도하여 업무에 

효율성이 저하되었다(최영순 외, 2009).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

하여 일상생활 업무 보조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 즉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는 본인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관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모

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수급자 특성

노인장기요양보호 수급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들로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불가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김윤진, 2008).

가. 연령

급격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는 보호욕구가 높은 요보호노인층을 크게 증가시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모두로 규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하고 있지만, 급여수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을 가진 자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국여성개발원

(2006)의 조사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이 77세이며, 연령대별로 75

세 이상이 전체의 58.8%이다.

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대상자 중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세분화하여 

총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 상태는 하루 종일 침대위에

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이며, 일상생활 활동의 식사 ․배설 ․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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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며, 3등급은 보조보행기 등을 통해 이동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

한 상태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7).

다. 성별

남녀 수명 차이로 인해 남성노인의 수보다 여성노인의 수가 네 배 이상 되며(김미령, 

2009) 이는 ‘노령의 여성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수명은 남성이 75.7세, 여성

이 82.2세로 여성이 보통 9년 정도 더 긴 상태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급자 전체대상 

중 여성이 76.9%로(통계청, 2007)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성노인인구가 

남성노인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도 남성보다 여성

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라. 수급자 가족의 동거 및 가족부양

장기요양 수급자 중 7.7%는 노인단독 가구며, 3.3%는 주 수발자가 없는 상태고, 주 

수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 수발자의 역할 담당을 자녀가 하는 경우는 16.4%, 배우자 

하는 경우는 12.8%로 나타나고 있다. 주 수발자가 있는 경우 자녀, 배우자, 친척, 이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 지역은 노부부가 함께 있으며 배우자가 수발하는 경우가 많고 

시 지역은 자녀가 수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7).

재가장기요양 주 수발자의 성별은 남자가 27.3%, 여자가 72.7%로 나타났는데(이인

경, 2010) 이는 가족 내에서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기대

되는 가부장적 사회분위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주 수발자의 연령대는 40대와 50

대가 전체 응답자의 58.6%를 차지하고 있어 중년층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60대 이상 

노인이 장기요양노인을 수발하는 경우도 3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세

대의 생계참여와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면

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노화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또 다른 노인을 부양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역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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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문희, 2010). 이는 역할모호성과도 상통하며 수

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수급자의 가족들에 의해 특히 연로한 노인이 주 

수발자가 아닌 경우 자신의 책무가 아닌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5. 직무관련 특성

가. 급여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급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송정준(2010)의 연구에서는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보면 81만

원~110만원 이하가 42.2%,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세금공제 후 월 평균 급여가 101만

원~130만원 이하가 63.4%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이

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보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나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이 힘들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김진태(2010)의 연구에서는 재가시설의 경우 급여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불만은 대체로 낮다. 다만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급여가 안정적이고 일정하다는 면에서는 만족하

고 있지만, 급여수준은 자신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급여는 직무스트레스나(임정도, 2011) 직무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

나고 있다(김영태 외, 2009; 조인숙, 2008). 또한,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

이 높은 즉 보수가 많은 곳을 선택해 잦은 이직을 보이고 있어(양재국, 2010) 급여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에 큰 차이를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나. 근무시간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근무는 2교대 근무형태의 주 72시간 근무가 대부분이었으나,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주 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시간외 근무와 야

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으나,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시설의 경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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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

금 삭감을 초래하고, 정규직 근무자보다 시간제 비정규직 인력을 선호하여 장기요양기

관의 고용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시간제를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가사나 육아등의 개인사정 등으로 시설보다는 재가요양기관에서 시간제 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에서 재가종사자는 비정규직이 66.7%, 시설

종사자는 정규직이 72.1%로 재가종사자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시설종사자보다 높다(보

건복지가족부, 2009). 근무형태는 시설종사자는 낮 근무보다 파트타임, 3교대, 2교대의 

근무형태를 보였고, 재가종사자는 낮 근무와 파트타임 근무형태를 보였다. 김진애

(2009)의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무 전체에 대해 직무만족 수준

은 낮게 나타났으며, 정규직이 풀타임 계약직과 파트타임 계약직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이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로사

