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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은 장애의 원인을 신체적 

결함으로 보는 의료적 패러다임에서 사회참여, 

자립생활, 자기결정권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모

델로 변화되고 있다. 장애의 사회적 관점을 비

롯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인권 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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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by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on the Service Quality

송기영, 안원철*

Keeyoung Song, Wonchul Ah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으로 구성된 직무만족
에 대한 변인을 측정하여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재단 등을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22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종 218명의 설문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조사결과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인구사
회학적 및 일반적 특성, 직무만족, 서비스 질의 수준,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상관관계,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의 하위변수인 직무자체, 보상이 서비스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과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보상과 관련하여 
급여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주 요 어 : 장애인활동보조인, 직무만족, 서비스 질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which is composed of job itself, 
work place condition, reward, workload, social awareness by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on the service 
quality and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job satisfaction of person assistance for the disabled, finding ways of 
enhancing job satisfaction in social welfare practice. For this purpose, total 218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trait of sociology 
of population and general trait, job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the correlation of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and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service quality. The results showed that personal assistant’job itself, 
reward, had a positive impact on service qualit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needs to be a expansion of education program for the job satisfaction of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Secondly, in relation to the reward of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the 
improvement of wage structure is requested. 

Key words :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job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by Personal Assistant for the Disabled on the Service Quality

- 32 -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신장을 

위해 장애활동지원서비스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

다(박주연, 2013; 서인환, 2013, 김종인, 

201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스스로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자기권리권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통한 자기실현을 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국립재활

원, 2009).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

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

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

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

진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연금공단, 2015).* 장애인활

동지원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이 

목적이며, 이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

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활

동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

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

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장애인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1.4. 제정되어 

2011.10.5.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활동지

원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

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

을 하는 이는 다름 아닌 활동보조인이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자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선택할 수 있

는 기회들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활

동보조인의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은 서비

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

동지원제도의 성패는 활동보조인에게 달려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

을 취득한 후 실천현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 이용자들과 그의 가족들에 의한 무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수체계 등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

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박봉길, 신준옥, 최승민, 2013; 

이채식, 이성규, 2010). 

 선행연구들은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 등 주로 활동보

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를 가지고 있는 활동보조인

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성과나 보상의 부재,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

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 제한으로 인해 

직무만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였다(이채식, 2011; 

하태용, 2012).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강

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활동지원서비스의 활동

보조인에 대한 직무만족은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김대영, 

2014).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한 장애인의 삶의 질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활동보조인이 장애

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

스 질은 다시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활동

보조인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이들에 관한 연

구는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등 직무만족에 대

한 변수를 측정하여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실

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 수준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질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변인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5]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제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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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중의 하나로서 활동보조인을 통해 일

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것

이다(이채식, 이성규, 2010). 즉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주체적으로 영

위하는데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이 자립적인 사회활동 참

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

록 하는 서비스이다(서원선, 2014).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의 도입의 의의*

는 첫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 강조로 장

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둘째,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 도입으로 월 

평균 8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다. 셋째, 급여수준 향상 

및 제도의 건전성 담보이다. 급여 모니터링, 기관평가 

등으로 급여 수준향상을 기대하고, 전문인력 확보로 인

정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대한다. 넷째, 활동보조

인 등의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이상, 인정점수 220점 미만자 중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표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기준

Table 1. Criteria for personal assistant service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40,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34,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628,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22,000원(약 47시간)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활동지원서비

스를 위한 활동지원 인력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인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인력은 수급자

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을 돕는 인력으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유사

경력자가 전문과정 2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

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직업 혹은 직무에 

대해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직무만족에 대

한 개념이나 정의는 연구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 그 관

점을 달리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이창배, 

2007). 

