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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호자와의 계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 노인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개선에 근거자료로 삼는데 목 이 있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요양보호사

들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서 여가 은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고,보호자와의 의사소통도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들의 다수가 가족요양을 목 으로 자격을 취득하 고,특정 기 에

귀속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둘째,수 노인 보호자가 남성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인 경우,연령이 높은 경우,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의 부분이 법규에 규정된 역할이 아닌 과도한 가사지원

을 보호자와 수 자로부터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셋째,수 노인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잘되어 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요양보호사 직무만족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요한 만큼,수 노인 보

호자를 상으로하는의식교육,요양보호사를 한의사소통방법에 한교육 로그램 운 이 필요하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보호자가 친 감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와 보호자 사이의 계를

규정한 업무매뉴얼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요양보호사 의사소통 직무만족 보호자  

Abstract

Inthisstudy,theeffectofcommunicationwithaguardianofarecipientofaLong-termCare

Programonjobsatisfactionofcarehelpersofin-homecarefacilitiesfortheelderlyisanalyzed.

First,mostofthecarehelpersarecontentwiththeirjobdespitelowpayandshortwork-hour.

Especially,theyareawareoftheneedofcommunicationwithaguardianbutskepticalaboutthe

needofhavingintimacywithaguardian,sotherelationbetweenacarehelperandaguardian

isusuallyformalonly.Second,intermsofcharacteristicsofaguardian,carehelpershavehigher

jobsatisfactionwhenaguardianisamaleandold,anddoesnothaveanunreasonabledemand.

Third,theyhavehigherjobsatisfactionwhentheyhavebettercommunicatewithaguardian

ratherthanhigherintimacy.Considering thisresult,weshouldmakeprogramssuchas

educationforaguardiantodevelopintimacywithacarehelperandoneforacarehelperto

developintimacyandcommunicateeffectivelywithaguardian.Itisalsoneededtohave

guidelineswhichsetuprelationshipbetweenahelperanda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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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족부양 부담을 감소시

켜 으로써국민의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노인수

발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단히 요하다.그러

나요양보호사는 리목 교육기 의난립,인 라부

족,요양보호사들의낮은질로인해열악한근로환경과

낮은처우의어려움을겪고있으며수 자들을 한서

비스질 하가심각한문제로 두되고있다[1][2].안

정 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 와는 달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근무지에서의 맡은업무 외에 과

다한 업무 요구와 실무자들과 이용자와 보호자들로부

터 행해지는 무시하는 태도,여러 가지 심리 ·육체

부담, 은 보수로 인해 직업만족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에 한 국가 사회 인 심은

상 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은수 자보호자의 계이다.수 노인가족들이업

무외에부당한요구를함에도불구하고약자인요양보

호사가 법한 의사소통을하지 못할 경우요양보호사

들의직무만족이떨어지게되며,요양서비스의질도

하될 수 있다.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와 한

친 감을 가지고 한 의사소통을 하는것은 요양보

호사의 직무만족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요양보호사

의 직무만족과 련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축 되

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보호자와의 계를분석한연구

는 무한상황이다.요양보호사스스로의 문성인식

이나 자기 효능감과 같은 내 요인과의 련성,사회

지지나 직무로 인한 스트 스,임 워먼트와 같은

외 요인과의 련성에 한 연구가 다수진행되었을

뿐이다[3-7].의사소통이가능한수 자와의 련연구

는질높은요양서비스제공에있어서 요함에도불구

하고 무한실정이다.특히수 노인보호자와요양보

호사와의 친 한 의사소통은 수 자의 건강상태와 욕

구에 한 악을통한질좋은서비스제공에매우

요한요소라고할수있는바이에 한논의는매우시

하다.

따라서본연구는서비스 상자와함께생활하며요

양보호사와소통하는보호자와의의사소통이요양보호

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요양보

호사들의 직무만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의사소통과 직무만족

이러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한 개념은 학

자들의 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이를 종

합해 보면 의사소통이란 인간 계의가장 요한 과정

으로기호를통하여서로의감정,생각,느낌,태도등의

메시지를 달하고 수신해서서로의공통된의미를수

립하고나아가서로의행동에 향을미치는인간의상

호작용이라정의할수있다[8].이러한의사소통은감정

을 달하는 정서 기능과 상 방이나 구성원의 용기

를 자극하여 행동에 향을 끼치는 동기부여 기능,생

각과 의도를 주고받는 정보교환기능,구성원의 활동을

통합 조정하는통제기능등을가지고있다[9].성공

이지못한의사소통은개인과조직에좋지않은결과

를 래할 수 도 있다.