정 및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단위의 농촌의 

경우 각 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1시간에 1대 적게는 일주일에 2번 장이 서는 날만 운

행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동시간이 길며 그

로인한 근무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대부분의 

도로가 곡선도로로 이루어진 농촌도로의 사정과 먼 거리로 인한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

어 임금의 상당부분이 차량유지비로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가 낮을 것이고 스트레스는 높게 타나날 것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차량이 

없을 시에는 시간적 소모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도시에 더 

잘 맞는 서비스로 농촌지역에는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다(이미

애, 2009). 

라. 재교육여부 

교육훈련은 종사원의 사고나 관습, 그리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능의 습득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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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하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적 행위이다(주현

식 ․안영면, 2002). 전문직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전업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전문화 과정의 시작은 교육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1회의 자격취

득을 위한 교육 이외에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교육 즉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

다.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 지속기

간이 길어지며, 보수교육 및 기관의 자체교육 정도는 유급가정봉사원의 서비스 질에 영

향을 미친다(김미정, 2005). 교육훈련 및 그 유효성은 교육참여자의 전문 직업성 뿐 아

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지역자활센터 소속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상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

으로 경상남도 합천을 중심으로 2010년 7월에서 8월 두 달에 걸쳐 합천지역, 진주, 거

창, 사천1)에 근무하고 있는 수급자를 한명만 돌보는 요양보호사 중 요양보호사 1급 자

격증을 취득한 여성 요양보호사 205명을 무작위로 선정, 동의를 구하여 구조화된 설문

지를 사용하여 조사 · 분석 하였다. 설문지 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안내문과 

함께 8곳의 시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서 3번까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차이검증을 위해

서 세 집단을 비교할때는 ANOVA, 두집단을 비교할 때는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문제 4번의 요양보호사 특성, 수급자 특성, 요양보호사 직무관련 특성의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만족도에의 영향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AS 9.2를 사용하였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위해 

1) 합천군은 경남에서 가장 넓은 지역, 거창군은 두 번째로 넓은 지역이다(통계청, 2010). 지리적으로 

넓으나 시가 아닌 군으로 시에 비해 교통시설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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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6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

으로 판명되었다.

상관관계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상관관계

변인
요양보호사 수급자 직무관련

연령 학력 경력 자원 건강 연령 등급 성별 동거 가족 급여 시간 거리 교육

연령 1.0

학력 -0.52 1.0

경력 0.01 0.11 1.0

자원 -0.18 0.30 0.41 1.0

건강 -0.22 0.29 0.02 0.06 1.0

연령 -0.08 0.16 0.05 -0.03 -0.01 1.0

등급 0.08 0.05 -0.08 -0.02 0.08 0.20 1.0

성별 0.07 -0.13 -0.17 0.07 -0.01 -0.16 -0.08 1.0

동거 0.09 -0.06 -0.04 0.16 -0.16 -0.11 0.13 0.29 1.0

가족 0.21 -0.09 -0.13 0.01 0.0 -0.11 -0.01 0.18 0.2 1.0

급여 -0.15 0.21 -0.08 -0.03 0.3 0.05 0.11 -0.15 -0.17 -0.05 1.0

시간 0.00 0.05 -0.04 -0.02 0.1 -0.17 -0.18 0.06 0.00 -0.09 -0.14 1.0

거리 0.02 0.04 0.01 -0.11 -0.15 0.07 0.08 -0.14 -0.12 -0.27 -0.06 -0.05 1.0

교육 -0.15 0.22 0.17 0.06 0.2 0.02 0.06 -0.14 -0.00 -0.05 0.21 -0.08 0.16 1.0

-0.14이상이면 p<.05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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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가. 종속변수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의 문항은 직무의 자율성, 역할의 모호성, 보상의 합리성, 역할 과다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홍석(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무의 자율

성을 묻는 문항으로 “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나의 업무계획과 수행에 관한 절차를 수

립한다”의 문항을 포함하며 총 7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역할의 모호성을 묻는 문항으

로는 “애매한 지시나 명령을 받고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를 포함한 3개의 문항으로 

되어있고, 보상의 합리성을 묻는 문항으로는 “봉급 수준이 괜찮다”를 포함 2개의 문항

으로 되어있다. 역할의 과다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

다”를 포함 5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위해서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리커트 5점 척

도를 사용하였고 내용이 역으로 된 문항의 경우 역으로 코딩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총점범주는 17점에서 85점이다. 직무스트레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2다.

