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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효의식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매개변인으로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도에 속해 있는 장기요양기관 10개소를 선정하여 각 
시설별 요양보호사 총 450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중 미수거와 불성실한 
응답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42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효의식과 노인이미지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효의식은 노인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효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노인이미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효의식과 노인이미지 등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간접적으로 서비스 질과 직무만족의 향상을 
가져오고, 다시 직무만족은 서비스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개입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효의식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함양하고 
요양보호사의 내재적 직무기회로 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과학기술∣요양보호사 효의식∣노인이미지∣직무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elderly image in the relationship of HYO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in care worker. In this study, the HYO consciousness of care 
workers is the consciousness of taking good care of the elderly. The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by 10 long-term care institutions belonging to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a total of 450 nursing 
care providers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The final 429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first, HYO consciousness and the elderly image have a 
defining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HYO consciousnes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lderly image. Finally, the elderly image played a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YO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foster a sense of HYO 
consciousness and a positive image of the elderly by utiliz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are work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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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2%가 되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에 따른 노
인들의 부양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을 책임져야
할 가족의 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국
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다양
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인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증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도 함
께 증가하였다. 노후에 맞이하게 되는 병고, 무위고, 고
독, 빈곤의 문제를 가진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와 집에
서 간병을 하는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유발 및 소득 재
분배를 위한 전달체계로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
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
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이러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의 부담을 사회화
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식(자세) 
약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서비스 편중과 질의 
격차,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3].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일상
생활 및 신체 활동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인수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
고 있지만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쉽게 지치고 의욕을 상실하
게 된다. 그러나 노인을 공경하는 효의식과 긍정적인 
인식, 봉사정신 등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
하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해주며 노인 돌봄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만족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효의식은 자식이 부모님께 효를 하려는 것이며 
요양보호사들의 효의식은 노인에 대하여 잘 돌보려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4]. 국내에서 효의식에 관한 연구
는 효의 의미 및 특성을 알아보는 고찰 연구[5], 대학생
을 대상으로 효의식 정도를 알아본 연구[6][7], 요양보
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알아본 연구[8][9]
로 효의식과 노인부양 의식 및 행동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현주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효의식과 전문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10], 홍세영의 연구
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하는 공적 돌봄 노동이 자
식 대신 효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때 업
무수행의 만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1]. 이처럼 요양
보호사들의 효의식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업무 관련
하여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효에 대한 의식이 함양
된다면 직무만족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높게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는 성공적 노화 
가능성을 높이고[12][13], 노인차별을 약화시키는 정적
기능을 하는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의 자존감 및 
사회참여 저해, 노인에 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
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연구들은 산업화 이후 노인에 대
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4].이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을 편견의 대상으로서 
긍정적인 존재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존재로, 의존적 존
재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
적인 이미지 인식은 요양보호사들의 심리·정서적 측면
에서 효의식과 부양의식 등에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15].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양의식과 효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 즉 이미지
가 긍정적일수록 부양의식 및 효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16]. 또한 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노인에 대한 지식과 효에 대한 교육, 봉사 경험
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어[17] 효의식이 긍정적인 노인 이미
지를 형성시켜 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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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의식과 노인이미지를 함께 살펴보고 직무만족과
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효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노인 이미지 긍정적으로 높여
주고 이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여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노인
을 돌보는 일로 인해 탈진이 오는 경우 돌아가신 부모
님에게 못다한 효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노인들을 부모
와 같이 돌보게 되면 탈진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 효의식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직무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18].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을 노인에 대하
여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도와주고, 보살펴주
고 싶은 욕구로 정의하고 구성요인을 효의실천, 효의보
은, 효의신뢰, 효의올리사랑, 효의도리로 살펴보고자 하
며, 노인이미지는 노인을 떠올렸을 때 나타나는 내면의 
표상이자 직접 보았을 때 경험하는 느낌을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접촉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효의식이 긍
정적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매개변인으로 직무만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규명함으로써 노인돌봄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독립변인은 효의식, 

