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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직무만족
도와 생활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경기도와 인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과 노인재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울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도는 우울과 이직의도 간을 매
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생활만족도는 우울과 이직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의 관
계에서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몇 가
지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우울, 이직의도,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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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사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5년에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 14.3%로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서 초고령사회, 그리고 2060년에는 40%의 진입을 예상되
면서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통계청a, 2015). 특히, 노인 인
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사회의 독거노인의 비율은 23.0%로서 1994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다(통계청b, 2015).
이와 같이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되는 추세를 볼 때,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돌봄
을 가정에서 주로 담당해 왔었다. 하지만 2000년 들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여성
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
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독거노인은 대부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
로 다양한 어려운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보건
복지부, 2015a).
노인돌봄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이 중 노인돌봄기본
서비스는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이후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공식화되었고, 이후 2007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으로 서비스가 꾸준히 진
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
스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
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의해 전문
직업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김양희 외, 2006; 오은진․박세경, 2006;

Armstrong and Armstrong, 2005). 특히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주 5일 근무에 하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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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근무에 월급여는 65만원~75만원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다. 또한 사회적 노인돌
봄서비스가 일찍이 제도화된 선진 복지국가들의 연구에서도 항상 의존적인 노인들을
돌보아야 하는데서 오는 업무 부담, 낮은 경제적 대가, 반복적인 육체노동 위주의 직
무 등으로 인하여 이직과 사직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
분의 국가에서는 노인 돌봄 인력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최희경,

2008; 황덕순, 2013; 김재희․김욱, 2015; Balloch and McLean, 2000; Blackman, 2000;
Climo, 2000).
이직의도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삶
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우울이 주목받아 왔다(Maslach and Leiter,

2008). 김명숙(2015)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우울은 이직의도에 영향
이 있다고 하였다. 이주일(2003)은 돌봄 노동자들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면 직무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한의진․조영일(2013)과
정혜영․이경화(2014)도 우울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직의도와 관련한 국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우울과 이직의도 간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해 왔다 이들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
울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심재훈, 2009; 이영란 외, 2014; Hogan and

Kay, 2007),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구현진, 2008; 이소진, 2010; 림금
란 외, 2011; Burckhardt et al., 1989),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

(박현주, 2011; 이인재․김성우, 2012; 이명철, 2015; Piercy, 2008; Power and Powers,
2011),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이병규․윤이중, 2009; Ghiselli et
al., 2001)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울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이직의도를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이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그리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연구와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가 일부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도 우울, 직무만족도, 또
는 생활만족도로 인한 이직의도에 미치는 단순한 영향관계만의 분석이 대부분으로서,
우울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이직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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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돌봄 노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발전 가
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돌보는 독거
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이에 대한 이직의도를 연구했다는 점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의 영향관계가 하나의 단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인 요인들에 의해 동시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즉,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사이에는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등의 만족도 요인들이 동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Preacher & hayes(2008)는 여러 요인변수들이 서로
관련되어 병렬적으로 매개할 때, 하나의 매개모델로 검증하는 방법이 단일모델을 여러
번 검증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독립변수인 우울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동시에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그들이
겪는 우울과 이직의도 간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요인들의 다중매개효과를 밝힘으
로써,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들 개개인의 이직의도가 완
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도록 실천적ㆍ정책적 관점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직무만족도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셋째, 생활만족도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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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항(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
복지사업법｣ 제33조의 7항(제공의 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는 1993년 ｢사회복지사업법｣와 ｢노인복지법｣의 개정된 이후, 2007년에 독거노인생활관
리사 파견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
사 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통합하여 노인돌봄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이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서
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노인돌봄서비스 중 하나로서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b).
노인돌봄서비스는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서울시 가정도우미 제도,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방문요양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서비스를 받
지 않는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및
조정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되며 이용자는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급자 지원 방식이라는 차별화된다. 특히,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일상생활 지원으
로 구분되어 방문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이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의 노인이나,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 A, B 등급을 받은 노인이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돌봄종합서비
스와도 구분된다.
노인돌보미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적을 가
지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
스는 독거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에 그들에게 돌
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2007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2009년에 노인돌봄기
본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노인돌보미’라는 명칭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전환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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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이직의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들
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또는 전화통화로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다. 독거노인생활
관리사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심
리적․정서적 관계형성을 통해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독거노인의 지
속적인 증가로 인해 독거노인돌봄서비스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곧 독거노인
들에게 돌봄 업무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공부문의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주의에 의해 운영이 됨에
따라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근로조건은 열악하고 취약하게 형성되는 경향이
높다(송다영, 2014). 실제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은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으로서,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에 하루 6시간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월 보수는 4대보험을
포함하여 65만~75만원 정도로서, 근무시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이 이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송이, 2012; 이명호, 2014).
이로 인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은 우울이나 의직의도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요인을
겪게 되며, 이는 독거노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
인생활관리사의 이직의도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독거노인들
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재희․김욱, 2015).
이직(turnover)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선택하거나 선택되어지는 생활의 하나로 다
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Price(1977)는 이직을 ‘사회구성원 자격의 경계를 넘
나드는 개인의 이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obley(1982)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
을 받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에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종결짓는 것으로서
인력의 조직외부로의 이동’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직의도는 이직의 전
단계로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직업을 바
꿀 생각을 품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awler(1983)에 의하면, 이직은 외형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데 비해, 이직의도는 “조직을 떠나기 위한 의도로서, 아직 행동으로 나타
나지 않은 개인의 의지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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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개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의 개념을 “독거노인생활관리
사가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 또는 의도”로 정의한다.

