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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직업의식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연구로서 G시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1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6주 동안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 3.41점, 의사소통능력 3.23점,
직무만족은 4.12점이었다.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은 정 상관관계(r=.636, p<.001)), 직업의식과 직무만족(r=.378 
p<.001), 직업의식과 소명의식(r=.356, p<.001)로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직무만족(B=.329, p<.001)이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B=.216, p<.001), 소명
의식(B=.165, p=.002)을 포함한 모델의 설명력은 57.5%로 나타났다. 추후 요양보호사에게 직무만족 강화훈련을 지속
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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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for professional consciousness of 
caregivers and provide basic data that could help develop a intervention to promote their professional 
consciousness. For this descriptive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from 110 caregivers 
in G City for six weeks in September 2019.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y scored 3.41 for calling and 3.23 f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4.12 for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conscious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r=.636, p<.001) and calling (r=.356, p<.001)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r=.378 p<.001). job satisfaction (B=.329, p<.001), followed by Communication Competence 
(B=.216, p<.001) and calling(B=.165, p=.002), had the strongest impact on professional consciousness, 
accounting for 57.5% in general. It is necessary to give job satisfaction reinforcement training 
constantly in long-term care givers.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education and research that can 
promote profession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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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9년 65세 이상이 전체인구 14.9%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20%로, 노인인구의 폭
발적 증가와 함께 다수의 보건의료인을 필요로 한다. 특
히 요양보호사는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노인 간병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제가 요양
의 수요증가와 맞물려 가장 많은 수요가 요구된다[1]. 그
러나 급하게 진행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마
련은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 부실교육, 지원자의 최
소학력 요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큰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에 일반인들은 요양보호사를 직업인으로 인정
하기보다 단순히 노인을 위한 신체노동 및 가사지원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D업종으로 간주하게 되었다[2]. 
반면 전통사회와 같이 노인의 부양을 오롯이 가족이 부
담할 수 없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
가 및 1인 가정 증가 등 다양한 요건은 요양보호사에 대
한 수요증가 요구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직종이 유일무이한 직업군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직업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해 직업인으로서 의식을 
가져야 한다[3]. 직업의식은 스스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
을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여 업무를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4].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의 강
화는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에게 질적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게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특성
은 성별, 연령, 학력, 소명의식 등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
으로 교육과정, 교육 참여 동기, 취업처의 만족감 등이 직
무만족과 연관되어 있다[5]. 이에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소명의식이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타인
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태도로, 노인 돌봄 노동을 실천
하는 요양보호사는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소명의식을 필
요로 한다.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 연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지만 소명의식이 높
은 경우, 조직몰입을 향상시킨다. 즉, 소명의식이 높은 경
우, 요양보호사가 조직에 충성하고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 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6]. 그러나 일부 연구자는 요양보호사의 소명의
식이 부적절한 보상으로 인해 손상 받을 수 있음을 주장

한다. 즉,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의 편차가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유지 및 발전을 도모한
다. 특히 요양보호의 공적 부조를 받는 대상자는 다양한 
질병으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의사
소통을 통해 신체적 욕구를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에 지
대한 영향을 받는다[7]. 그러나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
의 의사소통은 요양보호사의 탈진, 직무나 인간관계로 인
한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되기 쉽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요
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처우나 비인격화 등으로 표현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는 법적인 제도와 범
위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그 가
족에게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여건에 대
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적인 자질로 의사소통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8].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은 노인환자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 질 향상과 긍정적인 조직문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다[9]. 요양보호사는 직무환경에 따라 스트레스와 소진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매우 낮은 직무만족을 나타내기
도 한다[10]. 요양서비스는 특성상 매우 노동집약적이고 
대인관계 서비스이므로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11]. 이에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은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며, 간병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연구는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에 대
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직종이 직
업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
신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
불어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위해서
는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는 소명의
식, 의사소통 능력, 직무만족 및 개인적인 요소 등을 살펴
보고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자의 소명의식, 의사소통능

력, 직무만족, 직업의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265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대상자

들의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 직업의식의 관
계를 확인하고,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서 장기요양보호 교육을 받

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 중 설문지의 내용을 이
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을 적용한 결과 92명으로 
산출되었으나, 대상자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10명에
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110부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Dik 등이 개발한 척도(1977)를 Sim(1977)

이 수정한 소명의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Sim[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1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2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은 Hur[1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

소통 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3.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Slavitt, Stamps, Piedmont와 Hasse[14] 

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에 
맞도록 두 명의 간호학 교수가 내적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점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안 한다’ 1점에서 ‘항상 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Slavitt, Stamps, Piedmont와 Hasse[14]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4 직업의식
직업의식은 이승은의 도구를 Lee[5]가 요양보호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점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안 한다’ 1점에서 ‘항상 한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5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5일부터 6

