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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의 
매개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경기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PSS Ver. 21.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 소진, 감정노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은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소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감정노동’은 간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
의 직무만족 향상과 소진 감소를 위해서는 직무 자체의 개선 외에도 감정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퍼비전과 스트레스 조
절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개별 시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요양보호사, 직무만족, 소진, 감정노동,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of elderly caregivers and their job satisfaction and burnouts. The 
sample was consisted of 299 elderly caregivers working for the long-term elderly care centers from Seoul and 
Kyunggi  areas. Bo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job characteristics of elderly caregive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job satisfaction, burnouts, and emotional labor levels after controlling for 
background variables. Second, emotional lab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urnout, but it has no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of elderly caregivers and their job satisfaction/ burnou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nhanced supervision and 
stress management education as well as job improvement for elderly caregivers be carried out for the 
improvement of both their job satisfaction and burnouts. Furthermore, the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elderly caregivers should be paid attention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individual elderly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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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속적인경제성장과눈부신의학의발전으로인하여

평균 수명이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연장되고 있다. 2016

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의 13.3%(694만 명)로,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가사활동/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은앞으로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핵가족화, 가치

관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면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만

의책임이아니라, 국가와사회가함께짊어져야하는범

사회적인 책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여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령사회 대응과제로서 ‘치매 국가책임제’

를포함하였고, 그세부과제로서전국 252개치매안심센

터확충, 치매안심병원확대등을제시하고있다[2]. 앞으

로 이러한 과제들의 실행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은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2008년 7월출범한이래짧은기간동안에압축적성장을

이루어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된 중앙

및 지방 재정이 2010년 1조 3101억 원에서 2016년 1조

5,298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서비스인력이급격히증가해왔다[3]. 장기요양시

설은 2008년에 1,717개에서 2015년 5,083개로, 7년 만에

약 2.5배 증가하였고, 요양보호사자격취득자도같은기

간 동안 339,197명에서 약 4배인 1,331,868명으로 늘어났

다[4]. 이와 같이단기간에장기요양보험의양적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보험인정자도 2009년 전체 노인 인구의

5.5%(28만 7천명)에서 2016년 7.5%(52만 명)로약 2배정

도 증가하였다[4].

그러나 충분한 재정 확충 없이 장기요양보험이 단 기

간에 구축되면서 그에 상응한 서비스 질은 확보되지 못

하고있다[5]. 그 주요원인은장기요양서비스의급속한

확대를 위해서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저임금 직종

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2 제1항에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간략히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할 경우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노인성 질환 보유자

들을 돌보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담

당하고있다[6]. 이와같은직무특성으로인해소진도빈

번히발생하지만요양보호사자격제도가비교적단기간

의교육을통해서자격을취득할수있는저임금직종으

로서 설계되어 저학력, 중고령층 여성이 주로 충원되고

있다[7,8]. 이에 따라요양보호사는노인장기요양보험운

영을위한핵심인력이지만, 낮은사회적인식, 역할과경

계가 모호한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직무에 대

한긍지나만족이상당히낮은편이다[9]. 아울러, 장기요

양 돌봄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감정적 교류가

수반되어 요양보호사들은 감정노동에 쉽게 노출되는 문

제가 있다[10]. 이러한 감정노동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

족, 소진 등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유효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10-12]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주로 집

중하여이들의직무특성과관련하여 ‘감정노동’이직무만

족이나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은

심도있게이루어지지못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서울/

경기노인요양시설에종사하는요양보호사 299명을대상

으로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소진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요양보

호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상세히 규

명해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 직무환경 및

처우개선방안을수립하는데에도활용될수있을것이

다.

2. 이론적 배경
2.1 직무특성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는 근로자의 만족과 성과에 영

향을 주는 필수과업 특성을 ‘직무특성’으로 접근한

Turner & Lawrence(1965)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13].