3. 우울이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 상태로부터 병적인 변화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걱
정, 침울함, 무력감 등을 나타내는 기분 장애이다(Battle, 1978). 일반적으로 우울은 감
기처럼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울증이 심해지고 지속될 경우 개
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무력감을 조성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교헌, 2004).
우울은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무만족이란 사전적 정의로
는 한 개인이 직무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만족한 감정이나 태
도를 의미한다. 심재훈(2009)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우울은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
이 있다고 하였다. 이영란 외(2014)는 돌봄 노동여성의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직무만족
도가 낮음을 밝혔으며, 송진영․유광수(2014)도 우울은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라
고 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 King and Sethi(1997)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상태는
직무만족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Hogan and Kay(2007)는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종사자들의 높은 수준의 우울은 직무만족도를 낮춘다고 하였다.
반면, 한의진․조영일(2013)은 우울이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생활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한 개인이 가정이나 사회에
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생활만족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울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현진(2008)은 우울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강력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윤은자 외(2008)도 우울과 같은 부정
적인 감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성욱(2006),
이소진(2010), 림금란 외(2011) 등도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
였다. 또한 Burckhardt et al.(1989)은 우울을 감소시키면 삶의 질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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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직의도에 대한 우울,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
우울과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명숙(2015)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
하는 요양보호사의 우울은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주일(2003)은 간호서비
스를 돌봄 노동자들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면 직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한의진․조영일(2013)과 정혜영․이경화(2014)도 우
울은 이직의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국외의 연구에서 Kleftaras

(1998), Maslach and Leiter(2008) 등도 우울은 이직의도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만족
도가 이직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종사
자는 결국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이성윤, 2002; 박현주,2011; 이인재․김성
우, 2012). 이명철(2015)은 요양보호사의 낮은 보수와 직무만족도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강력한 요인임을 밝히면서, 노인재가서비스 분야에서의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낮
은 직무만족도 등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