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최영문(2009)과 오영필(2009)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직

무만족은 3개의 직무자체, 보수, 의사결정 및 소통직무만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현 직무에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까?”를 포함한 

직무에 관한 5문항, “귀하의 기관이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을 보너스 등으로 적절히 분

배해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를 포함한 임금에 관한 5문항, “귀하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를 포함한 의사결정 및 소통에 관한 2문항, “귀

하의 상사와 동료는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에 대해 잘 도와주는 편입니까?”를 포함한 인

간관계에 관한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의 총점 범주는 14점에서 70점이며 직무만족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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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1) 요양보호사 연령

요양보호사의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기 위해 만 나이와 출생 연도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만 연령을 사용하였다. 집단분류 시에는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세 집단

으로 나누었다.  

2) 요양보호사 학력

요양보호사의 학력의 경우 무학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정규교육을 받은 연한을 

사용하였으며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3)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이

며 “1. 1년 미만, 2.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3.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4. 2년 

이상”까지 6개월 단위로 네 집단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4) 요양보호사로 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 경험여부는 요양보호사로 자원봉사 경험이 있을 경우 1, 요양보호사로 자

원봉사 경험이 없을 경우 0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5) 요양보호사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

요양보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당신 또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고 “1. 아주 안 좋다”에서 “5. 매우 좋

다”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6) 수급자의 연령

수급자의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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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관한 문항은 수급자의 등급별 차이를 볼 것이며 장기요양 

등급 신청시 장기요양 등급에 조금 미달하는 노인종합 돌봄 서비스 대상자인 등급 외 

A, B 를 포함 하여 “1. 등급 외 B, 2. 등급 외 A, 3. 3등급, 4. 2등급, 5. 1등급” 으

로 총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경우 1, 가장 중증 등급인 1등

급의 경우 5로 코딩하였다. 

8) 수급자의 성별

수급자의 성별의 경우 남성 1, 여성 0으로 더미코딩 하였다. 

9) 수급자 가족의 동거여부

수급자 가족이 수급자와 같이 지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1. 수급자와 같이 지

내는 보호자가 있으면 1, 수급자와 같이 지내는 보호자가 없으면 0으로 두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10)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경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 인지를 보기 위해 “1.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는 가족

관계이다, 2.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는 가족관계가 아니다”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구분하

였다. 수급자가 가족인 경우는 1로 가족이 아닌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11) 급여

요양보호사의 급여의 경우 시간 당 급여를 “1. 7000원 미만, 2. 7000원 이상~7500

원 미만, 3. 7500원 이상”으로 3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급여는 시급으로 표시하여 월급

제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본인의 평균임금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12) 근무시간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1. 15시간 미만, 2. 15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 20시간 

이상”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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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

요양보호사가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분단위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기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30분 미만과 30분 이상으로 두 집단을 나

누어 30이상이면 “1”로 30분 미만은 “0”으로 코딩하였다.  

14) 재교육여부

요양보호사의 재교육의 경우 일 년 2회를 기준으로 2회 미만으로 재교육이 적은 집

단과 2회 이상 재교육이 많은 집단으로, 많은 집단은 “1”, 적은 집단은 “0”으로 두 범

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Ⅳ. 연구결과

표 2. 요양보호사의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40대
a

50대
b

60대 이상
c F 사후 검정

M (SD)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49.79 (5.56) 52.77 (7.71) 51.14 (9.91) 2.96

직무만족 51.04 (4.85) 48.25 (6.29) 48.29 (4.97) 4.48* a-b, a-c

*p<.05, **p<.01, ***p<.001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직

무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40대(51.04)는 50대(48.25)

