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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in 
long-term care hospital care workers. Methods: Participants were 126 care workers from 5 different long-term 
care hospitals in B city,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ly 2017. A set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was 
administered to assess general characteristic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in the participan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IBM SPSS/WIN 23.0 program. Results: The M±SD score for burnout was 2.45±0.41(out of 
5) and for emotional labor, 2.67±0.52 (out of 5). The final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c-
counted for 34% of the variance in burnout.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burnout included dissonance 
(a subscale of emotional labor; β=.38, p<.001), health status (β=-.35, p<.001), and motivation to work (family 
living; β=.31, p=.002).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burnout in care workers, managers and member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need to acknowledge emotional labor as an important mental health issue and put forth 
efforts to create constructive work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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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전 세

계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인구의 12.8%이

며, 2020년에 15.6%, 2030년에는 24.5%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1]. 또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

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2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은 69.7%, 3개 이상은 46.2%로 전

체 노인이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처럼 다양한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개인, 가족, 사회 및 국

가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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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면서 기능과 지식수준을 강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

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3]. 요양보호

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 공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핵심인력이며 대상

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

공의 주체이기도 하다[4]. 

요양보호사는 다양한 계층의 일방적인 건강요구를 가진 많

은 노인을 돌보는데서 오는 긴장감과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그

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서 오는 부담감으로 인해 소진에 

빠지기 쉽다[5]. 소진(burnout)은 대인관계를 주로 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정서적 소모, 대상자의 비인간화, 개인적 성

취감 감소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6]. 소진이 지속되면 대상

자를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문제의 집합체로 보게 되고 나

아가서는 자기 자신조차 비인간화하게 될 수 있다[7]. 또한 신

체적인 소진과 더불어 절망감과 무력감 등 정서적인 소진으로 

인해 일과 타인 및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효과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7]. 

요양보호사의 소진으로 인한 요양서비스의 중단과 그에 따른 

결과로 각 요양기관은 신입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하기 위한 

비용을 재투자해야 한다. 이는 결국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의 낭

비를 가져와 요양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7], 환

자안전에 위협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를 대상으로 한 소진과 관련된 몇몇 선행연구는 업무환경과 

직무요인[8], 인구학적 특성과 업무환경[9],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및 보상체계[10], 직무만족[11,12] 등 환경적 요인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내용 중 상당부분은 신체적 노력과 더불

어 감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감정적 측면은 본인

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지각하지 않거나 또는 표출하지 

않기 위해 억압하는 감정노동이라는 변수로 표현된다[13]. 감

정노동(emotional labor)이란 직무수행과 적응을 위해 자신

이 경험하는 감정 상태와 직무상 요구되는 감정표현을 조절하

고 관리하는 노동을 말한다[14]. 서비스 대상자에게 정서적인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요양보호사의 감정

노동은 소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웃어른에 대한 섬김의 태도와 

순기능적 감정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또한 다른 서비스 직종

보다 대상자와의 지속적 관계, 정서적 유대감, 친밀한 상호작

용을 더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개인의 부정적

인 감정을 억제하고 관리자, 대상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행동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려는 감정노동을 수행한다[15]. 

또한 오늘날 요양병원의 경쟁심화로 병원조직이 요양보호사

에게 보다 나은 요양 서비스와 친절 서비스를 강요하기 때문

에 그로 인한 감정노동이 심화되기도 한다[16]. 요양보호사가 

조직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

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스트레스와 갈등이 극대화되어 소

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러한 스트

레스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어 결국 잦은 이직을 하

게 된다[17]. Kim 등[18]은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이 심할수

록 소진 또한 악화된다고 하였으며, Lim 등[19]은 감정노동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을 유발하

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당위성을 시사하

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 및 소진과 같이 요양보호사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 및 치료를 받는 만성질환 노인들의 수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요양병원의 돌봄 제공자

로서 주축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다.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감정노동은 소진을 악화시켜 결국 서

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소진을 확인하는 선행연구는 대부

분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고, 특

수한 임상현장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

로 소진과 감정노동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감정

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이들의 소진

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의 소진과 감정노동의 정도 및 관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소진과 감정노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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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소진과 감정노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소진과 감정노동의 정도 및 관계를 알아보고, 감정노동이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에 소재한 5개 요양병원에서 근무

하는 경력 3개월 이상의 요양보호사로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

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

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 ‧ 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3].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 중 노

인성 질환의 질병 특성으로 인한 대상자의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수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돌봄의 업무는 3개

월 정도의 근무기간동안 충분한 업무파악이 가능하다[16]. 따

라서 본 연구의 주요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자의 근무경력

을 3개월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총 143명의 참여자 중 응답

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126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

며, 선행연구[20,21]를 토대로 독립변수(감정노동, 담당노인 

환자 수,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 동기) 4개, 유의수준(alpha) 

.05, 효과크기(effect size) .15, 검정력(power) .80을 충족할 

때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85명이고 

탈락률 20%를 고려하면 102명으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

가 없었다. 

