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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가 장에서 혼자 감당해야하는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주는 

향력과 소진의 매개효과 정도를 악하여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한 제언을 목 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연령, 배우자유무는 소진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으

며, 연령과 이직경험은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인 계스트 스

는 소진과 이직의도에 각각 정(＋) 인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 계스트 스는 소진

으로 인해 더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진의 개입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담은 제언은 첫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하는 인 계스트 스에 한 처방

안으로 상자  상자가족과의 다양한 상황에 한 이해와 처기술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 이고 

체계 인 직무교육 등이 확 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업무  특성과 환경  한계에 해 심을 

갖고, 이를 지원해주는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 계스트 스가 이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이기 해서는 소진에 한 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법 , 제도  지원이 필요

하다.

■ 중심어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대인관계스트레스∣소진∣이직의도∣

Abstract

This study aims for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home visiting care giver by figuring out 
interpersonal stress of bearing hardships which affect turnover intentions of home visiting care 
givers and b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burnout. First, in summary, the analysis result was 
that the age of care givers and the presence of spouse are in relational factors correlated with 
burnout. Also age and experience of turnover have some connection with turnover intentions. 
Second, interpersonal stress of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s have static correlation. Third, the 
interpersonal stress represents increasing level of stress of burnout and the intervention of 
burnout shows static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s of care givers. 
Suggestions of this study's results are, first, solution of interpersonal stress which home 

visiting care givers are facing should be improved by families' support or encouragement. In 
addition, the more professional and organized job training should be advanc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situations and coping skills. Second, the more interest should be need 
on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limitation. Also many centers that support care 
givers should reinforce their role. Third, to decrease the turnover intention which comes from 
interpersonal stress, doing some burnout research could be helpful and especially the legal regime 
which supports the research of burnout is essential.

■ keyword :∣Home Visiting Care Givers∣Interpersonal Stress∣Burnout∣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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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체 인구의 13.2%인 656만 

9천명으로 조사되었다[1]. 장래인구추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08만 명(15.7%), 2030년 1,269만 명

(24.3%), 2040년 1,650만 명(32.3%), 2050년 1,799만 명

(37.4%)으로 증가하고, 2060년에는 1,762만 명으로 

체 인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2].

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인복지 향상을 

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 , 국가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

행 이후 2015년 말 재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자는 65세 이상 체 노인 인구의 7%인 

467,752명으로, 이는 2011년의 5.7%인 324,412명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 다[3]. 

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은 물론 종사

자 수도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말 재 운  

인 장기요양기 은 총 18,002개소에 달하고 있고, 재가

요양기 은 12,917개소, 시설요양기 은 5,085개소로 

나타났다. 2014년 비 재가요양기 은 10.7%, 시설요

양기 은 4.4% 증가한 수치이다. 장기요양기 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 한 2015년 말 294,788명으로 2014

년에 비해 10.6% 증가하 고, 재가기 에 241,323명, 시

설기 에 60,386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

호사 10명  8명 이상이 재가기 에서 종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3]. 

장기요양기 에서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

한 노인을 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서비스 상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상자의 욕구 등을 악하고 이에 

한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양보호사

들이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는 근무형태에 따라 재가요

양시설에 입소한 요양보호 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와 가족을 신해서 치매, 풍 

등 독립 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직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방문 요

양보호사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기  근무 요

양보호사와는 다르게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 

상자뿐만 아니라 상자 보호자의 요구, 불평 등에 

해서도 히 처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듯 실 으로 요양보호사는 업무의 성격과 조

직구조상 스트 스의 험이 매우 높은 직업으로[4], 이

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직무에 한 만

족도가 낮고,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어지고 있다[5-8]. 특히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

사와는 다르게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상자

나 상자 보호자로부터 상치 못한 요구와 화냄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됨으로써, 인 계스트 스는 

물론이고 소진이나 이직의도 등 불안한 감정을 수시로 

느낄 수 있다.  