나 60대(48.29)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높

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으며 학력이 낮은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무만족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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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양보호사의 학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무학

a

초등학교 졸업

b

중학교 졸업

c

고등학교 
졸업이상

d F 사후 검정

M (SD) M (SD) M (SD) M (SD)

직무

스트레스
53.80 (7.97) 55.21 (8.16) 51.24 (7.29) 48.71 (5.87) 10.99*** a-d, b-c, b-d, 

c-d

직무만족 46.93 (5.54) 46.94 (5.26) 48.51 (7.18) 51.28 (5.03)  8.53*** a-d, b-d, c-d

*p<.05, **p<.01, ***p<.001

표 4.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1년 미만

a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b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c

2년 이상

d F

M(SD) M(SD) M(SD) M(SD)

직무스트레스 52.83 (9.28) 49.29 (8.59) 52.88 (5.33) 51.55 (8.18) 2.28

직무만족 47.49 (7.74) 48.19 (7.00) 49.56 (4.80) 49.70 (4.75) 1.52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나고 있다.

표 5. 요양보호사의 자원봉사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있다 없다

t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9.10 (4.09) 57.60 (3.50) 2.80**

직무만족 49.46 (6.56) 48.38 (6.56) 1.30

*p<.05, **p<.01, ***p<.001

요양보호사의 자원봉사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59.10: 57.60) 직무

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수급자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의 영향

213

표 6. 요양보호사의 건강상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보통
a

좋다
b

매우 좋다
c F 사후 검정

M (SD)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2.86 (9.20) 53.22 (7.38) 50.53 (7.34) 3.07* b-c

직무만족 44.67 (8.35) 48.03 (4.97) 50.50 (5.41) 11.20*** a-b, a-c, b-c

*p<.05, **p<.01, ***p<.001

요양보호사의 건강이 좋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고 직무만족도는 높았다. 

표 7. 수급자의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60대
a

70대
b

80대
c

90대
d F 사후 검정

M (SD) M (SD)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8.23 (3.88) 58.06 (3.71) 59.35 (3.94) 57.42 (4.16) 2.02

직무만족 47.63 (6.98) 49.25 (5.91) 49.63 (5.13) 48.17 (5.92) 1.08

*p<.05, **p<.01, ***p<.001

수급자의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나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8.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등급 외 A, B 3등급 2등급 1등급

F
M (SD) M (SD)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7.30 (2.75) 58.23 (4.15) 59.00 (3.46) 58.64 (3.69) .77

직무만족 46.40 (6.67) 49.15 (6.09) 49.02 (4.95) 48.88 (6.5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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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급자의 성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남자 여자

t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7.57 (4.31) 58.93 (3.53) -2.35*

직무만족 48.92 (6.86) 48.98 (5.22) -.0.07

표 10. 수급자 가족의 동거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있다 없다

t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8.40 (4.04) 58.41 (3.83) -0.98

직무만족 48.38 (7.11) 49.28 (5.09) -0.95

표 11. 수급자와 가족 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가족관계 가족관계 아님

t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6.61 (5.04) 58.58 (3.74) 2.79**

직무만족 50.33 (6.49) 48.83 (5.98) 1.04

*p<.05, **p<.01, ***p<.00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족의 동거여부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수급자가 여성인 경우는 남성인 경우보다 직무스트레스

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58.93: 57.57) 직무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족인 경우는 가족이 아닌 경우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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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차이

구분

하
a

중
b

상
c F 사후검정

M (SD)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9.71 (7.06) 55.46 (7.10) 50.32 (7.27) 13.30*** b-c

직무만족 40.86 (3.48) 46.72 (6.49) 50.01 (5.30) 13.97** a-b, a-c, b-c

*p<.05, **p<.01, ***p<.001; a 7000미만, b: 7000-7500; c:7500이상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높은 집단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만

족도는 높게 나타내고 있다.