이들은직무특성을 “다양성, 자율성, 선택적상호작용, 요

구되는상호작용, 요구되는지식과기술, 책임감” 등 6가

지로구분하였다. 그리고 Hackman & Lawler(1971)는 직

무특성을 크게 두 개의 범주, 즉 핵심 특성 차원(다양성,

자율성, 과업 정체성, 환류성)과 대인적 특성 차원(상호

접촉, 동료애)으로 구분하였다[14]. 이러한 모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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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서 Hackman & Oldham(1976)은 직무 특성을 다

양성,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환류성등 5가지로정교화

하였고[15], Withey(1983)는 자율성, 피드백, 과업정체

성, 다양성, 과업 불확실성으로 분류하였다[16]. 그리고

Chen & Chiu(2009)는 직무특성을업무고유의속성뿐만

아니라자율성, 도전성, 직무환경, 임금, 혜택, 안전성, 피

드백, 인간 관계성, 학습된 지식, 자기계발 기회 등과 같

이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17].

2.2 직무만족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을통한직무성과제고와조직효율성개선을위한핵심

적인 요인으로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주요 연구주

제라고 할 수 있다[18]. 직무만족을 Locke(1976)는 직무

나 직무경험으로 인해 개인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

으로정의한반면에[19], Alderfer(1972)는 개인이직무에

대해 갖는 일련의 태도이며, 직무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

로 충족되어지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상태라고 규정하였

다[20]. Cranny, Smith와 Stone(1992)은 자신이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받은 성과를 비교하여 얻어지는 감정적 반

응으로서 직무만족을 이해하였다[21].

한편 Porter. et al(1974)은 직무만족영향요인을조직

차원요인(급여수준, 승진기회, 회사정책과절차, 조직구

조), 작업환경 요인(감독형태, 의사결정 방식, 작업집단

규모, 동료간 관계, 작업조건), 직무내용 요인(직무범위,

역할모호, 역할갈등), 개인요인(연령과근속, 성격) 등크

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22].

2.3 감정노동 
감정노동에관한논의는종전에는판매, 관광등서비

스 산업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복지 분야에

도확산되고있다[23]. Grandey(2000)에 의하면감정노동

이란근로자가조직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느낌과감정

표현을 통제 또는 조절하는 과정이며[24], Amold(2003)

는 종업원이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 조직목표 달성을 위

해서신체상, 표정상, 언어상표현을만들기위한감정과

표현의 관리로서 규정하고 있다[25]. 더 나아가

Hochshild(1983)에 의하면, 감정노동은 표면행위와 내면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26]. 전자는 실제와 다른 감정을

표현하거나 실제의 감정표현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행

위를 의미하고, 후자는 이미지 훈련을 통해 본인이 느끼

고자 하는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

들[27,28]에 의하면, 감정노동 강도가높을수록감정고갈

이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심화된다고 한다.

2.4 소진 요인 
소진(burnouts)은 정신분석학자인 Freudenberger

(1974)에 의해서 정의된 용어로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

로인한정신적 신체적고갈상태를의미한다[29]. 즉, 어

떠한일에너무무리하게에너지를쏟아부은후생기는

무기력감, 또는완전소진한연료처럼아무것도할수없

는상태를말한다. Maslach & Jackson(1981)은 소진으로

인한증상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로 구

분하였다[30]. ‘정서적 고갈’은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인간화’는 휴먼서비

스 제공자가 정서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또는관련상황에대해서심리적거리를두는태도를말

한다. 그리고 ‘성취감 감소’는 생산성, 업무적 능력, 의욕

등이저하되어스스로를부정적으로평가하는태도를말

한다. 소진은당사자개인의정신적, 육체적건강을해칠

뿐만아니라, 직무만족의저하, 이직율의증가, 서비스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31,32].