상자를 직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방

문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어려

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의 하나가 직 인 

면 에 의한 인 계스트 스라고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요

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와 련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9][10], 선행연구들은 근무형태와 방식이 다른 

입소시설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하 거나 는 입소

시설 요양보호사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을 명확하

게 악하지 못한 이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에 한 그동안의 많은 선행연구

들이 주로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 련[5-7][11], 소

진과 이직의도 련[12-14] 등이 부분이다. 한 선

행연구의 상자는 입소,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

호사를 동일한 연구 상자로 취 한  것이 주류를 이루

고 있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에 

한 연구는 물론 소진의 매개효과 등 변수들의 다각  

근과 계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이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이직은 요양보호사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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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가정의 경제  손실과 함께 근무하던 재가요양

기 의 업무효율성 하, 서비스의 단 에 따른 안정성 

단,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상자의 삶

의 질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재가방문 요양

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요인들을 악하여 이직률 감소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

은 요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와 근무형태

가 다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하여, 그들의 

인 계스트 스가 소진을 매개로하여 이직의도에 미

치는 향을 악하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

화를 한 제언을 제시코자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나

아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하는 인 계스트

스와 소진  이직의도의 감소를 한 실천 , 정책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대인관계스트레스 
인 계란 흔히 인간 상호간의 계를 지칭한다. 

인 계는 사람이 사람(자연인)을 면하는 경우에 개인

의 언행과 태도에 심을 갖고 형성되는 상호 계를 

말하며, 개인과 개인의 교양과 개성(personality) 수

의 정도  인  교섭과 수용태도에 치 하는 내용으

로 이해할 수 있다[15]. 

스트 스(Stress)란 한 사람이 응하기 어려운 환경

에 처했을 때 느끼는 생리 ·심리 ·사회  긴장상태를 

말한다. Ivancevich & Matteson[16]은 스트 스를 조직

이론에 원용하여, 스트 스란 “외부 환경과 개인 차원

의 자극의 상호작용(stimulus inter -action), 반응의 상

호작용(response interaction), 자극-반응의 상호작용

(stimulus-response interaction)”이라고 하여, 개인에

게 미치는 외부환경의 자극과 개인이 그에 반응하는 상

호작용이라는 에서 스트 스를 인식하려 하 다. 

요양보호사의 스트 스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

고 있지만 요약해보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수행하

면서 시설내의 직무환경과의 계에서 느끼게 되는 역

기능 인 감정, 특히 상자와의 상호작용과정 상에서 

받게 되는 심리·사회  긴장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 스의 원인에 해 Srinika and Wayne[12]은 

주로 조직구조와 련된 요인( : 역할 모호성, 역할 갈

등, 과 한 업무)과,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교류 방

식과 련된 요인( : 내담자의 문제제기 방식,  

태도를 보이는 내담자)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의 조직 구조  요인보다는 

상호교류방식과 련된 요인으로 인 계스트 스에 

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의 인 계 활동은 주로 조직 내에

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가장 보편 인 인 계스트

스 요인은 근무환경에 따라 상사, 동료, 부하 계의 세 

가지, 는 상사, 동료, 부하, 고객과의 계 네 가지 요

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에 Parker & DeCotiis[17]

는 스트 스의 직장 내 인 계 요인으로 신뢰, 상사

지지, 화합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 시행 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근무환경 

상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가 직  면하는 인 계는 

크게 재가방문요양센터 센터장, 요양 상자, 요양 상

자 가족 등 세 부류로 나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도 재

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독립변수)의 

하부변수 요인을 센터장 계스트 스, 상자 계스트

스, 상자가족 계스트 스 세 가지로 구성하 다. 

이는 기존의 요양보호사 인 계 선행연구[9][18][19] 

등의 하부변수 요인(상사, 동료, 상자, 상자 보호자)

에서 동료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가 실제 근무형태에서 하는 인 계스트 스에 

한 최 의 연구 결과를 도출코자하 다.