 Locke(1976)는 직무만족에서“만족이란 내성의 과

정에 의해서 발견되고 파악되므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결정되어지는 감정적 반응으로 긍정적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Locke의 정의는 현

재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무 만족에 대한 관심은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직무 만족이 수행을 촉진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과 직무 만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직무 만족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해서 단일 

개념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

무 만족은 크게 정서적 직무 만족과 인지적 직무 만족

으로 구분된다. 정서적 직무 만족은 개인들이 자신의 

전반적인 직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인지적 직무 만족은 임금, 복지, 근무 시간 및 기타 직

무와 관련된 특정 요인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뜻하며 

인지적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손영우, 

2015).

 정수진, 고종석(1998)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은 태

도, 가치, 신념, 욕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

한 요소들의 충족정도는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직무만족은 작업동기 부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제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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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배(2007)에 의하면 개인이나 조직의 측면에서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는 

종사자가 직장생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조직

의 원활한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 종사자

의 직무만족은 조직의 효율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직장생활에서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제고가 

개인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았다.

 신유근(1998)은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개인적 측면과 

조직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개인의 측면에서 직무만족

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가치판

단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

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직장은 이제 단지 생계를 위해 

소득을 얻기 위한 곳이고, 생활의 만족은 직장 문을 나

서는 후에 구하는 것이라는 사고는 이제 통하지 않으

며, 이런 점에서 개인의 직무만족은 조직 사회에 가지

는 사회적 측면의 한 범주로 강조되고 있다. 둘째, 직무

만족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중요하다. 직장생활에 불만

이 있으면 다른 측면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

는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직무만족은 신체적

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람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조직의 측면에서 직무만족이 중요한 이유는 첫

째,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조직의 성과를 높

이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둘째, 직무만족이 높

은 사람은 조직 외부에 대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을 호의적으로 말하게 되어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가져

온다. 셋째,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직외부

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이 높으면 이직율

과 결근율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 효과

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직무만족은 단일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직무차원에서 설명

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며, 종사자의 주관적 인식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및 효

과성과 생산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숙고되어야 할 요소

이므로, 조직과 개인 양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최

성희,2010).  다음 표는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

표 2. 직무만족 결정 요인

Table 2. Job satisfaction factor

연구자 직무만족 결정요인

Loke(1976)
작업, 현금, 승진, 인정, 부가급부, 작업

조건, 감독, 동료관계, 조직과 관리

Vroom(1964)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임금, 승진

기회, 작업시간

Ash(1954)
성실성, 만족, 효율성, 감독, 일반 직무

만족, 동료의 배려

Jurgenson(1978)

발전, 부가급부, 자부심, 마음 맞는 동

료, 시간, 임금, 안전, 감독, 작업유형, 

작업조건
Fourne, Distefone 

& Magaret(1966)
개인의 특성, 직무의 특성

Smith, Kendall & 

Hulin(1969)
작업, 감독, 임금, 승진의 기회, 동료

Porter & 

Steers(1983)

조직전체, 작업환경, 직무내용, 개인적 

요인

Herzberg(1959)

직무만족 : 성취감, 안정감, 책임감, 성

장가능성, 직무내용, 존경과 자아실현

욕구

직무불만족: 임금, 안정된 직장, 작업

조건, 지위, 개인적 생활, 대인관계, 직

작의 정책과 행정
Hackman & 

Oldham(1971)
직무에 대한 흥미나 만족의 개념

Haynes(1979)

전반적인 직무상황에 대한 만족, 직무

의 종료, 급여, 명백한 직무역할, 기관

운영, 동료관계, 개인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 감독, 근무조건
Jayaratne & 

Chess(1983)

도전, 편안함, 금전적 보상, 승진,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업무량

*자료 : 김대영(2014) 자료 인용

3. 서비스 질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무형적이고, 소유권

의 이전이 없는 행위나 효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 그러나 그 다양성으로 인해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서비스 질이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서비스 그 자체 혹은 

기관에 대한 이미지의 형성결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지

각반응이라 할 수 있다. 즉,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을 전

제로 하는 개념이며, 서비스 질은 서비스 대상자의 판

단에 두어야 한다(임혁, 2007). 또한 서비스 질은 조직

의 성과와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한 결정요소

로서 생산품의 질 개선 보다는 질적 개선이 조직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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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증대 차원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김문동, 

2007).