2.5 선행연구 고찰
요양보호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

요인은크게개인적특성요인과직무환경요인으로구분

할 수 있다. 전자에는 요양보호사의 연령과 학력 수준

[34], 자아존중감정도[11] 등이포함되며, 후자에는인간

관계[33,35], 고용형태[36], 사회적 지지[11], 감정노동

[37], 시설유형[38]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돌봄의 특성상 요양보호사에게 있

어강점노동은불가피하며, 직무만족과이직의도, 서비스

질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3,27].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소진’은 개인적 요인(연령, 학력, 종교 여부 등) 뿐만

아니라, 직무환경요인(업무보람, 보상, 지속등)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39].

한편,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소진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를 다룬 연구는 드문 편

이다. 이에 기타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정모(2013)의 연

구에서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전문성, 동료및상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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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승진공정성, 급여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노인 취업담당자에

관한 이강인(2010)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중 과업중요

성, 자율성, 환류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

으며[41], 김대영(2014)의 연구에서는장애인활동보조인

의 직무도전성, 직무안정성, 직장애착이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그리고 직무

특성이소진에미치는영향에대한권성현(2009)의 연구

에서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과 소진이 정(+)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이상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감정노동, 소진

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직무특성’과

관련하여직무만족과소진에미치는영향을탐색한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나아가감정노동의매개효과가있는지를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요양보호사가 10명

이상인총 40개 기관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기관별로 총 8명씩, 총 320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

가많은조사지 21개를제외하고총 299명의자료를대상

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 전원이 여성

이고, 60세(33.4%), 고졸 학력(59.5%), 기혼(96.0%), 기독

교(49.2%), 월소득 101-150만원(93.3%), 정규직(67.9%),

3-4년의 근무기간(32.4%) 비율이높은 것으로나타났다.

3.2 연구 모형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이에대한감정노동의매개효과를검증하는연구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연구문제를설정하

였다. 첫째, 요양보호사의직무특성이직무만족에영향을

미치는 가? 둘째, 요양보호사의직무특성이 소진에영향

을미치는가? 셋째, 요양보호사의직무특성과직무만족/

소진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가? 이러

한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소진의 관계, 감정노동

과 직무만족/소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감정노동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통계분석을위해서 SPSS Ver. 21.0을 사용하

였다.

Frequency %

Age

Under 40 14 4.7
51~59 99 33.1
60~69 100 33.4
70 and above 86 28.7

Level of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98 32.8
High school 178 59.5
Two-year univ. 16 5.4
Four-year univ and above 7 2.3

Marriage
status

Unmarried 12 4.0
Married 287 96.0

Religion

atheism 59 19.7
Christian 147 49.2
Catholic 54 18.1
Buddhist 28 9.4
Others 11 3.7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10,000 KRW)

51-100 7 2.3
101-150 279 93.3

151 and above 13 4.3

Work status
Employees 203 67.9
Contract workers 96 32.1

Years of Work

Under 1 yr 31 10.4
1-2 yr 69 23.1
3-4 yr 97 32.4
5-6 yr 47 15.7
6 yr and above 55 18.4
Total 299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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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변수
요양보호사의직무특성이직무만족및소진에미치는

영향과 감정노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첫째, 직무특성 변수 중

“다양성, 중요성, 자율성”의경우Hackman &Oldham(1976)

이 개발한 척도를김용철(2009)이 번역한것을활용하였

고[15,44], “대인관계, 교육기회, 역할모호성, 업무량” 변

수의경우 조선희(2011)의 연구에서사용한문항들을활

용하였다[45]1). 직무특성변수의 Cronbach’s α값은김용

철의연구에서는 0.935로 나타났고, 조선희(2011)의 연구

에서변수별로 0.720~0.885의 범위에속하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들 측정도구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경우 직무특성

변수의 Cronbach’s α값은 0.919로 나타났다. 이상의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을 직무가 가지

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요양보호사의직무만족을측정하기위하여고수

정(2005)의 연구를 토대로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도구

를구성하였다[46]. 문항별로 Likert 5점척도를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나게 하였다. 고

