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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서울 학교 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류임량

본 논문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통해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겹치는 영

역에서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 경험을 포착하고자 했다.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또는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겨진 돌봄노동이 제도화되어 나타날 때 유급 

노동자로서 재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

령화와 돌봄에 한 가족의 인식 변화, 젠더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환경의 거시적인 차원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수행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한 규정과, 실제 요양보호사-관리자-

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수행되는 돌봄노동의 간극을 드러내고 어떤 변화가 필요

할지에 해서 제안하였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노인을 돌보는 전문 인력으로 정

의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정부는 돌봄을 제공할 노동자의 확 에만 초점을 두고, 그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는 

직업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적절한 직업 위상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요양보호사를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신하

여 효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모호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경험을 살펴보고 돌봄노동의 특성을 분석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정내에서 노인의 생활유지를 위한 거의 모든 활

동을 담당했다. 특히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돌봄을 같이 분담하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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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혜자를 보살피는 유일한 돌봄제공자가 되었다. 그리고 수혜자인 여성 노인이 자

신이 해온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려고 하여 요

양보호사의 돌봄노동 범위는 노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재가 요양보

호사의 돌봄은 가족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보였다. 돌봄수혜자와 유사 가족과 

같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그들이 맺는 관계는 한계가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겪는 감정노동을 포함한 어려움은 자신의 봉사정신이나 이타주의라는 돌봄동기를 통

해서 해결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돌봄수

혜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감정적 거리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과 달랐다. 그렇지만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이 이런 차이점을 인정

하지 않았다. 

이어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를 살펴보았다. 재가 요양서비스는 제도화된 노동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나 역할은 물론, 사회적인 위상까지 적절하게 규정하지 않

음으로써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라는 세 집단의 협상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이 행위자들의 요양보호사에 한 인식과 돌봄노동에 한 

인정은 돌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경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의 관계에서 재가 기관은 유사 파견업체로서 역할을 했다. 재가 기관은 생존을 위해

서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양보호사에 해서는 일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 노동자에 한 노동 통제 등 적극적인 관리는 돌봄수혜자와 요

양보호사가 갈등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관리자의 감독에 해서 요양보호사가 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혜자와의 친 한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돌봄수혜자와의 관

계에서 요양보호사는 체로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부

여하는 기관 선택권을 이용하여 수혜자는 자신의 요구를 요양보호사에게 관철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통제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자신

의 일에 한 끊임없는 협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의 수혜자를 선별하여 

자율성이나 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재가 기관과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은 돌봄수혜자가 요양보호사와 불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 일

상적인 관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과 인정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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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돌봄수혜자와 그 가

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가족들을 신해서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가사노동자의 변형으로 생각했다. 요양보호사가 수혜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요양보호사를 숙련노동자로 인식하거나 돌봄수혜자와 친 한 관계를 형성할 

때였다. 돌봄수혜자와의 좋은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지속하

게 하는 요인만이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숙련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통제할 수 있

도록 하는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돌봄수혜자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

므로 돌봄수혜자가 바뀌면 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적 환경을 기반으로 실제 장기요양서비

스와 관련되는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라는 일자리를 도입하면서 돌봄노동을 할 인

력으로 중고령 여성을 상정했다. 실제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의 90%가 여성들이고,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노동자도 부분 여성들이다. 제도의 젠더화된 설계로 

인해서 새롭게 도입된 유급 돌봄노동 직업인 요양보호사도 여전히 여성의 일로 인식

되고 있다. 돌봄수혜자들도 재가 서비스를 여성 노동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남자 요

양보호사를 거부하는 젠더화된 폐쇄가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여성 직

종으로 형성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는 남녀성별임금 격차를 가중시키는 원인

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돌봄노동의 탈젠더화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고진로 전략을 도입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시

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돌봄노동, 재가 요양보호사, 돌봄의 사회적 조직, 돌봄노동자의 숙련, 돌봄

노동의 탈젠더화, 관계노동, 돌봄동기 

학 번 : 2005-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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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논문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통해서 여성 유급 돌봄노동자의 경험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요양보호사는 전적으로 가족내 무급 노동으로 이뤄지던 한국 노인 돌봄

의 체제를 사회적 돌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한 

일자리이다. 요양보호사 중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노인을 돌보기 위

해 그들의 집에 가서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 재원에서 급여를 받

으며, 재가 요양기관을 통해 돌봄수혜자가 있는 각 가정으로 파견된다.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일하며, 유급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돌

봄수혜자와 그들의 가족 속에서 일한다. 이 논문은 유급노동자로서 재가 요양보호사

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재가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행

위자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구체적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무 규정, 실

제 이뤄지는 돌봄의 내용, 각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들, 돌봄노동 과정에서 일어

나는 협상과 갈등, 개별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노동에 해 부여하는 의미 등을 탐구

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틀과 돌봄노동의 현장경험이라는 두 관점에서 재가 요양보호

사의 직업적 위상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돌봄노동은 오랫동안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자 여성성의 수행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이 노동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적 영역에서 무급 

노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동시에, 다른 노동과는 구별되는 돌봄노동의 특성으로서 

관계적인 측면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Graham, 1983; Balbo, 1989[1987]; Leira, 

1994; Himmelweit, 1995; Daly & Lewis, 2000). 최근 유급 돌봄노동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돌봄의 노동으로서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글렌

(Glenn, 2010)은 유급 돌봄노동이 여전히 무급 가사노동의 변형 정도로 다루어질 뿐, 

유급 돌봄노동을 고유한 기준과 훈련요건, 급여체계를 가진 임금노동으로서 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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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여전히 돌봄노동을 여성이

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미숙련의 일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런 저평가의 원

인을 제시했다(England & Folbre, 1999; Nelson, 1999; England, Budig & Folbre, 

2002; England, 2005; Himmmelweit, 2007; Glenn, 2010). 그러나 각각의 유급 돌봄

노동 일자리에 한 세세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비판과 안 제시는 여전히 부족하

다.

가족 돌봄이 사회적 돌봄으로 확 되면서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한 문

제도 제기되고 있다. 돌봄의 제공 방식은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의 정체성, 그들간

의 관계, 돌봄 관계의 경제적 보상,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영역과 제도적 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즉, 누가 돌봄을 담당하고 누가 돌봄을 받을지, 이 둘의 관계는 가

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 한 관계의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한 타인인지, 그리고 어디에

서 돌봄이 수행되는지, 돌봄노동에 해서 보상을 지급하는지 등에 한 결정에 따라

서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Thomas, 1993; Daly & Lewis, 2000; 

Ungerson, 2005). 이런 돌봄 제공 방식은 유급 돌봄노동이 조직되고 수행되는 방식

은 물론 그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지위와도 크게 연관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정

으로 창출된 직업이며,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 환자에게 신체활동

이나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많은 돌봄노동이 비공식 부문

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공식 부문에서 정부의 법령 아래 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화된 노동이며(오은진·노은영, 2010: 200)1), 교육과 시험, 자격 

부여 등이 법제화되어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경우로, 공식적인 직업이지만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특

하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제도화된 노동으로서 도입되었지만 그 지위를 적절히 인정받고 

있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를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 돌봄노동의 제도화는 돌봄 일자리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으

로 국가가 관리하지 않았던 영역을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뜻한

다. 제도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용부담방식과 공급체계, 

공급자는 전체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총량을 결정하고 공급가격이나 교육 훈련 등은 돌봄

노동자의 임금과 자격관리를 결정하게 된다(오은진·노 명, 2009; 오은진·노은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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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는 것과 달리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

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도 열악하여 ‘정부 주도의 값싸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간주되는 실정이다(정영애, 2013: 53). 비공식 돌봄노동에 한 여러 연구

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이 제 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동의 공식화2)나 

제도화를 주장했지만(김경희, 2009; 오은진·노은영, 2010; 윤자영, 2012), 돌봄노동

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노동에 한 인정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직업으로서 돌봄노동을 하기 위한 노동자

의 요건이나 역할, 사회적 위상에 한 고민 없이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맞춰서 

돌봄노동이 공적 노동으로 조직된 것은 아닐까?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확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한 고려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 논문에서는 돌봄노동자 자신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돌봄노동

이 부분 여성들에 의해서 수행되며, 그동안 ‘여성의 노동’으로서 간주된 만큼, 젠더 

관점의 분석에 기반을 두고자 한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관점을 통해서 돌봄노동이 유

급 노동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제도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행위자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 돌봄을 포함한 서비스 노동은 고객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노동자-고객이라는 삼각관계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McCammon & Griffin, 

2000: 285). 고객이라는 새로운 존재는 노동자와의 권력 불균형 측면에서 갈등을 일

으키고 있으며, 노동자의 자율성이나 지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상이다. 또한 

서비스노동에서 이 세 행위자의 관계는 단순히 통제로만 볼 수 없으며 노동에 따라

서 이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Leidner, 1996: 39). 

돌봄노동은 부분의 서비스 노동이 고객과 노동자 사이에 일회성 접촉이 이루어

지는 것과 달리 돌봄수혜자와 노동자 간에 관계가 발전한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면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리자(고용주), 노동자, 수혜자의 상호

 2) 비공식 고용은 합법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지만 고용된 사실 자체가 사회보험당국이나 노

동관서 등에 의해서 완전히 숨겨지거나 소득만 숨겨지는 것, 소득의 일부가 숨겨지는 것

을 의미한다. 반 로 고용의 공식화는 국가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고, 사회보험의 틀 안으

로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성재민·이시균, 2007: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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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그들의 노동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에 한 많은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드러내

거나(박기남, 2008; 제갈현숙, 2009a; 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요양

보호사가 돌봄수혜자와 맺는 관계의 성격에 집중되었다(박기남, 2009; 최희경, 2008, 

2011; 신경아, 2010; 김송이, 2012). 요양보호사의 노동 경험 전반에 한 분석은 아

직 부족한 편이다. 

일부 연구는 제도화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변화를 분석하고, 제도에서 규

정된 요양보호사의 노동과 실제 노동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위

상에 한 문제를 제기하지만(한미경, 2011; 정진주, 2012; 권수현, 2013), 연구의 초

점이나 범위 면에서 제한적이다. 유급 돌봄노동은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만이 아니

라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도 포함되며,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부분의 연구는 요양보호사만을 상으로 하고 있어

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한 연구는 부

족한 상태이다. 또한 돌봄수혜자의 입장에 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통해서 유급 돌봄노동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배경과 관련 행위자들의 이것을 둘러싼 영향을 탐색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재가 요양보호사라는 일자리가 어떻게 운영되

고 있는지 살펴본다. 어떤 정책적 방향에 기반을 두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도입되

었는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요양보호사의 수급이나 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본다. 그리고 법·제도에서 명시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교육, 필요 요건 등의 분

석을 통해서 돌봄노동의 범위와 특성이 제도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은 무엇이며, 노동자가 어

떤 직무 내용과 역할에 맞추어서 돌봄노동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기존에 돌봄

노동이 일로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미숙련의 일로 인식되어온 것과 비교하여 요양보

호사의 돌봄은 어떠한 노동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

정하는지를 탐색한다. 또한 가족이 제공하던 돌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돌봄노동에 관련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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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정되는지 분석한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고용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고용

주)와 돌봄수혜자와의 상호작용하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이 세 행위자들의 관계

에서 노동의 통제를 둘러싸고 경합이 이루어지며, 노동자는 관리자나 돌봄수혜자의 

요구에 수긍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에 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다. 또한 

이들과 갈등 관계에 놓여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라는 삼각 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통제 또는 협상

되는지를 살펴보고 요양보호사는 어떤 직업적 위상을 가진 노동자로 인식되는지 분

석한다. 

