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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 사회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체류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고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국

내 정착 이민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들과 자녀들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2013년 기준으로 75만 명 내외

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7]. 

단시간 내에 급속하게 늘어난 다문화가족들은 우리사회에 통합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형성과정에서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

권 침해와 결혼 후 가족 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들 대다수 가족은 상호간에 적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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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job satisfaction and relevant variables for multi-cultural family home-visiting educators. The 

selected study subjects were 192 home-visiting educators who work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the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area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ver. 18.0.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job satisfaction level in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educators stood at 

3.29 points, subjects’ age, averagely monthly income, marital status, and activity career were shown to influence 

generally upon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job stress, and cultural competency. Job satisfaction was high in 

groups with: a high age, small career, low averagely monthly income, and married. Second, self-efficacy and 

job stress were big in the job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educators. The same outcome as the 

existing prior research was indicated. Cultural competency was not significant. Third, an examination of relative 

influence upon job satisfaction in home visiting educators indicated that the explanation power was 29.0%. 

Significant influential variables included academic background, marital status, self-regulation, and role ambiguity. 

Self-regulation was greater for those with lower academic backgrounds and unmarried. Job satisfaction was 

higher in the lower role ambiguity. Thus, the same outcome as the existing prior research was indicated. Cultural 

competency wasn’t indicated to be significant. This has significance in having shown characteristics of job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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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흡하며, 언어 ·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

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26]. 또한 다문

화가족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적응 곤란으로 향후 사회문

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이들 가정의 부모의 한국어 수

준문제, 양육능력 부족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인지발달 

지체를 유발하고, 학교·사회의 차별, 다른 외모와 말씨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될 수 있는 우려는 낳고 있다[27]. 

이렇듯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데 한

계에 부딪치게 되면서 사회의 관심 영역이 되기 시작하였고 다문

화가족 지원을 위한 외부적 지원으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고, 이

들 가족을 위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

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5

년 하반기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

족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06년에는 정부의 12개 

각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 없는 일회성 또

는 전시성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문제가 야기되면

서 2009년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

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을 위해 전국적인 전달체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3년 현재 209개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27].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뿐 만 아니라, 개별 가정을 직접 방

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

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전문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통해 양

성된 한국어지도사가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가족생활지도사가 부

모교육 서비스와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

상으로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지원, 자녀한글교

육지원, 자녀교육,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이 방문교육지도사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문교육지도사는 결혼이민자의 적응 및 다문화가

족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문화가족지원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방문교육지

도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족의 생활실태나 문제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이

나 개선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서비

스 제공 인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방문교육지도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러 업무 중 한 영역을 

담당한 실무자이고 다문화가족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그들 가

족의 안정적 적응과 가족건강성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한편, 복지시설은 기관 특성상 이익이나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

님으로 근무여건이 열악 할 수 있고 이는 종사자의 사명감이나 책

임감으로 사업 성과 또는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

다. 복지시설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역시 복지

종사자로서 유사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지원센터는 복지시설로서 설치·운영된 기간이 짧고 수행된 사업

도 기존 복지 기관의 사업과는 매우 상이하다. 특히 방문교육지도

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대상자(결혼이민자, 그들 자녀)와 사업 내

용이 생소할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큰 부

담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는 기존

의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나 여건과 유사하여 근무환경이 열악

한데다가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의 일에 대한 만족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

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복지 관련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아동시설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관련 시설종사

자들을 대상으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 미미한 실정이다[10, 

13, 20]. 또한 이들의 직무만족도 관련 연구는 직무만족도 정도

를 밝히거나 자존감,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직무경력, 급여

수준과 같은 근로조건 등의 인구사회학적·개인적·심리적 변인 

한 두 가지의 영향만을 고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9, 12,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의 변인들이 복지종사에 영향을 

준 변인이므로 방문교육지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예측되어, 선행연구에서 복지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관련 변인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밝혀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관련 선행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

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중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직

무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을 밝히고자 하였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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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

스, 문화역량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

회적 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조사대상

자의 직무만족도에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

한가? 