수정(2005)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0.908로 나타났으며, 본연구에서는 0.955로 나타났다. 이

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조

직구성원이 인지하는 직무 및 직무를 통해 습득하는 경

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Maslach & Jackson(1981)의 측정도구를이영화(2011)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30,47]. “감정적 고갈, 비인격

화, 성취감감소”에대해각각 4개 문항(총 12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소진정도가높게나타나도록하였다. 이영화(2011)

의 연구에서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0.921로 나타

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0.888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

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진’을 종사자의 태도와

행동이 직무긴장에 반응하여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넷째, 요양보호사의감정노동은 Ashforth & Hemphrey

(1993), 한수진 등(2012), 임시아(2016)의 연구를 바탕으

로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48-50].

1) 김용철(2009)은 3개의변수만을사용하여직무특성을측정하
였으나,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키기 위해 조선희(2011)의 연
구에서 사용된 직무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표면행위와 내면행위를 각각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Likert 5점척도를사용하여점수가높을수록감정노

동강도가높게나타나도록하였다. 임시아(2016)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값은 0.807로 나타났으며, 본연구에서

는 0.874로 나타났다. 이상의선행연구를토대로본연구

에서는 ‘소진’을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고객과 접촉하

면서 나타나는 감정과 표현의 관리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인 ‘인구통계적 요인들’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소득, 근무

유형, 참여기간 등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Depend
ent
variable

Independe
nt variable

Non-standard
ized

coefficient

Standa
rdized
coeffici
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SE β
Tolera
nce

VIF

Job
satisfa
ction

constant -.076 .314 -.242 .809
diversity·i
mportance

.636 .053 .638
12.063
***

.000 .531 1.882

autonomy -.041 .056 -.034 -.733 .464 .689 1.451
ambiguity
(re)

.029 .074 .019 .393 .694 .630 1.586

job
load(re)

-.083 .059 -.058 -1.405 .161 .868 1.152

human
relationship

.201 .084 .119 2.406* .017 .607 1.646

edu.
opportunity

.241 .081 .137
2.969*
*

.003 .701 1.427

R Square=.565, Adj R Square=.556, D-W=1.589, F=63.280***
*p<.05, **p<.01, ***p<.001

<Table 2>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5.6%(adj.R²)이고, F=63.2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D-W값이 1.589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직무특성중 “다양·중요2)(t=12.063, p<0.001),

2) 본연구의타당성검증결과, 다양성과중요성이하나의요인
으로 추출되어 다양·중요라는 1개의 변수로 사용하였음.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26

대인관계(t=2.406, p<0.05), 교육(t=2.969, p<0.01)” 세 변

수모두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직무의 다양중요성, 대인관계, 교

육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직무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소진’의 3개 하위 변수(감

정고갈, 비인격화, 성취감감소)에 미치는영향을살펴보

면 <Table 3>과 같다.

Depe
ndent
varia
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r
dized
coeffici
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SE β
Tolera
nce

VIF

Emoti
on
deple
tion

constant 6.033 .401 15.060 .000
diversity·im
portance

-.045 .067 -.047 -.671 .502 .531 1.882

autonomy .033 .072 .029 .467 .641 .689 1.451

ambiguity(re) -.251 .095 -.170
-2.651*
*

.008 .630 1.586

job load(re) -.468 .076 -.339
-6.189*
**

.000 .868 1.152

human
relationship

.010 .107 .006 .093 .926 .607 1.646

edu.
opportunity

-.265 .103 -.157 -2.566* .011 .701 1.427

R Square=.239, Adj R Square=.224, D-W=1.765, F=15.298***

Imper
sonali
zatio
n

constant 4.602 .317 14.524 .000
diversity·im
portance

-.026 .053 -.034 -.489 .625 .531 1.882

autonomy -.127 .057 -.139 -2.248* .025 .689 1.451
ambiguity(re) -.055 .075 -.048 -.742 .459 .630 1.586