넷째, 이를 통해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유급 돌봄노동의 의미와 위상에 한 함의를 

찾아본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도입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요양보호사

에 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돌봄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요양보

호사는 어떤 일자리로서 창출되었고, 실제 돌봄수혜자와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요양보

호사는 어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에 주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실태, 

돌봄노동의 직무 성격 등의 기존 논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실태에 한 연구들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상

황과 낮은 지위에 초점을 두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

저임금에 못 미치고, 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돌봄수혜자가 아닌 그들의 가족을 위한 서

비스를 요구받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기남, 2008; 제갈

현숙, 2009a; 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경험과 관련해서는 돌봄수혜자와 맺는 관계를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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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루고, 관계 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특성이 강조되었다. 노인과 맺는 친 한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강도 높은 일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을 지속하는 요

인이고, 자신의 일에 만족과 보람을 주는 심리적 보상으로 작용했다(Ryan et al, 

2004; 최희경, 2008, 2010b; 한미경, 2011).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노인과 친 하다고 

느낄수록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졌고(이여진·박광희, 2012; 150), 요양

서비스의 질은 노인이 느끼는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Olsson & 

Ingvad, 2001; Stone, 2004) 노인과의 관계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유 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노인의 말동무가 되어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격려하면서 정서적 지원을 제

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이여진·박광희, 2012; 홍세영, 2011; 김민정·김윤정, 

2012). 노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노인이 노동자에게 의지하기

도 한다(박기남, 2009: 92-94).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친 하고 신뢰하는 관계, 관계가 소홀해진 가족과 친구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자식이나 친구의 리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홍세영, 2011: 

175),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는 ‘유사가족관계’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최희경

(2008)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신하여 가족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이 

돌보는 노인을 부모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나 부모님을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돌봄을 

제공하였다. 공적 계약관계를 넘어서 노인에게 업무 이상의 책임감을 느끼고, 일상적

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면서 가족관계가 재규정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최희

경, 2008: 80-84). 신경아(2010)는 노인이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를 일종의 모녀관계로 

경험하고, 혈연적 가족관계(아들들)나 규범적 가족관계(며느리들) 외부에 존재하는 돌

봄노동자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친 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분석하였다(신경아, 

2010: 89). 가족과 같은 느낌은 노동자의 직업 정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돌

봄수혜자가 자신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생각하거나(Kemp et al, 2009: 228), 돌봄 상

자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노동자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Olsson & Ingvad, 2001: 461). 

그러나 돌봄노동자가 돌봄수혜자나 그 가족과 맺는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수혜자인 노인의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김송

이, 2012: 126). 많은 서비스 노동에 한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요양보호사도 돌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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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노인과 가족들로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세영, 2011: 176). 그러나 노동자 입

장에서 이런 스트레스에 해 적극적으로 처하기는 어렵다. 요양시설들 간의 경쟁

으로 인해 관리자로부터 친절, 정성, 따뜻함, 편안함 등의 정서적 요소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돌봄 상자의 욕구에 일방적으로 맞

춰야 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일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최희경, 2011; 김민정·김윤정, 2012; Stacey, 2005). 돌

봄수혜자와 노동자간의 신뢰관계가 깨졌을 경우 돌봄수혜자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관

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박기남, 2009: 95).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인정에 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국

가에서 자격증을 준 파출부 플러스 간병인’으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박기남, 2008, 2009; 제갈현숙, 2009a; 이준우·서문진희, 2009; 김민정·김윤정, 

2012; 최소연, 2013). 돌봄수혜자의 과도한 요구는 노동자와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남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허남재·석재은, 2014; 최소

연, 2013). 이러한 역할모호성은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직업에 갖게 되는 가치 및 직

업정체성이나 업무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오인근, 2013; 김미정·배은숙, 

2013)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전반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와 서비스 공급 

체계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 ,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수가가 우선적으로 상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인력의 공급 계획과 조정, 요양기관의 구조 조정과 같은 거시

적인 측면에서부터, 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업무 분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

까지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박기남, 2008; 제갈현숙, 2009a; 서울연구원·보건복

지자원연구원, 2013).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간병인보다 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제시되어있지 않아 업무와 역할 범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조정민, 

2008; 박태영·채현탁·김동화, 2009; 황은희외, 2012). 특히 요양시설이나 재가 기관

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재가 급여는 가정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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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서비스와 가사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유지에 더 초점을 두고, 시

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질병관리를 더 우선시하

는 차이를 지적했다(황은희외, 2012).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표준화된 것이 아니어서 기관마다 동일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한 연구는 시설 요양보호사에 한 연구만 이루어졌

는데 김진·이서영(2013)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신체수발을 포함한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지만 여가생활지원자,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

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사례관리(조력)자, 기록자, 프로그램 기획가 등의 역할을 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에 따라 역할에 한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나 이

를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도 그들의 

역할에 해 다르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다른 직무에 초점을 두고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역할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돌봄노동에 관련되는 또 다른 행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논의가 미흡하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받는 노인과 그들의 가족만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이들이 요양보호사의 

직무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요양보호사의 돌봄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최희경(2010b)은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돌봄에 

해서 가지는 인식을 조사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이상적인 돌봄을 가족적인 돌봄을 

표현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적 돌봄의 개념에서는 상이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은 전문적 시설과 기술, 객관적 태도 등을 

전문적 돌봄으로 봤지만 요양보호사는 자립성 촉진과 기능 및 증상 개선 등 보다 기

능적인 부분을 전문적 돌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견해 차이와 열악한 노동조건으

로 인해서 요양보호사와 노인의 가족들은 충돌을 경험하였다. 최희경(2010b)은 각 행

위자간의 다른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요양시설만을 조사하여 재가 요

양보호사를 위한 분석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요양보호사와 노인의 가족이

라는 이자 관계만 살펴보고 있다. 이혜승·유승현(2013)는 시설만이 아니라 재가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육체계와 인력운영에 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와 고용주만 조사했다.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자, 관리자 모두를 조사한 

연구들이 몇몇 있지만, 삼자관계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삼각 주체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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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박기남, 2008; 권수현, 2013; 허남재·석재은, 2014). 이런 

점에서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 관계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 내

용과 범위, 역할에 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3절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논문의 이론적 자원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돌봄노동에 한 논

의로서, 돌봄노동의 젠더화된 특성과 유급 돌봄노동에 한 논의, 돌봄노동의 숙련을 

둘러싼 쟁점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다른 

하나는 돌봄노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돌봄과 관련되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돌봄노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한 논의들이다. 요양보호사가 노동자로서 관리자, 돌

봄수혜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노동경험을 하는지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1.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

1) 무급 노동으로서의 돌봄과 젠더

돌봄(care)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환자, 노인, 어린 아이들

을 돌보는 활동과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Daly, 2002: 252). 많은 연구들이 돌봄 개

념에 해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돌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 한 활동이며

(Tronto, 1993: 102), 의무나 헌신, 신뢰에 기반을 둔 개인적 유 가 중요한 돌봄제공

자와 돌봄수혜자의 관계 속에서 제공된다는 점이다(Daly & Lewis, 2000; Noddings, 

1984).

이를 바탕으로 돌봄노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첫째, 

많은 학자들은 돌봄이 사적이고 친 한 행위가 특정한 감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

랑의 노동(a labour of love)’으로 규정되었다고 설명한다(Tronto, 2006; Rose, 1983). 

그레이엄(Graham, 1983)은 돌봄을 타인을 염려하는 마음(feeling concern)과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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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well-being)를 책임지는 인간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타인을 돌본

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돌봄을 경험하

기를 원하고 돌봄에 한 보편적인 욕구를 가진다고 보았다(Graham, 1983: 13-15). 

그리고 돌봄은 타인의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한 애정과 책임의 감정이 

행동으로 결합된 것이다. 돌봄을 주는 것은 목욕이나 음식을 먹여주는 육체적 행위만

이 아니라 터치나 지적인 화, 감정이입, 애정 등의 감정적 돌봄까지 포함한다

(Cancian & Oliker, 2000: 2).

린치(Lynch, 2007)는 돌봄을 1차적 관계(사랑의 노동), 2차적 관계(일반적 돌봄노

동), 3차적 관계(연  노동)로 구분한다. 부모·자식과 같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1

차적 관계는 강한 애착과 상호의존, 친 감이 깊은 관계로 ‘사랑의 노동’이다. 2차적 

관계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으로서 책임감이나 

헌신이 불확실하며 임시적이다. 연 노동은 2차적 관계보다 더 불확실한 돌봄관계이

다. 이 세 단계의 돌봄은 헌신이나 책임감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상호의존 관계에 

기반을 두며 타인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그는 돌봄노동에서의 관계가 이러한 

돌봄의 본질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유급 노동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의 노동을 제

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호성이나 헌신, 타인에 한 감정은 고용을 

통해서 제공될 수 없으며, 특히 연속적이고 애착에 기반한 1차적 돌봄은 유급 노동으

로 체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Lynch, 2007: 555-563). 

둘째, 돌봄은 여성의 정체성으로 정의되어왔다. 돌봄은 결혼과 친족 관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무급 가사 및 개인 서비스로(Daly & Lewis, 2000: 283),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에 기초하여 가족 내의 돌봄노동이 화폐소득을 벌어들

이는 공적 노동과 비되는 사적 노동으로 위치 지워지면서, 공적 노동과 사적 노동

의 경계가 육체의 성별에 따라 정렬되는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배은경, 

2009: 47). 남성이 노동시장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할 때 여성은 돌봄관계를 

통해서 누구의 아내나 엄마로서 규정되었던 것이다. 돌봄의 정의는 무엇을 하느냐만

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왔다(Graham, 1983: 19, 21). 

돌봄을 여성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돌봄 감정이나 행동을 여성에게 자연스

러운 감정으로 보는 것과 연결되어있다. 사람들은 돌봄을 재생산 역할에 부합하는 여

성의 생물학적 기질이나 본질적인 성격의 일부로 생각해왔고(Cancian & Oli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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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 여성에게 돌봄을 자연스럽게 잘 할 것으로 기 했다(Hoschild, 1995: 331). 

돌봄은 여성성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Graham, 1983; Waerness, 1996). 

셋째, 돌봄은 여성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책임으로서 강제되

어왔다. 친족이나 결혼관계를 기초로 하여 여성에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봐

야한다는 규범이 부과되었다(Himmelweit, 1999; Leira, 1992). 글렌(Glenn, 2010)은 

돌봄에 한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압력에 해서 굴드너(Gouldner, 1960)

의 ‘지위 의무(status obligation)’를 차용하여 설명한다. 지위 의무는 사회적으로 정해

진 역할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써, 과거에 타인에게 받은 것을 갚는 호혜성 의

무가 강제되지 않는다(Gouldner, 1960: 170). 돌봄도 아내나 어머니, 딸이라는 지위

에 주어진 지위 의무로서 호혜성 규범을 갖지 않는다. 또한 ‘계약 의무(contractual 

obligation)’처럼 임금이나 다른 배려에 한 교환으로 서비스 제공을 자발적으로 협

의한 것과도 다르다(Glenn, 2010: 6-7). 