아울러 기존에 요양보호사에 한 인 계 는 

인 계스트 스와 련된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라미정, 모선희[18]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인 계 요인

이 직무만족에 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기

장, 수 자, 동료와의 계 순으로 향력을 크게 미

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 

강민희[9]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

트 스  동료스트 스, 어르신스트 스 순으로 이직

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나, 이는 방문 요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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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인 계 하

요인  보호자 계가 유의미하게 부(-)  향을 주

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수 자 계, 기 장 계, 동료

계 순으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20]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와 입소시설 요

양보호사의 근무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

는 연구 결과의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요양보호사가 아닌 타 서비스업종의 인 계

스트 스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창호 등[21]은 

민간경비원의 인 계스트 스는 고객, 동료, 상사

계 스트 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무만족에는 유의

하게 동료 계스트 스가 부(-) 인 향을 미쳤다고 

하 고, 허용재[22]는 호텔종사자의 인 계스트 스

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이 상사, 동료, 고객 순으

로, 상사와의 계에 의한 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가장 

큰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 계스

트 스를 받는 요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이 업

종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이직의도
이직(turnover) 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자발 인 의지

로 그 조직 내의 다른 직무로 옮기거나, 그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의도를 말한다. 구성원

이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근로여건, 직무스트 스, 상사와의 갈등, 소

진, 개인 인 사정, 인 계스트 스 등 다양한 요인들

이 있다.  

2013년 국가인권 원회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사 인

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사의 이직실태 

연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2.3%가 이직할 의사가 있

다고 하 고, 이직을 계획 인 조사 상자의 66.2%가 

동일한 사회복지분야로, 37.8%가 타 업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의 직장에서 이직하

려는 이유에 해서 ‘근로여건(근로조건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32.5%, ‘직장 혹은 재 일이 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15.8%, ‘직장 내 인간 계 때문' 

11.5%, ‘개인 는 가족 인 이유'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23].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이직률

을 측정한 자료는 아직 찾아볼 수 없지만, 외국의 경우 

장기요양기 에 근무하는 종사자, 즉 사회복지사, 간호

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 인력의 이직률은 연간 

20-30%로 보고되고 있다[24]. 비록 본 연구의 상자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조사하지는 않았지

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종업에 한 이직률

을 살펴 으로써 부분 으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종속

변수)라 함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가 재의 조직을 떠

나고자 하는 심리  상태로서, ‘동일한 업무를 다른 조

직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 ‘ 재의 업무와 다른 타 업종

의 조직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 ‘ 재의 조직에서 떠

나고 싶다는 의도’ 모두를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여기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은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 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요양보호서비스 상자와 직 인 인 계를 맺

고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을 지닌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이직 증가는 상자에 한 서비스

의 질, 서비스의 안정성과 일 성에 부정  향을 미

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요한 쟁 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재가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

를 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켜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시 히 이루어져야 한

다고 사료된다.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한 연구에서 

이태화[25]는 요양보호사의 소진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 수 을 떨어뜨리고 이직의도 수 을 높이는데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는 김일범[13]의 요양보호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

치는 향의 연구 결과와도 같으며, 고객 계갈등이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은 물론 직무만족을 통한 간

인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의 하나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인 계스트 스와 이직의도에 련된 타 서

비스업종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호텔종사자의 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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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는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쳐, 

고객, 부하, 상사와의 계 순으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22], 이 결과는 고객 계스트 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에 부정 으로 작용한다는 김재엽 

등[26]의 민간경비원의 인 계스트 스 이직의사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한 황선정[27]은 네일리스트의 인 계스트 스

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상사 계스트 스와 

고객 계스트 스가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고 

동료 계스트 스는 통계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하 고, 최병일[28]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직

무스트 스와 인 계스트 스는 내면행 와 이직의

도 간을 매개하고, 시간  압력과 이직의도 간을 매개

한다고 하여, 인서비스업종의 근무여건  환경에 따

라 각기 다른 인 계스트 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진
소진(Burnout)이란 과도한 요구(Job Demands)로 인

해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부정 인 심리  증후를 지칭

하는 개념이다. 이는 스트 스의 독특한 형태라 말할 

수 있고, 특히 지속 이고 강도 높은 인 서비스 련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29]. 

Perlman & Hartman[30]은 소진을 만성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 정서 , 신체  탈진, 업무능력의 하, 

비인간화의 3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 다. 

한 심리학에서의 소진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혹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성취감보다는 심리  좌 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신체 ·심리 으로 소진상태가 되

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1].

이상과 같은 소진에 하여 Jackson, Schwab, & 

Schuler[32]는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burnout phenomenon”에서 종사자들이 인지하는 소진

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높아진다고 하 고, 소진은 업무

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33], 조직에서 이탈하

고자하는 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 다[34].