job load(re) -.346 .060 -.319
-5.780*
**

.000 .868 1.152

human
relationship

-.193 .084 -.151 -2.289* .023 .607 1.646

edu.
opportunity

.024 .082 .018 .296 .768 .701 1.427

R Square=.229, Adj R Square=.213, D-W=1.753, F=14.449***

Redu
ced
sens
e of
acco
mplis
hmen
t

constant 5.673 .323 17.559 .000
diversity·im
portance

-.128 .054 -.150 -2.362* .019 .531 1.882

autonomy .116 .058 .112 2.018* .044 .689 1.451

ambiguity(re) -.370 .076 -.282
-4.849*
**

.000 .630 1.586

job load(re) -.243 .061 -.197
-3.985*
**

.000 .868 1.152

human
relationship

-.437 .086 -.300
-5.075*
**

.000 .607 1.646

edu.
opportunity

.110 .083 .073 1.322 .187 .701 1.427

R Square=.378, Adj R Square=.366, D-W=1.793, F=29.629***
*p<.05, ***p<.001

<Table 3>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burnouts

우선 직무특성이 ‘감정고갈’에 미치는영향에대해 분

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4%(adj.R²)이고

F=15.2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W

값이 1.765로잔차의자기상관이존재하지않으며, 독립

변수간 다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직무특성중 “역할모호성(역)(t=-2.651, p<0.01),

업무량(역)(t=-6.189, p<0.001), 교육기회(t=-2.566, p<0.05)”

는 감정고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3). 즉 직무가 분명하고 업무량이 적고, 교육기회가 많

을수록 요양보호사의 감정고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양보호사의직무특성이 ‘비인격화’에 미치는영향에

대해분석한결과, 회귀모형의설명력은 21.3%(adj.R²)이

고 F=14.4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W값이 1.753으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

았으며, 독립변수간다중공선성도존재하지않았다. 직무

특성 중 “자율성(t=-2.248, p<0.05), 업무량(역)(t=-5.780,

p<0.001), 대인관계(t=-2.289, p<0.05)”가 비인격화에 부

(-)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자율성이높고

업무량이 적고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요양보호사가 클라

이언트를 심리적 거리감 없이 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특성이 ‘성취감감소’에 미치는영향에

대해분석한결과, 회귀모형의설명력은 36.6%(adj.R²)이

고 F=29.6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W값이 1.793으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

으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

고 직무특성 중 “다양중요(t=-2.362, p<0.05), 모호성

(역)(t=-4.849, p<0.001), 업무량(역)(t=-3.985, p<0.001),

대인관계(t=-5.075, p<0.001)” 모두 ‘성취감감소’에부(-)

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반면에, 자율성(t=2.018,

p<0.05)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의 다양·중요성이 크고 명확성이 높고 업무량이 적

고대인관계가좋을수록요양보호사의성취감저하정도

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4.3 직무특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감정노동의 하위요소(표면

3) (역)이라는 것은 해당 변수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역코딩을하여긍정적인변수로변환한것을나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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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내면행위)에 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는 <Table

4>와 같다.

Depend
ent
variable

Indepen
dent
variable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r
dized
coeffici
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SE β
Tolera
nce

VIF

Surface
acting

constant 4.654 .391 11.903 .000
diversity·
importan
ce

-.063 .066 -.071 -.968 .334 .531 1.882

autonomy -.112 .070 -.103 -1.597 .111 .689 1.451
ambiguit
y(re)

-.092 .092 -.067 -1.002 .317 .630 1.586

job
load(re)