이를 통한 본 연구의 목적은 방문교육지도사의 현재 업무에 대

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변인을 밝힘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인력관리 방안

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또,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방문교육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체계

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고찰

1.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

되고 있다. 서구 학자들을 먼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Locke (as 

cited in Lee [18])는 직무만족도란 감정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직

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얻어지게 되는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규정하였고, McCormick (as cited in Lee [18])은 어떤 직

무에서 얻어지고나, 경험되는 욕구만족으로 직무에서 얻어지는 

자기실현의 감정과 자신의 직무에서 얻어지는 자신의 성취감이라

고 하였다. Osborn (as cited in Lee [18])은 직무과업, 작업조건, 

동료 관계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느낌의 정도라고 하였다. 

국내 학자들의 정의에서 Park [30]은 직무만족도를 직무에 대

한 태도의 하나로써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수준이나 직무특성 혹

은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 시 발생하는 유쾌하고도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란 직무수행에 따른 인간관계, 개인의 감정적 태도, 근

로조건 등의 여러 다른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직무 전반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반응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도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

다. 이는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Herziberg (as cited in Song [37])는 동기 위생

이론에 기초하여 만족요인과 불만족 요인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만족 요인으로는 취감, 인정감, 직무자체, 승진, 책

임감, 성장 등을 제시하였고, 불만족 요인으로는 직무 외적인 환

경과 관련된 것으로 회사의 정책과 관리, 보수, 감독, 인간 상호

관계, 근무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Woo [39]는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을 크게 두 가지인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

고, Jeon [4]은 직무 그 자체, 안정성, 장래성을 포함하는 내재적 

요인과 보상, 감독, 작업 조건, 동료와의 관계 등 외재적 요인으

로 구분하였다. Jeon [5]은 직무만족을 직무자체(내용), 근무환경, 

직업안정성, 보수, 전이직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Song [37]은 업무, 감독, 보수, 승진, 동료, 기관, 전·이직 등 7

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 연구가 부족하여 다

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와 직무특성이 비슷한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직무만족도 연구 동향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다

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에 관

한 연구에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연구가 부족하

여 관련영역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선행연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였다. 

Lee [19]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는 보통수준 보다 높

았고 아동양육지도사가 한국어교육지도사보다 대우·보상에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환경이 임파워먼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Joo [10]는 직무 특성과 조직 특성의 보

상 체계와 상호 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방문교

육지도사의 직무 만족 및 직무 몰입을 살펴본 Kim [13]은 자기효

능감과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직무 몰입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 자기효능감이며, 고정관념적 

태도,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혔다. 

건강가정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Kim 

[12]은 건강가정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는 서로 부적 상

관관계가 있어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Park [32]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건강가

정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에 대한 의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Jeong과 Lee [7]도 건강가정사의 직무 만족을 살펴

보았는데, 건강가정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무만족이 높은 항목

은 동료 영역이었고, 다음으로 리더십, 직무자체, 기관, 승진, 보

수 순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문화와 건강가정사의 직무

만족의 관계는 개발 문화와 집단 문화가 직무 만족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집단 문화는 승진, 보수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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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문화는 직무만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 정도와 관련 변인을 

살펴본 Jeon [4]의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를 내재적, 이재적 만족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직무만족도 전체는 보통보다 조금 

낮았으며, 내재적 만족이 외재적 만족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

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과 요인별 직무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본 Jeon [5]은 직무 만족 수준에서 직무만족도의 전

체 평균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직무내용, 인간관계, 근무환경, 보상체계 순이었다. 또 다른 

복지전문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Kim [15]

과 Lee 등[21]은 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Lee 등[21]의 연구에서 동료의 관계나 상사

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감의 수준은 높은 편이나, 임금, 승진, 전

직·이직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 연

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연구는 미미한 수준임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의 직무만족도 연구가 좀 더 활

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복지관련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미미

하여 복지관련 종사자의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관련 변인을 선

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직

무만족에 관련된 변인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근로환경 요인, 직

무스트레스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포함되고 있다. 

복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

인으로는 성별, 연령, 근무경력, 월평균 급여 등이 있다. 직무만

족도의 차이는 Lee [17]와 Jeong [6]은 남성이 직무만족도가 높

았고, Jeong [8]은 여성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났으며, 

Ryoo [34]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연령이나 학력 수준도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연령의 경우 Kim [13]은 연령이 높을수록, Won과 

Kim [3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Kim [13]

은 학력 수준이 직무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관련되

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과 관련한 종사자 직무관련 변수로 선행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나 월평균 급여수준, 고용형태, 직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근무경력 또한 연구에 따라 상이한데 직무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근무경력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Shin 

[36]과 Hyeon [3]의 연구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

사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Park [31]은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나, 근무경력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11, 34]. 월평균급여 역시 같은 