Piercy(2008), Power and Powers(2011)는 직원들의 저임금과 낮은 직무만족도는 이직
률을 높이는 주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생활만족도와 이직의도 간의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김주엽 외(2009)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는 이직의도를 낮추는 영향요인인 반
면 생활만족도는 이직의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규․윤이중(2009)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다는 것을 밝혔다. 국외의 연구에서 Ghiselli et

al.(2001)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위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울이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와 우울,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에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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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심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 직무만족도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3. 생활만족도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
기도와 인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과 시군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재가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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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는 2016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
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2월 20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연구자에 의
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전공 연구보조자들이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배포한 후, 설문지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을 설명해주고 직접 작성하게 하여 바로 수거
하거나 1~2일 후에 연구자나 연구보조자가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389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결측치를 제외하고 37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독립변수 :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Radloff(1977)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전겸구
등(2001)이 통합적 한국판으로 개발한 우울척도(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 척도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경험한 우
울증상의 빈도를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극히 드물
게(1일 이하)’에서 ‘3점=거의 대부분(5-7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을 구하여 사용
하였다. 따라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
이 .9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0이었다.

2) 종속변수 :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rice(1977)의 이직모형과 Mobley(1982)
의 이직모형을 통합하여 Bluedorn(1982)이 개발한 척도를 김형일(2009)이 수정․번안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직의도 척도는 총 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
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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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mean)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김형일(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91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31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직무만족도는 Locke(1976)와 Mowday et al.(1982)의 직무만족도 척도를 토대로 이왕
산(201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 척도는 직무자체 만족 4문항, 경제적
보상 만족 4문항, 신분안정 민족 4문항, 감독자 만족 4문항, 근무 분위기 만족 4문항으
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
다’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mean)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이왕산(2008)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값이 .8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5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최성재(1986)가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를 토대로 김미순(2015)이 현
재 삶에 대한 만족도의 6개 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mean)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김미순(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775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는 .730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 중 연령은 연속형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빈도분
석을 위해서 ‘1=50세 미만, 2=50세 이상~65세 미만, 3=65세 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최종학력은 ‘1=중졸 이하, 2=고졸, 3=대졸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종교유무는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으로 더미처리하였다. 경력은 ‘1=1년 미만, 2=1년 이상~2년 미만,

3=2년 이상~3년 미만, 4=3년 이상~4년 미만, 5=4년 이상~5년 미만, 6=5년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월소득은 연속형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을 위해서 ‘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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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2=60만원대, 3=70만원대, 4=80만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력 및 직
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Preacher and Hayes(2008)에
의해 개발된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SPSS Indirect

macro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며, 구조방정식모델과 같이 다양한 효과(직접․간
접․총효과) 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 전체와 개별경
로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매개효과의 분석방법을 정교하게 제공함으로써, 최근
단순매개 뿐만 아니라 이중매개효과, 다중매개효과 등의 검증에 사용되고 있다(허원무,

2013). 이 분석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 확인은 경로 간 신뢰구간 내의 간접효과 값
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경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부트스트랩의
사례수는 Shrout and Bolger(2002)가 추천한 5,000번을 설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은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준고령자의 시작인 50세 이상에서

65세 이전인 ‘50세 이상~65세 미만’이 279명(7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0세
미만이 93명(24.5%), 65세 이상 노인이 7명(1.8%)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이 59.6%
로서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였으며, 대졸 이상이 36.7%, 중졸 이하가 3.71% 순으로 분
포되었으며, 종교유무는 ‘종교 있음’이 81.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월소득은 ‘60만
원대’가 54.4%로서 절반 이상 차지하였으며, ‘70만원대’가 50.1%, 80만원 이상이 4.5%
였으며, 60만원 미만도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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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79)
변수
연령

학력

종교유무

경력

빈도

%

50세 미만

구분

93

24.5

50세 이상~65세 미만

279

73.6

65세 이상

7

1.8

중졸 이하

14

3.7

고졸

226

59.6

대졸 이상

139

36.7

종교 없음

70

18.5

종교 있음

309

81.5

1년 미만

37

9.8

1년 이상~2년 미만

51

13.5

2년 이상~3년 미만

85

22.4

3년 이상~4년 미만

42

11.1

4년 이상~5년 미만

33

8.7

5년 이상

131

34.6

60만원 미만
월소득

4

1.1

60만원대

206

54.4

70만원대

152

40.1

80만원 이상

17

4.5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우울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수인 우울은 0점에서 41점 사이에서 평균이 11.26으
로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CES-D의 우울
절단 기준인 16점에 비해 낮은 수치여서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은 그리 심각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대상자 중 16점 이상이 21% 이상을 차지하였다. 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는 평균이 3.17로서 보통 정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생활만족도는

