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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노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54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직무스트레스척도,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질문지, 간
이정신진단검사를 시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 정신건강 간의 직접 효과를 검증
하고,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전략적 접근 제한과 명료성의 부족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다룰 수 있는 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요양보호사,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정서조절곤란, 부트스트랩핑, 정서의 명료성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worker's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The Geriatric Caregiver's Job Stress Questionnair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and The Symptom Check-List-90-R were administered to 154 
care workers. Through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direct inter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emotional dysregulation, and mental health was examined. Furthermor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was tested through the bootstrapping. The result showed that the lack of emotional clarity and the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ppeared to have a complete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That meant the necessity of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in dealing with mental health problem elicited by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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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노인전문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간병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
는 노인환자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전문적으로 간병하는 
인력을 요양보호사라 칭하고 교육 및 자격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1]. 요양보호사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본적인 활동을 보조하며 돌보는 활동을 한다. 다른 의
료관련 자격증에 비해 비교적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한편으로 이런 이점이 충분한 교육
의 부족을 초래하고,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충분한 준비 없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직무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나 사회복지사보다 환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간병 인력인 요
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돌
봄대상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반복적인 정서적 공감노력
을 동반하기 때문에 노인돌봄 수혜자와의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감정노동의 수행과
정이 요구된다[3].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유발될 요인이 
많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신
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
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있으
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직무로 인
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4].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을 고려
할 때,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서조절은 돌봄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요양보호사의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는 바람직한 돌봄 실행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
의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신건강이 돌봄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조절이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정서
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
무스트레스를 직접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이
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명선 등이 개발한 요양보호
사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
레스를 파악하고자 한다[2]. 

2. 이론적 배경
2.1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양보호사는 장시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노동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
은 임금을 받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신분보장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노동환경으
로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이들이 제공하
는 돌봄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요양대상
자의 건강과 만족도 및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하다[5].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는 돌봄 수행과정에
서 노인환자의 표면적 욕구뿐만 아니라 전 생애기간에 
걸친 잠재적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적
절하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6]. 노인들의 
상태와 욕구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 더불어 반복적인 정
서적 공감이 요구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 수혜자와의 관
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
적인 감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의 정서조절은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7,8].

2.2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된 모드 스트레스를 지칭

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개념의 스트레스 보다 구체적이
고 한정적인 개념이다[9]. 직무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간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자원, 
개인과 직무관련 요인들 사이의 부조화로 인해 조직구성원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역기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요인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반응이라 정의할 수 있다[9,10].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정신건강은 정
신적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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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며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포함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있고 통일된 성격의 발달
을 의미한다[11].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은 자신의 능
력을 실현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
처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 나감으로써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안녕
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12]. 정신건강은 갈등상황을 합
리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에 효
율적으로 대처하는 일관된 능력으로 직무로 인한 스트레
스는 정신건강과 상호작용을 한다[13]. 과도한 직무스트
레스는 직무 의욕 및 생산성 감소, 사고 증가, 결근, 실업 
및 이직률의 증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 질환의 주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2.3 정서조절곤란과 정신건강 
정서조절은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

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희망하는 목표와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16]. 정서조절은 환경적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
서 정서적 자극의 정도를 조절하는 대처능력이 된다. 스
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조절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기분을 바꿀 수도 있으며, 기분을 조절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으면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등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며, 정서조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심리사회적 문제요인 발생 가능성이 달
라지는 등, 정서조절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17]. 