경향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살펴본 Jeong [6]

은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연구들이 제시되는 

반면, Lim [23]은 급여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

지 않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인

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 결과

들이 상이하여 본 연구에 이 변인들을 포함하여 직무만족도에 영

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고용형

태나 직책 변인은 본 연구에서는 동일 업무를 대상자로 하였기 때

문에 포함하지 않았고, 방문교육지도사는 활동영역이 분류되어 

있고, 관련 자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무관련 변인으로 활동유

형과 관련 소지한 자격유무도 포함하고자 한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14], 자기효능감[5, 28, 31]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

계에서 역할모호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Kim [13]의 연구에서 

관련변인 중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Nam [28]은 전반적 직무만족은 자기효능감과 정

적 상관성이 높아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으

며, 이직 의도도 낮다고 하였다. Jeon [5]의 연구에서도 복지종사

자의 자기효능감과 요인별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자

기효능감의 인지적 요인과 동기적 요인이 인간관계와 직무내용, 

근무환경과 보상체계에 대한 만족감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서 영적 안녕의 중재 효과를 살펴본 Park [31]은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

수 이루어졌다.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과 직무만

족도를 살펴본 Kong [16]의 연구에서는 업무량과 직무만족 간에

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과다할수록, 역할갈

등이 일어날수록, 역할이 모호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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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종사자의 직무만족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본 연

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점을 감안할 때 종사자의 문화적 역

량은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선행 연구를 고찰

하였다. 그 결과 국외연구에서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경험적 학습, 가치인식과 체험, 공감의 중요

성, 이러한 변인들이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25]. 

국내연구에서는 다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역량과 직

무만족도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

문화기관 종사자들이 다문화교육 경험이나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문화적 역량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으며, 다문화관

련 기관 종사자들이 직접 대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 문화적 역량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24, 26].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다문화가족과의 직·간접적 접촉은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이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한 효능감 증진이나 역량강화에도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

도사는 다문화가족관련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직접 대상자와 접촉

하기 때문에 문화적 역량의 정도가 업무 이해와 일에 대한 만족정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복지 종사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변인에 초점을 두었

고, 문화적 역량이 갖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

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는 사업특성상 문화

적 역량이 업무수행이나 만족감에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

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관련 업무 종사자의 문화역량을 문화적 역

량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서울, 경기, 충

남 지역에 방문교육지도사이다.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변인에 대

해 살펴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

법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자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전화연락을 취해서 조사가능한 지역을 섭외한 후 방문교

육지도사들의 교육이나 모임이 있는 일정을 택해서 직접 해당 센

터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조사지역은 본 연구의 조

사에 응한 서울 및 충남 지역에 종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였다.   또, 조사대상인 방문지도사의 

대부분이 여성임으로 본 연구도 여성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1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206명이 조사

에 응하여 회수율 98%로 나타났으며, 총 연구대상자 206명 중 불

성실하게 답한 14부를 제외하고 총 19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구성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변인으로 성별, 연

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결혼상태 포함하였고, 직업관련 변인으

로 활동유형, 활동경력, 자격증을 포함하여, 총 8문항 이다. 

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의 수준을 측정하기위한 척도로 Smith, Kendal & 

Hulin에 의해 개발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ve Index, JDI)

를 기초로 하여 Kim [20]이 사용한 직무만족도에 관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이며 하위변인은 6개로 업무자체는 일에 대한 흥미, 

장래성, 근로환경, 개인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활용도의 인식정도

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6문항이었고, 업무환경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직장동료, 시설 내 분위기, 대상자와의 업무협조 관

계를 포함하며 총 4문항, 직업안정성은 직업의 전문성, 사회적 위

상, 직업의 지속능력의 의미를 포함한다. 인간관계는 직장동료와 

상급자, 다문화가족 대상 간의대인관계를 말하며 총 5문항, 보수

에 대한 만족도는 수당의 대한 기준, 생활 유지 및 공정성 등에 대

한 만족도 수준을 의미하며, 전·이직도는 이직에 대한 인식 정

도의 내용으로 3문항을 포함하였다. 