본 연구에서의 소진은 심리 인 면, 즉 감정  소진을 

의미하며, 감정 소진에 하여 Maslach & Jackson[35]은 

정서  고갈, 개인  성취, 탈 인격화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 고, 감정 으로 소진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정

서 으로 고갈되고 일을 통한 개인의 성취도가 낮아지

고, 스스로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을 하나의 

사람이 아닌 일의 상으로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2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소진과 련한 본 연구에서

도 Maslach & Jackson이 개발한 소진(탈진)척도

(Maslach Burnout Inventory : MBI)를 바탕으로 하여, 

3가지 요소(유형), 22개 항목으로 구분하 다. 

아울러 MBI 척도를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보

호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부(-)의 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친다고 하고 있고[13], 홍정 [14]은 요양보호사의 감정

노동과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요양보호

사들의 소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노동

이고,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

이며,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소진

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 다. 한 호텔종사

자의 인 계스트 스는 직무소진에 정(+)의 향을 

미치고, 상사와의 계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가 가장 

큰 향을 미친다[22]고 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Cordes & Dougherty[29]이 “Burnout has been 

empirically linked to increases in absenteeism and 

turnover”라고 한 것과 Schaufeli, Maslach, Marek[36]

이 소진은 무단결근(absenteeism), 직무이탈 의도, 이직 

의사 등과 같은 부정 인 직무 결과와 연 이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한 고찰

은 요양보호사가 아닌 타 직종의 연구결과들이거나 요

양보호사 에서도 시설에 종사하거나 재가방문과 구

분 없이 조사한 연구들로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만

의 특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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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특성과 이로 인한 인

계스트 스가 소진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구통계  특성과 

업무  특성은 소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가 

소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구통계  특성과 

업무  특성이 이직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소진은 인 계스트 스와 이직의도 사이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근무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 2016년 7월 서울 강북지역 재

가장기요양기  28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469명을 상으로 하 다. 강북지역을 조사 

상자로 선정한 것은 2015년 기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18만 7000명으로 서울 체인구의 12%를 

차지하며 2040년에는 30%가 넘을 것으로 상하고 있

고, 강북지역 자치구의 노인비율이 강북구 15.7%, 종로

구 15.2%, 구 15.1%, 서 문구 14.5%로, 서울 강남지

역의 다른 자치구보다는 물론 국 평균 13.1%보다 높

게 나타나[36], 증하는 노인비율에 따른 재가방문 요

양보호사 연구에 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조사기

간은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설문조사하

고, 이  설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392개 설문지를 상으로 분석하 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재가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의 이직

의도 향 요인을 알아보기 해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의 인 계스트 스를 독립변수, 소진을 매개변수, 이

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한 본 연구에 사용

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자에 의해 검증된 조사도구 내용

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총 4개 

부분 59문항으로 구성하 고 그 자세한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하 변수 문항수 신뢰도

독립
변수

대인
관계 
스트
레스

센터장과의 관계 5
.916대상자와의 관계 5

대상자 가족과의 관계 5
종속
변수 이직의도 10 .874

매개
변수 소진

성취감의 결여 8
.907정서적 탈진 9

비인격화 5

인구통계

인구
통계

성별,연령, 
학력, 

결혼여부, 
종교

7

업무
특성

경력,수입, 
이직경험, 
근무시간, 
대상자수 

5

첫째, 독립변수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

스트 스는 Cooper and Marshall[38]이 개발하고 강민

희[9] 등이 사회복지 장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 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는 

센터장과의 계, 상자와의 계, 상자 가족과의 

계 스트 스에 하여 각 5문항씩 모두 15문항으로 측

정하 고, 리커트 7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인

계스트 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916이다. 

둘째, 이직의도는 종속변수로서 Mobley[39]가 조직

균형이론에 근거해 개발한 척도로서 이직의도에 용

내용은 결근과 소극 인 직무행 를 보이며, 이직했을 

때의 기 이익이 크면 극 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설문 항목을 토 로 최병

일[28] 등이 연구에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재가방

문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 7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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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이다.    