넷째, 돌봄노동을 사랑의 표현으로 보면서 노동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거나 비가시

화되었다(Balbo, 1989[1987]; Romero, 2002[1992]; Standing, 2001).3) 돌봄은 사랑이

며, 사랑이 포함된 것은 진정한 노동이 될 수 없다. 모든 따뜻하고, 개인적 관계, 즉 

‘마음과 관련된 것’은 즐거움이지 일이 아니다. 진정한 일은 어렵고 피곤하며,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다(Stone, 2005: 279). 그리고 기저귀를 가는 것은 형

편없는 일이 아니라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어머니와 사랑을 쌓는 시간이며, 화장실 

청소는 그냥 청소가 아니라 가족을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는 모성 본능의 행사

처럼 여겨졌다(Game & Pringle, 1983: 127). 주부인 여성은 사랑과 돌봄을 주는 것

과 일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들이 가사노동의 고됨에 해서 불평하는 것은 가

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시되기도 했다(Oakley, 1976; Game & Pringle, 1983 

 3) 돌봄노동의 비가시화는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 전체의 비가시화를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전까지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기여로 여겨지던 가사노동은 남성의 시

장 경제 참여가 늘어나면서 교환보다는 사용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을 둔 생산단위로부터 개인이 분리된 임금노동의 성장은 생산적 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초래했으며, 가사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으로 취급되었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수행하는 일을 숭고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무급 가사노동은 진정으로 생산적인 

것은 아니었고, 여성들은 의존자이면서 비생산적인 가정주부가 된 것이다(Folbre, 1991: 

465-481). 이렇게 노동과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화된 생산과의 격리는 가사노동에 

한 가치평가의 저하를 가져왔다(Zaretsky, 1983[197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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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그래서 여성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봉사자로 생각되어왔다(Oakley, 

1990[1974]: 173).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돌봄을 무급 노동으로 개념화할 것을 주장했다. 돌봄

을 노동으로 보는 것은 돌봄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거나 학습해

야 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 기술

과 규범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기술의 통합을 요구한다

(Leira, 1994: 190). 히멜베이트(Himmelweit, 1995)는 유급 노동의 기준에 맞춰서 돌

봄을 무급 노동으로 인식하면 돌봄에서 중요한 관계적인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즉 돌봄을 노동으로 주장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유급 노동에 맞출 것이 아

니라 돌봄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2) 유급 돌봄노동에 한 논의

유급 돌봄노동에 관한 논의에서는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무급 돌봄에 비교하여 

유급 돌봄노동이 가지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첫째, 무급 돌봄노동은 비계약적인 교환

으로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 것과는 다르게, 유급 돌봄노동은 계약관계이며,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Leira, 1994: 195). 무급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Oakley, 1990[1974]: 111), 다른 규제 없이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데 

비해, 노동시장을 통해서 고용된 노동자는 계약관계에 기반을 두어 돌봄노동을 수행

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이 부과된다(Ungerson, 2005: 191). 

둘째, 유급 돌봄노동은 무급 돌봄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는데, 특성화되면서 돌봄

활동이 전문화되었다(Folbre & Nelson, 2000: 135). 돌봄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격

과 능력이 요구되며, 이는 돌봄 수행에 권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특정한 훈련과 경험

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돌봄의 질을 높여주기도 한다(Ungerson, 

2005; Cameron & Moss, 2007; Folbre & Nelson, 2000). 

반 로 유급 돌봄노동은 돌봄 관계까지 전문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Daly, 

2002: 257). 무급 돌봄이 친 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과 연결되는 것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발생시킨다

(Graham, 1983: 16). 유급 돌봄은 경제적 관계가 추가됨으로써 돌봄의 본질(es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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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 사이의 관계를 바꿀 수 있고, 돌봄의 질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것이다(Stone, 2005: 274). 특히 감정노동의 정도는 개인의 감정적 욕구

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급 노동에서 

가족에게 하는 것과 같은 감정노동을 기 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Strazdins & Broom, 2004: 361). 

또한 유급 돌봄은 돌봄 관계에서 기 되는 신뢰(loyalty)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Anderson, 1993; Stone, 2005 재인용), 돌봄의 질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유급 노

동자는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노동 시장을 통해서 일을 선택한다. 그 일은 상 적으

로 체가능하고 그 일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나은 

임금을 위해 이직할 준비가 되어 있다(Himmelweit, 1999: 31). 이러한 주장들은 기

본적으로 시장에서 상품화된 활동은 돈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노동이 수행되며, 돌봄수혜자에 한 사랑이나 관심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Folbre & Nelson, 2000: 130). 나아가 양

질의 돌봄과 돌봄 가치는 유급 돌봄노동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나 이웃같은 비시장관

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되기도 했다(Cancian, 2000: 136). 그래서 헬드(Held, 2002)

는 시장 규범이 돌봄에 확 되지 않도록 시장의 영역을 제한하고, 비영리 영역이나 

국가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Held, 2002: 22-29). 

돌봄제공자의 내적 동기가 다르다는 논의도 있다. 폴브레와 바이스코프(Folbre & 

Weisskopf, 1998)는 돌봄노동에 한 동기를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이는 ① 이타주

의, ② 책임감, ③ 내면적 기쁨, ④ 비공식적 답례에 한 기 , ⑤ 계약에 따른 보상

(임금), ⑥ 강제로, ①~④의 경우만 ‘돌봄동기(caring motives)’로 규정된다. 특히 이타

주의와 책임감이 돌봄에 필수적인 요건이다(Folbre & Weisskopf, 1998: 174-179). 많

은 학자들은 유급 고용에서 노동자의 동기는 돈에 있다고 가정했다. 유급 노동자의 

동기는 일이 수행되는 과정과 무관하고, 일에 해 내면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Himmelweit, 1999: 31). 돈에 의해 동기화된 돌봄노동자는 돌봄수혜자의 욕구보다

는 자신의 재정적인 열망을 더 우선시한다고 본 것이다(Stone, 2005: 275). 

그러나 유급 돌봄노동의 동기를 돈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바젯

과 폴브레(Badgett & Folbre, 1999)는 유급 돌봄노동이 금전적이고, 도구적인 관심 

그 이상의 복잡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돌봄노동자는 애정이나 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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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감이나 존중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기초로 하여 돌봄수혜자와 관계를 맺는

다. 노동자는 생계 때문만이 아니라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유급 돌봄 노동에 참여하

기도 한다. 그들의 동기가 처음에는 돌봄의 실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돌봄 상에 한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Badgett & 

Folbre, 1999: 313). 

이렇게 유급 돌봄노동이 무급 돌봄노동과 상이하다는 논의와 별개로, 가족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이 하는 비가시화된 노동이라는 무급 돌봄의 이미지가 유급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쳤다(Rhee & Zabin, 2009: 970). 여성은 유급 돌봄노동 일자리

에 노동자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고용되었다(SoKoloff, 1990[1980]: 207). 돌봄 경험은 

여성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소속감을 주는 매개체이다. 어머니나 아내, 딸 등의 역

할을 통해 돌봄을 하던 연장선상에서, 공식적인 돌봄직업이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된 

것이다(Graham, 1983: 30). 따라서 여성들은 유치원교사, 간호사, 보모, 사회복지사 

등 특정 직업에 집중되었다. 남성은 여성의 일로 규정된 돌봄관련 직업으로 이동시 

낮은 임금과 지위의 하락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김영란, 

2004: 211, 217). 고용주는 남성이 돌봄 특성을 결핍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일에서 

배제시킨다. 결과적으로 돌봄 직업에서 젠더화된 폐쇄(gendered closure)가 이루어지

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젠더화된 불평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Bolton, 2004: 31). 

3) 돌봄노동과 숙련에 한 논의

돌봄은 ‘여성성’의 규범과 결합하여 숙련과 교육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으로 평가

되고 있다(홍찬숙, 2013: 266). 돌봄을 자연스러운 여성적 활동으로 보는 인식으로 

인해 돌봄에 필요한 기술이 기술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노동의 직

무 내용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Steinberg, 

1990: 462). 돌봄 기술과 기능은 여성의 정체성과 활동으로 정의되어, 여성이라면 누

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다(Graham, 1983; England & Folbre, 1999; 

England, Budig & Folbre, 2002; Macdonald & Merrill, 2002; England, 2005). 돌봄

을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한 일’이 아니며 돌봄에 한 훈련

을 요구하거나 기술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Pollert, 1981; Cancian & Olik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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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돌봄노동의 숙련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돌봄노동의 저임금으로 이어졌다. 

남성이 돌봄노동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쳐, 돌봄노동 영역에서 일을 하

는 남녀 노동자 모두 임금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England, Budig & 

Folbre, 2002: 464).4) 

더 나아가 돌봄노동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미숙련 노동으로 인식되어 저평가되기도 

한다.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개인이 가진 인적자본과 기술의 양에 따라 직무에 한 

임금이 달라진다.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임금 프리미엄은 노동자가 

기술을 획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Kilbourne et al, 1994: England & 

Folbre, 1999). 그러나 돌봄노동은 기술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이 된다. 

숙련 노동에 해서 연구를 해온 많은 학자들은 숙련 노동의 정의, 즉 무엇으로 기

술을 측정할 것인지에 해서 남성 지배적인 관리직, 전문직, 생산직 노동의 관습적 

개념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기술의 지정에 노동자의 성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Steinberg, 1990). 필립스와 테일러(Phillips & Taylor, 1980)는 

여러 산업에 한 연구를 분석하여5) 여성 직무를 미숙련으로, 남성 직무를 숙련이나 

반숙련으로 분류하는 것은 실제 훈련의 양이나 요구되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이데올로기적 분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기술 정의는 성편견을 기초로 한

다. 여성의 일은 단순히 여성이 하기 때문에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고 남성성은 장인

(craft)의 지위와 동일시되었다.6) 여성 노동자의 종속적인 위치가 그들이 하는 일의 

 4) 임금 불이익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돌봄노동으로 여겨지는 아

이돌보미의 임금 불이익은 여성 41%, 남성 12%로 여성의 불이익이 훨씬 컸다(England, 

Budig & Folbre, 2002: 467).

 5) 루버리와 윌킨슨(Rubery & Wilkinson, 1979)은 종이 상자와 종이곽을 생산하는 것이 전통

적으로 남성의 일이고 기술을 인정받지만, 반자동기계를 이용하여 여성이 종이상자를 만드

는 것은 미숙련노동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특히 종이곽은 종이상자보다 더 자동화된 과

정에서 생산되어 집중력이 덜 요구되는 데도 반숙련으로 여겨졌다. 번바움(Birnbaum)의 

연구에서도 영국의 섬유산업에서 남녀 모두 기계를 사용하지만, 남성이 하는 일은 숙련으

로, 여성은 미숙련으로 본다고 설명했다(Phillps & Taylor, 1980 재인용). 그리고 1926년 

영국의 임금심의회(wage council)는 남녀가 일하는 영역의 기술 분류를 단일화하는 것을 

집행할 때 남성은 숙련으로, 여성은 반숙련으로 결정하였다. 필립스와 테일러는 이런 분류

가 일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지적하며 ‘숙련노동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성별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Phillps & Taylor, 1980: 85).

 6) 장인과 남성성의 동일시는 자본가의 생산 통제와 관련된다. 자본가는 남성 노동자의 장인

으로서 지식과 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술적, 조직적 혁신을 통해서 탈숙련화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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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결정하며, 일의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숙련노동자라는 지위는 직무의 

특성이 아니라 노동자의 성별에 의존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

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에 톰슨

(Thompson, 1989)은 3M 즉, 제조업의 남성 노동자(male manual workers in 

manufacturing)를 기준으로 기술이 정의되는 것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Steinberg, 1990 재인용). 

조순경(1996)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숙련과 기술적 숙련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숙련으로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해왔다고 지적한다. 기술적으로 숙련직

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미숙련으로 인지될 때 그 직무는 미숙련직으로 규정된

다. 특히 여성들이 수행하는 많은 종류의 미숙련/비숙련 노동은 기술에 의해서가 아

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규정된다. 그 직무가 기술적으로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미숙련직으로 

이해되고, 미숙련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임금을 받는 것이다. 반 로 남성이 수행

하는 일은 그 일의 기술적 구성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남성이기 때문에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숙련직이 되며, 그에 상응하는 상 적 고임금을 받게 된

다(조순경, 1996: 142).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이런 비판과 더불어 돌봄노동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

력에 해서 언급하면서 돌봄노동을 미숙련 노동이 아닌 숙련 노동이라고 정의내렸

다(Stone, 2005: 279). 스탠딩(Standing, 2001)은 돌봄노동의 기술은 다른 형태의 노

동만큼 중요하고,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숙련된’ 노동만큼 많은 경험

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tanding, 2001: 16).7) 고든(Gordon, 1996)도 

다. 남성 노동자들은 장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충돌했고 투쟁과정에서 장인

은 남성성으로 동일시되었다(Phillps & Taylor, 1980: 85-86). 