각 하위변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는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 하였으며, 총

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직무만

족도의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업무자체 Cronbach a=.758, 근무

환경 Cronbach a=.640, 직업안정성 Cronbach a=.638, 인간관

계 Cronbach a=.654, 보수에 대한 만족도 Cronbach a=.852, 

전·이직도 Cronbach a=.762로 직무만족도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 a=.776 이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Seo [35]가 작성한 척도로 본 연구에 적절하도록 수정 보

http://www.fer.or.kr


396 | Vol.53, No.4, August 2015: 391-404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강성애 · 박정윤

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의 2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자신감은 어려움 상황이나 일에 직

면하였을 때, 불안, 당황스러움, 스트레스정도 실패의 느낌 우울

감 등을 포함한 7문항이었고, 자기조절감은 어떤 문제에 대한 판

단이나 능력, 처리, 지속력, 계획, 분석 능력을 포함하여 12문항

이었다. 자기효능감의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측정 하였으며, 총점이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

기효능감의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자신감 Cronbach a=.862, 자

기조절감 Cronbach a=.895 로 전체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 a=.875 이었다. 

4) 직무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한 Go [2]의 척도를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으로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었다. 역할갈등은 과업수행상의 모순성, 상반된 지시, 개인

이 지각하는 역할갈등을 포함하고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역할

모호성은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이나 절차에 대해

서 정보가 결여된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3문항이었다. 역할

과다는 수행해야할 일이 너무 많거나 힘듦을 지각하는 정도를 측

정하도록 하여 총 8문항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측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의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역할갈

등 Cronbach a=.836, 역할모호 Cronbach a=.649, 역할과다 

Cronbach a=.851로 전체 직무스트레스감에 신뢰도는 Cronbach 

a=.851 이었다. 

5) 문화역량

본 연구에서 문화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Cuevas (as cited in 

Min [25])가 개발한 문화인식척도(Cultural Awareness Scale, 

CAS)를 사용하였다. 총 17개의 척도는 문화차이 인식(5문항), 자

기 인식(5문항), 타인가치 인식(7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문화차이 인식은 문화를 기준으로 상호간의 차이의 인

식수준을 의미하며, 자기가치 인식은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문

화적 인식이 타인과 개인의 영역에 미치는 정도를 지각한 상태

를 말하며, 타인가치 인식은 타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

에 대한 인식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역량의 일치함

의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n (%)

Age (yr)

20-29 2 (1.0)

30-39 15 (7.7)

40-49 101 (52.7)

≥50 69 (31.0)

Marital status

Single 7 (3.6)

Married 182 (94.8)

Monthly income (KRW)

≤2,000,000 39 (20.3)

2,000,001-3,000,000 23 (11.9)

3,000,001-4,000,000 13 (6.7)

4,000,001-5,000,000 37 (4.1)

≥5,000,001 28 (16.9)

Religion

None 45 (23.4)

Protestant 86 (44.8)

Buddhist 22 (11.5)

Roman Catholic 33 (17.2)

Others 3 (1.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below 6 (3.1)

College degree 165 (85.9)

Graduation degree above 19 (9.9)

Activity type

Korean language instructor 84 (43.8)

Family life instructor 106 (55.2)

Activity career (yr)

1-2 71 (37.0)

3-4 79 (41.1)

5-6 38 (19.8)

≥7 1 (0.5)

Possession of qualifications

Korean teachers 101 (22.3)

Child care teacher 84 (18.6)

Teacher  25 (5.5)

Family welfare worker 35 (7.8)

Social worker 92 (20.4)

Consult the relevant qualificationsa) 108 (24.0)

Others 6 (1.3)

KRW, Korean Won.
a)Family counselor, art therapist, reading therapist, play therapist, and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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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문화역량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문화역량의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문화차이인식 

Cronbach a=.724, 자기가치인식 Cronbach a=.634, 타인가치인

식 Cronbach a=.634였고, 전체 문화역량의 신뢰도는 Cronbach 

a=.788 이었다. 

3.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40-49세가 52.7%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0세 이상이 31.0%, 30-39세가 7.7%, 

20-29세가 1.0%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 85.9%로 가장 많

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9.9%, 고졸 3.1% 순이었다.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44.8%가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 17.2%, 불교 11.5%, 기타 1.6% 순이었다. 결혼 상태

는 기혼 94.8%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3.6%, 이혼 0.5% 순으

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000,000원 이하가 20.3%

로 가장 많았으며, 5,000,001원 이상 16.9%, 2,000,001원 이

상-3,000,000원 이하 11.9%, 3,000,001원 이상-4,000,000원 

이하가 6.7%, 4,000,001원 이상-5,000,000원 이하가 4.1%순으

로 나타났다.