셋째, 매개변수인 소진은 Maslach와 Jackson[35]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홍정 [14] 등의 연구를 토

로 성취감 결여 8문항, 정서  탈진 9문항, 비인격화 5

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측정하 고, 리커트 7  척도이

며 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많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907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변수와 재가방

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성

별, 연령, 결혼여부, 종교, 학력, 근무연수, 평균소득, 이

직경험 등 12개 문항을 측정하 다. 

4.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무엇인지를 알

아보기 하여 도우용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분석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학  특성과 업무특성별 분

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 고, 인 계스트 스, 

소진, 이직의도의 변인들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

과 표 편차를 심으로 제시하 다. 

둘째, 측정도구에 한 타당성 검증을 하여 신뢰도 

분석(Caronbach's Alpha)을 실시하 다.

셋째, 이직의도와 인 계스트 스, 소진 간의 련

성을 살펴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을 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 있어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재가장기요양기 에 종사하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로서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2]와 같다.

유효 표본 392명을 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381명 97.2%, 남성이 11명 2.8%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장

기요양에서 돌 서비스 업무특성 상 여성이 일하기 수

월하고, 한 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특성을 

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령은 50 가 212명 54.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60 가 128명 32.8%로 그 다음을 이어 높은 분포

를 보 다. 다음으로 40  9.3%, 70세 이상 2.0%, 39세 

이하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 응답자의 86.9%가 

50~60  연령분포를 보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교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특이한 은 70세 이상도 8명

으로 조사되어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이 유지되는 한 일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

학력은 고졸이 238명 60.7%로 가장 높았으며, 졸이

하 73명 18.6%, 문 졸 45명 11.5%, 졸 34명 8.7%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 응답자의 80.9%가 고졸이

상의 학력을 보여 연령이 높은 분포라 하더라도 비교  

높은 교육수 을 보 다.

종교는 기독교가 218명 55.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고, 다음이 무교 74명 18.9%, 천주교, 불교, 기타의 순

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에 해서는 기혼이 323명 

82.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고, 미혼6명 1.5%를 제

외하면 모두 기혼자가 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미혼을 포함하여 사별과 이혼 등 혼자살고 있는 

상자들이 69명 17.5%나 되었다. 

월평균 수입은 50～70만원 분포가 131명 33.4%로 가

장 많고, 다음으로 100～150만원 29.6%, 70～100만원 

26.8%, 50만원 이하 5.1%. 150만원 이상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수입이 

월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체의 89.8%를 나타내고 

있다.

근무기간은 1년～3년 미만이 139명 35.4%로 가장 높

은 분포를 보 고, 그 다음이 4년 이상 137명 34.9%, 

3～4년 사이가 63명16.1%, 1년 미만이 53명 13.6%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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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92)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자 11 2.8
여자 381 97.2

연령

39세 이하 5 1.3
40~49세 36 9.3
50~59세 212 54.1
60~69세 128 32.7
70세 이상 8 2.0
무응답 3 0.8

학력

중졸이하 73 18.6
고졸 238 60.7

전문대졸 45 11.5
대졸 34 8.7
무응답 2 0.5

종교

기독교 218 55.6
천주교 51 13.0
불교 42 10.7
무교 74 18.9
기타 7 1.8

혼인상태
기혼 323 82.4
미혼 6 1.5
사별 37 9.4
이혼 26 6.6

월수입

50만원이하 20 5.1
50~70만원 131 33.4
70~100만원 105 26.8
100~150만원 116 29.6
150만원 이상 18 4.6

무응답 2 0.5

근무기간
1년 미만 53 13.6

1년 이상~3년 미만 139 35.4
3년 이상~4년 미만 63 16.1

4년 이상 137 34.9

2. 조사대상자의 업무적 특성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으로 이직정도, 근무시간, 

상자 수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조사하 고,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평균 이직경험은 1.56회(SD=1.96)로 

낮은 편이어 그 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이직경험이 없음

의 빈도가 153명 39%로 가장 많았고, 이직경험이 많은 

경우의 빈도가 낮게 비교  분포되어 나타났다. 

주단  근무시간의 경우 평균 30.02시간(SD=12.32)로 

최소값에서 최 값 사이의 편차가 컸다.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인 시간은 주 21～40시간 사이가 202명 51.5%로 

가장 높았고, 주 20시간 이하 157명 40.1%로 나타나 

체 으로 91.6%가 주40시간 이내에 분포되어 있었다. 

