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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

로서,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

육생 281명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만족도는 지도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지향성은 교육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중간이상으로 높았으며, 교육 참여동기는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training for caregivers, this study examines how 

caregiver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raining affects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training. This study 

surveyed 281 trainees at a caregiver training agency in City B on their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and 

satisfaction with, training.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ctivity-oriented training was chosen as the top motivator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 with regard to the 

trainers. Motivation particularly influenced activity-oriented and learning-oriented training. In contrast, 

goal-oriented activities did not affect the trainees’ satisfaction with their training. The conclusion is that the 

level of caregiver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raining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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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인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

비스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일

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를 시행하였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전문 인력으로 요양보호사의 양

성을 시작하였다[1].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간병 문제를 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는 점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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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상

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자격기준, 자

격 관리체계, 교육내용 등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다[2,3]. 

요양보호사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표준 교재

를 사용하며 자격증의 종류로는 1급과 2급이 있다. 1급은 

이론과 실기, 실습이 각 80시간으로 합계 240시간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2급은 이론과 실기, 실습이 각 40시간으

로 합계 12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4]. 요양보호사의 교

육기관은 노인복지법의 시설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시설 

및 교수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제로 설치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2009년 4월 

현재 전국에 1,137개이며,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무

려 45만 명에 이르게 되면서[5], 요양보호 인력의 양적인 

측면은 충족시켰지만 질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낳게 했

다[6]. 

요양보호사는 노인 요양에 필요한 전문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에게 신체적 서비스

를 직접 제공하게 되는 필수요원으로, 요양보호사의 자질

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3,7]. 따라서 전문성

을 가진 요양보호사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

육이 필요하고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사회

적인 측면[6]과 학습동기, 학습능력, 성격 등과 같은 학습

자의 개인적인 특성[8]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습자

의 동기적 특성들은 교육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

다. 동기적 기제는 학습자가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노

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를 보이게 하는 것

으로, 동기적 특성이 높을수록 교육 훈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9]. 한편, 성인학습자들은 개

인적 특성이나 경험, 상황 등이 각기 다름으로 인해 학습

참여 동기나 욕구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참여에 대한 다양한 이론

들이 있다. Houle은 성인 학습자들의 참여동기를 목표지

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목표지향적인 사람들(the goal-oriented)은 교육을 

직업적인 진보나 외부적인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활

동에 참여한다. 활동지향적인 사람들(the activity-oriented)

은 사회적 관계나 복지, 도피나 자극을 위하여 학습활동

에 참여한다. 학습지향적인 사람들(the learning-oriented)

은 단지 학습자체나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습활동

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의 

동기 유형에 따라 교육만족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한 교

육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동기 유형이 교육 만

족도 정도를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하여 교육기관 중심과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교육생들의 

동기와 만족도에 근거한 요양보호사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요양보호사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소재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5

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조사 대상자들이 자기 기입식(self-administered)으

로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자가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의도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모집단 및 구성요소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판단표본추출(judgement or purposive 

sampling)을 통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2.2 조사 절차

조사기간은 2010년 3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었

으며, 자료 수집은 사전에 협조를 얻은 기관에 방문하거

나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의 인원

에 맞게 배포하여 총 310부중 281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0% 이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설문지는 교육 참여동기 18 문

항, 교육만족도 22 문항, 개인적인 특성 6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교육 참여동기는 Vallerand 와 Bissonnette(1992)[11]

의 학습동기 척도와 김진호(2003)[12]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

성하였다. 김진호(2003)[1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1 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는 김동민(2009)[13]의 연구에서 사

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김동민(2009)[1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15였고 본 연구에서는 .958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Likert의 5단계 척도로 사용하여 매우 그렇

다(5점), 그런 편이다(4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지 않

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로 응답하게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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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교육내용 교육환경 지도강사 신뢰도

배움의 기쁨 0.86 　 　

0.930

차후 참여 및 타인에게 권유 0.85 　 　

지식과 기술이 향상 0.85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도움 0.79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내용 구성 0.78 　 　