방문교육지도사의 활동유형은 가족생활지도사 55.2%, 한국

어지도사 43.8% 이었다. 활동경력은 3-4년 41.1%로 가장 많았

으며, 1-2년 37%, 5-6년 19.8%, 7년 이상 0.5% 순으로 나타났

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소유자격증을 살펴보면 상담관련(가족상

담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 독서치료사, 코칭 등) 자격소지자가 

2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22.3%, 사

회복지사 자격증 소유가 20.4%, 보육교사가 18.6%, 건강가정사 

자격 소지자가 7.8%, 교원자격증 5.5%, 기타 1.3%의 순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맞도록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

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를 산출하였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문화역량 간

의 집단 간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 Lower factor M (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Job satisfaction Task itself 4.03 (.57) 15 30

Working environment 3.64 (.68) 7 20

Job security 3.21 (.59) 6 29

Human relations 3.85 (.53) 12 25

Wage 1.73 (.73) 4 16

Turnover rate 2.60 (.93) 3 15

Total 3.29 (.36) 67 113

Self-efficacy Self-confidence 3.63 (.65) 14 35

Self-regulation 3.92 (.45) 25 60

Total 3.82 (.46) 51 94

Job stress Role conflict 2.29 (.66) 4 18

Role ambiguity 2.08 (.70) 3 13

Excessive role 1.87 (.60) 8 28

Total 2.03 (.58) 15 53

Cultural competency Recognition of cultural difference 3.38 (.67) 4 19

Recognition of self-value 3.78 (.61) 3 15

Recognition on value of others 3.97 (.48) 12 25

Total 3.72 (.45) 2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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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직무스

트레스, 문화역량의 전반적인 경향성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별로 전반적 경향을 어떠한지를 알아보

고자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첫째, 직무만족도는 업무자체, 근무환경, 직업안정성, 인간관계, 

보수에 대한 만족도, 전이직도의 하위변인 6개로 이루어졌다. 

직무만족도의 각각의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업무자체는 

4.03점으로 현재 일이 중요하고 흥미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인간관계 만족도의 평균이 3.85점으로 동료들과의 신뢰와 존중을 

하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

Table 3. Job Satisfac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Work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Task itself

Working 
environment

Job security Human relations Wage Turnover rate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Age

Under 50‘s 118 3.95 (.59) 117 3.59 (.72) 115 3.11 (.62) 113 3.81 (.54) 117 1.63 (.70) 116 2.86 (.99)

Over 50‘s 68 4.21 (.49) 64 3.78 (.58) 66 3.43 (.51) 66 3.99 (.45) 67 1.96 (.76) 68 2.15 (.67)

t 1.341** 2.75 1.193*** 3.889* .137** 14.262***

Educational level

College below 170 4.06 (.58) 168 3.64 (.69) 165 3.24 (.59) 163 3.87 (.54) 168 1.77 (.74) 168 2.60 (.96)

Graduation over 19 3.81 (.47) 16 3.77 (.60) 19 3.07 (.70) 19 3.79 (.50) 19 1.54 (.61) 19 2.70 (.82)

t 1.455 1.381 .435 .592 1.836 1.153

Activity type

Korean language instructor 83 4.09 (.53) 80 3.66 (.68) 80 3.14 (.51) 81 3.84 (.51) 84 1.84 (.76) 84 2.56 (.93)

Family life instructor 106 4.00 (.60) 104 3.62 (.69) 104 3.28 (.66) 101 3.88 (.56) 103 1.66 (.71) 103 2.65 (.95)

t 1.345 .023 1.485 .042 1.158 .703

Activity career (yr)

1-2 70 4.03 (.56) 68 3.70 (.63) 71 3.30 (.61)a 68 3.89 (.61) 79 1.64 (.62) 69 2.70 (.86)

3-4 79 4.00 (.61) 77 3.56 (.69) 74 3.18 (.63)a,b 76 3.80 (.46) 77 1.83 (.83) 79 2.55 (.95)

≥5 22 3.98 (.54) 21 3.49 (.75) 22 2.90 (.32)b 22 3.85 (.60) 22 1.74 (.71) 22 2.70 (1.06)

F .092 1.275 4.067* .479 1.284 .555

Monthly income (KRW)