하루 평균 서비스 상자는 평균 1.84명으로 1명 

는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체응답의 90.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요양보호사의 업무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N)

비율
(%)

평균
표
편차

최소
값
최
값

이직
경험

없음 153 39.0
1.56 1.96 0 151~2회 146 37.2

3~4회 67 17.1
5회 이상 26 6.6

근무
시간

(주단위)

20시간 이하 157 40.1
30.02 12.32 4 10021~40시간 202 51.5

41시간 이상 28 7.1
무응답 5 1.3

하루 
평균 
대상자
수

1명 186 47.4

1.84 1.53 1 10
2명 168 42.9
3명 11 2.8

4명 이상 22 5.6
무응답 5 1.3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인 계스트 스(센터장과의 

계, 상자와의 계, 상자가족과의 계), 매개변

수인 소진,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 계스트 스  센터장과의 계 평

균은 1.80(SD=1.15), 상자와의 계 평균은 3.21(SD=1.44), 

상자 가족과의 계 평균은 3.24(SD=1.89)로 상자

가족, 상자, 센터장과의 계 순으로 스트 스를 많이 

받으며, 소진 3.57(SD=1.04), 이직의도 2.32(SD=1.15)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량의 평균이 모두 4  ‘보통’이하로 나왔으

나 이는 단순 평균의 개념으로서 응답자들이 각 변수들

에 해 문제의식이 낮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표 편차가 1  이상 분포를 보이고 있어 

분명 응답자간 차이가 있고, 변수들 간 편차 차이도 있

어 단순 평균개념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 편
차

최소값 최 값

대인
관계

스트레스

센터장과의 
관계 392 1.80 1.15 1 7

대상자와의 
관계 392 3.22 1.45 1 7
대상자 
가족과의 
관계

392 3.24 1.89 1 7

소진 392 3.57 1.05 1 7
이직의도 392 2.32 1.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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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상 계

성별 연령 종교 학력 근무기간 월수입 이직경험 근무시간 상자수 배우자유무 소진 이직의도
성별 1
연령 .020 1
종교 -.115* .027 1
학력 -.145** .238** -.046 1

근무기간 .068 -.080 -.191** -.098 1
월수입 -.053 .122* -.006 .074 .157** 1
이직경험 .053 .018 -.022 .075 -.170** -.002 1
근무시간 .030 -.140* .068 .021 -.167** -.588** .068 1
대상자수 .284** -.073 .088 -.030 -.094 -.445** .016 .447** 1

배우자 유무 .079 -.049 -.018 .054 .104* -.052 -.192** .003 .005 1
소진 .092 -.107* -.037 .024 -.025 .002 .035 .053 .011 .118* 1

이직의도 .078 -.108* -.018 .014 -.073 .056 .175** .011 .047 .038 .601** 1
*P<.05, **P<.01, ***P<.001

표 5. 일반적 특성변수와 소진,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4. 주요 변수와 소진,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일반  특성과 소진, 이직의

도와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실시한 상 계분

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변수  성별,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학력, 근무기간, 

평균수입의 명목변수는 더미변수1)로 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매개변수인 소진과 상 계를 가지고 있

는 변수는 연령(r=-.109)과 배우자 유무(r=120)로 P<.05

수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낮을

수록 소진이 높은 부(-) 인 련성을 보이고 있고, 배

우자가 있을수록 소진은 높은 정(+) 인 상 계를 보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하 다. 한 종속변

수인 이직의도와는 연령(r=-.109)과 이직경험(r=.175)

으로 각각 P<.05, P<.01 수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부(-) 인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직경험이 많을수록 이직의

도가 높은 정(+) 인 련성을 보 다. 가장 련성이 

높은 것은 이직경험과 이직의도로 나타났고 상 계

가 있는 변수들 간의 상 계수가 모두 .2미만으로 매우 

낮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8이하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와 소진, 

이직의도와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실시한 상

1) 더미변수 : 성별 (남성은 1, 여성은 0), 배우자유무(유 1, 무 0), 종교

유무(유 1, 무 0), 학력(고졸이하1, 졸이상 0), 근무기간(1년미만 

1, 1년이상 0), 월수입(100만원 미만 1. 100만원 이상 0) 

계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와 소진은 상 계수 r=.700로 P<.01

수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정(+) 인 계

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인 계스트 스가 높을수록 소

진도 많아지는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 계스트 스와 이직의도 간에도 r=.608로 

P<.01수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인

계스트 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도 높아지는 다소 

높은 정(+) 인 계를 보여주고 있다. 

