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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양보호사  상 로 양보호사  에 한 지식, 태도, 양업  능숙도 간  계  

악하고  양시 에 종사하는 양보호사 145  상 로 2014  6월  9월 지 조화  지  사용

하여 양보호사  에 한 지식, 태도, 양업  능숙도에 해 조사하 다. 본 연 에  사용한 통계방법  

술통계, ANOVA, 독립 t-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사용하 다. 연  결과 에 한 지식수 , 태도  

양업  능숙도는 로 양  상 계가  확 하 다. 따라  양보호사에 한 내용  개발할 때 양

보호사  낮  지식수  고려하여 쉬운 내용과 다양한 방법  활용하는 것  필 하다. 그리고 양보호

사  근 환경 개  통해 에 한 정적  태도  진시켜  양 비스  능숙도  는 것  필 하다.

주제어 : 능숙도, 양보호사, 양시 , 지식, 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evel of knowledg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competence of 

carer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Research design employed a cross sectional descriptive stud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145 carers who have worked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from June 2014 to September 2014.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competence of carers 

was related to a positive attitude and a higher knowledge of caring for the elderly. Therefore, educational 

content that considers improvement among carers who have a low level of educational status should be 

developed. It should require carers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rough improving the job 

environ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ong ter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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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

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공 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

는 주요 인력으로 치매· 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

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해 노인요양

시설이나 장기요양기 에서 신체지원 서비스 식사,

목욕,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재 장

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27만 여명으

로 의료 복지 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14만 여명의 간

호사보다 많은 수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도 채 안되

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

가 일선에서 요양업무를 하고 있다[2., 3]

공 인 요양업무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재, 요양

서비스는 가족 사회의 노인 부양에 한 부담감을 감

소시켜주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등 많은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4]. 그러나 요양업무에 한 이용자

의 낮은 인식과 요양보호사를 무시하는 태도, 심리 ,

, 물리 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은 요양보호사에게 과

한 업무스트 스와 낮은 직무 만족도를 갖게 하고 있

다[5,6].

요양서비스의 질은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의 손에 으로 달려있다[7]. 요양업무는 기계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노인들과 직

면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한 올바른 지식과 정 인 태도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 인 요소이다[8]. 한 요양보호사의 노인

에 한 올바른 지식과 정 인 태도는 서비스 이용자

와의 계에서도 스트 스를 감소시켜 수 있고 요양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 사회 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노인 학 문제를 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8,9,10,11]. 따라서 노인을 상으로 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인에 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정 인 태도를 갖게 하며 노인의 복잡

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노력은 정확하고

능숙한 요양업무 수행으로 이어져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

일 수 있다.

노인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 스트

스에 한 연구[10, 12, 1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요양서비스의 질과의 계 연구[12], 요양보호사의 근무

경력이나 이직 의도와 같은 직무 특성과 요양서비스 질

과의 계에 한 연구[12, 14]등이 있었다. 그러나 요양

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직 인 요양

서비스 능숙도에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이었다. 요양

서비스 능숙도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를 얼마나 잘 수

행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

는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능숙도는 장기

요양서비스의 양 .질 수 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간의 계를 악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양

수 을 높이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노인에

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계를 악하는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 상자의 노인에 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의

능숙도를 악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에 한 지식정

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차이를 악한다.

- 상자의 노인에 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

숙도의 상 계를 악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노인에 한 지식

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계를 악하기 한 서

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및 료 수집

본 연구 상자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 지역의 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편의 표출하

다. 본 연구 상자의 선정 기 은 국의 노인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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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표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 경

기,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 노인 요양시

설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2) 설문지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으며 3) 설문 응답에 동의한 150명을 근 모집단으

로 설정하 다.

본 연구의 상자 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

하여 산출하 으며 독립변수 수를 고려하여 유의수

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 을 때 110명으로 나

타났고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

아 주요 변수에 한 무응답율이 높을것을 고려하여 150

명에 한 자료가 조사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거나 주요 변수에 한 무응

답자를 제외하고 145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

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설문조사에 참

여 할 조사자 15명을 뽑은 후 설문 조사를 한 교육과

토론을 한 후 진행하 다. 설문 조사를 한 교육은 본

설문의 목 과 각 설문 문항에 해 설명을 한 후 서로

짝을지어 설문 문항에 해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설

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측하여 연구

목 에 맞게 통일성 있게 응답할 수 있게 하 다. 교육이

끝난 후 조사자들은 설문 지역을 나눠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설문에 한 질문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

으며 설문조사 에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설문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설문작성을 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상자만을 설문 조사하

다.