≤2,000,000 39 3.97 (.61) 38 3.65 (.72) 38 3.01 (.70)a 37 3.81 (.55) 38 1.75 (.76) 38 2.94 (.88)a

2,000,001-5,000,000 98 4.03 (.57) 96 3.61 (.69) 94 3.34 (.56)a,b 92 3.85 (.54) 96 1.65 (.65) 96 2.57 (.98)a,b

≥5,000,001 28 3.96 (.61) 28 3.60 (.58) 27 2.98 (.65)b 28 3.87 (.53) 28 1.57 (.73) 28 2.41 (.94)b

F .212 .052 5.956** .106 .569 2.907

Marital status

Married 181 4.03 (.57) 177 3.62 (.67) 176 3.21 (.61) 176 3.86 (.54) 180 1.74 (.73) 180 2.61 (.94)

Single 8 3.98 (.66) 7 4.18 (.81) 8 3.29 (.25) 6 4.03 (.59) 7 1.75 (.82) 7 2.62 (1.01)

t .370 .560* 4.571 .023 .083 .187

Religion

Yes 45 4.05 (.64) 44 3.56 (.73) 44 3.10 (.50) 42 3.86 (.60) 44 1.72 (.76) 45 2.69 (.96)

No 143 4.02 (.55) 139 3.66 (.66) 139 3.26 (.63) 139 3.86 (.52) 142 1.74 (.73) 141 2.6 (.93)

t 1.982 .732 1.970 0 .119 .153

aFamily life instructor, bKorean language instructor.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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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만족스럽다고 여기고 있었다. 근무환경 3.64점으로 업무자

체나 인간관계 만족 영역보다는 만족정도가 낮았으나, 서비스 제

공 가정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동료와의 업무협조가 비교적 잘 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안정성 평균은 3.21점으로 현재의 직

업이 중년기의 연령에 적합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반면에 직업만족도의 전·이직과 보수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낮았

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1.73점, 전이직도는 2.60점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수당이나 처우에 대한 만족감이 크지 않

으며,  현재의 일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더 좋은 근무조건

이 있으면 옮길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직업에 대한 안

정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감의 2개의 하위 변인으

로 자신감의 평균은 3.63점, 자기조절감의 평균값은 3.92점으로 

1-5점 범위에서 중간 값인 3점보다 약간 높아서 조사대상자인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과제 수행능력도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일에 대한 자기조절 또

는 통제 능력도 있다고 여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의 3개의 하

위변인인데 각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2.29점, 2.08점, 1.87점으로 비

교적 방문교육지도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업무지침의 내용에 

대한 부담, 대상자 가정과의 갈등, 문화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한 스트

레스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역할인지가 명확하며, 대상자 가정으로 인한 역할 수행에 있어 

부담감이 크지 않으며, 현재 수행하는 서비스의 양이나 내용, 업무

처리 과정의 어려움이 크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넷째, 문화역량은 문화차이 인식, 자기가치 인식, 타인가치 인

식의 각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3.38점, 3.78점, 3.97점으로 중간 

값 정도였다. 즉,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문화 차이를 인정하는데 있어 어느 정

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다문화의 통합

은 타국에 대한 편견으로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 생

활경험이 다른 점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문화적 배

경이 업무에 미칠 영향과 선입견에 대한 인식도 있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타국인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책임이 있음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른 직무만

족도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라 직무만족도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

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

학적 변인에 따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Table 3과 같

이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에 하위변인인 업무자체, 근무환경, 직업안정성, 인

간관계, 보수만족, 전·이직은 연령에 따라, 직업안정성은 활동경

력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근무환경은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하위변인별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

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업무자체는 연령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데, 5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3.95점이었고, 50세  이상은 

4.21점으로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현재의 업무 자체에 대한 만족

감이 높았고 그 외 변인에서는 집단 간 업무자체에 대한 만족도 차

이가 없었다.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인구사회학적 집단 간 차

이를 살펴보면 혼인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그 외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기혼 집단의 근무환경 만족도

는 3.62점, 미혼 집단의 평균은 4.18점으로 나타나서 미혼 종사자

가 기혼 종사자보다 현재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직업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활동경력, 

월 소득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집단 차이

를 살펴보면, 5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3.11점이었고, 50세 이상 

집단은 3.43점으로 50세 이상의 집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문

교육 지도사의 일이 안정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활동경력과 월

평균소득에 있어서도 직업안정성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즉, 활동경력이 1-2년의 집단의 직업안정성 평균이 3.30점, 