종속변인은 직무만족, 매개변인은 노인이미지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은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요양보호사의 노인이미지는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요양보호사의 효의식과 직무만족 관계에 있
어서 노인이미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효의식이 노인에 대한 이

미지를 매개변인으로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
울·경기도에 속해 있는 장기요양기관 10개소를 선정하
여 각 시설별 요양보호사 총 450을 선정하여 동의를 구
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시
설을 직접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 내용을 설명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배포된 설문지는 
432부이며, 미수거 18부와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
하고 최종 42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 및 오류 검토 과정을 거

친 후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대상자이 일반
적 특성과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섯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효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과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Z 검정으로 알아보았다.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유의수준
은 .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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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의 구성 및 문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각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은 탐색
적 요인분석 및 문항내적일치도로 알아보았다.

표 1. 설문 구성 및 문항
구분 구성 설문문항 문항수

효의식

효의실천
효의보은
효의신뢰

효의올리사랑
효의도리

11,12,13,14,15,22,23
1,2,3,4,5

8,16,20,21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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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독립변인: 효의식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효의식 측정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황규회의 효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20]. 이 척도는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다중공선성이 나타난 문항 11번을 제외한 후, 
효의 실천(6문항), 효의 보은(5문항), 효의 신뢰(4문항), 
효의 올리사랑(3문항), 효의 도리(4문항) 22문항을 최
종 사용하였다[표 2].

설문지에 대한 반응 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척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영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효의식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효의식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하위요인 효의 실천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908이었다. 효의 보은의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58이었으며, 효의 신뢰의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853, 효의 윤리사랑의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935, 효의 도리의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806, 전체 효의식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3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

4.2 직무만족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종희의 측정도구로 수정·보완하여 직무자체, 직업안

정성, 개인적특성에 대한 설문으로 사용하였다[21]. 직
무만족 척도의 하위요인은 직무자체 5문항, 직업안정성 
5문항, 개인적특성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표 3].

설문지에 대한 반응 방법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척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영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
록 직무만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하위요인 직무자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8, 직업안정성의 척도 신뢰도(Cronbach's α)
는 .644, 개인적특성의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75, 전체 직무만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8
로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2. 효의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요인

h2효의
실천

효의
보은

효의
신뢰

효의
올리사랑

효의
도리

14 .848 .095 .144 .009 .001 .749
15 .840 .090 .143 .074 .016 .740
12 .817 .057 .170 .005 .082 .706
23 .795 .065 .135 .103 .054 .668
13 .784 .139 .138 .040 .027 .656
22 .764 .092 .165 .031 .012 .620
1 .117 .827 .046 .022 .083 .708
3 .111 .802 .077 .035 .070 .668
2 .093 .795 .100 .085 .015 .657
4 .061 .767 .026 .044 .019 .595
5 .079 .755 .069 .114 .085 .601
20 .132 .088 .816 .067 .003 .695
21 .204 .087 .809 .029 .031 .705
8 .233 .074 .803 .009 .033 .706
16 .208 .059 .796 .058 .039 .685
17 .068 .047 .005 .965 .008 .937
18 .082 .052 .026 .964 .004 .939
19 .044 .114 .014 .874 .028 .780
6 .048 .004 .052 .024 .821 .679
7 .005 .051 .036 .019 .795 .636
9 .010 .041 .039 .003 .783 .616
10 .068 .003 .082 .057 .775 .615

Total 4.143 3.216 2.769 2.679 2.554
KMO=.844

p=.001% of Variance 18.830 14.620 12.588 12.178 11.610
Cumulative % 18.830 33.451 46.038 58.217 69.827
Cronbach’s α .908 .858 .853 .935 .806 .83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8412