 김형식(2001)의 연구에서 서비스 질의 개념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질을 정의하였다. 첫째, 서비스 우

수성의 관점으로 말 그대로 서비스가 뛰어난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서비스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한 관점에서 보

아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서비스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구성요소의 양에 의한 평가이다. 셋째,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여 고객의 욕구

를 잘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과정의 관점을 기준으로 공

급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로 기술적인 면과 제공방법

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서비스의 제공과정에 필요

한 요구사항을 얼마만큼 잘 충족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서비스 질은 서비스의 성과를 결정하는 수많은 

개별적인 속성들로 형성된다. 서비스 질 연구의 대표 

학자라 할 수 있는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5)

는 서비스 질을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지각 

사이의 불일치 정도와 그 방향”이라고 정의했다. 기대

수준은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생기는 성과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서비스 질은 고객의 기대와 성

과간의 차이이며,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의 유형에 

관계없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구성요인은 근본적

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서비스 영역에 보편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차원’을 10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신현석, 2011).

 이후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5)는 자

신들의 후속연구에서 이상의 10가지 차원들을 경험적

인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 서비스 조

직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반응들을 개략적으로 분

석하고, 각 차원의 신뢰도에 다른 재구성을 시도하여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감정이입, 그리고 유형성의 5

가지 구성요소로 체계화하였다. 이는 모든 서비스 영역

에서 활용 가능하다(홍기오, 2011).

표 3.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10가지 차원

Table 3. 10 Categories of evaluating service quality

결정요인 정의 구체적 예

유형성
(Tangibles)

서비스의 평가

를 위한 외형

적인 단서

물적시설, 장비, 사람, 의

사소통, 도구의 외형

신뢰성
(Reliability)

약속된 서비스

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

서비스 수행의 절차의 힘, 

청구서의 정확도, 정확한 

기록, 약속시간 엄수

대응성
(Responsiv

eness)

고객을 돕고 

즉각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려

는 의지

서비스의 적시성, 고객의 

문의나 요구에 즉시 응답, 

신속한 서비스 제공

능력
(Competenc

e)

서비스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소유

조직의 연구개발능력, 담

당직원과 지원인력의 지식

과 기술

예절
(Courtesy)

고객과 접촉하

는 종업원의 

친절과 배려, 

공손함

고객의 계산과 시간에 대

한 배려, 담당종업원의 정

중한 태도

보증성
(Credibility

)

서비스 제공자

의 정직성, 진

실성

기업평판, 기업명, 종업원 

정직성, 강매의 정도

안전성
(Security)

위험과 의심으

로부터의 자유

물리적 안전, 금전적 안전, 

비밀보장

접근성
(Access)

접근 가능성과 

쉬운 접촉

전화예약, 대기시간, 서비

스 제공시간 및 장소의 편

리성

의사소통
(Communic

ation)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에게 쉬운 

말로 알림

서비스에 대한 설명, 서비

스 비용의 설명, 문제해결 

보증

감정이입
(Understan

ding the 
Customer)

고객과 그들의 

욕구를 알리려

는 노력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학습, 개별적 관심 제공

*자료 : 이창배(2007) 자료 인용

 4. 선행연구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과 서비스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활동보조인과 유사한 직종에서는 연구가 꾸

준히 이어져 오고 있어 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활동보조

인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

로 전제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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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연구(최영문, 2009)를 살펴보면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와 

감독, 보수, 동료, 기관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직무만족

이 높을수록 신뢰성과 대응성, 보증성, 감정이입, 유형

성, 그리고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

호사들의 직무만족수준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므

로,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나 개인적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

과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하며, 직무수행

에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제공되어져야 하고, 업

무수행에 있어 자아실현을 높여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연구(홍기오, 2011)에서도 직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질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사회복지