3-4년 집단의 평균은 3.18점, 5년 이상 집단은 2.90점으로 나타

나서, 활동경력이 낮은 집단이 현재하는 일을 안정적이라고 여기

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낮은 집단이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해 지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결과로 보여 진다. 월평균소득에 따른 직

무안정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200만원 이하의 집단은 평균 

3.01점이었고, 2,000,001-5,000,000원은 3.34점, 5,000,001원 

이상은 2.98점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거나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보다 직업안정성이 낮아서 보수 이외의 다른 요인과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근무특성 변인의 집단이 인간관계 영역

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연령 변인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이 3.81점이었고, 50세 이

상은 3.99점으로 50세 이상의 종사자들이 일을 통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은 

일을 통해 새로운 동료를 접하고 이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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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만족도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면 집단 별 평

균값이 낮지만, 50세 미만 집단이 평균 1.63점이었고, 50세 이상

은 1.96점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현재 보수에 대해 불만이 적

은데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은 자신들이 받는 보수의 정도보다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에 더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에 소득

의 정도에 대한 만족감이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전이직도 만족도에 대해서는,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고, 그 외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50세 미만은 

2.86점, 50세 이상은 2.15점으로 50세 미만 집단이 전이직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50세 이상은 전이직도에 의향이 낮았다. 

연령이 낮은 집단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가

능성이 더 높은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3.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문화역량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각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검증한 결과 계수가 

1.654-1.856으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귀모형이 적절하였으며,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검증하

는 VIF값을 확인한 결과 1.101-2.98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Table 4.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Predicting Job Satisfaction

Variable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b 

General factor

Individual related

Age .111   .103   .056   .120   .094   

Educational levela) -.181*  -.251** -.267** -.144   -.266** 

Marital statusb) -.159+  -.166*  -.205*  -.156+  -.213** 

Religionc) .061   .108   .071   .080   .114   

Monthly income -.054   -.056   -.056   -.067   -.049   

Job related 

Activity typed) .082   .056   .064   .092   .035   

Activity career .022   -.071   .064   .007   -.074   

Self-efficacy

Self-confidence .041   -.077   

Self-regulation .399*** .335***

Job stress

Role conflict -.187   -.145   

Role ambiguity -.237+  -.261*  

Excessive role -.069   -.005   

Cultural competency

Recognition of cultural difference -.194+  -.105   

Recognition of self-value .149   .092   

Recognition on value of others -.035   -.038   

Constant 3.272*** 2.083*** 4.083*** 3.293*** 3.055***

R 2 .068   .238   .255   .103   .370   

ad.  R 2 .019   .184   .197   .033   .290   

F  value 1.376   4.415*** 4.352*** 1.464   4.618***

a)Educational level: 0=college below, 1=graduation over. b)Marital status: 0=single, 1=married. 
c)Religion: 0=no, 1=yes. d)Activity type: 0=Korean language instructor, 1=family life instructor.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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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관련변인들이 연속 변인인 경우는 그대

로 사용하였지만, 명목변수와 서열변수의 경우는 더미화를 통해

서 회귀분석이 가능하도록 부호화하여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Ⅰ단계는 인구사회학적변인을 투입하고, Ⅱ단계에

서는 자기효능감 변인을, Ⅲ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 변인을, Ⅳ

단계에서는 문화역량변인을, Ⅴ단계에서는 관련변인을 모두 투입

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델 Ⅰ의 설명력은 1.9%이었으나 F값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Ⅱ는 자기효능감 18.4%, 모델 Ⅲ은 직무스트레스 

19.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모델 Ⅳ 문화역

량 3.3%의 설명력을 보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전체 관련 변인을 투입한 모델 Ⅳ는 29.0%의 설명력을 보

였다. 각 모델에 투입된 변인들의 설명력을 비교해볼 때 직업스트

레스,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역

량이 관련 변인이 되지 못함에 대한 부분은 추후연구에서 이루어

져야할 부분이다. 