3.80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2.38으로서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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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우울

379

0

41

11.26

6.856

1.016

1.196

직무만족도

379

1

5

3.17

.389

.320

1.431

생활만족도

379

1

5

3.80

.439

-.073

.419

이직의도

379

1

5

2.38

.654

.029

-.263

변수

또한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값인 왜도(Skewness) ±2 이하,
첨도(Kurtosis) ±4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이들 주요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3. 우울과 이직의도 간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
본 연구는 SPSS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직의도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
력과 다중공선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SPSS Indirect macro의 기능을 활용하여 Preacher

& Hayes(2008)에 의한 절차에 따라 우울과 이직의도 간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이직의도에 대한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
이직의도에 대한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수들에서 VIF가 1.69 미만이
나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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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직의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변수
연령

모델1

모델2

β

t

β

t

-.183

-3.728***

-.178

-3.828***

최종학력

.073

1.509

.066

1.425

종교유무

-.060

-1.249

-.037

-.812

경력

.028

.571

.027

.585

월소득

-.062

-1.291

-.033

-.722

우울

.353

7.416***

.178

3.264**

-.140

-2.860**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R²
Adj R²
F

-.262
180
.166
13.572***

-4.549***
.265
.149
16.687***

*** p<.001

분석결과, 모델 1은 설명력(R²값)이 18.0%, F값은 13.572(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우울의 β값은 .353(p<.001)으로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심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26.5%,

F값은 16.687(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울의 β값은 .178(p<.01)으
로서 이직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는 -.140(p<.01), 생활만족
도는 -.262(p<.001)로서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2) 우울과 이직의도 간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Indirect macro를 활
용하여 Preacher & Hayes(2008)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4>, [그
림 2]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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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변수에 대한 경로효과
비표준화계수

S.E

t값

우울 ⟶ 이직의도(매개변수 투입 전)

경로

.0337

.0045

7.4165***

우울 ⟶ 이직의도(매개변수 투입 후)

.0169

.0052

3.2643**

우울 ⟶ 직무만족도

-.0116

.0029

-4.0168***

우울 ⟶ 생활만족도

-.0359

.0028

-12.9243***

직무만족도 ⟶ 이직의도

-.2352

.0823

-2.8595**

생활만족도 ⟶ 이직의도

-.3902

.0858

-4.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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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분석으로, 우울은 이직의도에 직접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 1은 지지됨, <표 4>와 [그림 2]
의 a, B=.0337, p<001).
두 번째 단계는 매개효과 검증으로서 [그림 2]의 b와 c와 같이 직무만족도와 생활만
족도가 동시에 투입된 이후에 우울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의 b). 또한 매개변인인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직의도에 직접효과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의 c).
[그림 2] 다중매개효과 검증(**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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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서, Shrout and Bolger(2002)에 의
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이 우울이 직무만족도를 거쳐 이직의도
로 가는 경로(B=.0027)는 95% 신뢰구간에서 BC(.0008~.0061)가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직무만족도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가설 2는 지지됨).
<표 5> 매개변수들의 유의성 검증
매개경로
우울 ⟶ 직무만족도 ⟶ 이직의도
우울 ⟶ 생활만족도 ⟶ 이직의도

매개효과
B

SE

BC 95% CI

.0027
.0140

.0013
.0033

.0008 ~ .0061
.0078 ~ .0208

R²
.265

F
16.687***

*** p<.001

또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이 생활만족도를 거쳐 이직의도로
가는 경로(B=.0140)는 95% 신뢰구간에서 BC(.0078~.0208)가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가
설 3는 지지됨).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이직의도를 향상시켜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봄으로써, 그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을, 매
개변인으로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이직의도를 설정하고,
이들 간 회귀분석과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게 나타난 본 연
구결과는 우울이 심할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이주일, 2003; 한의진․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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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혜영․이경화, 2014; 김명숙, 2015; Maslach and Leiter, 2008)를 지지하였다.
둘째,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
인인 직무만족도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을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직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울이 심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다는 선행연구(심재훈, 2009;
이영란 외, 2014; Hogan and Kay, 2007)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가 이
직의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박현주, 2011; 이인재․김성우, 2012; 이명철, 2015; Piercy,