-.344 .074 -.267
-4.661*
**

.000 .868 1.152

human
relations
hip

-.193 .104 -.127 -1.856 .064 .607 1.646

edu.
opportun
ity

.186 .101 .118 1.849 .066 .701 1.427

R Square=.170, Adj R Square=.153, D-W=1.660, F=9.984***

Deep
acting

constant 5.215 .397 13.128 .000
diversity·
importan
ce

-.111 .067 -.121 -1.669 .096 .531 1.882

autonomy -.256 .071 -.230
-3.614*
**

.000 .689 1.451

ambiguit
y(re)

-.034 .094 -.024 -.367 .714 .630 1.586

job
load(re)

-.019 .075 -.014 -.251 .802 .868 1.152

human
relations
hip

.190 .106 .122 1.792 .074 .607 1.646

edu.
opportun
ity

-.429 .102 -.265
-4.187*
**

.000 .701 1.427

R Square=.182, Adj R Square=.165, D-W=1.315, F=10.810***
***p<.001

<Table 4>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emotional labor 

우선 직무특성이 ‘표면행위’에 미치는영향에대해 분

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5.3%(adj.R²)이고

F=9.984로, 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D-W값

이 1.660으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

립변수간다중공선성도존재하지않았다. 한편직무특성

중 ‘업무량(역)(t=-4.661, p<0.001)은 표면행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의 업무

량이적을수록 ‘표면행위’, 즉실제와다른감정을표현하

거나실제의감정표현을의도적으로자제하는행위가줄

어든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직무특성이 ‘내면행위’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6.5%(adj.R²)이고

F=10.8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W값이 1.315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

며,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무특성 중 “자율성(t=-3.614, p<0.001), 교육(t=-4.187,

p<0.001)”이 내면 행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 자율성과 교육기회가 많을수록, 요양

보호사의 내면 행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회귀모형의설명력이 1.3%(adj.R²)이

고 F=2.9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감정노동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ep
ende
nt
varia
ble

independ
ent
variable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r
dized
coeffici
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SE β
Tolera
nce

VIF

Job
satisf
actio
n

constant 3.484 .239 14.551 .000
surface
acting

-.025 .066 -.023 -.384 .702 .936 1.068

deep
acting

-.145 .065 -.133 -2.244* .026 .936 1.068

R Square=.020, Adj R Square=.013, D-W=1.843, F=2.999
*p<.05

<Table 5>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job 
satisfaction 

4.5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감정노동이 소진의 3개 하위요인(감정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선 감정노동이 ‘감정고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0.2%(adj.R²)이고 F=38.602

로, 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D-W값이 1.838

로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표면행위

(t=6.869, p<0.001)와내면행위(t=3.568, p<0.001) 모두 ‘감

정고갈’에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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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행위와 내면행위가 많을수록 요양보호사의 감정고갈

도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Depe
ndent
varia
ble

Independ
ent
variable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r
dized
coeffici
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SE β
Tolera
nce

VIF

Emoti
on
deple
tion

constant 1.109 .207 5.346 .000
surface
acting

.393 .057 .367 6.869*** .000 .936 1.068

deep
acting

.200 .056 .191 3.568*** .000 .936 1.068

R Square=.207, Adj R Square=.202, D-W=1.838, F=38.602***

Imper
sonali
zatio
n

constant 1.259 .169 7.437 .000
surface
acting

.296 .047 .353 6.344*** .000 .936 1.068

deep
acting

.064 .046 .078 1.397 .164 .936 1.068

R Square=.144, Adj R Square=.138, D-W=1.626, F=24.921***
Redu
ced
sens
e of
acco
mplis
hmen
t

constant 1.357 .187 7.241 .000
surface
acting

.408 .052 .428 7.894*** .000 .936 1.068

deep
acting

.018 .051 .019 .353 .724 .936 1.068

R Square=.187, Adj R Square=.182, D-W=1.547, F=34.099***
***p<.001

<Table 6>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감정노동이 ‘비인격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3.8%(adj.R²)이고 F=24.92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W값이 1.626으로

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변수간 다

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정노동 중 표면

행위(t=6.344, p<0.001)만이 비인격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면행위가 많을수록 요양

보호사가 클라이언트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이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8.2%(adj.R²)이고 F=34.0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나타났다. D-W값이 1.547로서잔차의자기상관이존

재하지않으며, 독립변수간다중공선성도존재하지않았

다. 그리고 감정노동 중 표면행위(t=7.894, p<0.001)만이

‘성취감감소’에 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표면행위가많을수록요양보호사의개인적성취감저

하 정도도 커짐을 알 수 있다.