표 3. 직무만족도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요인

h2개인적
특성 직무자체 직업

안정성
11 .856 .031 .069 .739
15 .853 .043 .007 .730
14 .842 .033 .058 .713
13 .790 .004 .044 .626
12 .728 .083 .024 .537
9 .044 .780 .019 .611
8 .083 .764 .041 .592
10 .083 .758 .001 .582
6 .026 .738 .053 .548
7 .006 .734 .006 .539
4 .080 .039 .777 .612
2 .015 .051 .766 .590
5 .017 .034 .739 .548
3 .014 .057 .731 .538
1 .062 .098 .106 .025

Total 3.351 2.880 2.298
KMO=.813

p=.001% of Variance 22.342 19.198 15.319
Cumulative % 22.342 41.540 56.859
Cronbach’s α .875 .813 .644 .728

4.3 노인이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 이미지에 대한 척도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 & Balkwell이 의미
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개발된 것
으로 이를 한정란이 번안한 한국형 노인이미지 척도를 
사용하였다[22][2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
도(1점: 매우 부정적∼5점: 매우 긍정적)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
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
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이미지 척도
의 신뢰도는(Cronbach's α) .776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이이미지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슬픔-행복, 불평-불평 없음, 비관적-낙천적, 
인내심 없음-인내심 있음, 매력적이지 않음-
매력적임, 의존적-독립적, 융통성 없음-융통
성 있음, 아픔-건강, 비생산적-생산적, 지루-
재미, 비호의적-호의적, 단정치 못함-깔끔, 
비활동적-활동적, 이기적-관대한, 신뢰 못함
-신뢰함, 무식-박식, 불친절-친절, 어리석음
-현명함.

18 .776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

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은 남 25명(5.8%), 여 
404명(94.2%)으로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60세미만 176명(41.0%), 60세이상 155명
(36.1%), 40-50세미만 74명(17.2%), 40세미만 24명
(5.6%) 순으로 50세이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205명(41.0%), 중졸이하 135명(31.7), 전
대졸 69명(16.1%), 대졸이상 19명(4.4%) 순으로 고졸
이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50-200
만원미만 224명(52.2%), 100-150만원미만 170명
(39.6%), 200만원이상 35명(8.2%)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3년미만 178명(41.5%), 1년미만 141명
(32.9%), 3-5년미만 68명(15.9%), 5년이상 42명
(9.8%)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주간만 근무 242
명(55.4%), 야간근무 포함 근무 187명(43.6%)로 나타
났다.

표 5. 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5 5.8
여 404 94.2

연령

40세미만 24 5.6
40-50세미만 74 17.2
50-60세미만 176 41.0

60세이상 155 36.1

학력

중졸이하 136 31.7
고졸 205 47.8

전대졸 69 16.1
대졸이상 19 4.4

월수입
100-150만원미만 170 39.6
150-200만원미만 224 52.2

200만원이상 35 8.2

근무기간

1년미만 141 32.9
1-3년미만 178 41.5
3-5년미만 68 15.9
5년이상 42 9.8

근무형태
주간만 근무 242 56.4

야간근무 포함 187 43.6
total 4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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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인 기술통계 
본 연구의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요양보호사들의 효의식 평균 3.55, 직무만족 평균 

3.40, 노인이미지 평균 3.39로 모두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의 절대값이 .010∼.467, 첨도의 절
대값이 .348∼1.165로 나타나 Kline가 제시한 기준치
인 왜도 절대값 3이하, 첨도 절대값 8이하에 적합함으로 
정규분포형태를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표 6. 연구변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효의식 1.73 4.79 3.55 .414 -.467 .689

직무만족 1.72 4.40 3.40 .429 -.447 .684

노인이미지 2.13 4.56 3.39 .371 .010 1.165

3. 변인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상관분석 결과, 효의식과 직무만족 간에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27)가 나타났으며, 효의식과 
노인이미지 간에도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286)가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노인이미지 간에도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95)가 나타났다.

4. 가설검증
4.1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
을 통제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
과 같다.

효의식(전체 하위요인 합점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560로 p=.001의 유의한 수준
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의식
과 직무만족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8.3%(R2=.183) 
로 확인되었다.