 7) 보육교사의 돌봄노동에 한 연구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재경·윤연숙(2004)에서 

밝히듯이 보육교사의 육체노동을 수반한 정서적인 노력은 능력이나 기술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간주되지만, 실제 보육교사들은 감정노동을 수행해나가기 위해 이를 배

우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영유아의 욕구와 자아를 파악하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과의 분리된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아동에 한 지속적

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사의 부분이 미혼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재경·윤연숙, 

2004: 5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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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교육, 지식, 성찰, 타인과의 관계맺음은 물론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으로 설명한다(Gordon, 1996: 262). 

돌봄노동에 한 많은 연구에서는 무급 돌봄을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활동이라

는 이상에 기반을 둔다고 지적한다. 특히 여성의 정체성과 책임으로 강제되어온 젠더

화된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돌봄으로 보면서 돌봄을 노동

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가시화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급 

돌봄노동에 한 연구에서는 유급 돌봄노동이 계약에 근거를 두고, 효율성과 전문성

으로 인해 무급 돌봄노동과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급 돌봄

노동의 확 로 간주되어 고유한 기준에 의해서 규제되는 임금노동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돌봄노동의 기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돌봄이 미숙련

의 일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2. 돌봄노동의 사회적 조직과 행위자에 대한 논의

공적 영역에서 유급 돌봄노동의 확 는 사회적으로 돌봄이 조직되는 방식이 변화

됨을 뜻한다. 글렌(Glenn, 2010)에 의하면 돌봄의 사회적 조직(social organization of 

caring)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이 할당되고, 돌봄 책임이 배분되는 체계적 

방식을 의미한다. 돌봄노동은 가구내에서 또는 가구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무급 

가족노동에 의해서 또는 정부기구나 비영리단체, 영리 기업 등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서 유급 노동으로 조직될 수 있다. 돌봄노동에 있어서 유급과 무급, 상품화/비상품화, 

사적/공적 형태의 특정한 혼합과 균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며, 사회의 경제적 

구조, 지배적인 믿음, 정치 체계, 문화적 관습을 반영한다(Glenn, 2010: 5-6).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확 되면서 돌봄의 논의 틀도 변화하고 있다. 첫째, 기

존 돌봄 논의가 돌봄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한정되었다면(Leira, 1992: 31-32), 이

제는 돌봄을 제공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이나 공적 서비스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돌봄의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이 이해관계자들은 

돌봄수혜자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외부인이다. 셋째, 이런 외부인

들은 돌봄 관계에 영향력을 미친다(Stone, 2000: 89-90). 유급 돌봄노동은 돌봄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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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돌봄수혜자만이 아니라 돌봄제공기관을 포함하고, 노동시장과 정부 등의 여러 영

역과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된다. 따라서 가족내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 사

이의 이자 관계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균형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

다(Stone, 2000; Daly, 2002). 

1) 돌봄의 사회적 조직과 국가 정책: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국가별로 상이한 돌봄의 사회적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봄 레짐의 유형화 논

의를 참고할 수 있다. 돌봄 레짐의 유형화 기준은 연구자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탈상

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탈상품화 논의의 표적인 연구자는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2007 

[1990])이다. 그는 탈상품화를 어떤 서비스가 권리의 상으로서 주어질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성립된다고 보았

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자립능력

을 극 화할 수 있다(Esping-Andersen, 2007[1990]: 54, 65). 즉 탈상품화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이 시장을 통한 돌봄 구입이 없이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정책의 탈상품화 정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사회 서비

스 급여에 한 접근권을 규제하는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수급 자격의 규칙이나 

수급권에 한 제한을 통해서 탈상품화를 판단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의 접근이 

용이하고, 복잡한 수급권 제한이 없어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면, 

그 프로그램의 탈상품화 잠재 능력은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는 소득 체율

과 관련된다. 급여의 수준이 해당 사회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이나 통상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급여 수급자는 빨리 노동으로 복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는 수

급 권리의 보장 범위로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실업이나 장애, 질

병,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한 것이다

(Esping-Andersen, 2007[1990]: 98-99).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돌봄의 사회적 조직에 관한 또다른 축이다. 탈상품화가 노동시장에서 상품화

된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노동시장 밖의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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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는다고 탈가족화 개념을 제안했다(마경희·이재경, 2007: 95). 리스터

(Lister, 2000)는 탈가족화를 성인 개인이 유급 노동이든, 사회보장을 통해서든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

다(Lister, 2000: 69). 특히 탈가족화를 여성이 가족에 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에스핑 안데르센은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봄책임이 복지 제공 또는 시장을 통해서 완화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이후 탈가족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연구에서는 이 두 학자의 

개념에 충실하기 보다는 돌봄책임으로부터 완화라는 관점에서 탈가족화를 접근하였

다(이삼식 외, 2012: 50-52).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의 욕구 충족은 탈상품화 되는 동시에 탈가

족화된다.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는 서로 조응관계에 있는데, 탈가족화 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은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자율성 혹은 독립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율성

을 부여받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2006[1999]: 93, 116). 

돌봄정책의 탈상품화 정도는 개인이 돌봄서비스에 어떤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 어느 정도의 돌봄을 제공받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에 한 비로서 돌봄서비스

를 받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판단하게 된다. 돌봄의 탈가족화는 개인이 가족의 도움 없

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탈젠더화의 개념은 탈상품화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안된 또 다른 유형화의 축

이다. 탈젠더화 논의는 프레이저(Fraser, 1997)와 세인즈베리(Sainsbury, 1999)에 의해

서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돌봄노동간의 조합을 중심으로 복지국

가를 유형화했다. 프레이저가 제안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이나 세인즈베리의 개별화된 소득-돌봄자 모델(individual earner-carer)은 남성

과 여성이 모두 노동자이자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송다영, 2014: 

421-422).8) 탈젠더화(degendering)는 가족관계에서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를 해소하기 

 8) 프레이저는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세 모델로 구분했다. 먼저 보

편적 생계부양자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유급노동

자가 되어 자신의 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며, 여성들이 전일제 노동을 할 수 있도

록 무급 돌봄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돌봄은 시장이나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동등한 돌봄제공자 모델(caregiver parity model)은 여성의 자녀출산, 양육, 비공식 가사노

동을 공식적인 유급 노동과 동등하게 보는 것이다. 여성의 삶을 남성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한다. 비공식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출산휴가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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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 개입을 의미한다. 돌봄의 탈젠더화는 구체적으로 남성의 돌봄참여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돌봄참여를 장려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을 뜻한다(김수정, 2006: 7). 나아

가 탈젠더화는 가족내 무급 돌봄만이 아니라 유급 돌봄노동에서 남성이 얼마나 참여하

는지 정도에 기초하여 논의된다.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의 세 축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개별 국가가 

가진 돌봄의 사회적 조직이 달라진다. 복지 국가의 정책에 따라 돌봄 산업의 구조와 

노동조건이 달라지는데(Boris & Klein, 2006: 81), 국가가 돌봄 욕구에 어느 정도 

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시장, 자발적/비영리 영역, 가족 등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돌봄

의 비용과 책임의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Daly, 2002: 261). 국가가 정책과 법을 

통해서 돌봄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돌봄노동자의 지위도 달라진다. 예

를 들어 돌봄을 사적 영역의 문제로 받아들여 돌봄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

고 비가시화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피고용인으로 다룸으로써 노동자 지위를 인

정할 수도 있다(Boris & Klein, 2006; Delp & Quan, 2002).9) 

아휴직은 물론 돌봄수당을 포함한다. 돌봄제공에 해서 공적 재정이 지급되지만 가족내

에서 수행된다.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은 앞의 두 모델에 

한 안으로서 제시되었는데, 남성을 여성과 같이 돌봄노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남녀가 

생계부양과 돌봄제공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으로서 이를 위해서 모든 직무는 

돌봄제공자이자 노동자인 사람들에게 맞춰서 설계되어야 하고, 유급 노동시간 감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Fraser, 2000). 세인즈베리의 모델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분리된 성역할 모델(separate gender roles), 개별화된 소득-돌봄자 모델

(individual earner-carer)로 분류된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성별에 따라 다른 과업과 의

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제공자로 역할이 부여된다. 여성의 

사회보장수급권은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주어진다. 분리된 성역할 모델은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며, 이 차이에 기반하여 사회적 권리도 할당된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여성

의 무급 돌봄을 상정하는 것과 달리 이 모델에서는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별화된 소득-돌봄자 모델에서는 남녀 모두 역할과 의무를 공유하고,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된다. 남녀 모두 소득자와 돌봄제공자가 되며, 수급권은 가족이 아니

라 개인에게 주어진다(Sainsbury, 1999: 77-79).

 9) 미국의 재가 돌봄노동자들은 1930년  뉴딜 정책에서 가정을 직장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

여 가내 하인(domestic servants)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재가 돌봄노동자들을 피고용인이라

기보다는 독립된 계약자로 봄으로써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조건이

나 보상에 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레곤 주에서는 1960년 에 노인을 위한 재가 돌

봄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그 제도의 기원도 가사서비스에서 비롯되었

기 때문에 재가 돌봄노동자들을 가사노동자로서 분류하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임금을 받지만 주정부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로서 

분류되었다(Boris & Klein, 2006: 84, 95-97).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노조가 주정

부 스스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의 피고용인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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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급 돌봄노동을 조직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돌봄노동자와 수혜자와의 관계

를 변화시키고, 돌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Ungerson, 2005). 정책적으로 유급 돌

봄 공급에서 시장에 한 의존이 증가하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는 데 헌신을 하게 되

고, 눈에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라는 압력으로 인해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목표를 

희생하게 된다(Stone, 2005; Folbre, 2007[2001]).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공공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압박이 이어지며 결국 돌봄을 

축소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Stone, 2005: 282). 

제도적으로 누가 돌봄노동자가 되도록 지원하는지도 중요한 사안이다. 돌봄노동자

는 수혜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수혜자를 모르는 타인이 될 수도 있다. 

엉거슨(Ungerson, 2005)의 연구에 따르면 나라별로 돌봄노동자로 고용될 수 있는 

상과 고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5

개국에서 유급 돌봄노동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나라별로 가족이나 친

척을 고용할 수도 있고,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직접 노동자를 구인하거나 업체를 통해

서 구인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체를 통해서 구인하는 경우는 노동자가 여러 

고객을 돌볼 가능성이 높고 수혜자와 돌봄노동자와의 관계가 과업지향적이면서 전문

적이다. 가족이나 친척을 고용하는 경우는 좀 더 따뜻한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비전문적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공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돌봄수혜자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돌봄이 전문적이지 않고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돌봄수혜자와 돌봄노동

자 양측 모두 착취에 취약한 상황이며 학 가능성도 존재한다(Ungerson, 2005: 

196-202).10) 

국가가 돌봄노동자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지원하

고 있는지도 고려할 문제이다.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을 제공하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자에 한 충분한 지원과 인정 없이는 이런 노

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아울러 잠재적 노동자가 돌봄노동을 직업으로 선택할 때 돌봄

다. 이 제안이 수용되면서 돌봄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

동자로 인정받았다(Delp & Quan, 2002: 8-11).