표 13.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15시간 미만

a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b

20시간 이상

c F 사후검정

M (SD)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1.93 (7.16) 51.49 (8.82) 51.96 (6.92) .08

직무만족 47.50 (6.67) 50.29 (6.55) 48.44 (4.95) 3.24* b-a, b-c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으며 근무시간에 따른 직

무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일하는 집단이 가장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30분 이상 30분 미만

t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60.00 (3.42) 58.18 (3.91) 2.21*

직무만족 46.60 (5.61) 49.29 (5.87)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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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거리가 가까울 경우 직무

스트레스는 낮고 직무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15. 재교육 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재교육 많음 재교육 적음

t
M (SD) M (SD)

직무스트레스 58.50 (3.87) 57.07 (4.14) 1.33

직무만족 49.23 (5.87) 44.93 (4.63) 2.69**

*p<.05, **p<.01, ***p<.001

재교육여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재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49.23: 44.93).

<표 16>의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있으며(b=-0.22, p<.05)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3.01, p<.001). 요양보호사의 

특성은 직무스트레스의 변량을 15.05% 설명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특성에 수급자 특성

을 첨가한 모델2에 의하면 수급자가 가족과 동거할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직무스

트레스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1.95, p<.05). 또한 수급

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족일 경우와 가족이 아닐 경우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b=-7.08, p<.001). 수급자 특성은 직무스트레스의 변량을 

6.83% 설명하고 있다. 모델3에 직무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은 직무스트레

스 변량을 29.93% 설명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변인은 직무스트레스의 변량을 8.05% 

설명하고 있다. 직무관련 변인 중 급여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

타나고 있으며(b=-2.74, p<.01) 거리가 멀수록 직무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고 있다(b=0.1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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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모델

구분 모델1 
b          β

모델2
b        β

모델3
b         β

요양보호사 

   연령 -0.22*  -0.17 -0.14  -0.11 -0.16*  -0.16

   학력 -3.01*** -0.42 -3.04*** -0.40 -2.78*** -0.38

   경력  0.61    0.03  0.29   0.04 0.19   0.03

   자원봉사경험 -0.80    -0.05 -0.68   -0.04 -0.66   -0.04

   건강 -0.75   -0.07 -0.20  -0.02 1.03 0.08

수급자 

    연령 -0.06 -0.07 -0.07 -0.07

    장기요양등급 -0.38 -0.04 -0.45 -0.03

    성별 -0.82  -0.05 -1.19 -0.08

    가족동거여부 1.95* 0.12  1.97* 0.12

    요양보호사 가족 -7.08*** -0.26 -6.56*** -0.23

직무관련

    급여 -2.74***  -0.22

    근무시간 -1.36   -0.08

    거리  0.12** 0.16

    재교육 -3.30  -0.11

F-test F(5, 199)=7.05*** F(10, 194)=5.43*** F(14, 190)=5.80***

R square 0.1505 0.2188 0.2993

R 점증 테스트 F(5, 194)=3.39** F(4, 190)=5.46***

*p<.05; **p<.01; ***p<.001

모델3에서 요양보호사, 수급자, 직무관련 특성 중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표

준화계수인 β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학력이 가장 높고(β=-0.38), 다음이 요양보호사

가족 여부(β=-0.23), 근무시간(β=-0.22)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요인인 연령과 직무관련

요인인 거리는 각각 β=0.16이며 가족동거여부에 따른 차이 영향(β=0.12)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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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모델