효의식 하위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모형으로 
효의 신뢰(=.581)만이 p=.001의 유의한 수준에서 직
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이 추출되었
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3.8%(R2=.338)로 확인되었
다. 

2모형으로 효의 신뢰(=.574)와 효의 올리사랑(
=.140)이 p=.001의 유의한 수준에서 직무만족에 정적

표 7. 연구변인 상관분석 결과
b c d e f g h i j k

a .427**.286**.586**.645**.575**.538**.400**.535** .024 .215**

b 1 .595**.166**.275**.581**.169** .003 .652**.563**.643**

c 1 .088 .180**.344**.172** .003 .397**.259**.441**

d 1 .238**.196**.142** .055 .133** .053 .118*

e 1 .412**.127** .059 .423** .053 .029

f 1 .051 .011 .886** .094 .086

g 1 .012 .093 .102* .297**

h 1 .009 .007 .021

i 1 .088 .106*

j 1 .036
*P<.05, **P<.01
a=효의식, b=직무만족, c=노인이미지
효의식 하위요인 : d=효의실천, e=효의신뢰, f=올리사랑, g=효의도리
직무만족 하위요인 : I=개인적특성, j=직무자체, k=직업안정성

표 8. 효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오차) 

(상수) 1.827 .162 11.257 .001
효의식 .443 .045 .427 9.766 .001

R2=.183 수정된 R22=.181 F=95.374 p=.001

모형1 (상수) 2.117 .089 23.885 .000
효의신뢰 .348 .024 .581 14.763 .000

R2=.338 수정된 R2=.336 F=217.950 p=.001

모형2 (상수) 1.898 .107 17.814 .000
효의신뢰 .343 .023 .574 14.766 .000

효의올리사랑 .069 .019 .140 3.597 .000

R2=.357 수정된 R2=.354 F=118.490 p=.001

(상수) 2.117 .113 18.774 .001
효의식

(신뢰+올리사랑) .361 .031 .487 11.538 .001

R2=.238 수정된 R2=.236 F=133.11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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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의 신뢰 및 올
리사랑 하위요인과 직무만족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
은 35.7%(R2=.357)로 확인되었다.

2모형에서 추출된 효의식 하위요인인 효의 신뢰와 효
의 올리사랑 합점수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487로 p=.001의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의식과 직무만족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23.8%(R2=.238)로 확인되
었다.  

4.2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이 노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2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이 노인이미

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과 연
령을 통제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효의식(전체 하위요인 합점수)이 노인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86로 p=.001의 유의한 수
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의
식과 노인이미지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8.2% 
(R2=.082)로 확인되었다.

효의식 하위요인이 노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모형으

로 효의 신뢰(=.344)만이 p=.001의 유의한 수준에서 
노인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이 추출
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1.9%(R2=.119)로 확인
되었다. 

2모형으로 효의 신뢰(=.336)와 효의 올리사랑(
=.155)이 p=.001의 유의한 수준에서 노인이미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의 신뢰 및 
올리사랑 하위요인과 노인이미지 회귀모형에 대한 설
명력은 14.2%(R2=.142)로 확인되었다.

2모형에서 추출된 효의식 하위요인인 효의 신뢰와 효
의 올리사랑 합점수로 노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343로 p=.001의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의식과 노인이
미지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1.8%(R2=.118)로 확
인되었다. 

4.3 요양보호사의 노인이미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 ‘요양보호사의 노인이미지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노인이미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595로 p=.001의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의식과 직무만족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5.5%(R2=.355)로 확인되었다. 