지적호기심 유발 0.77 　 　

교육내용과 수업목표 일치 0.76 　 　

실제업무에 도움 0.75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 0.75 　 　

학습자의 교육 요구 잘 반영됨 　 0.82 　

0.899

필요한 교구와 실습도구 제공 　 0.8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제시 　 0.81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시설 　 0.81 　

직원의 적절한 수업지원 　 0.78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적절 　 0.77 　

편리한 교통 　 0.71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 　 　 0.89

0.932

학습의욕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지적 성장 도움 　 　 0.89

강의준비 철저 　 　 0.88

수업방법 적절 　 　 0.88

이론과 현실적인 정보 함께 제공 　 　 0.88

고유값 12.103 1.469 1.239

0.958변량 기여율(%) 55.014 6.679 5.631

누적 기여율(%) 55.014 61.69 67.325

2.4 설문지 신뢰도 및 타당도

설문지를 구성한 후 본 연구자는 설문지의 구성에 대

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구성타당

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참여 동기

와 교육만족도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추출 모델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

방식 중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가 0.7이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택하

였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만족도에 대한 요인분

석 및 신뢰도 결과 21문항으로 추출하였다. 요인은 교육

내용, 교육환경, 지도강사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3개의 

요인이 전체 21문항 분산의 67.325%를 설명하였으며, 하

위요인 요인 적재값은 .721∼.869 사이에 분포하였다. 교

육만족도의 전체 신뢰도는 .958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요

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15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은 학습지향형, 목적지향형, 활동지향형으로 명명하

였다. 3개의 요인이 전체 15개 문항의 66.63%를 설명하

였으며 하위요인 적재값은 .721∼.869 사이에 분포하였

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

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교육참여 

동기의 신뢰도 계수가 .901로  나타나서 신뢰도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분석 방법

수거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교육 참여동기와 교육

만족도의 설문지 문항의 내적, 외적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교육 참여동기와 교육만족도의  변수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넷째,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교

육생들의 참여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05로 설정하였다.



요양 보호사 교육에서 교육생의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71

[표 2] 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학습지향형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신뢰도

흥미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0.854

0.919

공부하면서 성취하는 것이 즐겁다 0.853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0.84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즐겁다 0.832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0.824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 0.749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어 즐겁다 0.737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0.698

유능하게 보이려면 이 강좌가 필요하다 0.869

0.805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0.795

남들에게 유능하게 평가받기 위해 필요하다 0.775

취직이나 승진 등 직장생활에 필요하다 0.681

나의 미래를 위한 필요한 일이다 0.858

0.728힘들지만 나중에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0.753

꿈꾸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0.721

고유값 6.671 2.1606 1.163

0.901변량 기여율(%) 44.47 14.404 7.753

누적 기여율(%) 44.47 58.877 66.63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23 8.2

여 258 91.8

연령

20대 45 16.0

30대 63 22.4

40대 99 35.2

50대 62 22.1

60대 12 4.3

교육

중졸 이하 19 6.8

고졸 99 35.2

대졸 이상 163 58.0

월 

수입

100만원 이하 34 12.1

100~200만원 82 29.2

200~300만원 80 28.5

300~400 만원 36 12.8

500만원 이상 49 17.4

간병

경력

있다 62 22.1

없다 219 77.9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

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259명(91.8%)

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아서 대부분의 요양보호 인력이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40대가 99명(35.2%), 30

대가 63명(22.4%), 50대가 62명(22.1%)으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163명(58.0%), 고졸이 

99명(35.2%), 중졸 이하가 19명(6.8%)으로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다. 간병 경력이 없는 경우가 219명(77.9%), 간

병 경력이 있는 경우가 62명(22.1%)으로 대부분 간병 경

력이 없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190명(67.6%), 미혼이 

85명(30.2%), 기타 6명(2.1%)로 대부분 기혼자였다. 현재 

직업은 기타 193명(68.7%), 사회 복지사 29명(10.3%), 간

호사 29명(10.3%), 간호조무사 23명(8.2%), 간병인 7명

(2.5%)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이 9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요

양보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는 비슷하였

다. 유재응과 최우진[3]의 연구에서는 50대와 40대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노효련[14]의 연구에

서 50대와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여서 본 

연구에서 연령층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정도가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아서, 고졸