구분 모델1 
  b        β

모델2
  b        β

모델3
  b         β

요양보호사 

   연령 0.02 0.02 -0.00 -0.00 0.01 -0.01

   학력 1.54*** 0.27  1.61** 0.26 1.21** 0.23

   경력 0.73  0.13  0.92 0.14 0.71** 0.18

   자원봉사경험 -0.62 -0.05 -0.84 -0.05 -0.63 -0.07

   건강 2.15*** 0.24  1.91** 0.22 1.21 0.11

수급자 

    연령 -0.03  -0.04 -0.02 -0.01

    장기요양등급  0.26  0.03 0.75  0.06

    성별  0.70  0.06 1.23   0.07

    가족동거여부 -0.65 -0.05 -0.77 -0.06

    요양보호사 가족  2.18  0.11 -1.06 0.10

직무관련

    급여 2.77** 0.21

    근무시간 -2.30** -0.20

    거리 -0.09* -0.16

    재교육 0.62  0.10

F-test F(5, 199)=8.29*** F(10,194)=4.47*** F(14, 190)=5.36***

R square 0.1723 0.1873 0.2832

R 점증 테스트 F(5,194)=0.72 F(4,190)=6.35***

**p<.01; ***p<.001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표 17>에 의하

면 학력과(b=1.54, p<.01) 건강이(b=2.15, p<.001)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특성은 직무만족의 변량을 17.23% 설명하고 있다. 모

델2에 직무관련 변인을 투입한 모델3은 직무만족도의 변량을 28.32% 설명하고 있으며 

직무관련 변인은 직무만족도의 변량을 9.59% 설명하고 있다. 직무관련 변인 중 급여는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2.77, p<.001), 근무시간

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를 낮추었으며(b=-2.30, p<.01) 거리는 멀수록 직무만족도에 부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0.0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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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3에서 요양보호사, 수급자, 직무관련 특성 중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화계수인 β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학력이 가장 높고(β=0.23), 다음이 급여(β=0.21), 

근무시간(β=-0.20) 순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요인인 경력과 직무관련요인인 거리는 각

각 β=0.18과 -0.16으로 나타나고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특성 중 연령, 학력, 건강상태에 따라 직

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나 업무에 따른 문서작성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자원봉사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직무로 수행해야 

하는 괴리로 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건강이 직무만족

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을 돌봐야하는 요양보호사의 건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수급자가 여성일 경우는 남성일 경우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데 남성수급

자의 경우 여성수급자보다 질병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여성수급자보

다 요구하는 것들이 적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수급자가 가족일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적은데 이는 가족의 경우 부양 의무감과 가족을 돌보면서 재정적인 지

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보호사특성, 수급자특성 및 직무관

련요인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노화를 경험하면서 노인들의 수발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 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데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수급자를 돌보는 것 뿐 아니라 문서작성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포

함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간호, 의료지식을 요할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특성 등 전문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직무(김행열 외, 2010)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고 직

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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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일 수 있어 직무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양보호는 육체

적인 노동도 요구하는 직무로(김행열 외, 2010)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

호사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건강상태는 수급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수급자가 가족과 동거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는 요양보호

사에 대한 직무요청이 많을 수도 있고 수급자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서비스가 진행되

어야 한다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수급자 댁에서의 과도한 요구와 노인장

기요양기관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집안 전체의 가사도우미 역할까지 

맡는 경우들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뿐 아니라 가사도우미로써의 역할 요구 

등 혹은 수급자가족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요

양보호사의 업무한계가 모호한 것도(임정도, 2011)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급여는 높을

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였는데 급여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낮추

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행연구를(임정도, 2011) 지지한다. 사회복지직의 급여가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수준에 맞는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근

무시간이 많을 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과 근무시간이 15~20시간이 직무만

족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요양보호사의 직무수행을 전일제로 할 경우 육체적 노동도 

요구하는 직무이므로 요양보호사의 직무수행의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처음 배출했을 당시(2008년)에는 중년여성들이 일자리가 창출 되어 시간 

및 임금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노인장기요양법 실행 후 3년이 다 되

어가는 요즘의 경우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급자 관련요인보다는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요인으로 나타나고 있

다. 재교육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를 높였는데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교육, 노인의 신체, 심리적 특성, 노인질환 등에 대한 교육 및 노인요양을 위한 보

다 전문화된 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

겠다.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는 것은 기관에 대한 소속감도 높이고 직무만족도도 높일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가족

과 동거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받는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았는데 수급자를 돌보는 것 외

의 가족들의 일도 돌봐줘야 하는 부담은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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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초래하여 수급자를 돌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의 복지를 위해서는 직무의 범위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의 가족을 돌

보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는데 가족의 부양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원이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

다. 거리가 멀수록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서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거리 등의 요소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직무

