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Ⅸ-B : 휴먼서비스콘텐츠 23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

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

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시

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로부

터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이용자(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

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노인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

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

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1) 주저자 조미정
2) 교신저자 김민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홈

페이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이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 시 이용자에게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경

험한 요양보호사가 각각 70.3%, 5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폭력경험 실태 연구에서 한걸음 나

아가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요

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예방하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

다.

 

Ⅱ. 연구결과

1.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폭력경험 실태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로부

터의 폭력경험 실태 조사 결과, ‘예’가 57.6%로 과반수이

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경험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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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요양보호사는 치매와 같은 질병을 가진 이용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장기요양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12. 07. 01, 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2).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경험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90명의 요양보호사를 무작위 추출하여 최종 19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실시 결과 이용자로 부터

의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예방하는 함의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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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폭력

경험 실태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폭력경험
예 110 57.6

아니오 81 42.4

2.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의 이직의도는 요양보호사가 자발적으로 

돌봄 노동에서 떠나고자 하는 의도이다. 실증적 연구에

서 이직의도가 있으면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신남순, 2014).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로

부터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하여 통제변수(임금, 연령, 학력), 독립변수(폭력경험)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폭력경

험(β=.29, p<.001)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정(+)적

인 관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로 부터의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이직의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폭력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이직의도

모델Ⅰ 모델Ⅱ

β t β t

임금 .34 5.54*** .25 4.11***

연령 -.03 -.46 .00 .03

학력 .40 5.80*** .28 4.09***

폭력경험 .29 4.56***

R² .362 .427

Adj R² .352 .41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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