3. 연구도구

1) 소진

소진은 Maslach과 Jackson [6]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 scale (MBI)을 Choi와 Chung [22]이 번안하고 Lee 

[23]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 요양병원 수간호

사 3인, 요양보호사 1인에게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 받고 요양보

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 보완한 후 사용하

였다. 도구는 3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소

모 9문항, 대상자의 비인간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감소 8문항

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

점은 긍정문항(4, 7, 9, 12, 17, 18, 19, 21번 문항)을 역환산 처리한 

후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

음을 의미한다. Lee [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다.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Morris와 Feldman [14]이 개발하고 Kim [24]

이 번안한 것을 Kim 등[25]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3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감정표현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 규범의 주의성 

3문항, 감정의 부조화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5점

까지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

다. Kim 등[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으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7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I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승인번호: 

2017-02-016-004)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

년 5월 1부터 7월 1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B광역시에 소

재한 5개 요양병원의 부서장이나 간호과장 혹은 수간호사에

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 시 본 연구자가 병동을 방문

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요양보호사에게 자가보고식

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이 모두 끝난 후 밀봉된 개인

용 봉투에 넣어 직접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70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문유미·신소영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소진과 감정노동의 정도는 각각 평균 및 표준편

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소진과 감정노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

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126명으로 100% 여성이었고, 평균연령은 59.23 

±5.46세로 60세 이상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대부분이 기혼으로 84.1%였다. 자녀수는 평균 2.09±0.69명

으로 3명 미만이 77.8%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불교가 65.1%, 

최종학력은 고졸이 59.4%로 과반 수 이상이었다. 총 근무경

력은 평균 4.25±2.93년으로 5년 이상이 39.7%, 1~3년 미만

이 24.6%, 3~5년 미만이 23.8%, 1년 미만이 11.9% 순이었다. 

현 병원 근무경력은 평균 2.20±2.10년으로 1~3년 미만이 37.4 

%로 가장 많았고, 고용형태는 대부분이 기타 외주업체(협력, 

센터소속)로 81.7%였다. 일 근무시간은 평균 11.84±0.86시

간으로 12시간 이상이 94.4%로 가장 많았고, 월 급여는 평균 

150.14±15.41만원으로 150만원 이상이 75.4%, 100만원~150

만원 미만이 23.0%, 100만원 미만이 1.6% 순이었다. 요양병원

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질병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응답

으로 조사한 결과, 담당노인 환자 유형은 치매가 15.1%, 뇌졸

중이 14.5%, 파킨슨이 13.5%, 당뇨가 12.9% 순이었다. 담당노

인 환자 수는 평균 12.58±5.31명으로 10~19명이 51.6%로 가

장 많았고,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96.2%, 

간호조무사 2.3%, 기타 1.5% 순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0

점 만점에 평균 6.62±1.85점이었고, 근무 동기는 미래준비(자

녀교육, 주택마련, 노후대책마련 등)가 39.7%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기본생계’와 ‘일을 통한 보람’이 21.4%로 응답 수가 

같았으며, ‘여가 및 사회활동’과 기타가 17.5%로 가장 적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소진, 감정노동의 정도

대상자의 소진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45±0.41점이었

고, 하부영역은 개인적 성취감 감소 2.57±0.59점, 정서적 소모 

2.50±0.57점, 대상자의 비인간화 2.16±0.61점 순이었다. 감정

노동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7±0.52점이었고, 하부영역

은 감정표현 규범의 주의성 2.84±0.60점, 감정표현의 빈도 

2.82±0.73점, 감정의 부조화 2.35±0.69점 순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담당노인 환자 수

(F=4.76, p=.010), 주관적 건강상태(t=3.17, p=.002), 근무 동

기(F=4.59,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담당노인 환

자 수는 20명 이상이 10명~19명보다 소진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6점 미만이 6점 이상보다 소진이 높았다. 근무 동

기는 ‘가족의 기본생계’가 ‘미래준비’와 ‘일을 통한 보람’보다 

소진이 높았다(Table 1). 