10)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노동자는 불법적 지위로 인해 고용주에게 의지하게 

되며 더 나은 지위의 일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의 착취를 당할 수 

있다. 고용주의 경우에도 노인이기 때문에 학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위치가 될 수 있다

(Ungerson, 2005: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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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임금이나 노동시간, 고용안정 등의 노동조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노동조건

의 향상이 중요하다(Daly, 2002: 262). 노동자에 한 열악한 지원은 노동시장에서 

다른 안이 없는 노동자들만을 유인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돌봄노동을 지원하

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고 정책적으로 돌봄노동을 어떻게 조직, 규제하고 지원하느

냐에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과 노동자, 돌봄수혜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2) 돌봄노동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관계

유급 돌봄노동은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과 돌봄수혜자, 돌봄노동자라는 세 행위자를 

포함한다. 기존의 많은 노동과정 연구들은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경영진의 노동자에 

한 통제를 다루었다. 돌봄노동은 경영진, 노동자, 고객이라는 세 행위자의 관계를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Korczynski, 2002: 2) 중 하나로서 제조업과는 다르다. 세 행위

자의 삼각관계는 서비스 노동과정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다음에서는 고용주, 노

동자, 고객이라는 세 행위자가 노동현장에서 어떤 통제나 저항,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에 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노동자가 고용한 조직에서 노동자와 고객이라는 다른 행위자들에 한 통제

를 시도한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다르게 고객의 존재로 인해서 직무의 불확실성

이 높아진다. 고용주는 예측가능한 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비스 접촉을 구조화

하는 과정을 주도한다. 또한 고객을 만족시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 

서비스 노동자들을 훈련하고 감독한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하는 물리적 과업만을 통

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자아의 많은 측면을 조정하려고 한다.11) 이에 따라 고용

주의 노동자 통제 방식은 서비스 산업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Leidner, 

1996; McCammon & Griffin, 2000).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

는 수혜자도 통제의 상으로 삼기도 한다(Leidner, 1996: 37). 

고용주의 통제 전략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직에 따라 달라진다. 맞춤화된 서비스

11) 예를 들어 혹쉴드(2009[2003])는 관리자가 승무원들의 감정노동을 감독하는 것에 해서 

분석했다. 관리자들은 승무원의 채용단계에서부터 감정노동을 잘 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

진 사람을 찾고, 연수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그리고 승무원들

이 탑승한 승객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지 감시하고 고객의 의견을 승

무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승무원을 감독하기도 한다(Hoshchild, 2009[2003]: 

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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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곳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재량에 더욱 의존하고, 노동자의 권력 역시 향상

된다(Leidner, 1996: 37). 고용주가 노동자를 경험 있는 숙련 노동자로 보는지 아니면 

미숙련 노동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노동 통제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으며(Romero, 

2002[1992]: 200),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한 협상 여지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조직의 철학과 목표에 따라서 같은 직종의 기업이라고 해도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

율성이 다를 수 있다. 허젠버그 외(Herzenberg et al, 1998)는 서비스 노동의 작업 

체제(work systems)를 엄격한 구속형(tightly constrained work systems), 비합리화된 

노동집약유형(unrationalized labor-intensive), 준자율적 유형(semi-autonomous), 고숙

련 자율적 유형(high-skill autonomous)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12) 조직 통제의 측면

에서 보면 엄격한 구속형이 통제가 가장 심하고, 고숙련 자율적 유형이 가장 약하며 

자율성을 많이 보장된다. 홈헬스보조원(home health aides)이나13) 아이돌보미와 같

은 많은 돌봄노동자는 비합리화된 노동 집약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고용주의 사업전

략에 따라서 준자율적 유형의 노동이 될 수도 있다(Herzenberg et al, 1998).14) 

둘째, 노동자들은 조직과 돌봄수혜자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한다. 서비

스 노동자들은 여러 고객들을 상 하면서 어려운 고객이나 까다로운 상황에 해서 

순응 또는 저항하는 전략을 사용했다(McCammon & Griffin, 2000: 283-284). 그리고 

12) ① 엄격한 구속 유형은 직무가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직종으로 전화교환원이나 패스트푸드 

노동자가 포함된다. 이들의 과업은 첨단 기술과 조직에서의 제한, 고객 요구에 따라 조정

된다. ② 비합리화된 노동집약 유형은 저임금의 사회서비스 노동에서 나타나며, 고용주가 

노동의 결과물과 임금과 연결시켜 노동자의 노력을 규제하고, 노동자가 서비스를 받는 사

람에 해 갖는 의무감에 의지한다. 호텔메이드나 아이돌보미(childcare workers)가 이에 

해당한다. ③ 준자율적 유형은 과학적으로 통제나 감독이 되지 않는 과업을 수행한다. 관

리자는 내부 승진 사다리와 같은 인센티브와 조직 문화, 동료 압력을 통해 노동자의 행동

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사무행정직이나 직책이 낮은 관리자 등이 있다. ④ 고숙련 자율

적 유형에서는 전문적 헌신과 자부심이 동기가 되며, 재정적, 커리어 인센티브가 이를 강

화시키는데 의사나 고위 관리자, 엔지니어가 포함된다(Herzenberg et al, 1998: 41-42). 

13) 홈헬스보조원은 재가서비스 중 하나로 하루에 적으면 두 가구, 많으면 다섯 가구를 방문

하여,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가사, 세탁, 쇼핑과 같은 가사지원 서

비스를 제공한다(Herzenberg et al, 1998; 김은정, 2011). 이들은 노인만이 아니라 인지장

애를 비롯한 장애, 만성질환을 가진 개인을 돌본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 

http://www.bls.gov/ooh/healthcare/home-health-aides.htm.) 홈헬스보조원은 돌보는 상

과 돌봄의 내용에서 요양보호사와 차이가 있다. 

14) 고용주가 가격과 질 중 어떤 것으로 경쟁하느냐에 따라 작업체제가 달라진다. 저비용전략

은 준자율적 노동자보다는 비합리적 노동집약 유형에 의존한다. 반 로 양질의 전략을 추

구하는 회사는 준자율적 또는 고숙련 노동자를 선호한다(Herzenberg et al, 199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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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고용주의 문제와 고객의 필요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충

돌하면서 나타나는 일의 이중적인 특성에도 응해야 한다(McCammon & Griffin, 

2000: 285). 예를 들어 병원의 사회복지사는 환자나 환자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노동집약적 과업을 수행하면서 의사나 간호사 등을 보호하고 조직의 완충제 역할을 

했다(Himer & Stevens, 1997; McCammon & Griffin, 2000 재인용). 또한 돌봄노동자

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돌봄노동의 측면이 조직의 규정이나 전문가 규범으로 인해 제

한당하기도 한다(Stone, 2000: 108). 간호사들의 경우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야 하는 관료적 명령과 의미있고 개인화된 돌봄을 주려는 욕구 사이의 모순으로 인

해 긴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Korczynski, 2002: 100).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정한 조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

에 해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과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15), 고용관계의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했다(Bolton, 2004; Romero, 2002[1992]). 예를 들

어 감정노동을 요구받는 승무원들은 태업으로 응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면행위

가 아니라 표면행위만을 하는 전략을 사용했다(Hoschild, 2009[2003]: 165-167).16) 가

사노동자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노동

력보다는 노동서비스를 사는 고객과 기술자(tradesperson)의 관계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Romero, 2002[1992]: 165, 45). 노동자는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을 표준화하고 숙

련 노동으로 재정의하여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려고 했다(Romero, 2002[1992]: 188). 

맥도날드(Macdonald, 1996)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가사노동자와는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고용주인 아이 어머니와 비교하여 자신을 아이 돌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인식하려는 점은 비슷하지만, 가사노동자와 같은 거리 두기 전략

15) 사적 계약관계에 의한 가사서비스의 경우 고용주에게 하는 감정노동이 육체노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고용주가 노동자가 하는 감정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노동

은 그림자 노동이 되고 고용주에 의해서 추출되는 무급 노동이 된다. 노동자는 그림자 노

동인 감정 노동을 없애기 위해서 감정노동을 덜 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구조화하려고 노력

한다. 즉, 고용주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주 고용형태를 출퇴근으로 바꾸고, 고

용주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거부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Romero, 2002[1992]: 172-173, 

183). 

16) 표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면행위는 감정 자체를 조

작하여 스스로 만든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승객을 향한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승무원들은 표면행위로 기분이 좋은 것처럼 연기하기도 하지만, 고객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촉구를 하거나, 그 사람이 비행을 무서워하는 사람일거라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는 내면행위를 한다(Hoshchild, 2009[2003]: 5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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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들은 돌보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감정노동을 가치있

게 보고, 자신을 세 번째 부모로 지칭했다. 아이들에 한 애착의 가치가 고용주에 

의해서 인정되면, 이를 이용해서 직무를 재구성할 협상력을 갖게 되기도 했다. 특히 

좀 더 보상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일을 재구조화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Macdonald, 1996: 

252-258).17)

마지막으로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노동의 유형, 노동자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 등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자

에 한 고객의 권력이 경영진보다 크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보다 계급이나 

지위 측면에서 더 높으면 노동자가 더 큰 권력을 갖게 되고 고객들은 서비스 제공자

의 지식과 전문 기술에 의존한다(McCammon & Griffin, 2000: 286-287). 혹쉴드는 

이를 지위 보호막(status shield)으로 설명하는데, 지위는 고객이 노동자를 무례하게 

하거나 비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막 역할을 한다(Hochschild, 2009[1983]: 221). 

노동자는 고객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줄이는 전략으

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다(Leidner, 1996: 42). 

고객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감독관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고객은 서비스 과정에 해서 익숙하며 모든 일이 

눈앞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압력에 동참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탁판매와 같이 관리자와 노동자가 고객을 설득해

야 하는 공통된 이해를 가질 때는 노동자가 수혜자에 한 통제력을 더 가질 수 있

다. 이 때 고객은 조직의 통제 노력에 저항하게 된다(Leidner, 1996: 40). 

한편, 노동자와 경영진, 고객의 이해관계가 항상 갈등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며 행

위자간의 연 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형태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연 , 노동자와 

고객의 연 , 노동자를 통제하는 고용주와 고객의 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노동의 유형에 따라, 또는 같은 직무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리고 노동자가 서비스 수혜자의 행동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

다(Leidner, 1996: 39, 45). 돌봄노동자와 돌봄수혜자도 마찬가지로 돌봄의 질과 관련

17) 아이돌보미에게 보상이 되는 일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며, 보상이 되지 않고 저급한 일

로 여겨지는 것은 부모나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Macdonald, 1996: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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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노동자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이

직률이 높을 경우 돌봄수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므로,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돌봄노동자의 조건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와 수혜자의 이

해관계가 수렴되고, 같이 연 할 수 있다(Folbre, 2006: 20-23). 나아가 돌봄노동자가 

돌봄수혜자와의 연 를 바탕으로 정부로 하여금 임금인상이나 사회보험 혜택 등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Delp & Quan, 2002; Rhee & 

Zabin, 2009).18) 

이와 같이 유급 돌봄노동에 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돌봄의 사회적 조직이라

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사회적으로 조

직하는지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돌봄의 조직은 국가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며, 어떤 조건을 부여

하고 규제하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실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노

동자-관리자-돌봄수혜자라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리자는 

노동자와 돌봄수혜자에 한 관리를 시행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돌봄수혜자와 맺는 

관계, 노동자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조직의 철학과 목표도 노동자나 돌봄

수혜자에 한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에 한 통제를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 돌봄수혜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협상을 통해 일

을 재구조화하고 재해석해낸다. 이런 과정에서 돌봄수혜자의 권력 행사는 다양한 수

준으로 나타난다. 