의사소통에 한 논의는 일반 으로 조직 내 의사소

통에 하여 이루어져왔다.경 조직에서의 의사소통

을 정의한 EarlPlanty&WilliamMachaver[10]는 의

사소통은 넓은의미의인간 계로 보아야 한다고 정의

하 으며,이러한 조직 내 의사소통은 Pincus[11]의 연

구결과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직무성과를 증가시킨

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Barnard[12]은 조

직이론에서 의사소통을 가장 요한주제라고 보고있

다.그러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활동이 효

과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야 한다[13].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에 있

어서도 보호자와의 성공 의사소통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임은 물론 요양서비스 제공성과를 높여

수 자 서비스 질 만족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직무만족 개념은 1930년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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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심의 상으로 부각 으면 오늘날까지 범

하게연구가진행되고있다. 기정의라고할수있

는Smith[14]의직무만족에 한정의는구성원이개별

직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 체 는 감정의 균

형에서 좌우되는 하나의 태도로서직무가개인의가치

와 욕구와 부합할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하 으며,

Schermerhom[15]는직무만족을구성원이자신이맞고

있는업무에 한호의 인태도를의미하는것으로수

행하는 과업이나 직무수행조건에 하여갖는 반응이

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본다.요컨 ,직무만족은 담당

업무에 한호의 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직무만족이란직무과업,작업조건,동료 계

등여러측면에 한개인의궁극 ,혹은부정 인느

낌의정도다.그리고직무만족은개인이지각하는직무

련욕구의충족정도에 의해서 생성되는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심 상태로 정의했다[16].그러므로 자아충

족,감정과 직무에 한 성취감이 구성원 자신들의 직

무만족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한편,구성원의 직무만족은 조직효과성과 련해 볼

때 매우 요하다.직무에 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무수행에 한의지와의욕이없다면일에

한성과를기 할수없기때문이다.실제로종사자

가직무에만족할때여타생활에 해서도 정 이고

직무에 한만족도가 높으면 이직율과 결근율이낮아

져 생산성에 정 효과가 있다고 했다[17].요양보호

사의 지원서비스에는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지원,개인

활동지원,정서지원,방문목욕 등이 있다.이러한 서비

스를지원하기 해요양보호사는 상자와 서비스

에일어난정보를 달하는역할로서,불편함을발견하

는 찰자로서, 한불편함을경감해주는숙련된조력

자로서,고독함과 무료함을 달래주는 의사소통 상자

로서,역할과잔존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지지해주는

동기유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역할

을 잘수행하기 해서는 보호자와의 성공 의사소통

을 통한 직무에 한 만족이 요하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막강하여 2011년 12월 재 약 30만 1천명이 장기요양

기 에서종사하고있으며,이 요양보호사는약25만

9천 명으로장기요양종사인력의 86%로 다수를 차지

하고있다[1].따라서요양보호사의성공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은장기요양보험제도 반의성공과직결된다

고 볼 수 있다.그러나 실 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자로서 매우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

해 장을 떠나고 있다. 컨 ,2011년 12월 재,요

양보호사 자격증 발 자 수는 약 106만 4천명이며,이

실제장기요양서비스 장에서 종사하는인력은그

24.4%에불과한약25만9천명수 이었다[18].장기요

양서비스 제공인력이 되기 해 자격을 취득하 음에

도 불구하고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해 장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선행연구 논의

앞서논의한바와같이재가방문요양기 의경우경

난 해소를 해 부분 요양보호사를 비정규직 시

제로 고용하여 서비스의 질,고용 불안정성, 임 문

제를 유발하고 있으며,난립한 요양기 들의 경쟁으로

임 ․불안정성의 노동,근로기 법 반 등이 낮은

직무만족의 원인이며,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보완으

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에 앞서 재가 여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장기요양