사는 기관에서 보수, 업무, 인간관계의 상호관계가 보

다 적극적일 때 직무만족도다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을

수록 이직율 감소와 조직의 전문적 업무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 관련 연구를 살펴보

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박연희, 

2009; 김은혜, 2011; 고용철, 2010; 류경애, 2009; 

양현일, 박석돈, 201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하재영, 2014; 

안화숙, 2013; 이화숙, 2012; 강수환, 2011; 채민혜, 

2012; 정명관, 2013; 유효정, 2010; 김성식, 2010),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직무특성에 따른 직장애착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김대영, 2014), 장애인활동보조

인 직업의식과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금희정, 2010),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장애인

에 대한 인식과 친밀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하태용, 2012), 활동보조인의 자아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상철, 이웅, 2012),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소진과 직무만족의 관계 연구(이채식, 

이성규, 2010), 활동보조인의 자기효능감과 직업의식

이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박봉길, 신준

옥, 최승민, 2013)로 나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의 장애인자

립생활센터,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재

단 등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를 임의 표본추출하여 장애

인활동지원 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223명을 연구대상

자로 선정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

되는 설문지 5개를 제외한 218명의 설문을 연구에 활

용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에 사전에 공문발송과 전화를 

통해 협조를 구하였고, 설문에 응한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자 및 교육을 받은 조사자의 방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2. 측정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근

무 년 수, 급여체계, 근무시간, 월평균수입, 활동보조 

서비스 동기,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장애유형이 포함되

어 있다. 응답자 중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부호화하

였다. 이 중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게 된 동기는 가족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활비에 보탬을 위하여, 

삶의 보람을 찾기 이ㅜ하여, 여가 및 사회활동을 위하

여,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고, 서비스 대상자 장애유형

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

애, 기타로 나누었다. 

  (2) 직무만족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

는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1969년 Smith, 

Kendalll과 Hulim에 의해 개발된 JDI(Job 

Descriptive Index)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JDI는 직무

만족 척도 중 가장 유용한 척도로 산업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신재원 2001, 재인용). 본 연구에

서는 최성희(2010), 류경애(2009)의 직무만족도 하

위요인을 김대영(2014)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직무만족 요인으로 근무자체, 직무

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등 총 17문항으로 구

성했다. 각 변인은 .

 첫째, 직무자체란 종사자의 직무의욕과 적성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무의 보람, 근무 성적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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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였다. 둘째, 근무환경이란 종사자가 만족하는 

정도로 물리적·제도적인 근무환경을 의미한다. 셋째, 

보상은 상급자로부터의 칭찬이나 긍정적 강화, 개인적 

인정을 받는 것 등을 의미한다. 넷째, 업무량은 직무와 

관련하여 맡고 있는 모든 업무의 양을 의미한다. 다섯

째, 사회적 인식은 개인 또는 집단이 타인과 다른 집단

과의 관계 속에서 서열 또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

으로 개인의 사고와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적 요인에 따

라 인식되는 것이다. 

 항목측정은 리커트(Likert) 5점 등간 척도를 사용하

여‘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

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

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서비스 질

 서비스 질 측정도구는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가 개발한 SERVQUAL 모형의 측정도

구를 시설서비스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신현석(2005)

의 척도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부합하는 표현과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는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감정이입, 유형성의 5가지로 각 4개 

문항, 총 2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버전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문항간의 서

로 관련성이 높은 것끼리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활용

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그

리고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직무만족도과 

서비스 질에 대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과 서비

스 질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과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 α

=.01, α=.001에서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결과 전체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0.865과 0.970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적절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를 하위 변수별도 

보아도 0.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특히 직무자

체는 0.855의 신뢰도를 보여 직무만족도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서비스 질은 전체적으로 높

은 신뢰도를 보였는데 그 중 감정이입이 가장 높은 신

뢰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 통

계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문항은 없었다.