18) 돌봄수혜자와 노동자의 연 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돌봄수혜자와 노동자의 이

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논의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서비스 노동

자 국제 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은 재가 돌봄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 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 돌봄수혜자 집단과 연

를 이루었다. 돌봄수혜자들은 노동자의 높은 임금을 지지하면서도 임금 인상이 서비스 

시간의 축소를 가져올 것을 걱정했다. 돌봄수혜자가 돌봄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구(노동

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능력을 포함)와 노동자가 직업 안정을 향상시키려는 욕구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이에 노조는 공적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을 함께 주장하고, 돌봄수혜자의 

선택 원칙을 존중하기로 함으로써 돌봄수혜자 집단과의 연 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Rivas, 

2007; Rhee & Zabin, 2009 재인용)



1장 서론

- 27 -

3. 분석틀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은 <그림 1-1>과 같이 제시하

였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배경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가족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 젠더 불평등이다.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

들이 수많은 과제들이 집중된 ‘문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

회는 가족과 사회의 노인 돌봄 부담과 노년기에 빈곤층이 될 위험, 노인의 사회적 고

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박경숙, 2003, 2004). 가족 돌봄이 사회적 돌봄

으로 전환되는 문제는 가족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한 고민을 포

함한다. 그리고 젠더 불평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첫째는 돌봄노동이 여성 

직종의 하나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노

동시장에서 주변적인 노동을 담당하고 있고, 노동자로서 제 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

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의 개편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비정규 노동자의 확 (강이수·신경아·박기남, 2015)나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민현주 외, 2007) 등의 노동시장 변수들이 여성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

고 있고 이런 조건에 기초하여 요양보호사의 상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 

내에서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다. 돌봄은 여성의 정체성이자 활동으로 여

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강제되어왔다(Graham, 1983; Leira, 1992; Daly, 

2002; Glenn, 2010). 그래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 수발자의 다수는 여성이며, 배우

자, 며느리, 딸 등이 돌봄을 도맡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정경희 외, 2001; 박경

숙, 2005). 

다음 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적 환경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보호사는 재가와 시설 요양보호사로 나뉜다. 재가와 시설 요양보호사는 

고용되는 주체가 다른데, 그 주체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업무

는 물론 위상도 달라진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재가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있고, 재가 

기관은 인력파견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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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사를 노인전문인력으로 정의하고, 자격증 관리와 직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요

양보호사의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논문의 분석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관계에 초점

이 있다.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환경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돌

봄노동의 수행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노동은 요양보호사-관리

자-돌봄수혜자와 그 가족19)의 삼각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행위자 간의 

통제는 한 행위자의 일방적인 통제를 수용하고 동의할 수도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

거나 저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리자와 돌봄수혜자의 요구는 무엇이며, 요양보호사

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노동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수용과 저항, 공모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요양보

호사의 돌봄노동이 어떤 특성을 가진 노동으로 수행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1> 분석틀

19) 노인의 가족은 돌봄서비스를 관리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서비스의 선택과 의사결

정, 공식적 돌봄서비스 제공주체와의 협상 등에 참여한다(양난주·최인희, 2013: 51). 이런 

점에서 돌봄수혜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행위자로서 같이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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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방법

이 논문은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과 관련된 행위자들에 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을 찾

고,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문헌 연구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선행 연구 검토로서 돌봄노동에 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

고, 둘째, 한국 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셋째, 요양보

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인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

였다.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이 수행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관계에 한 문

헌을 살펴보았다.

돌봄노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는 여성 직종으로서 요양보호사 노동 경험을 분

석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노동이 상품화되면서 생겨난 유급 돌봄노동과 관련된 쟁점

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유급 돌봄노동의 질에 한 논쟁은 물론 돌봄노동의 동기

와 숙련에 한 연구를 참조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활용하였

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도입되게 된 배경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살펴보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개정,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룬 법·제도 

자료,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신문기사, 그 외 인터넷 자료를 포함했다.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이 어떻게 정의하고, 요양보호사를 어떤 지위를 가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 한 자료 검토를 통

해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을 분석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노인 돌봄노동자에 한 논

문과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돌봄노동 중에서 특히 노인 돌봄노동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특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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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과정에 한 해외 연구들을 통해 분석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경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비스 노동 관련 문헌들 

특히 세 행위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용주-노동자-고객의 삼각관계로 인해 직무 통제가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리

고 각 주체들의 연 에 한 문헌들을 같이 살펴보고, 요양보호사가 이들 행위자들과

의 관계에서 노동에 한 통제, 협상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분석 자료로 참고하였다. 

2. 면접조사

1) 질적 연구의 설계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견해와 관점을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통찰력을 제공한다(Yin, 2013[2011]: 35). 질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에 있다. 특정 분야의 연구는 질적연구가 더 적절하

다는 것이다. 질적연구는 어떤 현상 뒤에 놓인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밝히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이미 알려진 것들에 한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제공

하기도 한다. 더불어 질적방법은 양적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현상을 상세

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Strauss & Cobin, 1996[1990]: 25-26). 이런 점에서 질적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범주나 변수보다는 심도 있는 묘사를 통해서 연구참여자

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알리는 데 있다(Padgett, 2001[1998]: 24). 특히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제도적·환경적인 맥락의 조건을 다룬다. 맥락적 

조건은 많은 면에서 모든 인간사에 막 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회과학 연구 방

법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다루기가 어렵다(Yin, 2013[2011]: 36).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어떤 노동경험을 하는지, 관련된 행위자들의 돌봄노동

에 한 인식과 평가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맥락적 조건을 다루는 데 있

어서 질적 연구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

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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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조사 과정

이 논문은 재가 요양보호사가 여러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돌봄노동을 

경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상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켰다. 요양보호사는 물론, 장기요양서비스

를 받는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20)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기관장이나 관리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이 행위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요양보호사의 인터뷰만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집단을 상으로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노동

경험이 중심이 되는 만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

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는 크게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로 나뉜다.21) 재가 급여는 요

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수혜자를 돌보거나 목욕, 의료서비스 제

공하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나뉜다.22) 이에 비해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받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8b).23) 이 연구에서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가 서비

20) 이 논문에서 돌봄수혜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등 상자를 의미한다. 돌봄수혜

자의 가족들은 노인의 가족이나 보호자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21) 그 외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

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에 현금 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2008b: 11). 

22)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

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

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

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

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기

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기타재가급여는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요구 제공 등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08b: 11).

23)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 노인요양시설

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케 하여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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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문요양보호사와 재가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방문요

양서비스를 받는 돌봄수혜자를 면접하였다. 

면접 조사에서 표본의 선택은 “연구 상에 한 가장 광범위한 정보와 관점의 획

득”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Kuzel, 1992; Yin, 2013[2011] 재인용). 즉 연구

참여자를 선택할 때 연구 주제에 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면담할 필요가 있다(Yin, 2013[2011]: 148).

이 논문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에 해서 많은 정보와 관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들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표집을 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노

동조건이나 노동경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영리와 비영리기관 모두를 포함했다. 관리자도 운영주체에 따라서 구분하였

고, 관리자로서 경험이 많은 상을 중심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돌봄수혜자 표집은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을 상으로 했는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기간이 길고 여러 

요양기관 경험이 있는 사례를 찾으려고 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임의표집과 눈덩이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2012년, 

2013년에 요양보호사 노동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요

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임의 표집이 이루어졌고 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소개받았다. 재

가 기관 관리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요양보호사도 있는데, 다른 노동자와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 참여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자 요양보호사

는 연구자가 면접한 요양보호사를 통해서는 추천을 받을 수 없어서 한 기관장의 면

접에서 알게 되어 소개를 받았다. 기관장은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례를 포함하고 재가 기관 및 관련 기관 근무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돌봄수혜자 및 가족은 재가 기관 관리자를 통해서 소개 받기도 하고, 연구자

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돌봄수혜자 가족을 섭외하기도 했다. 기관을 통해서 소개받은 

경우는 관리자가 특정 수혜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요양서비스 내용을 미리 파악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

고 명확하지 않은 답변은 관리자를 통해서 수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했다.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08b: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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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토와 베르토 와이암(Bertaux and Bertaux-Wiame, 1981)은 표본의 크기가 탐

구하고자 하는 사회과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연구

자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한 적절한 설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점에 도

달할 때까지 표집은 계속 되어야 하고, 수집되는 자료가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과정에 

해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 없게 되면 이러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Mason, 2002[2010]: 194-195). 본 연구에서도 면접 조사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

보가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면접조사를 중단하였다. 그 결과 인터뷰 참여자는 총 32

명으로 요양보호사 16명, 관리자 8명, 돌봄수혜자 8명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이 심의에는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방법, 연구참여자들에 한 안전성 배려

와 윤리적 수행을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 연구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관리 

방법, 연구참여자에게 받는 동의서 양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실제 면접에서는 연

구참여자에게 충분히 연구 목적과 내용, 연구방법은 물론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

에 해서 설명한 후 면접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받

은 후 면접을 시작하였다. 

면접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1개월간 진행하였다. 면접 시간은 부분 

1회로 이루어졌고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추가 면접이 이루어진 경우

는 1~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면접이 이

루어진 장소는 관리자는 기관의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는 거주지 근처 커피숍 등에

서 면접을 진행했다.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은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여 면접했다. 

보조 인터뷰로 진행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교 제 근무로 인해 추가 면접 시

간을 내는 것이 어려워 1차 인터뷰 후 전화인터뷰를 한 경우도 있었다. 면접조사와 

전화인터뷰 모두 녹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3) 연구참여자의 특성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13명이며 50~60 로 평

균연령은 57세이다. 요양보호사의 성별은 김성훈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자이다. 요

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남자 요양보호사들은 더러 찾을 수 있지만 재가 기관에서는 남

자 요양보호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한 명만 면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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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학력 경력 기관유형 비고

정미희 53 중졸 5년 비영리

이정선 56 고졸 5년 영리

서명옥 62 학교 재학 17년 영리

성현숙 56 중학교 중퇴 6년 비영리

이현미 56 고졸 11년 비영리

김윤숙 62 중졸 10년 비영리

이수연 50 고등학교 중퇴 11년 비영리

박혜자 58 고졸 7년 비영리

돌봄노동자로서 일한 경력은 요양보호사 경험만 있는 경우는 5~8년 정도이고, 이

전에 간병인이나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다른 돌봄 직업 경험을 포함시키면 10

년 이상이다. 이영미는 작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한 경력이 1년 미만

으로 최근 교육과정에 해서 파악하고, 요양보호사로서 오래 일한 참여자들과 비교

를 위해서 포함했다. 면접 당시 정미희와 서명옥, 김윤숙, 이영미는 요양보호사 일을 

쉬고 있었고, 소속된 기관의 유형은 가장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서진은 

1992년 중국에서 이주하여 이후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중국 

동포들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 추가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재가 기관 유형은 비영리가 9명, 영리가 4명으로 비영리가 좀 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은 한 기관에서 계속 고용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여

러 기관을 옮겨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영리만이 아니라 여러 영리기관에서 근무

한 경험을 부분 가지고 있다. 

요양보호사에 한 심층면접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된 동기와 노동과정, 돌봄

수혜자의 관계와 소속 기관에 한 인식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직업 선택 동

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전의 직업 경험부터 파악하였고, 돌봄노동 경험과 관련해서

는 현재 수행하는 돌봄노동만이 아니라 과거에 돌봄 경험까지 포함시켜서 차이점을 

검토했다. 이들의 경험에 돌봄수혜자와 소속기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으로 인터뷰했다. 

<표 1-1> 연구참여자 현황24): 재가 요양보호사

24)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든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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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61 중졸 1년 영리

김성훈 57 초 졸 9년 영리 남자

서진 66 중졸 6년 비영리 중국동포

김영숙 54 고졸 6년 비영리

박정화 49 고등학교 중퇴 8년 비영리

면접 참여자 중 기관 관리자는 모두 8명이며, 기관유형별로 비영리와 영리 각각 4

명이다. 센터장은 5명이고, 중간관리자는 3명이다. 조사한 기관 중 비영리는 영리보

다 규모가 상 적으로 큰 편이어서 요양보호사를 20~50명 정도 고용하고 있다. 비영

리기관 관리자는 배영은을 제외하고 모두 중간관리자이다. 영리 기관은 소규모로 20

명 이하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박혜옥과 유수정은 기존에 비영리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다가 스스로 재가 기관을 개소했다. 재가 센터를 연지 1

년이 되지 않아서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10명 정도였다.