요양보호사는 특정한 돌봄 수혜자와 장기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자기 자신만이 아
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정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관계에 
활용하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서조절의 실패는 상당한 감정적 소모를 야기하거나 돌
봄 수혜자에 대한 간병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의 돌봄 영역에서는 정서조절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서조절은 돌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18],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의 정서조
절에 관한 연구는 효율적인 돌봄 실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2.4 직무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과 정신건강
요양보호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돌봄수혜자 및 보호

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배려하는 것뿐만 관계유지나 직업
적 태도로써 불쾌감을 억제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
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느끼는 감정과 표
현하는 감정사이에 불일치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정서
적 불편감을 유발한다.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불편감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직무만족도나 역할 몰
입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9].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요인으
로 정서조절곤란을 다룰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은 교사일
수록 직무스트레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심리
적 불편감을 완화시키고, 직무수행에도 높은 적응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불편감은 더 커질 
것이고 정신건강에도 부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시사된
다. 요양보호사로서 표현되기를 기대하는 정서와 요양보
호사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의 차이로 인해 정서적 불일
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 정서조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
다[19]. 그러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으로 요양보호사
의 정서조절곤란이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밝히고 또한 정서조절곤란이 두 변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가를 밝히고자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
무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직접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
공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룬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이루
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 직무스트레스 질문지
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4개의 노인요양기
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노인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기
관장과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관장의 동의 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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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에 자발적 동의를 구해 진행하
였다. 총 171명으로부터 질문지를 회수하였으나 17명으
로부터 받은 자료는 불완전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4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자가 9명
(5.8%), 여자가 145명(94.2%)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
다. 참여자들의 연령분포는 31~40세가 2명(1.3%), 
41~50세가 28명(18.19%), 51~60세가 87명(56.5%), 
61~70세가 36명(23.4%), 71~80세가 1명(0.6%)이었다. 
학력은 초등졸이 6명(3.9%), 중졸이 44명(28.6%), 고졸
이 86명(55.6%), 전문대졸이 11명(7.1%), 대졸이 7명
(4.5%)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한명선 

등이 개발한 요양보호사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2]. 본 척도는 정서적 곤란 5문항, 열악한 처우 및 
근무 환경 7문항, 성적 불편감 2문항, 간호사의 질책 및 
부당한 대우 6문항, 휴식시간 부족 4문항, 직무교육 내용
과 다른 실무 3문항, 3D직무 7문항의 총 34문항으로 5
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7~.88이었고, 전체 
척도는 .94였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9~.91이
었고, 전체 척도는 .95였다. 

3.2.2 한국판 정서조절곤란(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가 개발하고 조용래가 번안하고 타당
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21]. 
K-DERS는 6개의 하위척도인 충동통제곤란(7문항), 정
서의 주의/자각 부족(8문항), 정서의 비수용성(7문항), 정
서적 명료성 부족(3문항),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6문
항),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4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Likert형의 5점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2=때때로 그렇다. 3=대략 반쯤 그렇다. 4=대
부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조용래의 연구
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충동통제곤란 .89, 정서의 주
의/자각 부족 .83, 정서의 비수용성 .87, 정서적 명료성 부
족 .76,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 .79,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7 .78, .89, .84, .91, .69였다.

3.2.3 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Checklist-
90-Revision: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erogatis 등이 개발한 Symptom 
Checklist 90 Revision 검사를 김재환과 김광일 그리고 
원호택이 한국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검사이다[22]. 각 문항은 5
점 Likert(1=전혀 없다 2=약간 있다. 3=웬만큼 있다 4=
꽤 있다. 5=아주 심하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화, 강
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의 증상차원과 부가적 문항을 포함하여 총 
9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증상차
원 중 편집증, 정신증 척도를 제외한 7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척도제작자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
(Kurtosis)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 정신
건강 간의 직접 효과를 검증하고,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
해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5. 연구결과 
5.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
(Kurtosis)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도
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
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23], 정신건강의 공포불
안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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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Sub Scale Range Aver. SD Skew
ness

Kurto
sis

Job stress

1 5-25 12.60 4.11 0.26 -0.46 
2 5-25 17.36 4.36 -0.34 -0.28 
3 2-10 5.67 2.47 0.13 -0.98 
4 6-30 16.44 5.19 0.34 -0.28 
5 4-20 12.91 3.52 -0.07 -0.12 
6 3-15 9.08 2.90 -0.02 -0.75 
7 7-35 17.09 6.15 0.63 0.21 

Total 32-160 91.15 22.45 0.24 -0.09 

Emo-
tion Dys.