표 4.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 분석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N=218)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 북부 지역 및 경기

도 북부 지역의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의 장애인활동보

조인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유

효하다고 판단되는 218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총 218명 중 성별은 남자 34명(15.7%), 여자 

184명(84.4%)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분
하위 영역 

문항수
신뢰도

직무

만족

직무자체 5 .855

근무환경 3 .758

보상 3 .850

업무량 3 .725

사회적 인식 3 .735

합계·평균 17 .865

서비

스 질

신뢰성 4 .887

대응성 4 .910

보증 4 .884

4 .936
감정이입

4 .896

유형성
20 .921

합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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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50대가 49.1%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로 31.5%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배움의 수준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6.0%

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1.9%에 불과했다. 

이로써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대부

분이 4,50대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여성이 주로 장

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5.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18)

변수 항목 빈도(명)
유효 

백분율(%)

성별
남자 34 15.6

여자 184 84.4

만 

연령

20~29세 6 2.8

30~39세 6 2.8

40~49세 68 31.5

50~59세 106 49.1

60세 이상 32 13.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 3.7

중학교 졸업 42 19.4

고등학교 졸업 144 66.0

전문대 졸업 20 9.3

대학교 졸업 이상 4 1.9

2)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년 이상 근무

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고, 급여체계는 절대 다

수가 시간급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력급은 전

혀 없었다. 월 근무시간을 보면 200시간 이상 근무하

는 비율이 31.2%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시간은 

168.08시간으로 주말을 제외한다면 하루 7.6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수입은 125만원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나 더 많은 수가 그 

이하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동기로는 자녀교육비, 노후대책 등의 생활비 보조를 위

한 것이 44.3%로 가장 많았고, 주된 수입원으로 기본 

생활비, 치료비 등을 위함이 26.4%로 뒤를 이어 삶의 

보람이나 여가, 사회활동 보다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활

동보조서비스를 하는 비중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주된 장애유형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각각 42.5%와 22.6%로 다수를 

나타냈다. 

표 6. 일반적 특성

Table 6. General feature

(N=218)

변수 항목
빈도
(명)

유효 
백분율
(%)

근무 년 

수

2개월 이하 2 0.9

3~5개월 12 5.7

6개월 이상 32 15.1

1년 이상 54 25.5

2년 이상 112 52.8

급여체계

시간급 196 92.5

일급 - -

월급 16 7.5

능력급 - -

근무시간

/월

100시간 미만 40 18.3

100이상 ~ 150시간 미만 56 25.7

150이상 ~ 200시간 미만 48 22.0

200시간 이상 68 31.2

수입/월

50만원 미만 20 9.3

50이상 ~ 75만원 미만 46 21.5

75이상 ~ 100만원 미만 46 21.5

100이상~125만원 미만 36 16.8

125만원 이상 66 30.8

서비스 

활동 

동기

주된 수입원(기본생활비 등) 56 26.4

생활비 보조(자녀교육비 등) 94 44.3

삶의 보람 36 17.0

여가 및 사회활동 18 8.5

기타 8 3.8

서비스

주된 

장애유형

지체장애 90 42.5

뇌병변 장애 48 22.6

시각 장애 28 13.2

지적 장애 36 17.0

정신 장애 6 2.8

기타 장애 4 1.9

3. 주요 변인의 조사 결과

1) 직무만족

 직무만족도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우 그렇다’5점, 매‘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리커

트 척도화하여 측정하였다. 표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34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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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의 하위 영역별로 각각의 평균을 보면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3.99(SD=.60), 근무환경은 

3.47(SD=.76), 보상은 3.36(SD=.75), 업무량은 

2.74(SD=.87), 사회적  인식은 3.16(SD=.82)로 나

타나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았고,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직무자체에 대해

서는 만족감이 높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사회적 인

식은 낮은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업무량에 대

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받는 보상에 비해 하

는 업무가 많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서 근무시간이 월 평균 200시간 이상

자가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시간이 168시간으로 주말

을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에 가까운 일을 하나 70% 

가까운 활동보조인의 월 평균 보수는 125만원 이하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7. 직무만족 측정 결과