소진과 이직의도 간에도 r=.601로 P<.01수 에서 유

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며 소진이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정(+) 인 다소 높은 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련성이 높은 것은 인 계스트 스와 소진인 

것으로 나타났고, 변수들 간의 상 계계수가 모두 .8

이하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상 계

인 계
스트 스

소진 이직의도

대인관계스트레스 1

소진 .699
** 1

이직의도 .606
**

.596
**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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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p) B β t(p) B β t(p)
상수 2.971 - 5.806 1.523 - 3.626 .548 - 1.277
연령 -1.79

E-02 -.105 -2.107* -1.62
E-02 -.095 -2.385

*
-1.08
E-02 -.064 -1.658

배우자 유무 .226 .073 1.426 8.335
E-02 .027 .658 5.406

E-02 .002 .045

이직경험 .114 .194 3.802
***

7.143
E-02 .121 2.954

**
7.649
E-02 .130 3.318

**
대인관계
스트레스 .557 .594 14.764

*** .331 .353 6.508
***

소진 .378 .343 6.291
***

F
R²

Adjusted R²

6.467***
.048
.041

62.106***
.395
.389

62.645***
.452
.445

*P<.05, **P<.01, ***P<.001

표 7. 대인관계스트레스와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5.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와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서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일반  특성 

2) 연령, 배우자의 유무, 이직경험을 투입하여 이직의

도와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과 이직경험

에서 각각 P<.05,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β=-.105로 연령이 높을

수록 이직의도는 낮고, 이직경험의 경우 β=.194로 이직

경험이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모형의 설명력은 4.8%로 이 모형을 설명하기에

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인 계스

트 스를 추가로 투입하 고, 그 결과 1단계에서 유의

미했던 연령(β=-2.285, P<.05)과 이직경험(β=2.954, 

P<.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고, 새로 투

입된 인 계스트 스는 β=.594로 P<.001수 에서 유

의미한 결과를 보 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9.5%로 회

귀식이 이직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고 39.5%를 설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2단계 모형에 소진변수를 투입한 결과, 

2) 통제변수 : 통제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수(연령, 배우자유무, 

이직경험)만을 투입하여 분석

이직경험(β=.130, P<.01)과 인 계스트 스(β=.353, 

P<.001)의 통계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향력이 증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 투입된 소진은 β=.343로 

P<.001수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소진의 개입

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모형은 회귀식이 이직의도를 설명하는데 유

용하고 45.2%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고, 인 계스트 스가 소진을 통해 이직의도에 간

인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6.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진의 매개효과 검증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인 계

스트 스가 소진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을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40]의 매개효과 검증과정 모델을 

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검증방법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

치는 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향을 분

석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2단계에서 향력 검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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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수 B β t F R²

1단계
(독립 → 매개)

대인관계스트레스 
→ 소진 .595 .700 19.311*** 372.925*** .490

2단계
(독립 → 종속)

대인관계스트레스
→ 이직의도 .569 .608 15.088*** 227.634*** .369

3단계
(독립+매개 → 종속)

대인관계스트레스+소진 
→ 이직의도

.344 .367 6.841***
146.646*** .431

.380 .345 6.422***
*P<.05, **P<.01, ***P<.001

표 8. 대인관계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진의 매개효과 

회귀분석의 계수 값이 3단계의 회귀 값보다 크게 도출

되는 것으로 검증한 결과, [표 8]과 같다.

1단계에서 인 계스트 스가 소진에 향을 미치

는 정도는 β=.700으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보여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소진에 한 독립변수의 설명

력은 49%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 계스트 스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β=.608로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이에 한 설명력은 36.9%인 것으로 나타

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인 계스트 스와 매개변

수인 소진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인 계스트 스(β=.367)

와 소진(β=.345)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P<.001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3.1%이다. 