4.4 요양보호사의 효의식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노인
이미지 매개역할

본 연구의 가설 4 ‘요양보호사의 효의식과 직무만족 
관계에 있어서 노인이미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를 

표 9. 효의식이 노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오차) 

(상수) 2.487 .149 16.715 .001
효의식 .256 .042 .286 6.166 .001

R2=.082 수정된 R2=.080 F=38.019 p=.001

모형1 (상수) 2.741 .088 30.979 .001
효의신뢰 .178 .023 .344 7.578 .001

R2=.119 수정된 R2=.116 F=57.424 p=.001

모형2 (상수) 2.531 .106 23.769 .001
효의신뢰 .174 .023 .336 7.489 .001

효의올리사랑 .066 .019 .155 3.450 .001

R2=.142 수정된 R2=.138 F=35.395 p=.001

(상수) 2.617 .105 24.935 .001
효의식

(신뢰+올리사랑) .220 .029 .343 7.545 .001

R2=.118 수정된 R2=.116 F=56.934 p=.001

표 10. 노인이미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오차) 

(상수) 1.062 .154 6.911 .001
노인이미지 .688 .045 .595 15.316 .001

R2=.355 수정된 R2=3531 F=234.57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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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과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1)

공식 1. .Sobel z 검정

표 11.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수(Y)

1단계
(독립->종속)

2단계
(독립->매개)

3단계
(독립,매개->종속)

독립
변수
(bX)

B
(SE)

.361
(.031)

.220
(.029)

.238
(.028)

β .487 .343 .321
매개
변수
(M)

B
(SE)

.561
(.044)

β .485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bX)
인 효의식이 종속변인(Y)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361, p<.001), 2
단계에서 독립변인(bX)인 효의식이 매개변인(M)인 노
인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력(B=.220,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검증에서 1단계와 2단계
가 충족되었다. 3단계 독립변인(bX)과 매개변인(M)이 
동시 투입된 단계에서는 독립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
인(Y)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독립 
B=.238 , p<.001; 매개 B=.516, p<.001). 따라서 1~3
단계 모두 충족되었으며, 1단계보다 3단계 회귀계수의 
영향력 크기(1단계=.361 , 3단계=.238)가 감소한 결과
가 나타나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이미지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 검증은 Sobel Z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 결과, 간접효과는 Z=6.3564(p<.05)로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공식 1]. 

모형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총효과=직
접효과+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총효과(.361), 직접
효과(.238), 간접효과(.220×.561=.123)로 나타나 총효
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계와 동일함을 알 수 있
었다.

Ⅳ.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효의식과 직무만족 관계

에서 노인이미지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
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무적 단
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서비스 질 개선 
등 개입에 필요한 모색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효의식과 노인이미지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검증결과는 조희선의 
연구와 일부분 일치한 결과로 요양보호사의 효의 신뢰와 
효의 올리사랑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희선은 요양보호사 서비스 환경과 
효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효의식은 직무수행에 긍정적, 정서를 형
성하여 직무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분 지지해 주고 있다[25]. 이러한 
직무만족은 노인돌봄서비스 환경인 요양보호사의 경제
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효
의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책적으로 효의식을 높이고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효의식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인식을 강구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
여 효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부
모나 가족의 기능이 약화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지면 우리의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인간의 마음속
에서 어떤 모습이건 효의식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
지를 통한 직무만족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효의식은 노인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미혜, 류주연 그리
고 김수진의 노인의 대한 이미지와 노인 학대 인식은 노
인과의 동거경험으로 형성된 효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부분 일치하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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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효의식이 함께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 그리고 김경호의 연구에서도 효의
식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같은 태도는 요양보
호사가 노인을 돌보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이고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요양보
호사들의 효의식과 관련한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
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분 지지해 주고 있다[27].

셋째, 효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노인이미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는 효의식과 노인이미지 등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간접
적으로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
족의 향상을 가져오고, 다시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개입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나, 효의식 및 노인에 대한 인식의 관한 문
제는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기회를 활용하
여 효의식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함양하고 요
양보호사의 내재적 직무기회로 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결과 도출
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효인식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
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선행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으며, 이는 향후 보다 정교한 심리자본 이론의 발전과 
실증적 연구 확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
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지역이 서울, 경기도지

역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
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집대상을 다양하게 하여 좀 더 포괄
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의식, 노인이미지, 직무만족에 대한 여러 가
지 상황 변인을 단일적인 접근형식으로 분석하였지만, 
이들 변인 간의 영향력 정도와 방향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좀 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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