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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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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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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생태체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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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미니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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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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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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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 15 -

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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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활동지원 제공기관(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장애인종합
복지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
부모회)중 활동보조인 수가 제일 많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센터 
소속 활동보조인 291명 중 50대 활동보조인 129명 가운데 128명(1명은 
설문기간동안 가족간병 때문 서울거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설문대상 선정은 전체 활동보조인 중 44.6%로 활동보조인수가 많이 분포
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우편조사 또는 직접면담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127부가 회수
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29일부터 4월 2일까지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127부로 이 중 몇 개의 설문 항목에 기재하지 않은 설문지 
포함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활동보조인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연령 인원 빈도

활동보조인

20대 5명(남3,여2) 1.7%
30대 9명(여) 3.0%
40대 79명(남6,여73) 27.1%
50대 130명(남2,여128) 44.6%
60대 61명(남7,여54) 20.9%
70대 7명(남3,여4) 2.4%

합계 291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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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및 측정도구

첫째, 각 변수들을 대상으로 Cronbach's ⍺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직무특성,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일반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직무특성, 근무환경,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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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무만족의 측정과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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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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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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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신뢰도분석

α

측정 변수별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보면 직무자체 .808, 근무환경 .685 보상 
.741, 업무량 .558, 사회적 인식 .712로 나타났다. 업무량이 .558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을 보임으로써 차후 분석에 의미 
있는 해석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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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뢰도 분석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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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 수는 127개에 대한 독립ㆍ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로 
설문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가장 만족한 정도인 매우 그렇다를 5, 
대체로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하여 
만족도 척도를 계량화 하였다.

앞서 살펴 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표 5>와 같이 기술통계 분석
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났듯이 노력 관계에서 평균값 4.53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활동조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보수 관계에서 3.18로 
다른 변수에 비해 낮아 만족도 수준에서 볼 때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보람 관계에서도 평균 4.24로 활동보조인들이 직업에 대한 보람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바, 직무만족에도 긍정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종속변수인 직무자체 만족도는 전체 평균값이 3.68로 보통 이상의 만족스러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직무자체, 근무환경, 업무량, 사회적 인식에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그 중 직무자체의 보람과 적성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목적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또한 기술통계
분석에서도 4.24, 4.23의 평균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상의 보수 관련에서는 
평균 3.18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활동보조인들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직종의 급여체계와 조금 다른 점도 있고 시급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타 직종과 비교하였을 때도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만족도 또한 낮은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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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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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검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의 결과는 변수의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전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근무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의 평균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월 근무시간, 학력, 월평균수입, 
연령의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적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에서 평균 3.55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인은 교육이수를 한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고 연령제한도 없다. 이에 따라 학력의 제한도 없어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중졸이하의 학력자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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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48 .410 -.151 .88055세 이상 59세 이하 3.49 .449

학력
중졸이하 3.55 .420

.693 .513고졸 3.49 .430
대졸이상 3.42 .406

근무 
년수

1년 미만 3.44 .401

1.513 .2151년 이상 3년 미만 3.57 .417
3년 이상 5년 미만 3.37 .475

5년 이상 3.48 .366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53 .450
.148 .863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47 .478

150시간 이상 3.47 .366

월  평 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3.45 .451
-.828 .409

100만원 125만원 이상 3.51 .378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체적 직무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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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자체 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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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4.14 .615

-.477 .437
55세 이상 59세 이하 4.20 .498

학력
중졸이하 4.07 .754

.633 .232고졸 4.21 .514
대졸이상 4.11 .594

근무 
년수

1년 미만 4.09 .783

1.433 .236
1년 이상 3년 미만 4.25 .534
3년 이상 5년 미만 4.00 .560

5년 이상 4.23 .485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4.22 .662

.480 .620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4.10 .622

150시간 이상 4.19 .524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4.11 .604
-.998 .320

100만원 125만원 이상 4.22 .547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자체 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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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84 .739 -.207 .25055세 이상 59세 이하 3.81 .695