주간 진행하였다. G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
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제 변수 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며,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영향요인 분석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가 18명(16.4%), 여자가  92

명(83.6%)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 89명(80.9%)이 가장 
많았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77명(70.0%), 없는 경우가 
33명(30.0%)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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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8(16.4)

Female 92(83.6)

Age(year)

≤ 39 12(10.9)

40∼49 37(33.6)

50∼59 35(31.8)

60 ≤ 26(23.7)

Marital status

Married 89(80.9)

Single 7(6.4)

etc 14(12.7)

Education

≤Middle school 12(10.9)

High school 73(66.4)

≥College 25(22.7)

Religion
Have 77(70.0)

Not have 33(30.0)

3.2 대상자의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 직
업의식의 이행 정도

대상자의 각 변수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소명의식
은 평점 3.41±0.82점, 의사소통능력은 3.23±0.62점, 
직무만족은 4.12±0.59점, 직업의식은 3.97±0.63점으
로 나타나 직무만족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Variables
Variables Mean SD Range

Calling 3.41 .82 1∼5

Communication 
Competence 3.23 .62 1∼5

Job satisfaction 4.12 .59 1∼5

Professional 
consciousness 3.97 .63 1∼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의 경우, 39
세 이하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직업의식이 떨어졌다
(F=.517, p=.597). 교육은 고졸 군이 직업의식이 다른 군
에 비해 직업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나(F=.302, p=.893), 
연령, 교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test or 
ANOVA

(P)

Gender
Male 3.59±0.66 .186

(.831)Female 3.99±0.62

Age(year)

≤ 39 3.53±0.40

.023
(.977)

40∼49 4.13±0.76
50∼59 4.04±0.55
60 ≤ 3.97±0.63

Marital status
Married 3.99±0.61

.517
(.597)Single 3.78±0.78

etc 3.95±0.70

Education
≤Middle school 3.78±0.78

.302
(.823)High school 3.95±0.70

≥Collegeve 3.94±0.66

Religion
Have 3.97±0.63 .127

(.887)Not have 3.86±0.67

3.4 대상자의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업만족, 직
업의식 이행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소명의식, 의사소통 능력, 직무만족, 직업의
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만족과 직업의식
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636 p<.001), 의사
소통능력과 직업의식(r=.378 p<.001), 소명의식과 직업
의식(r=.356,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2 3 4

Job satisfaction 1 .229
(.002)

.338
(<.001)

.636
(<.001)

Communication 
Competence  2 1 .237

(<.001)
.378

(<.001)

Calling 3 1 .356
(<.001)

Professional 
consciousness 4 1

3.5 대상자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가 .636∼.941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61∼1.577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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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제 변수 중 직무만족이 직업의식에 가장 높은 영향
력을 미쳤으며(F=124.359, p<.001), 49.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직무만족, 의사소통 능력, 소명의식은 직업의
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7.5%
이었다 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 on Professional consciousness
N=110

Model B β R2 F(P)

Constant 1.414

Job satisfaction .329 .428 .494 124.359
(<.001)

Communication 
Competence  

.216 .204 .527 67.111
(<.001)

Calling .165 .163 .575 55.932
(<.001)

4.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
업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여 요양보호사 직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성이 83.6%로 대다수 여성이었
고,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7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요양보호사가 
다수 여성으로 구성된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 내 
돌봄 주체의 역할을 해왔으므로 성역할에 대한 학습효과
로 보여 진다[15].

본 연구의 소명의식은 3.41점이었다. 요양보호사의 역
할과다는 소진을 일으켜 소명의식에 손상을 준다. 이에 
요양보호사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은 본 연구에서 
3.23점, Lim과 Lee의 연구에서 3.53점이었다[8]. 의사
소통능력은 대인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자기긍정 대
인태도와 타인긍정 대인태도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그러
므로 요양보호사가 자신과 타인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16]. 직무만족은 본 
연구에서 4.12점, Ko의 연구에서 학력에 따라 2.8점, 동
료관계에 따라 4.0까지 점수 차이를 보였다[9]. 직무만족
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요양보호사의 직
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근무현장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노인환자 중 다수