2.3 연  도  

노인에 한 지식수 은 신체 , 심리 , 사회 측면

에서 노화과정과 노인에 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

다. 노인에 한 지식측정 도구는 노화 노인에 한

지식 편견 정도를 측정하기 해 Palmore에 의해 개

발된 도구를[15] 임 신 외[16]에 의해 한국 노인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2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신체 역(11문항), 심리 역(6문항),

사회 역(8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해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응

답하도록 하 다. 각 문항별로 정답은 1 , 오답과 모르

겠다는 0 으로 처리하여 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이 고[16]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이었다.

노인에 한 태도는 노인에 해 인지하고 있는 신념,

가치 , 감정 등을 의미하며 태도측정은 Sanders 등[17]

이 개발한 의미 분별척도를 한정란[18]이 번역한 것으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명한-어리석은, 친 한-불친

한, 이기 인- 한 등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하여 7 척도로 응답하도

록 하여 1 은 매우 부정 , 7 은 매우 정 임을 의미

하여 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한 태도가 정 임을

의미한다. 한국어 번역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이 고[18]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 다.

요양업무 능숙도는 요양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 직무분석표를 바

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35문항으로 분류하고 5

척도로 측정하 다[19]. 1 은 “매우 못한다”, 5 은 “매

우 잘한다”를 의미하여 수가 높을수록 요양업무가 능

숙함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신체수발업무에

신체청결 지원하기, 식사 수발하기 등 6 문항이 있고, 건

강 리업무에 건강상태 체크하기, 양식단 리하기등

7문항, 가사활동지원업무에 식사 비하기, 주거환경 리

하기 등 6문항, 정서 서비스 업무에 말벗 화하기, 임

종 비하기 등 5문항, 행정업무에 활동일지 작성하기, 업

무 보고하기 등 5문항, 자기개발업무에 보수교육참여하

기, 스트 스 리하기 등 6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

한 요양업무능숙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이었다

2.4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을 하 다.

-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 다.

- 상자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

는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요양업

무 능숙도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 Scheffe사후

검정을 사용하 고 독립 t-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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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

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

여 상 계를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상  반적  특

상자의 평균 연령은 53.3(±6.40)세 으며 여자가

135명으로 93%를 차지하 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91명으

로 가장 많았으나 학교 졸업 이하 상자도 30명

(20.7%)로 나타났다. 상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정원은

51∼100명 이하의 시설이 42.1%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

태로는 비정규직이 55.2%로 정규직보다 많았고 근무경

력은 평균 48.2(±33.40)개월 이 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year)

Range (36-72)

< 50 40(27.6)
53.33±6.40

≥ 50 95(65.5)

missing 10(6.9)

Gender Male 10(6.9)

Female 135(93.1)

Education ≤Middle school 30(20.7)

High school 91(62.8)

≥ College 24(16.5)

Number of patients at the

facilities
≤ 10 6(4.1)

11∼30 55(37.9)

31∼50 2(1.4)

51∼100 61(42.1)

> 100 21(14.5)

Type of employment
Temporary

employee
80(55.2)

Permanent

employee
65(44.8)

Years of working (month)

Range (1∼120)

< 3a 50(34.5)

48.17±33.40
3 ∼ 5b 32(22.1)

> 5c 55(37.9)

missing 8(5.5)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N=145)

3.2 상  에 한 지식, 태도, 능숙도 평균

노인에 한 지식의 총 은 25 에서 평균 12.02(±2.51)

으로 나타났고 태도 수는 7 척도에서 4.27(±0.54)

으로 정 이었으며 35문항을 5 척도로 측정한 상

자의 요양업무 능숙도 평균은 3.65±(0.59) 으로 잘하는

편이었다. 업무 능숙도의 각 역별 평균 신체수발업

무의 능숙도(4.02±0.71)가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업무의

능숙도(3.18±0.75)가 가장 낮았다<Table 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Knowledge,

Range (3 - 25)
12.02±2.51

Attitude,

Range (20 – 140)
4.27±0.54

Competence,

Range (35 - 175)

Physical assistance 4.02±0.71

Health management 3.78±0.79

Housework assistance 3.63±0.70

Psychological support 3.61±0.77

Administrative work 3.69±0.75

Self development 3.18±0.75

Total 3.65±0.59

<Table 2> Average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e of Sample       (N=145)