8 7-35 14.75 6.07 0.87 0.21 
9 6-30 11.90 4.55 1.18 1.16 
10 8-40 22.73 5.85 -0.07 -0.65 
11 7-35 13.01 5.74 1.26 1.21 
12 4-20 8.88 3.32 0.60 0.03 
13 3-15 5.58 2.66 1.05 0.56 

Total 35-175 76.82 22.76 1.18 1.40 

Mental 
Health

14 12-60 19.50 7.37 1.85 4.39 
15 10-50 16.96 5.84 1.62 3.86 
16 9-45 14.41 5.69 2.12 6.34 
17 13-65 19.98 7.91 1.92 4.71 
18 10-50 14.64 5.78 2.14 5.85 
19 6-30 8.26 3.44 2.51 7.42 
20 7-35 9.33 4.18 3.16 12.05 

Total 67-335 103.08 37.86 2.31 7.27 
1. Emotional difficulties 2. Low salary and poor benefit/working 
3. Sexual inconvenience, 4. Nurse's scolding and poor treatment 
5. Lack of recess 6. Difference between job description and reality 
7. 3D works 8. Nonaccept 9. Impulsivity 10. Awareness 
11. Strategies 12. Goals 13. Clarity 14. Somatization 
15. Obsessiveness 16. Sensitivity 17. Depression 18. Anxiety 
19. Hostility 20. Phobia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5.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Var.  1  2 2-1 2-2 2-3 2-4 2-5 2-6 3
1 1
2 .523*** 1

2-1 .511*** .878*** 1
2-2 .495*** .902*** .755*** 1
2-3 .207** .601*** .309*** .439*** 1
2-4 .476*** .894*** .792*** .843*** .326*** 1
2-5 .421*** .845*** .735*** .684*** .483*** .714*** 1
2-6 .453*** .691*** .626*** .644*** .166* .627*** .516*** 1

3 .453*** .714*** .676*** .693*** .228*** .707*** .554*** .655*** 1
Varibles: 1.Stress of Care Worker 2. Emotion Dysregulation 
2-1.Nonaccept 2-2.Impulsivity 2-3. Awareness 2-4. Strategies 
2-5. Goals 2-6.Clarity 3.Mental Health
*** p<.001

Table 2.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Emotion 
Dysregulation and Mental Health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양보호사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조절곤란 및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정서조절곤란의 
모든 요인들도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Table 2 참고). 

5.3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 정
    신건강 간 영향 관계

5.3.1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변수 간 직접효과 검증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 정신건강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직
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았
을 때는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β=.453, 
p<.001). 즉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총효과
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다
음으로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조절곤란의 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비수용성(β=.511, p<.001), 충
동통제곤란(β=.495, p<.001), 주의와 지각부족(β=.207, 
p<.01), 전략접근제한(β=.476, p<.001), 목표지향의 어
려움(β=.421, p<.001), 명확성의 부족(β=.453, p<.001)
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Table 3 참고).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을 독립변수
에 동시에 투입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하였고, 정서조절곤란의 하위
요인 중 전략접근제한(β=.246, p<.05), 명료성의 부족(β
=.265, p<.001)이 유의수준 5% 기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적으로 직무스트
레스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전략접근제한과 명료성의 부족을 통해 정신건강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전
략접근제한과 명료성의 부족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을 완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Table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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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β t p
1 Stress→Nonaccept 0.138 0.019 .511 7.397*** .000
2 Stress→Impulsivity 0.100 0.014 .495 7.098*** .000
3 Stress→Awareness 0.054 0.020 .207 2.637** .009
4 Stress→Strategies 0.122 0.018 .476 6.737*** .000
5 Stress→Goals 0.062 0.011 .421 5.773*** .000
6 Stress→Clarity 0.054 0.008 .453 6.308*** .000
7 Stress→Mental H. 0.763 0.121 .453 6.313*** .000
8 Stress→Mental H. 0.086 0.105 .051 0.815 .417