관리자의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한 

경우여서 경력이 8년 미만이다. 관리자 3명은 간호사 출신이고, 4명은 재가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이다. 간호사 출신 3명 모두 학병원

에서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 경험은 다르다. 배영은은 장기요양보험제

도가 시작되면서 요양시설에서 간호팀장으로 2년을 근무하다가 비영리 재가 센터장

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정선미는 재가 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강사로서 다년간 일을 했다. 이정아는 오랫동안 의료봉사를 하는 기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다가 그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간관리자로 일을 하

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중간관리자는 기존에는 다양한 직업에서 일을 하

다가 자활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 

중 2명은 자활센터를 그만두고 기관을 개소했다. 서인정은 시부모가 장기요양서비스

를 받게 되면서 재가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한 경우로 경력이 가장 짧다. 

부분의 질문은 기관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와 역할, 

요건에 초점을 두었다. 관리자들이 이전 직업이나 자격, 기관유형별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한 여러 시각과 관점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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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구분 연령 경력 자격 기관유형

배영은 센터장 51 7년 간호사 비영리

정선미 센터장 56 7년 간호사 영리

서인정 센터장 54 5년 사회복지사 영리

박혜옥 센터장 48 6년 사회복지사 영리

유수정 센터장 52 9년 사회복지사 영리

박은정 중간관리자 43 6년 사회복지사 비영리

김정민 중간관리자 41 7년 사회복지사 비영리

이정아 중간관리자 45 7년 간호사 비영리

<표 1-2> 연구참여자 현황: 재가 관리자

돌봄수혜자와 관련해서는 돌봄을 직접 받는 수혜자와 가족을 모두 인터뷰에 포함

하였다. 상자에 한 인터뷰는 2명으로 모두 90 이다. 이들은 연령 와 성별은 같

지만 그 외 상황은 매우 다르다. 김혜숙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으로 혼자 일어설 수 

없고 엉덩이를 끌거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집안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가족들

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독거노인이다. 아들의 친구가 재가 기관을 알아보고 서

비스를 연결해주었다. 문영자는 아들과 손자와 같이 살고 있다. 그는 현재 고관절을 

다친 상태라 움직이기가 불편하지만 유모차를 끌면 홀로 외출이 가능하다. 두 상자

는 건강상태는 물론 가족 관계의 차이로 인해 받는 요양서비스 내용이 달랐다. 

상자 가족의 인터뷰는 여섯 사례가 이루어졌다. 돌봄수혜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가 3명, 딸, 아들, 며느리가 각각 1명이다. 수혜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례는 배우자 3

명이다. 자식이나 며느리 사례는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자주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가족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와 재가

기관에 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강춘복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돌봄수혜자의 가족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를25) 받는 수혜자이다. 그의 아내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콧줄(비위관)을 

25)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

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에서 등급 외 A, B를 받고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로 나뉘는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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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그가 아내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반 하여 집에서 돌봄을 받았다. 강춘복은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최근 아내가 사망하였고, 강춘복은 

같은 요양보호사에게 계속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박정자는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노인성 질환인 뇌경색으로 쓰러져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영남은 남편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건

강과 기능상태가 나쁘지만,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 남편은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입소시킬 

수 없었다. 현재는 주6일간 4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홀로 

남편을 돌본다. 김정희는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 질환

이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를 방문한다. 요양보호사에게는 아버지의 병원 방문 동행을 부탁하고 있다. 이

도훈은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한동안 방문요양서비

스를 받고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요양시설으로 입소했다가 최근에 사망했다.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받았을 때는 3등급이었지만 상태가 나빠지면서 시설로 입소한 

후에는 1등급을 받았다. 이지순은 치매가 심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경우인데 고

령인 시부모가 사는 집을 매일 방문하여 식사를 챙겨드린다. 시어머니에 한 돌봄은 

요양보호사, 시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돌봄수혜자과 가족에 한 질문은 수혜자의 건강상태와, 요양보호사에 한 기 , 

중점적으로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만이 아니

라 가족들의 욕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와 돌봄서비스에 한 만족도도 파

악하였다. 

서비스는 신변/활동지원과 가사/일상생활지원을 포함하고 제공 시간은 월 27시간 또는 36

시간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재가 방문요양서비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등급 외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보다 건강상태나 신체기능이 더 낫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수행

하는 노동의 강도가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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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서비스 이용기간 상자와의 관계 상자 연령 상자 등급

김혜숙 92 7년 본인 2등급

문영자 90 2년26) 본인 4등급

강춘복 79 7년 배우자 74 1등급

박정자 58 3년 배우자 61 2등급

서영남 74 3년 배우자 82 1등급

김정희 56 2년 딸 84 4등급

이도훈 45 2년 아들 75 1등급

이지순 66 3년 며느리 89 3등급

<표 1-3> 연구참여자 현황: 돌봄수혜자와 가족

한편, 보조 연구참여자로서 시설 요양보호사를 3명 포함하였다. 홍미혜와 박은주는 

50  여성이고, 김정식은 30  남성이다. 이들의 경력은 4~6년이고 비영리 요양원에

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 해서는 시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된 동기와 시설에

서 돌봄노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돌봄수혜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이름 연령 학력 경력 기관유형 비고

홍미혜 51 고졸 6년 비영리

박은주 57 중졸 4년 비영리

김정식 35 고졸 4년 비영리 남성

<표 1-4> 보조 연구참여자 현황: 시설 요양보호사

26) 문영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지상태가 좋아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

은 최근 2년 정도이다. 그 전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오랜 기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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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의 요양보호사 도입

이 장에서는 정부에서 노인 돌봄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어떻게 

조직되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가 노인 돌봄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의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돌봄을 담당할 주체로서 요양보호사의 양성과정, 업무

와 역할, 지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요양보호사 일자리에 해서

는 전체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요양보호사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국가가 노인 돌봄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요양

보호사를 어떤 직업으로 규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돌봄노동자를 

어떤 위상을 가진 노동자로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사회적 배경

1. 노인 돌봄의 사회문제화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다. 1990년부터 인구연령층의 변화

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고령화 현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정순둘 외, 2011: 813). 

특히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전후로 해서 고령화가 큰 문제로 인식되

었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4). 한국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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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현상이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선우덕, 2000).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집단이 수많은 과제들이 집중된 문제 

집단으로 부각되었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은퇴 후 사회적 지위의 

상실,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을 잃은 후 심리적 약화가 정신건강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건강 장애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

키므로(박경숙, 2003, 2004) 노인에 한 돌봄의 필요성을 증 시키고 있다. 

노인의 지위도 사회경제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장경섭, 2009). 고령인구는 사회에 

적절하게 기여하고,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노인이 누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와 자원부족으로 그들의 활동이 위

축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안정적인 고용창출보다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잔여적인 일자

리 제공에 머무르고 있다(장수정, 2009: 217-219). 고령자가 경제활동참여에 저조한 

것은 노인들의 경제적 소외로 나타난다. 노인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이다(장경섭, 

2009: 144). 게다가 노인의 빈곤율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전

체 노인 빈곤율 12.6%의 거의 4배에 가깝다. 한국의 전체 평균 빈곤율 14.6%에 비

해서도 3배 넘게 높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0년 

47.2%, 그리고 2012년 49.6%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OECD, 2013, 2015). 

노인이 의존집단으로 부각되면서 노인에 한 사회적 비용 부담에 한 우려도 나

타났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고령화 노인의 증가는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연금 보험료나 공공부조비용을 증가

시킨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의료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비용의 증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27) 이어진다. 또한 이

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조달문제도 야기시킨다(이해영, 2014: 

27)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

자가 아니다. 복지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병세가 불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입

원할 필요가 없지만, 기능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한다(김

준환, 2008; 선우덕, 2012). 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상을 사회적 입원이라고 부르는

데, 노인의료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어

서 큰 부담인 것이다(선우덕,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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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2.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의 한계와 인식 변화

그렇다면 한국 가족이 늘어난 노인을 돌보고 부양할 수 있는가? 이에 한 답은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노인 부양의 제공 주체로서 가족의 

가용성(availability)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가족 가치, 규범 등의 변화와 관련되어 가

족의 부양의지(willingness)가 있는지 여부이다(Lewis & Meredith, 1990; 한경혜, 

1998 재인용). 즉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있는지와, 노인을 부양할 의도가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들이 실제로 증가한 고령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

토할 수 있다.28)

가족과 관련된 여러 변화를 통해서 가족들의 가용성 감소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가족 구성이 변화되면서 노인을 돌볼 가족이 감소했다. 가구형태는 3세 와 4세  

이상 가구가 감소하고, 2세 와 1세  가구가 증가하면서 핵가족화와 단독가구화가 

가속화되었다(통계청, 2015). 즉, 노인 부부만 살거나, 아니면 노인 혼자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노

인실태조사가 시작된 1994년 노인독신 거주는 13.6%에서 2014년 23%로 증가했고, 

노인 부부만 동거하는 경우는 26.8%에서 44.5%로 증가했다. 2014년 현재 노인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경우는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정경희 외, 2012, 2014). 

게다가 소자녀화로 인해 가족원수가 감소하여 노인과 같이 동거하면서 돌봄을 담당

할 가족구성원이 줄어들었다(한경혜, 1998: 49). 

그리고 돌봄 역할을 담당해온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196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였으나 2014년에는 51.1%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 돌봄

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40, 50 의 중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2014년 현재 각각 

66.5%와 62.1%로 과반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돌봄을 

28) 지금까지 가족내에서 노인 부양은 경제적 문제와 노인 돌봄 부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포괄하여 다루어졌다. 가족들이 노인 돌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노인에 한 가족의 인식은 경제적 부양과 돌봄 두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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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둘째, 이러한 사회 현실이 사람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주어서 가족의 노인 돌봄에 

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돌봄에 한 의지가 한국 사회에서 점차 약화되

는 것이다(한경애, 1998: 50). 가족들은 노인 돌봄에서 경제적, 신체적 부담만이 아니

라 정서적, 사회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29)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식도 점점 쇠퇴

하고 있다(박경숙, 2002; 김준환, 2008). 특히 부모-자녀 사이의 부양관계가 개개인의 

자율적 적응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전반의 도덕적 분위기 내지는 압력에 의해서 유

지되어온 측면이 있었고, 이에 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부모에 

한 타율적인 ‘부양의무’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는 가족 간의 고부 갈등으로 드러난다

(장경섭, 2009: 232). 그리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한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박경숙, 2002: 257). 

가족들의 부양에 관한 생각의 변화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노후 생계에 해서 가족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는 비율은 1998년 조사에서는 

89.9%, 2002년 70.7%, 2006년 63.4%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2010년 36%, 2014년 

31.7%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 로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보는 비

율은 점차 증가하였는데, 2002년 18.2%, 2006년 26.4%에서, 2010년에는 47.4%, 2014

년 47.3%로 절반 정도로 높아졌다.30) 

노인에 한 부양 전체가 아니라 돌봄에 초점을 맞춰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연

구들도 최근에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되어서 전국민을 상

으로 실시된 몇차례 여론조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부분

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다. 특히 2008년 1월 여론 조사에서는 

29) 가족부양부담에서 경제적 부담은 노인 수발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이나 입원시 비용걱

정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신체적 부담은 눈의 피로감이나 머리가 무거운 등의 건강 상태

를 의미한다. 정서적 부담은 소진된 기분이나 노인에 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 보살핌에

서의 한계적 인식 등이며, 사회적 부담은 가족을 돌볼 여유나 자신의 자유 시간, 일을 할 

여유가 없는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부양부담은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상 노인 이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존재할 때, 가족구성원의 협조가 약할 

때,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 때 상 적으로 더 심화된다(박경숙, 2002: 250, 255). 