기 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의 핵심은 환

자 는 환자가족과의 계이다.재가 여제공 장기요

양기 요양보호사들은 육체 어려움보다 환자 가족

과의 계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환자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출부 정도로 생각해서 여범 를 넘

어서는 일을 요구하고 있었으면 심지어 환자가족으로

부터 성희롱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자를 잃을것

을 염려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1].이러한 실태를 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환자가족 상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연구가 이루어지지못하 다.그간에이루어진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 태외[19]가요양시설과재가시설에근무하는요

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의 차이분석결과 요양시설보다는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이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이혜자외[2]가요양보호사의일반 특성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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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무환경 특성과 직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결과주 경제상태가 좋을수

록,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을 약화시키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의 계에 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

으며,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4][20].한편,박

희 외[21]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 스에 직·간 으로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이 좋을수록,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

무스트 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석 외[18]는

기존의 요양보호사에 한 연구들을 상으로 직무만

족요인들을분석한결과직무만족에가장 향력이큰

변수는 인증,처우,평가,규제,감사 순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요양시설에서도인증제도와평가제도의도입

과확 ,처우개선과요양보호사에 한지원이필요한

시 이라고하 다.박찬상[22]은재가시설요양보호사

의직무만족도에 향을미치는내·외 요인을분석한

결과 일반 특성 근무특성 변인 가운데 월수입이,

내재 요인을 투입하 을 때는 성취와 성장가능성이,

그리고 외재 요인을 투입하 을 경우에는 월수입과

직업안정이,그리고 체변인을투입하 을경우성취

만이직무만족도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조

선희[23]는직무만족의매개효과에주목하 는데,직무

자율성은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을 통해서, 인 계는

조직몰입과직무만족의매개변수를통해서이직의도에

유의미한 향 계를 보 다. 한 업무량은 직무만족

의 매개역할을 통해서도 이직의도에 향을 미쳤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의 일반 인 특성과 건강상태,

직무스트 스 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한연구는많이진행되고있지만정작요양보호사

와 수 자 상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따른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이 지지 않았다.

Ⅲ. 분석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모형

본연구는C지역재가요양보호시설에서근무하는요

양보호사를상 로임의로표집하 다.조사는2013년

5월6일부터2013년6월15일사이에진행되었으며,설

문지는H노인복지센터소속요양보호사 상100부,H

재가소속요양보호사 상80부,C병원요양보호사소

속 상 80부 등 3곳에 260부를 배부하 으며 그

250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44부를 자

료로 활용하 다.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

하는요양보호사와장기요양수 상보호자간의의사

소통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생각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연구로 논문의 분석 틀은 아래

그림과 같다.

독립변수

보호자와의 관계
: 의사소통

통제변수

요양보호사특성 
보호자특성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그림 1. 분석모형

2. 분석변수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수 노인 보호자와 요양보호

사간의의사소통이며종속변수는재가노인복지시설요

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이다.독립변수인 의사소통은 여

성가족부 국제결혼부부 교육 로그램(2005)에서 활용

한 의사소통 설문을 김숙경[24]이 활용한 설문을 사용

하 다.종속변수인직무만족도는Smith등(1969)이개

발한 JDI(JobDescriptiveIndex)를 이수진[25]이 재구

성하여 활용한 문항에서 승진과 기 문향을 제외하고

사용했다.설문문항은직무만족5개,의사소통9개문항

으로구성되어있으며,척도의신뢰수 을확인하기

해신뢰도분석을수행하 다.신뢰도분석결과직무만

족,의사소통의 Cronbach’sα값은 각각 0.736,0.862로

나타나서신뢰도결과치가모두0.6이상으로신뢰수

을 만족하 다.