Nonaccept→M.H. 1.067 0.615 .171 1.733 .085
Impulsivity→M.H. 1.570 0.917 .189 1.712 .089
Awareness→M.H. -0.234 0.411 -.036 -0.569 .570
Strategies→M.H. 1.623 0.736 .246 2.205* .029

Goals→M.H, -0.224 1.001 -.019 -0.223 .824
Clarity→M.H. 3.773 1.042 .265 3.623*** .000

 *p<.05, **p<.01, ***p<.001
1. F=54.717(p<.001),R2=.261 2. F=50.387(p<.001),R2=.245
3, F=6.955(p<.001),R2=.043 4. F=45.484(p<.001),R2=.226
5. F=33.327(p<.001),R2=.177 6. F=39.797(p<.001),R2=.205
7. F=39.853(p<.001),R2=.206 8. F=31.328(p<.001),R2=.597

Table 3. Significance Test of Path Coefficient 

Fig. 1. The mediation model 

5.3.2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 구

성요인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
안한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 analysis)을 실시하였
다[24].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기본 설정인 5,000으로 분
석하였고, 매개효과 모형인 4번 모형을 적용하였다. 

간접효과 크기의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분석 결과 직무스
트레스가 전략접근제한을 매개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β=.117, p<.05), 명

료성의 부족을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정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120, p<.05). 또한 직접 
효과 검증결과와는 달리 직무스트레스가 비수용성을 매
개로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87, p<.05)(Table 4 참고). 

앞서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용성, 전략접
근제한, 명료성 부족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이에
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Path Effect S.E LLCI ULCI
Job Stress→Nonaccept→Mental Health .087* .043 .012 .180
Job Stress→Impulsivity→Mental Health .094 .054 -.009 .207
Job Stress→Awareness→Mental 
Health -.007 .013 -.038 .014
Job Stress→Strategies→Mental Health .117* .061  .002 .241
Job Stress→Goals→Mental Health -.008 .040 -.093 .062
Job Stress→Clarity→Mental Health .120* .038 .051 .198
Total Effect .402* .060 .281 .517
* p<.05

Table 4. Significance Test of Mediation of Emotion 
Dysregulation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정

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에 대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정서조
절곤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정서조
절곤란, 그리고 정신건강은 각각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
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5]. 또한 직무스
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 역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무스트레스
가 클수록 정서조절곤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
한다[26]. 또한 정서조절곤란과 정신건강도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7].

둘째, 정서조절곤란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이 많은 삶의 영역에
서 정신건강과 직결되어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로 본 선
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8].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들 모두 정신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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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사용가능한 정서
조절전략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는 사용하는 것의 어려
움을 겪는 전략적 접근제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연관이 있는 명료성의 부족은 정
신건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이 경
험하는 감정을 명확하게 명명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의 어려움이 요양보호사의 정신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
강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전략적 
접근제한과 명료성의 부족을 통해 정신건강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정서조절전략 
접근 제한과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29,30]. 자신이 일과 삶 간의 갈등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적절히 조
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서조절전략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
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경험하
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
원이 충분한가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의 해소와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
스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을 
증진시켜 요양보호사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
려는 노력을 통해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서 정서조절곤
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을 구체화함으로써 요양
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다루는데 있어 정
서조절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심리적 지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가 정서조
절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은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를 관리
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수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대상을 표집할 때, 직무스트
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요양보호사들
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해야 하지만 연구대상 선정의 어려
움으로 무선표집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수준을 사전 조사

하여,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단일차
원으로 검증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각각의 차원에 따
른 영향력의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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