3.3 상  반적 특 에 따  에 한

지식, 태도, 양업  능숙도  차  

상자의 지식정도는 교육수 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F=5.127, p=.007) 노인에 한 태도는 연령과 고용형태

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50세 이하의 상자가 50세 이

상의 상자에 비해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지

고 있었다(t=2.837, p=.005). 한 정규직인 상자가 비

정규직인 상자에 비해 노인에 한 태도 수가 높았

다(t=2.990. p=.003). 상자의 업무 능숙도는 시설규모

(F=9.871, p< .001)와 근무경력((F=3.264, p=.041)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3>.

3.4 양보호사  에 한 지식, 태도, 

    능숙도  계 

본 연구에서 상자의 요양업무 능숙도는 지식정도

(r=.213, p=.010), 태도(r=.194, p=.019)와 양의 상 계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Knowledge

r(p)

Attitude

r(p)

Competence

r(p)

Knowledge 1.0
.177

(.033)*
.213

(.010)*

Attitude 1.0
.194

(.019)*

Competence 1.0

* p< .05

<Table 4>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e of Carer   (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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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노인에 한 지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 간의 계를 악하고자 한 본 연구에

서 지식 정도와 태도는 타 연구들에서 보고한 수보다

높고 정 인 태도를 보 다[10, 20]. 이것은 타 연구들

의 연구목 이나 상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간 이상의 지식수 과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본 연구의 요양

서비스 능숙도는 타 연구에서 4 척도로 측정한 수행정

도보다 낮았는데[20]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한 두 연구를

직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연구 상

자 스스로 능숙하게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평가하고 있었

다.

상자의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의지식, 태도 요

양업무 능숙도의 차이에서는 교육 정도에 따라 노인에

한 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하 다[20, 21]. 본 연구에서 학교 이하

의 학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30명(20.7%)이고 타 연구

에서는 50% 이상이었다[20]. 이것은 학력이나 연령에 제

한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과 시험 통해 자격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를 고려할 때 이해하기 쉬운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로 교육 내용에 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50세 미만의 상자가 50세 이상의 상자에 비해 노

인에 한 태도가 정 이었는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나이에 따라 노인에 한 태도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10, 22]과 나이가 많을수록 정 인 태도를 보인

다고 보고한 연구[23],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요

양업무의 다른 주요 종사자인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

구결과 [24]와 상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나이와

같은 인구학 특성과 노인에 한 태도의 계에 하

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자의 고용형태와 같은 근무 환경에 따른 노인에

한 태도에서는 정규직 상자가 비정규직 상자에 비

해 노인에 한 태도가 정 이었다. 요양보호사의 근

무환경 특성과 직무 만족도에 한 연구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만족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직 고려와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 월 여와

같은 근무환경 특성이 직무 만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요양보호

사가 비정규직에 비해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고용형태, 이직고려, 월

여와 같은 근무환경이 노인에 한 태도에 향을 주고

있음을 간 으로 시사한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요양업무 능숙도에 차이가 있었는

데 규모가 작은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능

숙도가 큰 규모의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미국의 100인 이상의

C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Compete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0.80±4.13 -0.992

(.346)

4.16±0.31 -.631

(.529)

3.43±0.51 -1.221

(.224)Female 12.11±2.34 4.28±0.55 3.66±0.59

Age
< 50 12.20±0.11 0.618

(.537)

4.47±0.52 2.837

(.005)**

3.56±0.61 -1.100

(.273)≥ 50 11.90±2.68 4.18±0.55 3.69±0.60

Education

≤Middle schoola 11.13±2.59 5.127

(.007)**

(a,b < c)

4.27±0.56 0.051

(.950)

(a=b=c)

3.600.54 0.989

(.374)

(a=b=c)

High schoolb 12.00±2.41 4.26±0.53 3.63±0.58

≥ Collegec 13.30±2.39 4.30±0.58 3.79±0.64

Number of patients at

the facilities

< 50a 12.55±2.48 2.507

(.085)

(a=b=c)

4.36±0.45 2.546

(.082)

(a=b=c)

3.85±0.57 9.871

(<.001)***

(a>b>c)

50 ∼100b 11.68±2.54 4.25±0.60 3.59±0.60

>100c 11.47±2.39 4.05±0.55 3.24±0.31

Type of employment
Temporary employee 11.88±2.49 .743

(.459)