한편 요양보호자의 일반 특성,보호자와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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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차원에서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보호자간의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요

양보호사의일반 특성은성별,연령,학력,결혼,종교,

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담당인원수,평균 여,

고용형태,건강상태,근무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요양수 노인보호자의일반 특성은성별,연령,

수 자와 계,경제수 ,부당요구여부등으로구성하

다.구체 인 변수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변수

역 변수명 설 명
종속
변수

직무만족도
전혀 아니다·아니다·보통이다·그렇
다· 매우 그렇다

일반적 
특성

성별 남·여

연령
50세 이하·51~55세 이하·56~60세 
이하·61세 이상

학력 초졸·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

결혼 미혼·기혼

종교 기독교·천주교·불교·기타

근무기간
12개월 이하·13~24개월 이
하·25~36개월 이하·37개월 이상

근무일수
10일 이하·11~15일·16~20일·21
일~25일·26일~30일

근무시간 4시간 이하·5시간 이상

담당인원수 1명·2명 이상

평균급여
50만원 미만·50~70만원 미만, 
70~90만원 미만·90~110만원 미
만·110~130만원 미만·130만원 이상

고용형태 계약직·정규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다·보
통이다·건강한 편이다·매우 건강하다

근무동기 생계유지·용돈·보람·여가·기타

보호자 
특성

성별 남·여

연령 30대·40대·50대·60대·70대

수급자와의 
관계

배우자·자녀(부부)·손자녀·형제·친
척·기타

경제수준 상·중·하

부당요구정도 자주 있다·가끔 있다·전혀 없다

보호자
와의 
관계

의사소통
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Ⅳ. 분석결과

1. 요양보호사 직무만족 차이

요양보호사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분석을

한 t분석과 분산분석을 하 다.분석결과 학력,근무일

수,근무시간,담당인원수,평균 여,고용형태,건강상

태,근무 동기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성별,연령,결혼여부,종교,근무시

간은통계 인의미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분석결과

는 [표 2]와 같다.

표 2. 요양보호사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단위:명)

구분 빈도 평균
표
편차

t/F(p)

성별
남 18 3.944 0.264 0.349

(0.727)여 222 3.895 0.595

연령

50세 이하 47 3.825 0.642

0.779
(0.507)

51~55세 이하 60 3.986 0.538

56~60세 이하 75 3.869 0.599

61세 이상 58 3.907 0.534

학력

초졸 45 3.904 0.627

11.379***
(0.000)

중졸 111 3.950 0.392

고졸 71 3.983 0.590

전문대졸 9 2.778 0.696

대졸 4 3.450 1.182

결혼
미혼 17 3.824 0.435 -0.634

(0.527)기혼 215 3.914 0.574

종교

기독교 159 3.927 0.614

0.577
(0.631)

천주교 39 3.805 0.578

불교 26 3.828 0.502

기타 8 3.925 0.212

근무기간

12개월 이하 75 3.845 0.515

1.161
(0.325)

13~24개월 이하 67 3.838 0.624

25~36개월 이하 31 3.987 0.589

37개월 이상 68 3.979 0.581

근무일수

10일 이하 5 2.400 0.424

14.922***
(0.000)

11~15일 이하 11 3.309 0.647

16~20일 이하 135 4.000 0.580

21~25일 이하 77 3.893 0.388

26~30일 이하 6 3.933 0.575

근무시간
4시간 이하 220 3.927 0.541 2.458*

(0.015)5시간 이상 21 3.607 0.820

담당
인원수

1명 218 3.959 0.507 5.271***
(0.000)2명 이상 23 3.328 0.838

평균급여

50만원 미만 30 3.907 0.871
5.157**
(0.006)

50~70만원 미만 162 3.964 0.445

70만원 이상 46 3.660 0.692

고용형태
계약직 233 3.934 0.532 6.918***

(0.000)정규직 5 2.280 0.335

건강상태

매우건강하지않다 2 3.800 0.283

4.192**
(0.003)

건강하지 않다 13 3.308 0.933

보통이다 71 3.858 0.828

건강한 편이다 71 3.940 0.267

매우 건강하다 78 3.985 0.363

근무동기

생계유지 16 3.534 0.710

4.838**
(0.003)

용돈 63 3.771 0.874

보람 140 3.965 0.315

여가 4 3.400 0.283

 * p< .05, ** p< .01, ***p< .001

구체 으로 학력에 따라서는 졸과 고졸인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근무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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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일 이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등 체로 근무

일수가 길수록 직무에 더 만족하고 이었다.아울러 요

양보호사 1회당 근무시간은4시간 이하로 짧을수록직

무만족도가 높았고,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수 자도

짧은시간과동일하게1명인경우에더직무에더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짧은 근무시간과 1인 상자와