학력
중졸이하 3.79 .686

.271 .763고졸 3.80 .758
대졸이상 3.90 .688

근무 
년수

1년 미만 3.76 .651

1.618 .1891년 이상 3년 미만 4.02 .668
3년 이상 5년 미만 3.69 .813

5년 이상 3.74 .728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76 .549
.097 .908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82 .830
150시간 이상 3.85 .681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3.77 .778
-1.049 .296

100만원 125만원미만 3.90 .642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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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상 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24 .692 -.210 .65755세 이상 59세 이하 3.81 .786

학력
중졸이하 3.34 .718

.460 .632고졸 3.26 .776
대졸이상 3.16 .604

근무 
년수

1년 미만 3.22 .717

.752 .5231년 이상 3년 미만 3.37 .677
3년 이상 5년 미만 3.12 .819

5년 이상 3.22 .679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54 .772
1.676 .191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20 .699
150시간 이상 3.20 .712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3.24 .678

-.183 .855100만원 125만원 이상 3.26 .776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상 만족도의 차이



- 32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량 만족도의 차이

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71 .692 -.210 .65755세 이상 59세 이하 3.72 .786

학력
중졸이하 3.47 .813

2.094 .128고졸 3.72 .722
대졸이상 3.86 .506

근무 
년수

1년 미만 3.55 .908

.736 .5331년 이상 3년 미만 3.69 .696
3년 이상 5년 미만 .3.83 .601

5년 이상 3.75 .602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94 .765
1.008 .368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67 .718
150시간 이상 3.69 .646

월 평균
수입

50만원 100만원 미만 3.75 .711
.525 .601100만원 125만원 이상 3.68 .667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량 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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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 F 유의 확률

연령 50세 이상 54세 이하 3.45 .410 -.069 .024*55세 이상 59세 이하 3.49 .449

학력
중졸이하 3.65 .614

1.453 .238고졸 3.44 .606
대졸이상 3.35 .730

근무 
년수

1년 미만 3.30 .679
.474 .7011년 이상 3년 미만 3.50 .712

3년 이상 5년 미만 3.44 .572
5년 이상 3.49 .614

월 근무 
시간

100시간 이하 3.60 .619
.752 .474100시간 초과 150시간 이하 3.47 .712

150시간 이상 3.39 .601

월 평균
수입

50만원-100만원 미만 3.46 .635 .140 .888
100만원-125만원 이상 3.44 .667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인식 만족도의 차이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인식 만족도 차이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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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변인들 간의 일반적 특성과의 차이검증

둘째, 학력은 월 근무시간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력이 높을수록 
월 근무시간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무연수와 월평균수입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근무연수, 월 평균수입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직무특성은 근무연수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연령, 학력, 

근무시간, 월 평균수입에서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월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2> 총체적 만족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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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직무자체의 만족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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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근무환경의 만족도  차이검증

<표 15> 보상과의 직무만족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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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과의 직무만족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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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과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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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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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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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에 대한 설문지

[부록:설문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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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빈칸에 
✔표를 해주십시오.

설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직
무
자
체

1 대상자와 하루의 지원활동을 끝내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2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3 내가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
럽다.

4 남들이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일을 
성취하는 즐거움을 갖는다.

5 활동지원업무에 나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
무
환
경

6 현재 대상자의 비율(수)이 적당하다.

7 현재 나의 활동시간은 만족스러운 편
이다.

8 신규 및 보수교육은 대상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었다.

보
상

9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보수를 받
고 있다.

10
나의 보수는 다른 지원기관에서 일
하는 활동보조인들과 비교해 볼 때 
적당하다.

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후생에 만
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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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업
무
량

12 업무량이 많아 피로를 느끼는 일이 
종종 있다.

13 내가 하는 일이 시간적으로 야간 
및 새벽 근무가 많다.

14 지원 활동 외 부가적인 잡무가 많다.

사
회
적
인
식

15
사람들은 대체로 활동지원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16 내가 하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일이다.

17 활동지원사업은 내게 자극이 되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18 활동보조인으로의 재취업이 내게 삶
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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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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