4.6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정노동의 매개효과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정노동’의 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51].

분석 결과, <Table 7>과 같이 1단계에서는 직무특성이

감정노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8.138, p<.0.001). 2단계에서는 직무특성이 직무만족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5.162,

p<0.001). 3단계에서는직무특성과감정노동이직무만족

에정(+)의 영향을미치고, 직무특성의영향력이 2단계보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0.661→0.543). 또한 Sobel

test 결과, z의값(-3.675)이 p=.000 수준에서유의한것으

로나타나직무특성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

감정노동은간접매개효과를보인다고할수있다. 즉, 요

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감정노동을 통해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Depe
ndent
varia
ble

independ
ent
variable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r
dized
coefficie
nt

t p t p

SE β

Emoti
onal
labor

constant 4.906 .249

.182
66.227
***

19.725 .000
Job

Characte
ristics

-.624 .077 -.427
-8.138
***

.000

Job
satisf
action

constant -1.344 .287

.436
229.874
***

-4.688 .000
Job

Characte
ristics

1.340 .088 .661
15.162
***

.000

Job
satisf
action

constant -2.658 .424

.467
129.546
***

-6.262 .000
Job

Characte
ristics

1.507 .095 .543
15.828
***

.000

emotiona
l labor

.268 .065 .193 4.112*** .000

Sobel test : z=-3.675***, p=.000
***p<.001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labor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4.7 직무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정
노동의 매개효과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감정노동의매개효과를분석한결과, <Table 8>과같

이 1단계에서는 직무특성이 감정노동에 부(-)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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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8.138, p<.0.001). 2단계에서

는직무특성이소진에 부(-)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

타났다(t=-11.079, p<0.001). 3단계에서는 직무특성은 소

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감정노동은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특성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0.541→-0.418). 또한 Sobel

test 결과, z 값(-4.618)이 p=.000 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

나타나직무특성이소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감정노

동은 간접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Depe
nden
t
varia
ble

Indepen
dent
variable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r
dized
coeffici
ent

t p t p

SE β

Emot
ional
labor

constant 4.906 .249

.182
66.227
***

19.725 .000
Job

Characte
ristics

-.624 .077 -.427
-8.138
***

.000

Burn
outs

constant 4.974 .226

.292
122.749
***

22.041 .000
Job

Characte
ristics

-.771 .070 -.541
-11.079
***

.000

Burn
outs

constant 3.597 .327

.360
83.292
***

11.010 .000
Job

Characte
ristics

-.596 .073 -.418
-8.128
***

.000

emotion
al labor

.281 .050 .288 5.595*** .000

***p<.001
Sobel test : z=-4.618***, p=.000

<Table 8>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labor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burnout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감정

노동의매개효과를연구하기위하여서울/경기지역의요

양보호사 29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분

석을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매

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영향에대해분

석한 결과, 요양보호사가 직무의 다양·중요성, 대인관계,

교육기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29,52]와도 일치하는것으로, 요양보호사가직무에만족

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는 직무의 다양화와 중요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워크샵 등 교육기회도 확대할

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아울러, 위계적관리보다는시

설장및동료요양보호사들과좋은교감을할수있는기

회들이 조직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12,28,29]. 요양보호사대부분이저임금을받으면서고강

도의스트레스를수반하는장기돌봄업무를수행하고있

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구성원 상호간에 심리적인 지지

를 제공하는 조직문화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직무특성이 ‘소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분석