연계되어 평균 여도 50만원미만으로 은경우에직

무만족도가 높았다.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는 계약직

인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았고,건강상태는 요양보호

사가건강할수록직무에만족하 다.한편,요양보호사

를 생계유지보다는보람이나 용돈을 해하는 경우에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로요양보호사들이생계보다는수 자가부모나

배우자인 가족부양과 보람을 해 요양보호사라는 직

업을 갖으면서,정규직으로 특정 기 에 소속되어 긴

시간동안 많은 수 자를 상으로하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것보다는짧은시간유연한노동을통해일정

한 수입을 얻는 것에 더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 노인 보호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의차이를분석한결과성별,연령,수 자와의

계에 따라서 통계 으로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것으

로 나타났으며,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보호자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단위:명, %)

구분 빈도 평균
표
편차

t/F(p)

성별
남 68 4.021 0.368 2.045*

(0.042)여 172 3.853 0.635

연령

30대 1 4.000 0.000

3.820**
(0.005)

40대 6 3.000 0.903

50대 38 3.904 0.601

60대 94 3.906 0.476

70대 92 3.923 0.611

수급자와의 
관계

배우자 34 4.118 0.430

4.444**
(0.001)

자녀(부부) 120 3.957 0.532

손자녀 26 3.969 0.185

형제 14 3.771 0.632

친척 29 3.614 0.833

기타 18 3.556 0.664

경제수준

상 6 3.967 0.784
2.866
(0.059)

중 128 4.001 0.464

하 90 3.822 0.634

부당요구
정도

자주 있다 2 3.400 0.566
8.476***
(0.000)

가끔 있다 19 3.411 0.738

전혀 없다 212 3.938 0.543

 * p< .05, ** p< .01, ***p< .001

보호자의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결과 보호자가

남성인 경우가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보호자의 연령

이높을수록직무만족도가약간높았다.수 자와의

계유형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보호자인 경우 직무만족

도가 높았다.한편,보호자의 부당요구 여부에 따른 직

무만족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요구가 없는 경우 직무만족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결과는여성보호자가업무외의가사노동을요

양보호사에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2. 요양보호사의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차이 

요양보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결혼여부,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

시간,담당인원수,고용형태,건강상태,근무동기에 따

라서는통계 으로 유의미한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러나성별,연령,종교,평균 여는통계 인의

미가 없었다.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구체 으로 요양보호사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 가

장 의사소통이 잘되었고,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가 의사소통 수가 높았다.요양보호사의 근무기

간과근무일수는 체로긴경우에의사소통 수가높

아서요양보호사와보호자간의의사소통이성공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에 따른 의사소통 차이는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

우 의사소통 수가 높았으며,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인원수는 담당인원수가 1명인 경우 의사소통 수가

높았다.고용형태에따른의사소통차이는계약직인경

우가정규직인경우보다의사소통 수가크게높았고,

체로 건강할수록 의사소통 수가 높아서 의사소통

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보람을 얻기

해근무를시작한경우의사소통 수가가장높았다.

요양보호사의 근무기간과 근무일수는 길지만 1명의

수 자를 상으로 1회당 4시간의 짧은시간을보람을

목 으로 일하는 경우에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의 근무

에 한부담이 어보호자와충분한의사소통을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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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구분 빈도 평균 표 편차 t/F(p)

성별
남 18 4.008 0.832 -0.466

(0.642)여 223 4.095 0.757

연령

50세 이하 47 4.073 0.846

2.138
(0.096)

51~55세 이하 60 4.231 0.646

56~60세 이하 75 3.919 0.851

61세 이상 59 4.156 0.645

학력

초졸 45 4.165 0.746

6.569***
(0.000)

중졸 111 4.078 0.777

고졸 71 4.226 0.683

전문대졸 10 3.088 0.306

대졸 4 3.333 0.454

결혼
미혼 17 4.458 0.453 2.094*

(0.037)기혼 216 4.072 0.747

종교

기독교 160 4.053 0.758

1.713
(0.165)

천주교 39 3.938 0.855

불교 26 4.173 0.740

기타 8 4.569 0.275

근무기간

12개월 이하 75 4.305 0.741

5.768**
(0.001)　