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수급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수급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낮추게 되므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재교육과 거리문제, 요양보호사의 정확한 업무부담에 대한 정의 등이 요양보호사의 서

비스 제공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에 걸맞은 급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개인적인 특성, 그들이 돌보는 수급자의 특성, 직무에 

따른 특성들을 나누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줄이

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개인적인 능력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현재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자격증 남발에 

대한 대안으로 2010년 8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제도 도입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지만 

98.8%가 자격증을 취득 하는 등 높은 취득률을 보이고 있어 시험에 의구심을 갖는 사

람들이 적지 않다(http://www.longtermcare.or.kr). 그렇다고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영하여,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

을 보완시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어 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둔다면 직무 내용으로 보아 

가장 적합한 연령을 구하기가 어려워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의 유지를 위

함이 아닌가 하는 불만들이 생길 수 있음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을 허가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들의 경

우 신고제로 두어 작은 지역 안에 많은 요양기관들의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불법적인 

사회복지사업행태가 남발하게 되면서 자율경쟁에 맡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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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의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요양보호사들과 수급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사업을 꾸려가지 못하는 재가기관들이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고 적은 운영비로 사업을 불안하게 꾸려나가면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를 비정규직으로 두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를 

전문직 정규직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

기요양기관들의 기관수를 정부에서 지역의 장기요양등급판정 노인의 수를 감안하여 허

가해주는 허가제로 바꾸어 일정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지원이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시작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

에도 요양보호사를 간병인과 파출부를 합쳐놓은 정도의 인력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재교육에 지원

을 해야 할 것이며 TV 및 라디오 등의 공공매체를 통한 홍보도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 교육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가정의 

보호자들도 서비스 받기 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여 부당한 서비스

를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는 일은 줄이고 올바른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

육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해택을 수급자들이 받게 되는지, 

수급자가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서비스내용, 요구 가능한 서비스 내용, 성희롱방지 교

육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요양보

호사의 권익향상과 수급자에게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료들이 더 많이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직무관련 변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관계는 요양보호사의 직

무스트레스나 직무만족도 등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인데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 합천지역으로 대상자가 한

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특히 거리의 경우 합천과 거창은 경남에서 다

른 지역보다 넓고 시보다 미흡한 교통시설로 거리가 멀면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며 직무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요양보호사의 상황과 도시지역의 요양보호사의 

상황은 다를 것으로 추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요양보호사의 비교 연구도 바람직하리

라 사료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체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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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사료되며 요양

보호사의 개인적 대처능력이나 통제력 등의 심리적인 특성도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에 고려되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라 사료된다.

김미령은 미국 위스컨신대학(메디슨)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구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이며, 현재 베이비붐세대 및 고령자의 삶의 질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mkim@daegu.ac.kr)

심정원은 대구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현재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

인복지이며 요양보호사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daegu_s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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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n Job Satisfaction of 
Home Health Care Workers' Stress and 

Care Receivers' Attributes

Kim, Mee Ryoung 
(Daegu University)

Shim, Jeong Won
(Daegu University)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are home health long-term care workers 
who work for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settings in Hapcheon, Jinju, 
Jeochang, Sacheon of Kyung-nam Province.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205. This study compares factors of long-term care workers, care-receivers and 
related job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o test
the differences of each factor, ANOVA and t-test were used. When ANOVA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sher LSD was used. To test the effect on th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hierarchical regressions were used. To test the degree of 
effectiveness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β was used.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job stress by 
education, volunteer experience and workers’ health. Also,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by workers’ age, education and health. 
There are differences of job stress by health care receivers‘ gender and whether 
or not they are in the family. Also, there are differences of job stress by wage 
and the distance to the work place. There are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of wage, work hours, distance to work and reeducation.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f workers’ age, education, family 
members, wage, distance to work place and reeducation on job stress. Whether 
or not they reside with other family members affect the level of stress within 
the job. Also, when there is an increase of worker’s education, health and wag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However, when work hours and 
distance to work increase,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Keywords: Home Health Long-term Care Worker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