이 가장 많았던 연구[14, 15]와 고졸 이하의 학력이 대부

분이라고 보고한 연구[16]들 보다 학력 수준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간병인력이 저학력․고연령․저소득 계층이 주

요활동 인력이었으나[16] 요양보호사들은 간병인과 비교

하여 학력이 높아지고 연령층은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15].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변화로 인

하여 고학력의 젊은 연령층으로 인력의 특성이 이행되는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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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독교 67 23.8

불교 99 35.2

천주교 30 10.7

무교 82 29.2

기타 3 1.1

결혼

미혼 85 30.2

기혼 190 67.6

기타 6 2.1

현재

직업

간병인 7 2.5

사회복지사 29 10.3

간호사 29 10.3

간호조무사 23 8.2

기타 193 68.7

계 281 100.0

[표 4] 교육 만족도 정도

　       변수 M±SD

교
육
내
용

배움의 기쁨 4.07±0.83

차후 참여 및 타인에게 권유 3.96±0.85

지식과 기술 등이 향상 3.97±0.80

교
육
환
경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도움 3.93±0.85

일관성, 체계적인 내용 구성 3.97±0.74

지적호기심 유발 3.70±0.91

지
도
강
사

교육내용과 수업목표 일치 3.95±0.75

실제업무에 도움 4.03±0.79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 3.93±0.71　

소계 3.95±0.80

학습자의 교육 요구 잘 반영됨 3.99±0.77

필요한 교구와 실습도구 제공 4.00±0.78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제시 4.03±0.74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시설 4.05±0.74

직원의 적절한 수업지원 4.06±0.81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적절 3.98±0.78

편리한 교통 3.80±1.00　

소계 3.99±0.80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있음 4.34±0.72

학습의욕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지적

성장 도움 
4.19±0.74

강의준비 철저 4.19±0.74

강사의 수업방법 적절 4.14±0.69

이론과 현실적인 정보 함께  제공 4.27±0.73　

소계 4.17±0.72

3.2 교육 만족도 정도

요양보호사 교육만족도 중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은 

3.95±0.80점, 교육환경은 3.99±0.80점으로 나타났으며, 

지도강사는 4.23±0.72점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중 

지도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내용과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4]. 

따라서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는 3점(그저 그렇다) 이

상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

보호사들이 교육내용과 지도강사, 교육시설에 대하여 비

교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원효숙[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평생교육에 참여한 성

인학습자들도 비교적 만족하다고 보고한 연구[13]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3 교육 참여동기의 만족도 정도

요양보호사 교육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형은 3.70±0.99

점이었다. 목표지향형은 2.96±1,21점으로 나타났다. 활동

지향형은 4.02±0.87 점으로  나타나서 활동지향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5] 교육 참여 동기 정도

　     변수 M±SD

학습

지향형

흥미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3.77±0.96

공부하면서 성취하는 것이  

즐겁다
3.76±0.96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3.72±0.96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즐겁

다
3.87±0.95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3.69±1.03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느끼

는 성취감 
3.51±1.08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

아서 즐겁다
3.90±0.94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3.39±1.07

소계 3.70±0.99

목표

지향형

유능하게 보이려면 필요하다 2.88±1.20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3.08±1.17

남들에게 유능하게 평가받기 

위해 필요
2.84±1.17

취직이나 승진 등 직장생활

에 필요하다
3.06±1.28

소계 2.96±1,21

활동

지향형

나의 미래를 위한 필요한 일

이다
4.02±0.86

힘들지만 나중에 원하는 것

을 얻는데 도움
4.27±0.74

꿈꾸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3.77±1.01

소계 4.0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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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육 참여동기가 교육 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 β t p
공선성진단

F(p) R
TOL VIF

(상수) 0.014 0.347 0.729 104.175(0.00) 0.536

학습지향형 0.581 0.58 12.92 0 0.858 1.165 　 　

목표지향형 0.049 0.049 1.117 0.265 0.892 1.121 　 　

활동지향형 0.272 0.272 6.029 0 0.849 1.178

종속변수:  교육내용

[표 7] 교육 참여동기가 교육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 β t p
공선성진단