13~24개월 이하 67 4.082 0.765

25~36개월 이하 32 4.193 0.490

37개월 이상 68 3.802 0.802

근무일수

10일 이하 5 3.019 0.148

8.641***
(0.000)　

11~15일 이하 11 3.616 0.931

16~20일 이하 136 4.026 0.732

21~25일 이하 77 4.413 0.590

26~30일 이하 6 3.887 1.032

근무시간
4시간 이하 221 4.149 0.725 4.223***

(0.000)5시간 이상 21 3.440 0.833

담당인원
수

1명 219 4.157 0.728 4.635***
(0.000)2명 이상 23 3.416 0.752

평균급여

50만원 미만 30 3.863 0.543

2.134
(0.062)

50~70만원 미만 162 4.160 0.766

70~90만원 미만 36 4.030 0.854

90~110만원 미만 3 3.444 0.588

110~130만원미만 5 3.489 0.942

130만원 이상 3 4.519 0.170

고용형태
계약직 234 4.111 0.756 3.157**

(0.002)정규직 5 3.042 0.131

건강상태

매우건강하지않다 2 4.667 0.000

11.986***
(0.000)

건강하지 않다 13 3.394 0.813

보통이다 72 3.790 0.740

건강한 편이다 71 4.124 0.728

매우 건강하다 78 4.442 0.599

근무동기

생계유지 16 3.898 0.834

10.264***
(0.000)

용돈 64 3.802 0.803

보람 140 4.320 0.655

여가 4 3.302 0.393

 * p< .05, ** p< .01, ***p< .001

보호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수 자와의 계,경제수 ,부당요구정도에따라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수 자 보호자 연령에 따라서는 보호자 연령이 60

인경우가의사소통이잘되었고,수 자와의 계가자

녀 는 손자녀인 경우 의사소통 수가 가장 높았다.

보호자경제 수 에따른 의사소통차이는경제수

이 간인 경우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의부당요구가 없는경우의사소통이잘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보호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
편차

t/F(p)

성별
남 68 4.130 0.689 0.576

(0.565)여 173 4.067 0.789

연령

30대 1 4.333 0.000

2.616*
(0.036)

40대 6 3.539 0.762

50대 38 4.208 0.647

60대 95 4.212 0.678

70대 92 3.944 0.838

수급자와
의 관계

배우자 34 4.008 0.587

4.863***
(0.000)

자녀(부부) 121 4.197 0.712

손자녀 26 4.462 0.569

형제 14 3.746 1.027

친척 29 3.647 0.728

기타 18 3.932 1.012

경제수준

상 6 3.754 0.553
6.112**
(0.003)

중 128 4.253 0.628

하 91 3.938 0.809

부당요구
정도

자주 있다 2 3.444 0.471
3.837*
(0.023)

가끔 있다 19 3.684 0.564

전혀 없다 213 4.132 0.767

  

 * p< .05, ** p< .01, ***p< .001

3.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인장기요양보험 수 노인 보호자와 요양보호사간

의 의사소통이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요양보호사 특성,수 노인 보호자 특성과 함께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요인을 투입하여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분석결과 회귀

모델은통계 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F=4.782,

p=.000).다 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고

분산팽창요인(VIF)도 10이하로 회귀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변수인 보호자와

의 의사소통은 직무만족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수 노인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요양보호사 직무에 만족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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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것이다.요양보호사의직무만족은서비스제공의성

과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수 자 만족을 높이는 데기여

하는바 수 노인 보호자와요양보호사간의 친 한 의

사소통은 서비스 성과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요양보호사 특성변수 에는 기혼일수록,경력이 길

수록,근무일수가짧을수록,담당인원수가많을수록,계

약직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기혼의 요양보호사가

은시간이지만꾸 히서비스제공자의역할을한경

우에요양보호사직무에 해서만족하고있음을알수

있다.한편,수 노인보호자특성 에서는요양보호사

의 직무만족에 통계 으로유의한 향을미치는요인

이 없었다.