2단계의 종속변수 인 계스트 스가 3단계에서 낮

아지는 효과를 볼 때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인 계스트 스가 소진에 의해 매개되고 있

음을 설명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인 계스

트 스를 증가시켜 이직의도를 높이는 매개역할을 하

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재가방문요양기  

요양보호사 392명을 상으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재가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들의 인 계스트 스

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소진을 매개로 

하여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즉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구체 인 연구가

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연령, 배우자유무는 소

진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과 이직경험은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와 소진, 이직의도는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의 

경우 소진과 이직의도에 각각 정(＋) 인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

이 업무에서 인 계스트 스를 많이 받을수록 소진

과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분산분석(ANOVA)결과 유의확률 P<.001 회귀식

으로 합 

․Durbin-watson 1.389 : 1.5~2.5 사이 값으로 자기상

성 없음.

․분산팽창요인(VIF) 모두 1이상 3미만의 사이 값,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

나 다 공선성 없음.

․분산팽창요인(VIF) 모두 1이상 3미만의 사이값,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

나 다 공선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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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는 

소진으로 인해 더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진의 

개입이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소진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시 갖게 되는 인 계스트 스

와 이직의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직 인 향력을 가

지고 있고, 인 계스트 스는 소진을 통해 이직의도

에 간 인 향력이 있음을 보여 다. 이로써 인

계스트 스와 이직의도에 있어 소진의 매개효과가 입

증되었다. 

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인 계 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9][20]된 바 있으며, 소

진은 무단결근, 직무이탈 의도, 이직 의사 등과 같은 부

정 인 직무 결과와 연 이 있다[36]고 밝힌 것처럼, 요

양보호사의 소진 련 연구들에서 요양보호사의 정서  

탈진과 성취감 결여, 비인격화가 이직의도에 향을 미

치며, 소진이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에서 

매개하는 효과[14]를 보이는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시사 은 기술통계량부터 시설근

무 요양보호사 심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 재

가근무 요양보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에 한 실체  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상

자  상자 가족과의 직  면에 의한 라포 형성과 

함께 문 인 서비스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단순 일상생활 지원자 심지어 

출부의 개념으로 그 사회  상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

다는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직

면하고 있는 인 계의 요성은 새로운 에서 조

명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련한 추가 인 연

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소진

을 개선하고 이직의도를 최소화시키기 한 정책  실

천  방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하는 인 계

스트 스에 한 처방안으로 상자의 다양한 상황

에 한 이해와 처기술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

한 사례에 한 문 이고 체계 인 직무교육 등이 확

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상자 가족과의 

계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가 가장 높고(3.24), 그 다

음이 상자(3.21), 센터장(1.80) 순으로 나타나고[표 4] 

있으므로 상자가족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에 

해 가족에 한 이해, 가족상담기법 등의 직무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혼자 상자를 방문하

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 계에서 오는 스트 스를 혼자서 경험하

고 감당해야 하는 환경  한계에 해 심을 갖고 이

에 한 고민이나 문제를 지원해주는 센터의 역할이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 센터 리자들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의 과 한 업무와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스트 스 리 로그램의 개발에 극 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가 

이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이기 해서는 소진에 

한 연구를 통해 소진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

해  수 있는 법 ,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재

가방문 요양보호사와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환경  

차이에서 오는 소진요소를 분석하여 이에 한 차별화

된 지원과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인 계스트

스를 증가시켜 이직의도를 높이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센터의 리자뿐만 아니라 상자 가족

은 물론 사회 으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을 요양보

호서비스 문 인력으로 하는 인정과 지지가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일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재가방

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조사연구이었기 때문에 지역  한계성과 

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재가방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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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사의 인 계스트 스와 소진, 이직의도 간의 

계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직 인 활

동을 하고 있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안정 인 정

착과 직업몰입을 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 조직 이 아닌 개인 으로 감당

해야하는 정서  어려움들에 해 제도  지원을 통해 

단순한 서비스제공이 아닌 문  역할을 한 인력의 

요성을 부각하여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능

력개발에 심을 갖는 후속장치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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