Table 7. Job satisfaction measurement result

(N=218)

구분
결과 값

평균(MEAN) 표준편차(SD)

직무자체 3.99 .60

근무환경 3.47 .76

보상 3.36 .75

업무량 2.74 .87

사회적 인식 3.16 .82

전체 평균 3.34 .53

2) 서비스 질

 서비스 질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5점, 매‘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리커트 

척도화하여 측정하였다. 표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장

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질은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

이 4.27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의 하위 영역별로 각각의 평균을 보면 신뢰성

에 대한 서비스 질은 4.31(SD=.61), 대응성은 

4.26(SD=.69), 보증성은 4.22(SD=.65), 감정이입은 

4.32(SD=.67), 유형성은 4.21(SD=.68)로 나타나 감정이입

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가장 높았고, 유형성에 대한 서비

스 질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서비스 질 측정 결과

Table 8. Service quality measurement result

(N=218)

구분
결과 값

평균(MEAN) 표준편차(SD)

신뢰성 4.31 .61

대응성 4.26 .69

보증성 4.22 .65

감정이입 4.32 .67

유형성 4.21 .68

전체 평균 4.27 .59

3)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관계

  (1)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 변인이 어

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9.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상관관계

Table 9. Corelation of job satisfaction & servic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

구분

서비스 질

신뢰

성

대응

성

보증

성

감정

이입

유형

성
전체

직

무

만

족

직무

자체

.407

***

.452

***

.526

***

.465

***

.477

***

.560

***

근무

환경

.341

***
.503

.487

***

.377

***
.507

.545

***

보상
.233

***

.347

***

.368

***

.347

***

.365

***

.388

***

업무

량

-.15

4**

-.21

3**

-.22

7**

-.32

8**

-.13

8

-.2

34**

사회적 

인식
.466

.588

***

.611

***
.522

.477

***

.598

***

전체
.455

***

.543

***

.587

***

.503

***

.533

***

.643

***

*p<.05,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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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 간에는 전체적으로

는 신뢰성(r=-.455, p<.001), 대응성(r=-.543, 

p<.001), 보증성(r=-.587, p<.001), 감정이입

(r=-.503, p<.001), 유형성(r=-.533, p<.001)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직무

만족의 하위변인인 업무량은 서비스 질의 하위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활동

보조인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은 두 변인 간 변동의 

연관성 즉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 변인들이 서비스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

으로 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와 같다.

표 10.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Table 10.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service quality

구 분
모형1 모형2 공차

한계
VIF

β t β t

직
무
만
족

직무자
체

.548
6.07
***

.612
6.64
***

.601
2.01

3

근무환
경

.055 .152 .139 .127 .622
1.84

2

보 상 .314
4.17
***

.298
4.95
***

.715
1.18

2

업무량
-.1
21

-2.
32

-.21
2

-.2.
17

.847
1.76

4

사회적 
인식

.178 2.09 .143 2.15 .728
1.51

5

인구

사회

학적

·일

반적

특성

(통

제

변인

)

성별 .068
1.32

4
.615

1.21
8

연령 .014 .255 .872
1.21

4

학력 .078
1.40

1
.771

1.37
4

근무 
년 수

.065
1.09

5
.635

1.33
5

근무시
간/월

-.04
0

-.70
1

.621
1.17

8

수입/
월

.045 .807 .701
1.10

2

R²(Adj R²) .523(.515) .547(.534)

△R² .033

F 66.456*** 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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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my 변수 : 성별(여=0, 남=1), 학력(고졸이하=0, 전문대졸

이상=1)

직무만족 변인과 통제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

한 결과 공차한계가 0.6 이상이고, VIF는 대체로 2이

하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우선, 직문만족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1의 경우 분산 

설명력은 52.3%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

(F=66.456, p<.001). 분석결과 직무자체(t=6.07, 

p<.001), 보상(t=4.17, p<.001)은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업무량은 유의미하지 않지만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변