표 6.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
오차

베타

요양
보호
사특
성

성별
(여자=1)

-.011 .153 -.006 -.075 .940

연령 -.001 .006 -.020 -.260 .795

결혼
(기혼=1)

.334 .141 .176 2.377 .019

경력(개월) .005 .002 .172 2.139 .034

근무일수 -.177 .065 -.217 -2.726 .007

근무시간 -.072 .037 -.262 -1.930 .056

담당인원수 .768 .272 .445 2.825 .005

평균급여 -.116 .062 -.210 -1.876 .063

고용형태
(계약직=1)

1.635 .495 .280 3.303 .001

보호
자특
성

성별
(여자=1)

-.015 .077 -.016 -.199 .843

연령 -.025 .047 -.042 -.534 .594

관계
(배우자=1)

.037 .075 .037 .489 .625

의사소통평균 .301 .061 .406 4.965 .000

상수 1.183 .784 　 1.509 .133

수정된R 제곱 0.240

F 4.782***

 * p< .05, ** p< .01, ***p< .001

Ⅴ. 결론 및 함의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 인 문제에 응하

기 해2008년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시행

하 고,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상자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노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 한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부분의 요양보호

상자가고령인데다각종질환을앓고있어요양보호사

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쉽지않아서요양보호 상자

를보호하는가족이서비스 상자의감정과 재의몸

상태,자신의의지등의사표 을직간 으로알려

으로써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 상자와의 원활한 의

사소통을 돕는 경우가 많다.즉,요양보호사와 요양보

호 상자가족인보호자와의의사소통과친 계형

성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요양보

호사와보호자와의 계형성을분석한연구는 이

지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

설요양보호사와장기요양수 상보호자와의의사소

통이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은 요양보호사가 학력

이낮고근무일수는긴경우,근무시간이짧고 은수

자를 상으로하여 여가정은경우에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한요양보호사가비정규계약직이고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아울러 수 노

인의보호자가남성으로연령이높은경우,보호자와의

계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

는 경우 체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생계

유지가 아닌 자신의 일에 한 보람을 찾기 해 근무

시간이짧거나 여가 더라도일에 해만족하고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제공 장에나올수있도록유연한근무가가능한요양

서비스 제공형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은 요양보호사가 고졸

학력이고미혼인경우,근무기간이짧은계약직인경우,

근무일수가 길지만 1회당 근무시간은4시간 이하로 짧

은 경우에 보호자와의의사소통이 잘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수 노인보호자의연령이60 인경

우,보호자와 수 자자와의 계가 손·자녀인 경우,경

제수 이 간층인 경우,부당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로요양보호사들은2년이상장기간근무하지만

근무시간은4시간이하로짧게근무하며보호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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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요구를 받지않는 고령층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이가장잘이 지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짧은근무

시간이지만오랜 기간 요양보호 서비스를진행하며 생

계형이 아닌 일에 한 보람을 찾을 때 보호자와의 의

사소통이 원활하고이에 따른 직무만족도높다는사실

을 알 수 있다.

셋째,요양보호사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요양보

호사의 직무만족에미치는 향을확인하기 한회귀

분석결과에서도성공 의사소통은직무만족에정 으

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결과를바탕으로볼때요양보호사와보호자

와의친 감과의사소통을높이기 한다양한교육시

스템마련이필요하다.이를 해서는보호자는요양보

호사와의 친 감 형성을 한 의식교육이필요하고 요

양보호사는 보호자와의 친 감 향상과 원활한 의사소

통기법을 교육 받을 수 있는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

다.요양보호사와 보호자가 친 감과 의사소통이 높아

지도록 요양보호사와 보호자 사이의 계를 정립하는

업무 매뉴얼 지침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매뉴

얼을통해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특성과수 자의 가

정환경요인을충분히이해하고해당상황에맞게친

감확보를 한노력과함께원활한의사소통이이 져

수 자에게 맞는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역시교육을통해요양보호업무특성과성격,

목 을비롯해요양보호사개인특성도함께 악해수

자에게질높은요양서비스가이 질수있도록도움

을줘야한다.아울러이번결과에서주목해야할 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목 이 생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일에 한보람을찾기 해요양보호사로활동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일과 후에는 자신

이 여가시간을 갖기 해 계약직이더라도 근무시간이

짧고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조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근무형태의 서비스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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