4. 소진, 감정노동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소진은 감정노동(r=.3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감정노동의 하부영역인 감정표현 규범의 

주의성(r=.20, p=.023), 감정의 부조화(r=.42, p<.001)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5.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감정노동과 일반

적 특성 중 담당노인 환자 수,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 동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감정노동의 하부영역에서 감정의 부조화(β=.38, p<.001)

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β=-.35, p<.001), 근무 동기 중 ‘가족의 기본생계’(β
=.31, p=.002)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 변수의 소진에 대한 설명력은 34%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소진과 감정노동의 정도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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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6)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
Age (year)

＜50
50~54
55~59
≥60

 9 (7.1)
 15 (11.9)
 28 (22.2)
 74 (58.8)

59.23±5.46
 2.62±0.58
 2.36±0.29
 2.37±0.44
 2.48±0.39

1.23 (.302)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Married
Separated
Divorced
Widowed

 1 (0.8)
106 (84.1)
 1 (0.8)
 4 (3.2)

 14 (11.1)

 2.31
 2.45±0.42

 2.45
 2.52±0.31
 2.42±0.39

0.06 (.992)

Number of children
＜3
≥3

 98 (77.8)
 28 (22.2)

 2.09±0.69
 2.43±0.41
 2.51±0.42

-0.85 (.397)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No religion 

 17 (13.5)
 3 (2.4)

 82 (65.1)
 24 (19.0)

 2.54±0.33
 2.40±0.62
 2.44±0.41
 2.42±0.44

0.35 (.786)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6 (4.8)
 38 (30.2)
 75 (59.4)
 7 (5.6)

 2.54±0.33
 2.39±0.48
 2.47±0.39
 2.48±0.30

0.38 (.764)

Total work experience
(year) ＜1

1~＜3
3~＜5
≥5

 15 (11.9)
 31 (24.6)
 30 (23.8)
 50 (39.7)

 4.25±2.93
 2.67±0.37
 2.41±0.46
 2.43±0.41
 2.42±0.38

1.69 (.172)

Work experience in 
current hospital (year) ＜1

1~＜3
3~＜5
≥5

 40 (31.7)
 47 (37.4)
 26 (20.6)
 13 (10.3)

 2.20±2.10
 2.47±0.40
 2.45±0.41
 2.42±0.44
 2.40±0.41

0.15 (.924)

Employment status Full-time
Others†

 23 (18.3)
103 (81.7)

 2.53±0.30
 2.41±0.43

1.57 (.123)

Work hours per day
＜12
≥12

 7 (5.6)
119 (94.4)

11.84±0.86
 2.53±0.30
 2.43±0.43

1.33 (.19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150
≥150

 2 (1.6)
 29 (23.0)
 95 (75.4)

150.14±15.41
 2.13±0.06
 2.34±0.42
 2.49±0.40

2.04 (.134)

Older patients' diseases‡ Dementia
Stroke
Hypertension
DM
Cancer
Arthritis
Respiratory disease
Parkinson's disease 
Others

115 (15.1)
110 (14.5)
 87 (11.4)
 98 (12.9)
 76 (10.0)
 86 (11.3)
 84 (11.0)
103 (13.5)
 2 (0.3)

Number of older patients
assigned ＜10a

10~19b

≥20c

41 (32.5)
65 (51.6)
20 (15.9)

12.58±5.31
 2.51±0.46
 2.35±0.39
 2.64±0.22

4.76 (.010) c＞b

Certificate‡ Care worker 
Nurse aid
Others

126 (96.2)
3 (2.3)
2 (1.5)

Health status
＜6
≥6

55 (43.7)
71 (56.3)

 6.62±1.85
 2.58±0.38
 2.35±0.40

3.17 (.002)

Motivation to work Family livinga

Preparation for later lifeb

Rewardingc

Leisure and social activity & othersd

27 (21.4)
50 (39.7)
27 (21.4)
22 (17.5)

 2.69±0.43
 2.38±0.38
 2.33±0.42
 2.46±0.33

4.59 (.004) a＞b, c

†Dispatched worker; ‡Multiple choice; bEducation of children, house purchasing, retirement counter plan; Memo: In the above, explanation of items on Table 
are presented, but I can't find the underlined item. Should it be "d" in the last item on the Table "Leisure and social activity & othersd" Check this item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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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Burnout and Emotional Labor (N=126)

Variables M±SD   Range Min Max Item M±SD Item range Min Max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Personal accomplishment

53.96±9.09
22.53±5.16
10.84±3.06
20.57±4.79

 1~110
1~45
1~25
1~40

31.00
11.00
 5.00
10.00

73.00
33.00
18.00
40.00

2.45±0.41
2.50±0.57
2.16±0.61
2.57±0.59

1~5
1~5
1~5
1~5

1.41
1.22
1.00
1.25

3.32
3.67
3.60
5.00

Emotional labor
 Frequency
 Attentiveness
 Dissonance

24.07±4.75
 8.47±2.21
 8.52±1.80
 7.07±2.07

1~45
1~15
1~15
1~15

10.00
 3.00
 3.00
 3.00

36.00
15.00
13.00
12.00

2.67±0.52
2.82±0.73
2.84±0.60
2.35±0.69

1~5
1~5
1~5
1~5

1.11
1.00
1.00
1.00

4.00
5.00
4.33
4.00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126)