인으로 하여 직무만족 변인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분석한 모형 2의 경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F=13.511, p<.001),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직무만족 변인 중 

직무자체(t=6.64, p<.001), 보상(t=4.95, p<.001)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업무량은 유의미하

지 않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준화계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직무자체(β=.612), 보상(β=.298), 업무량

(β=-.212), 사회적 인식(β=.143), 근무환경(β

=.139) 순으로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인

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

져온 직무자체와 보상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자체, 근

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으로 구성된 직무만

족에 대한 변인을 측정하여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 북부, 경기 북부 지역

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인복지센터, 장애인종합복

지관, 복지재단 등을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22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최종 218

명의 설문을 연구에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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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장

애인활동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대부분이 

4,50대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여성이 주로 장애인활

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율

이 52.8%로 가장 높았고, 급여체계는 절대 다수가 시

간급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력급은 전혀 없었

다. 월 평균 근무시간은 168.08시간으로 주말을 제외

한다면 하루 7.6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월 수입은 다수인 약 70%가 월 125만원 이

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동

기로는 자녀교육비, 노후대책 등의 생활비 보조, 기본 

생활비, 치료비 등 경제적인 원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를 하는 비중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34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점수로 나타

났다. 직무만족도의 하위 영역별로 각각의 평균을 보면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3.99(SD=.60), 근무환경

은 3.47(SD=.76), 보상은 3.36(SD=.75), 업무량은 

2.74(SD=.87), 사회적  인식은 3.16(SD=.82)로 나

타나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 가장 높았고,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질은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27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의 하위 영역별로 각각의 평균을 

보면 신뢰성에 대한 서비스 질은 4.31(SD=.61), 대응

성은 4.26(SD=.69), 보증성은 4.22(SD=.65), 감정

이입은 4.32(SD=.67), 유형성은 4.21(SD=.68)로 

나타나 감정이입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가장 높았고, 유

형성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아,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

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직과 서비스 질의 

상관 관계를 보면 지무만족은 신뢰성(r=-.455, 

p<.001), 대응성, 보증성, 감정이입, 유형성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인 업무량은 서비스 질의 하위변인과 부(-)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

인의 직무만족과 서비스 질의 상관계수(γ)는 .6 이상

으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 변인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

향력을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 변인 중 

직무자체(t=6.64, p<.001), 보상(t=4.95, p<.001)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업무량은 유의미하

지 않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직무자체(β=.612), 보

상(β=.298), 업무량(β=-.212), 사회적 인식(β

=.143), 근무환경(β=.139) 순으로 서비스 질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

무자체와 보상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궁극

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은 실

천적 개입 방안에 관한 다음의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의 하위 변수 중 

직무자체가 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활

동보조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

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인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

수교육 이외에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

재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9조(활동

보조인의 교육과정)을 보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

조인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

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수교육에 대해 명시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무조

항이 없어 활동보조인의 직무능력을 계발할 근거가 부

족하다.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법령 개

정이 필요하고,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활

동보조인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양질

의 교육을 위한 강사인증제, 운영체계의 표준화 등 체

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보상과 관련하여 활동보조

인의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보조인은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서

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 시급 당 기관 수수료를 제외하면 

시간 당 약 6,5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간 당 급여는 활동지원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는 노인 요양보호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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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2014). 이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은 제공하는 

활동지원 업무의 강도와는 상관없이 시간 당 급여를 받

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도 급여체계를 보면 시간급이 

92.5%를 차지하고, 월급은 7.5%로 나타났고, 능력급

은 없었다. 장애인을 활동지원 함에 있어 장애의 경중

이나 특성에 따라 업무의 강도는 상이할 수 있으나 동

일한 급여를 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박주연, 2012). 따라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급여체계를 현재의 시간급에서 업무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급을 도입해야 한

다.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

써 활동보조인의 전문적인 노동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다시 서비스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사 대

상의 한정으로 인한 일반화의  제한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어 조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장

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 조절 변인 및 매개 변인 등에 대한 후속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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