4.14±0.55 2.990

(.003)**

3.57±0.58 1.758

(.081)Permanent employee 12.20±2.56 4.41±0.50 3.74±0.59

Years of working

(year)

< 3 a 11.68±2.20 2.219

(.113)

(a=b=c)

4.30±0.53 .260

(.772)

(a=b=c)

3.53±0.47 3.264

(.041)*

(a,b < c)

3 ~ 5b 11.63±2.92 4.28±0.48 3.54±0.58

> 5c 12.58±2.43 4.23±0.57 3.79±0.65

* p< .05 , ** p <.01 , *** p <.0001

<Table 3>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e by Sample Characteristics  (N=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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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장기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 종사자를 상

으로 직무만족과 요양서비스 수 을 비교한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25].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규모 요양시

설 종사자가 소규모 시설 종사자에 비해 직업만족은 높

고 이직의도는 낮았으며 서비스 수 이 높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50인 미만시설에서 요양업무 능숙도

가 가장 높았으며, 100인 이상의 시설에서 요양업무 능숙

도가 가장 낮았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시설 인력배치 기 에 의하면 입소 정원이 50인 이

상일 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양사 등 요양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50인 미만의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는 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다양한 인력들의 조를 쉽게

구할 수 없어 다양한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향으로 요양

보호사의 업무 능숙도가 여러 보건복지 인력을 포함하고

있는 규모 요양시설에 비해 높은 업무능숙도를 보여주

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한 미국 요양시설의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와 단순 비교는 어려우므로 추후 시설

규모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 에 한 비교를 통하여

정 수 의 요양시설 규모에 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

한다.

경력에 따라 상자의 요양업무 능숙도에 차이가 있

었는데 5년 이상의 경력 요양보호사가 5년 이하의 요양

보호사에 비해 요양업무 능숙도가 높았는데 요양보호사

를 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임상경력에 따라 업무성과에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6, 27]. 이는 경력

이 많을수록 요양시설의 노인과 경험이 많고 상자

의 문제 상황이나 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처능력이

높으며 노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9].

연구 상자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요양업무 능숙

도의 계에서 상 정도는 높지 않으나( r=.213 ∼.194)

양의 상 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요

양보호사의 노인에 한 지식과 정 인 태도 그리고

요양서비스의 질이 양의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9]. 한 노인에 한 지식과 태도가

양의 상 계(r=.283, p<.001)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

과[24]와 노인에 한 정 인 태도와 요양서비스 질이

양의 상 계(r=.310, p<.001)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

과와 일치하 다[28]. 요양보호사를 상으로한 연구는

아니지만 보건계열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해 융복합기반의 교육방식으로 도입한 연구결과[29]를

고려할 때 지식수 이 높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때 요양서비스 수행능력을 높이기

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된 보편 공 서

비스인 요양서비스의 핵심은 요양보호사이다[7, 30]. 학

력정도를 고려한 쉬운 교육으로 노인에 한 올바른 지

식을 갖게 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경력에 따른 요양서비

스의 능숙도를 고려하여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경력이 낮은 요양보호사를 리

하는 업무를 주어 요양업무의 효율 인 리와 함께 요

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노인에 한 지

식정도, 태도, 요양업무 능숙도의 계를 악한 결과 노

인에 한 지식정도는 높은 수 이었고 정 인 태도를

보 으며 요양업무 능숙도는 타 연구에 비해 높았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노인의 지식, 태도 요양업

무 능숙도의 차이에서 교육정도에 따라 노인에 한 지

식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시설규모, 고용형태,

경력등은 요양보호사의 요양업무 능숙도에 차이를 나타

냈는데 50인 미만의 시설규모 종사자, 정규직 고용형태,

요양업무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에서 업무 능숙도가 높

았다. 연구 상자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요양서비스

능숙도 간의 계는 양의 상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해 요양보호사의 학력

수 을 고려한 쉬운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에 한

개발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한 개선을 통해 노인

에 한 정 인 태도를 키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연구 상자는 서울, 경기, 충청

북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 일반화시키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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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을 기해야 하며 본 연구의 요양서비스 능숙도는 객

인 척도가 아닌 상자의 주 인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요양서비스의 수 을 평가할 수 있는

객 인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

구결과 상자의 요양업무 능숙도는 지식정도, 태도와

양의 상 계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 계

가 낮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용하는데 제한 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하 는데 이후 재가 요양시설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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