F(p) R
TOL VIF

(상수) 0.009 0.164 0.87 31.072(0.00) 0.252

학습지향형 0.293 0.292 5.114 0 0.858 1.165 　 　

목표지향형 0.059 0.059 1.054 0.293 0.892 1.121 　 　

활동지향형 0.307 0.305 5.324 0 0.849 1.178

종속변수:  교육환경

[표 8] 교육 참여동기가 지도강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 β t p
공선성진단

F(p) R
TOL VIF

(상수) 0.0009 0.017 0.987 41.373(0.00) 0.311

학습지향형 -0.389 -0.383 -6.99 0 0.858 1.165 　 　

목표지향형 0.0243 0.0239 0.445 0.657 0.892 1.121 　 　

활동지향형 -0.321 -0.316 -5.75 0 0.849 1.178

종속변수:  지도강사

성인여성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봉옥[10]의 연구

에서는 학습지향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목표지향형은 

가장 낮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

다. 박지원[2]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노인복지시설 취업, 전문적인 봉사활동,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 가족의 수발, 단순 자격증 획득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임[17]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로 취업,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관심, 가족의 수발, 기술 습득, 

단순 자격증 취득 순으로 나타났다. 

3.4 교육 참여동기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 참여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입력방법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6, 7, 8]. 분산팽창요인

(VIF)은 10 이상, 공차한계(TOL)는 0.1 이하면 다중 공선

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과 분산

팽창요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형과 활동지향형은 각각 요양보호사 교육내

용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지향형과 활동지향형이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β계수로 각각의 영향력

을 비교해보면, 학습지향형은 0.58, 활동지향형은 0.272

로 나타나 학습지향형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지향형은 교육내용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표. 6].

학습지향형과 활동지향형은 각각 요양보호사 교육환

경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활동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이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β계수로 각각의 영향력

을 비교해보면, 활동지향형은 0.305, 학습지향형은 0.292

로 나타나 활동지향형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

다. 그러나 목표지향형은 교육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있었다[표. 7].

학습지향형과 활동지향형은 각각 지도강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도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지향형과 활동지향형이 증가될수록 낮아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β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학

습지향형은 -0.383, 활동지향형은 -0.316으로 나타나 학

습지향형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

표지향형은 지도강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

다[표. 8].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향형 동기가 교육내용과 지도강

사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활동

지향형 동기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높은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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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지향형은 교육 만족도

의 모든 변수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

향적인 사람들은 교육을 명백한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학습은 요구(need)로 부터 출발하며 특

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그들의 학습 활동을 잘 달성할 수 있는 프로

그램에 참석하게 된다[10].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들은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18]고 알

려진 것과는 상이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99.6%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 직종

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가한 때문으

로 사료된다. 

박지원[2]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표준교재 교육내

용의 목표가 동일하더라도 교육 참여동기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지며, 교육의 효과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 못지않게 교육생들의 태도나 동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학습지향형

의 동기가 높은 경우에 학습의 질과 내용에 관련이 있는 

것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고, 어떤 과목을 배우고 특정목

표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활동 그 자체를 즐기는 활동지

향형 동기는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많게 나

타나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학습 참여동기의 특성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19]. 보육교사 교육원의 교육만족

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입학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

가 높아서[20]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 참여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B시의 요양

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281명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동

기와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교육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지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교육 참

가동기는 활동지향형이 가장 높았으며, 목표지향형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지향형과 활동지

향형이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학습

지향형이 교육내용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활동지향형과 학습지

향형이 증가될수록 높아지는 성향을 내었으며, 활동지향

형이 교육환경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도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지향형과 활동

지향형이 증가될수록 낮아지는 성향을 내었으며, 학습지

향형이 지도강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요양보

호사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동기는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의 역

할과 중요성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짧은 

교육과정과 실습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 배운 것

과 실제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 교육기관의 

부실한 운영 등의 문제점[2, 21]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도강사에 대한 자격 요건의 강화를 통하여 교

육의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요양보호사 전문가 과정에 대한 교육 내용의 차

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의 요양보호사 교육원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주체의 성격과 교육생들의 현 직업군 등 다양한 변

수를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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