Variables
Burnout Emotional labor  Frequency Attentiveness Dissonance

r (p) r (p) r (p) r (p) r (p)

Burnout 1

Emotional labor
Frequency
Attentiveness
Dissonance

.30 (.001)

.08 (.341)

.20 (.023)
  .42 (＜.001)

1
.80 (＜.001)
.75 (＜.001)
.77 (＜.001)

 
1

.44 (＜.001)

.40 (＜.001)

 
 
1

.39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Burnout (N=126)

Variables B SE β t p

Emotional labor
Frequency
Attentiveness
Dissonance

-.04
.04
.23

.04

.05

.05

-.08
.06
.38

-0.98
0.81
4.61

.327

.414
＜.001

Number of older patients assigned .00 .00 .00 0.07 .944

Health status -.08 .01 -.35 -4.75 ＜.001

Motivation to work* 
Family living
Preparation for later life
Rewarding

.31

.04
-.00

.09

.08

.09

.31

.05
-.00

3.19
0.54

-0.09

.002

.589

.928

R2=.39, Adj. R2=.34, F=9.39, p＜.001

*Reference group=motivation to work-leisure and social activity & others.

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 동기 중 ‘가족의 기본생계’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5점 만점

에 2.45±0.41점이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2.27±0.43점이었고[10], 방문요양서비

스 요양보호사의 소진은 2.24±0.49점이었다[25]. 즉 요양병

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소진이 장기요양시설과 방문

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보다 높았는데, 이는 요양병원에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

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보호사 수를 배치하여 담당 

대상자 수를 줄이는 등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략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할수

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

보호사의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편’이 ‘매우 건강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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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Kim 등[21]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을 돌보고 기본적인 일생생

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원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

내게 되어 정작 본인의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든 대상자가 

여성이고, 60세 이상의 기혼인 집단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한 근무 동기는 ‘가족의 기본생계’가 ‘미래준비’와 ‘일을 통한 

보람’보다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 등[21]의 연구에

서 ‘경제문제 해결’이 ‘자원봉사’보다 소진이 높게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한다. 돌봄의 업무를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수

단으로 여길 때,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

심은 낮아지고 이로 인한 업무의 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높

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 근무 동기 중 ‘가족의 기본생계’가 소

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명의

식, 직무 스트레스, 소진의 관계를 조사한 Min과 Song [26]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소진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근무 동기 중 ‘가족의 기본생계’가 소진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환자를 돌보는 목적이 생계유

지 자체가 되면서 직업적 자긍심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쉽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2.67±0.52점이었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

노동은 2.76±0.71점이었고[27],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의 감정노동은 2.74±0.66점이었다[25]. 즉 요양병원에서 근

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이 장기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시설[27]과 

방문요양서비스[25] 요양보호사의 경우 연령이 40~50대가 대

부분이며 총 근무경력은 2년 미만과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반

면,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며 총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나이가 많고 요

양보호사로서의 업무경력이 많은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다양

한 업무현장의 경험을 통해 감정노동 상황에 상대적으로 익숙

해져 감정노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감

정노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추후 비슷한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지닌 요양보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진과 감정노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진은 감정

노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

병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Youn 등[28]의 연구에서 소

진이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

과와 일치한다. 또한 감정노동의 하부영역에서 감정표현 규범

의 주의성과 감정의 부조화가 소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소진의 하부영역과 감정노동의 하부영역별로 상

관관계를 파악한 Kim 등[25]의 연구에서 감정표현 규범의 주

의성과 감정의 부조화가 소진의 하부영역인 정서적 소모, 대

상자의 비인간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부

분적으로 일치한다.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정노동의 하부영역에서 감정

의 부조화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

다. 이는 소진의 하부영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Kim 등[25]

의 연구에서 감정의 부조화가 소진의 하부영역인 대상자의 비

인간화에 영향을 미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요양보호

사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대면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환자에게 실제 감정을 숨겨

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재하는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과의 

차이로 인해 감정의 부조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소진이 발

생될 수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한다면 소진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환자와의 다양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근무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

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면 소진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때 누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

전문간호사는 시설간호와 방문간호, 투약, 응급 서비스, 가족 

등의 요양보호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핵심 전문 인력이다[29].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에는 투약, 위관영양, 기도흡인 등의 전문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관리가 포함된다[29].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부조화를 

포함한 감정노동의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관리해준다면, 소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

와 나아가 이직과 잦은 인력의 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므로 궁극적으로 노인 간호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30] 간호학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요양보호사의 소진 관련 선행연구

들이 주로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에게 초점

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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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요양보호사

의 소진 감소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개 광역시에 소재한 5개 요양

병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 및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소진과 감정노동의 정도 및 관

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감정노동을 정신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중재하

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감정노동 이외에 요양보

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변인을 파악하는 

반복 및 확대연구가 필요하며, 감정노동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관리방안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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