2008; Power and Powers, 2011)를 지지하였다.
셋째,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
인인 생활만족도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심재훈, 2009; 이영란 외, 2014; Hogan and Kay,

2007)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이
병규․윤이중, 2009; Ghiselli et al., 2001)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
도와 같은 요인이 필요함이 확인된 바, 이들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으므로, 이들이 독거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우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이직
의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일차적으로 독
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거노인생활
관리사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악한 임금수준과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
하여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 열악한 환경 등으로부터 우울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이직이나 사직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mstrong

and Armstrong, 2005). 이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이직의도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이들 기관들을 관
장하는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독거노인생활보호사에 대한 지역
사회 내의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그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임
금체제 등의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 112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둘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에 직무만족도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그들의 우울로 인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직무만족
도의 향상을 통해 이런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의존적인 노인 돌봄으로부터 오는 직무 상 부담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의 직무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단순 업무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직무의 제공
뿐 아니라, 직무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능력의 향상과
자신의 적성 개발을 도모하여 직무만족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고용과 유지를 위한 전문가의 개입과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서
비스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직무과정에서 적
절한 복리후생 및 직무조정 등의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의도 간에 생활만족도가 매
개효과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과 이직
의도의 관계 속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의 실증적 필요성을 보다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만족도가 우울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했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울이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일지라도 생
활만족도에 따라서 이직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독거노
인생활관리사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
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생활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의 지자체와 노인복지관, 노인재가센터
등에서 개발하여 그들이 일하면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한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이직의도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노
인복지관 등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2007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시작되어 이 사업이 외형상으로는 자리를
잡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독거노인을 돌보는 독거노인생활관
리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이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에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야기한다. 따라서 독거노인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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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에 대한 적
절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그들의 전문화와 직무 및 생활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
은 이 서비스를 받는 돌봄 노인과 돌봄을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모두의 직무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나아가 사회전체가 독거노인돌봄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우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직무
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이들 간을 매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열
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이직의도를 해소할 수 있는 기재로서 직무만족도
와 생활만족도를 찾아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연구한계를 가지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 지역을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독거노
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조심을 기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상지역을 확장하여 전국적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포
함한 표집을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이직의도에 영향
이 있는 요인으로서 우울,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만을 선정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예, 자
아요인, 심리사회요인 등)을 포함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직의도와 우울 수준이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이에 독거노인생활
관리사의 우울 평균 11.26이 다른 직종의 종사자에 비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는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일반 사무직,
사회복지직 등 다양한 직업군에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여 사전에 이에 대한 수준을 파
악한 후에 이직의도에 미친 영양을 논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일정 기간에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다양한 요
인변화와 시간흐름에 따른 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우울, 이직의도,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이직의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
들 간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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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f Solitary Elderly Care
Manager on Turnover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ong, Jin Yeo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W., SungKyul University)
Park, Yong Soon
(Professor, Dept. of Social Wefare, SungKyul University)
Lee, Chan Yeong
(Ph.D course, Dept. of Social Wefare, SungKyul University)
Kim, Kyung Hee
(Ph.D course, Dept. of Social Wefare,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of solitary elderly
care manager and turnover intention. For this study, this study took sampling of 379
solitary elderly care managers working at seniors welfare center or seniors home visiting
center in Kyunggi-do and Incheon-si,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Depression of solitary elderly care manager
was positively influenced on turnover intention. (2) Job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depression of solitary elderly care manager and turnover intention. (3) Life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depression of solitary elderly care manager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of
solitary elderly care managers through improving job satisfaction or life satisfaction.
Key Words: Solitary Elderly Care Manager, Depression,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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