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직무가 명확하고 업무량이 적고

교육기회가 많을수록 ‘감정고갈’ 정도는 낮아지고, 직무

의 자율성이 높고 업무량이 적고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클라이언트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비인격화’

정도도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직무의 다양·중요성과 명

확성이높고대인관계가좋고직무의자율성과업무량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성취감 저하’ 정도가 낮

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소진의 하위 요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 요인은 구체적으로 다르지만, 직무의

역할모호성과 업무량은 공통적인 요인으로서 요양보호

사소진문제를해결하는데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

제임을알수있다. 이는 ‘노인장기돌봄’이라는요양보호

사 업무의 특성상 직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에

따라 업무경계 없이 다양한 과업이 요구되고 업무량도

커지는문제가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따라서장

기요양시설별로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요양보호사당사자만이아니라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에게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진의

두 가지 하위요인(비인격화, 성취감 감소)을 감소시키는

데,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요양보호사에대한처우를단기간에획기적으로개

선하기 어렵다면, 개별 시설 차원에서는 시설장과 요양

보호사간, 그리고동료간의관계개선에중점을둘필요

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직무특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업무량이 적을수록 표면행위는 줄어들고

있었으며, 자율성과교육기회가많을수록내면행위도적

어지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 선행연구[23,31]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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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업무분장이필수적이고, 아울러직무수행면에서

자율성을부여하고교육기회의확대등이필요함을보여

준다. 그리고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결과, 표면행위와내면행위가많을수록감정고갈

도심해지고있었으며, 표면행위가많을수록비인격화와

성취감 저하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장기요양시설의시설장 등은요양보호사가감정노동

행위를보이는지에대해관심을기울여야하고, 특히표

면행위 출현 빈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

다. 강점노동은요양보호사의직무만족과이직의도에영

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유

발할수있기때문이다[28]. 한편, 감정노동이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감정노동은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재

욱(2014)의 연구와는차이가있는데[37], 그 이유는연구

표본, 측정도구, 분석방법등이다르기때문인것으로보

인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과 소

진에미치는영향에대한감정노동의매개효과를분석한

결과, 감정노동은 각각 ‘간접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들이 과도한 감정노동을 겪지

않도록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조직 차원에서 정서적 지

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기노인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감정노동은 불가피하나, 그로 인해 요

양보호사들이겪는심리적인고통을최소할때직무만족

도 향상되고 소진 현상도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도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개선과소진감소를위해서는체계적인직무분석을

통해서직무를개선할필요가있다. 즉, 요양서비스유형

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직무를 전문화하되, 업

무 수행과정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53].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빈번히 발생하게 하

는 노인돌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의 구성

원들이 서로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의 ‘감정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리적지원과스트레스조절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노동은 그 자체로서 소진에

도 영향을 미치고,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소진 간의 관계에서 간접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요양보호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감정노동을 경험

할수있도록시설내의수퍼비전과상담기능을강화하

고, 재충전을위한 ‘유급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있다. 아

울러, 요양보호사들의스트레스를상담하고, 근로환경개

선을위한요구등을수렴할수있는기구인「노인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요양보호사들이직무로인해겪는고충이

특정시설이나지역에한정되지않는점을고려할때, 중

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저임금의 과중한 노동

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요양보호사가 설계되어 있는 한,

직무개선 자체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

부 차원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기

요양보호사처우및지위개선을위한조례등이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과 직무

만족/소진의관계에서감정노동의매개효과를밝힌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요양보

호사의 직무만족/이직 요인,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또는

소진간의 관계에 주력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

호사의 직무특성과 연계하여 직무만족/소진, 그리고 감

정노동의영향을검증했다는점에서학술적인의의를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요양보호사만을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표본 설

정을 통해서 연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

서후속연구에서는다양한요인들을추가하여요양보호

사의 직무특성과 만족 요인에 대한 논의를 보다 발전시

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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