관련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델 Ⅴ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은 학력

과 혼인상태, 자기조절감, 역할모호이었다. 방문교육지도사 중 미

혼이고, 대졸자인 경우,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을 잘 한다고 여

길수록, 역할모호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다

는 것이다. 이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자신의 업무수행이 있어서 

일과 대인관계에서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감정이나 일을 조절하

고 통제할 수 있을수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업무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인식이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는 방문교육지도사 중

심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를 하

위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업무자체, 인간관계, 근무환경, 직업안

정의 만족 정도는 중간점 이상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전·이직 의향, 보수 정도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았고 이는 선행

연구인 Jeon [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볼 때 방문교육지도사가 업무자체에 대한 흥미나 만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지속하는데 보수 체계 등의 열악함

이 방해물이 되고 전직이나 이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자신이 현재 수행하는 일

에 대한 애착과 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고 업무가 

잘 유지되어 이직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수 체계와 

근무 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방문

교육지도사의 인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수행되는 

업무 정도에 따라서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

고, 현 업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프

로그램 개발하여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일

을 하도록 환경조성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 중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학력 수

준과 결혼 상태였다. 학력이 대졸 이하이고 배우자 없는 집단이 

직업만족도가 높은 점은 단순히 두 변인보다는 연령 변인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2/3 가량이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으로 이를 감안해 본다면 중년기 이후의 고졸 학력의 배우자

가 없는 여성의 경우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방문교육지도사 업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교원자격, 건강가

정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관련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고, 시간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고, 주어진 교재와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고난이도의 업무 부담이 없으므로 직업안정성이 높

고 전·이직이나 처우불만이 젊은 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방문교육지도사 역할은 향후 중·노년기 여성 경제활동을 

통해서 유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센터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종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에서 자기조절감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즉, 직무활동에서 일어나는 만족감의 수

준은 업무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 종사자 개인의 업무에 대한 

융통성, 지속능력, 효율적 수행역량과 같은 특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복지 관련 종

사자들이 자기효능감이 클 때 일에서 역량을 나타내고 직무만족

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13, 28, 29]. 즉, 방문교육

지도사의 업무는 개별 가정을 방문하고 이들 이민자 여성에게 부

모교육과 한글교육을 주로 하지만 방문교육인 만큼 그들의 의 한

국생활 적응의 어려움이나 가족문제 등의 고민상담 등을 담당하

여 업무 외 역할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가능하게 된다. 이러

한 상황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개입의 정도나 내용은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방문교육지도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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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기조절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의 다른 종사자와의 관

계 문제, 지침상의 운영방식 또는 동료 지도사와의 문제 등 업무

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성적이고 객관적

으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

가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역

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방문교육

지도사들을 위해서 업무지침이나 정책, 전문지식의 관련된 지식

적 교육보다는 자신들이 주어진 일을 스스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외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

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방문교육지도

사들이 결혼이민자 여성이나 그들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같이 고

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업무내

용 이외의 것이나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방문지도사 자신

뿐 만 아니라 해당 센터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해당 

가정에서도 그들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자신의 개인생활, 직장생활, 지원 대상 가족과

의 관계 등에서 적절한 조절 능력을 갖게 될 때 서비스 제공시에 

직면하는 문제 상황이나 과다한 업무 등에 대해 긍정적이고 현명

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다문화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

공하고, 더 나아가 방문교육지도사의 실무 능력 향상도 할 수 있

게 된다.

셋째,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하위변인 중에 역할 모호 변인이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 [33]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자신

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방문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으로 센터에서 서

비스 제공 초기와 정기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즉, 방문교육지도사가 선발되면 그들에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특성, 방문교육지도서비스 내용 

규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을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고, 센터 내

의 수시 교육과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발생가능한 지원대상가정과의 갈등을 잘 대처 할 수 있도록 방문

교육지도사간의 소통을 원활이 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적절한 관

리 방안들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체계

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므로써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역할모호성으로 인한 혼란감을 줄이고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방

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방문교육지도사의 문화역량이 직무만족도의 상대적 영

향력을 살펴보았지만, 방문교육지도사의 문화역량 자체는 직무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Min [26]의 선행연구에서 역

량강화, 실천전략, 활동의 미시적 가치인식, 옹호활동이 문화역량

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대

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는 문화적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가 다를 수 있음에 대

한 인정과 아울러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국 우월주의적 태도는 방문교육지도사 역

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문화역량 정도가 자신과 타인

의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문화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른 변인

들과 동시에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명확하게 파

악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을 고찰하지 못했고 자료수집

에서 연구대상이 특정 센터에 제한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음으로 이를 보완해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양한 개인내적 

변인과 직무특성 변인을 포함하고 연구대상을 다양화하여 방문교

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효율성 향

상을 위한 좀 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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