가 인지장애 질병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나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케어현장의 
안전사고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체계와 법적
인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9]. 더불어 적절한 성과체계와 
지원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직업
의식은 본 연구에서 3.97점, So의 연구에서 3.07점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4].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3.97점을 
나타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17]. 이와 같은 차이는 직
업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인식, 긍지에 따른 차이로 보여 
진다. 이에 요양보호사가 직업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식은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
와도 비슷한 결과이나 Cho[18]의 연구에서 연령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 연
령이 높아질수록 직업의식의 점수가 상승함을 볼 수 있
다[18]. 특히, 노인인권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태도에 따
라 직업의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4]. 이는 요양보호사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태도가 유순해지고, 자
신도 신체나이가 높아짐에 따른 신체적 제약을 이해해 
노인환자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높아져 포용력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 직업
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직
무만족과 직업의식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직무만족과 직업의식이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3]. 이에 직무스트레스를 줄여 
직무만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
다. 더불어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직업가치, 전문성 인
식, 직업에 대한 긍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만
족이 49.4%를 설명하였다. 또한 직무만족, 의사소통능
력, 소명의식이 57.5%를 설명하였다. 직무만족은 직업의 
가치관, 업무환경, 직업의 안정감, 업무의 자율성, 업무의 
실무기술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상승한다. 그러나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최저임
금, 고용 불안정, 장시간 노동, 높은 산업재해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19]. 그러므로 요양보호사의 직업
가치관 및 실무기술에 대한 교육과 업무환경의 개선, 업
무자율성의 보장과 직업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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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
양하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역할갈
등, 역할모호성이 직업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14.7%를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업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명의식, 교육훈련 유효성, 내적 
통제위적 성격, 외적 통제위적 성격, 자기특성 고려가 
57.5%를 설명하였다. 특히 소명의식은 가장 높은 영향요
인으로 나타나 소명의식 제고교육 및 성격강화 훈련의 
마련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 향상
을 위해 개인적 특성 강화훈련과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
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
무만족이 직업의식에 마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며,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강화를 위한 프
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은 
직업의식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57.5%의 설명
력을 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 강화를 위해 직업가치, 전문성 인식, 직업에 대
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마련과 개인적 특성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A. Y. Park & K. H. Kim. (2010). Training Effectivenes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of Caregiver 
Trainees. Journal of Adult Nursing, 22(2), 200-210.

[2] M. J. Seo. (2014). Comparative research on perceived 
professional competencies for "care worker" : 
research focused on care workers and staff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usan.

[3] S. J. Kim. (2012). The Study on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t Long-Term and 
Home Care Service Cent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1), 115-139.

[4] S. S. So. (2014). Attitude to Elderly Human Rights and 
Occupational Awareness of Long-Term Care Givers. 
Global Health Nurs, 4(2), 59-67.

[5] B. S. Lee. (2009). A Study on Professional 
Consciousness and Job Ethics of Accredited Care 

Giver. doctoral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6] S. S. Kim. & I. A. Park. (2014). A Study on Effect of 
Compensation Satisfaction and Call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Giv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1), 159-182.

[7] B. H. Lee. (2011).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barrier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9(1), 35-54. 

[8] S. J. Lim. & Y. J. Yi (2013). Influence of Interpersonal 
Attitude on Communication Competence in Care 
Workers for Frail Elderly. Asian Journal of Psychiatry, 
22(2), 112-129.

[9] K. A. Ko. (201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f 
duty Satisfaction about elderly care helpers (Centerd 
Jeju Island).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Long-Term Care, 3(2), 72-89. 

[10] S. J. Lee. (2019).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Job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of Nursing 
Caregiver in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0(5), 
1491-1502.

[11] J. Y. Lee. (2017). A Study on the Job Burn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Self efficacy and Service 
Quality of Caregivers. Exercise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of Middle-Aged Wo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8(2), 517-533.

[12] Y. R. Shim. & S. K. Yoo.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K).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4), 847-872. 

[13] K.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14] D. B. Slavitt, P. L. Stamps, E. B. Piedmont & A. M. 
Hasse. (1978). Nurs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ing Research, 27, 114-120.

[15] D. S. Son.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of Certified Caregiv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8, 299-322.

[16] S. H. Park. & M. H. Yon. (2009)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 job satisfaction-focused on 
corporate environ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2), 887-910.  

[17] H. S. Kim., H. K. Kim. & Y. S. Park. (2011). The Factors 
Influencing of Professional Consciousness of 
Long-term Care Work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31(3), 591-606. 

[18] Y. J. Cho. (1997). The factors affecting on recognition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 의사소통능력, 직무만족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269

of professionalism of care-helper.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19] Human rights. (2012. 7. 1). labor rights improvement 
policy for caregivers, [Online]. 
https://www.humanrights.go.kr/

박 은 희(Park, Eun Hee)  [종신희원]
․ 1992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이
학사)

․ 1992년 5월 ~ 1995년 3월 : 동아대
학교병원 

․ 1995년 5월 ~ 2001년 1월 : 삼성서
울병원 

․ 2007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임상교육, 성인건강문제, 지역사회 건강문제, 보
건기초교육 및 연구

․ E-Mail : juliana@kw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