30) 이 항목에 한 1998년 사회조사의 응답 항목은 2002년에 변화되었다. 1998년 조사에서는 

노후 생계를 돌보아야 한다는 질문의 보기가 사회(국가)로 국가만 따로 응답하도록 되어있

었다. 2002년부터 가족과 정부·사회라는 보기로 바뀌면서 1998년 응답률은 인용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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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83.6%가 장기요양보호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6%로 다수를 차지했다(보건

복지부, 2008c). 노인 돌봄에 있어서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갖지만 가족 돌봄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고(정경희 외, 2001: 74), 정부와 사회가 함

께 돌봄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돌봄을 해야 할 가족 구성원만이 아니라 노인 집단에서도 

나타났다. 노인들 스스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을 꺼리고, 자녀보다는 국가에 의존하

려고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는 자녀만이 아니라 노인에게도 상

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다(공선희, 2013: 308). 노인들은 독립적인 삶의 유지나, 가족

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급 돌봄노동자에 의한 돌봄을 더 

선호하기도 했다. 가족보다는 유급 돌봄노동자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통

제한다는 인식을 느끼는 것이다(Folbre & Nelson, 2000: 135). 그리고 여성 노인들은 

목욕이나 배변과 같은 친 한 신체적 영역에 해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

치 않아서 유급 돌봄을 받는 것을 원했다. 이들은 가족들이 자신에게 신체적 돌봄을 

제공하기 보다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했다(Qureshi, 1990; Himmelweit, 

1999 재인용).

한편, 노인들이 필요한 돌봄을 가족들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

다. 인구의 고령화로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만성질환이나31) 장애를 

가진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Stone, 2004: 522). 노인 돌봄은 전통적

으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공식 훈련이나 자격 없이 수행해온 것만으로는(Nishikawa & 

Tanaka, 2007: 211)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들의 의료적 필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이 요구된다. 

돌봄 욕구의 수준도 일상생활동작(ADL)에서 생활의 질(QOL)로 변화하고 있다. 일

31)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노인의 

14.8%가 이런 경우인데, 2007년에는 72만명 정도가 요양보호가 필요하지만, 2010년에는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보건복지부, 2008b). 또한 한

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2010)에 의하면 65세~69세 사이의 연령  노인은 69.3%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70~74세는 72.9%, 75~79세는 78.2%로 연령이 높아지

면서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5~69세 노인들은 질병

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36%인데 비해, 70~74세는 39.3%, 75~79세는 46.1%로 

높아져 고령화될수록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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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동작은 ‘개인이 독립해 생활해 가는데 일어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련의 신체적 동작군’을 말한다. 기존 돌봄의 중심 목표는 이러한 일

상생활동작의 능력과 능력범위의 유지·개선에 있었으나 오늘날의 돌봄은 이를 포함

한 생활의 질과 쾌적함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은 돌봄을 필

요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자립생활의 원조를 포함한 개별적이고 더 나

아가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이해영, 2000: 19). 따라서 이러한 돌봄의 욕구

에 가족들의 돌봄이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제2절 직업으로서의 요양보호사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와 요양보호사의 역할 규정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돌봄이 사회적인 돌

봄으로 전환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고령이나 노인

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하는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즉 노인 등 상자에게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주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노인은 물론 그 가족 삶

의 질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은 몇 가지 측

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기존에 제공되던 노인 

돌봄 제도와 다르게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선별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었지

만,32)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공급된다. 그러나 

32) 노인에 한 기존 돌봄 제도들은 돌봄수혜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별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의 다수는 빈곤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도 겪고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개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만 공적 지원을 요청하도록 요구된다. 공공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취약하며,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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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으로 

한정된다. 즉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만큼의 건강상태와 신체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노

인에게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배 문제는 노인 돌봄에 한 사회연 원리에 기반을 두

어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

험체계를 통해서 비용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에 한 재원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 자치단체와 본인일부부담을 통해 조달된다. 장기요양보험

료는 모든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액의 4.05%를 내도록 했다. 본

인부담금은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내는 금액으로 시설급여는 전

체 이용액의 20%, 재가 급여는 15%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은 보험료 예

상수입액의 20%를 내도록 했다(보건복지부, 2008b: 16).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노인 

돌봄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과 다르게 사회가 공동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게 되는 주체는 공공이 아니라, 시장화를 통해서 장기요양기

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편적인 서비스로 변화하

면서 요양서비스 상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맞춰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들도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이를 해결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한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이용자에

게 선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즉,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자로 참여

하고,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서비

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경쟁체제하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 것과 달

리 서비스 상을 확보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마케팅’이 중요해지며, 서비스 상자 

수와 서비스 질 관리가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되게 되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보장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 증 를 기 하였다(보건복지부, 2008b: 2-4).

스에 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를 받을 

때 개선점을 이야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어렵다. 서비스 체계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좌우

되고 돌봄수혜자는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Twigg, 1999: 112). 장기요양

서비스 이전에 제공된 재가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돌봄 서비스에 한 질 평가가 실시

되지 않았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라는 지적

을 받았다. 또한 노인들의 욕구에 비해서 서비스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변재관·김미

혜·권금주, 2013: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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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시장화하

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많은 요양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나 편법이 동원되게 되었다. 정부가 기 한 것과 같이 서비스 

질을 바탕으로 한 경쟁만이 아니라 서비스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식의 경

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기관

의 경영불안정성로 인한 위험을 제공기관이 아니라 일선 돌봄노동자가 떠앉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석재은, 2009: 31).

다음으로 노인 돌봄을 최일선에서 제공하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

군을 창출하여 공급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들을 고용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혜자들에게 이들이 돌봄서비스를 수행하

도록 지시한다. 요양보호사는 무급의 자원봉사 형태가 아니라 유급 돌봄노동자로서 

각 기관으로부터 임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을 타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가족 요양

보호사는 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나 가족 등 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한 수

당을 지불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제공하는 돌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 한 전문적

인 돌봄을 표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

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요양보

호사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가족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돌봄의 조건은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정내 노인

에 한 무급 돌봄에 한 보상보다는 유급 돌봄노동자를 육성하여 사회적 돌봄을 

맡기는 방식인 것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의 돌봄을 보완하는 역할도 제

시한다.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신한

다.” 즉, ‘효보험’이라고 지칭하고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것으로 동시에 표방하고 있

기 때문이다. 2015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상징하는 심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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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네이밍을 선정하였는데, 요양보호사를 ‘효나누미’로 제안했다. 효는 감사의 마음

이며 가족이 가져야할 근본으로서 요양보호사도 돌봄수혜자인 노인의 가족이 되어 

효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규정하는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돌봄서비스의 확 로 생

겨난 새로운 직업 중 하나가 아니다. 적절한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면서 

가족의 돌봄이 국가의 역할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탈젠더화 없는 부분적 탈가족화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에게 맡겨져 있던 노인 돌봄이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재가 요양서비스 중

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노인 돌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재가 요양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은 탈상품화되었다고 보기는 힘

들다.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하지만, 탈시장의존성이라는 의미로 분석되기도 한다. 즉 시장에서 형성되

어있는 비용을 다 내지 않고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백선희, 2000: 

214). 탈시장의존성 측면에서 탈상품화 정도를 분석하면 장기요양서비스는 부분적으

로 탈상품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가족내에서 상품화되지 않은 돌

봄이 민간을 포함한 시장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공적 서비

스이지만, 서비스 제공 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가 중심이 아니라 시장으로 확 함으

로써 탈상품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봄수혜자들의 재가 요양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도 탈상품화가 충분하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탈상품화되어서 돌봄서비스가 제

공되고 그 외 노인들은 가족에게 돌봄을 받거나 상품화된 돌봄을 구매하던 상황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변화된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지

위와 상관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재가 요양서비스는 하루 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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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중증 노인이나 치매 노

인에 해서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또다른 상품화된 돌봄을 구하지 않고서는 돌봄

수혜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서 탈상품

화되는 효과가 적은 것이다.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의 적절성 면에서도 탈상품

화 정도가 낮다. 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요양서비스에 접근

하지 못하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서비스에 한 권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이윤경, 2009: 24). 재가 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율은 15%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참조가 된 일본과 독일 제도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다. 일본 개

호보험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은 시설과 재가 급여 모두 10%이고 독일은 시설 이용자

에 해서만 10%를 내도록 되어 있다(제갈현숙, 2009b: 224). 돌봄 상자들에게 본

인부담금의 여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석재은, 2008a: 

31).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기초수급자보다 일반노인이나 의료급여자의 재가 요양서비

스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인부담금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이

다(이윤경, 2009: 25).33)

두 번째로 재가 서비스는 탈가족화 정도도 높지 않다. 돌봄의 탈가족화는 돌봄이 

가족 밖에서 혹은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이 돌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송다

영, 2014: 4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2항에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다. 재가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요양시설 이용시보다 낮은 이유

도 재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재가 서비스는 요양시설의 이용보다 

탈가족화 효과가 낮다. 요양시설에서는 가족들의 도움 없이 노인 돌봄이 가능하지만, 

재가 서비스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제공되므로 나머지 시간 동안 노인을 돌봐줄 가

족을 필요로 한다. 

3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다르게 

부과한다. 일반 노인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15%를 부담하지만, 기초수급자는 무료이

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등 경감 상자는 7.5%를 부

담한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초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데 부담이 없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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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가 요양서비스는 돌봄을 재가족화 시키는 기능을 했다. 재가 서비스

의 목적은 가족들이 돌봄을 가족내에서 계속 지속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Fischer & 

Eustis, 1994: 288).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

입되었지만, 충분히 그 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도 

돌봄을 재가족화하는 기능을 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돌봄을 덜어주기 보다

는 가족의 돌봄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재가족화했다.

탈가족화 정도가 낮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내 성별분업을 지속시키는 역

할을 한다. 특히 가족 돌봄 제공자에 해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들은 가족 돌

봄을 강화하고, 돌봄을 다시 사적인 영역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이삼식외, 2012: 55).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더라도 가족내 

여성들이 나머지 시간에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탈젠더화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내에

서 돌봄의 탈젠더화와 관련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도입은 노인 돌봄에 한 성역할

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분 노인의 배우자나 딸, 며느리 등의 여성들이 

가족 요양보호사를 담당하면서(최인희·김정현, 2013), 사적 영역에서 돌봄은 여성의 

역할로 유지되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공급 측면에서도 탈젠더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의 도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2000년  중

반부터 정부는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자리 육성 분야로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돌봄은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영역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염두에 두었다(여성가족부, 

2005, 2006). 그리고 참여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면서 공공과 

민간에 한 일자리 창출 주요 전략분야로 다루었다. 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인력 규모는 상 적으로 적은 데 비해,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오은진·노 명, 2009: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여

성과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을 제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보건복지부, 2009a).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에 여성이 79%를 차지하는 만큼(보건복지부, 2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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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이 여성일자리로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탈젠더

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유급 돌봄노동 직업을 적극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로 육성했고 남성 노동자를 돌봄 직업으로 유인할 만한 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돌봄을 남녀 공동의 일로서 변화시키는 탈젠더화 전략은 배제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가족의 돌봄이 사회의 돌봄으로 확 되었지만 가족내에서 여성의 일로 규정된 돌

봄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돌봄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여성을 신하여 또 다른 여성이 노인의 돌봄을 맡는 방식

으로 조직되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서 선택하는 일이 요

양보호사이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히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돌봄이 조직된 방식을 분석하

면 노인 돌봄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인 개인이 가족의 도움이나 상품화된 돌봄을 구입하지 않고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장기요양서비스는 탈상품화되지도, 탈가족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탈젠더화

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족내에서 돌봄을 남성도 공유할 수 있도

록 독려하거나 또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남성 노동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조

치 없이 돌봄의 젠더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제3절 노인장기요양기관 확대와 요양보호사 수급

1. 장기요양기관 간의 경쟁 체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물적·인적 인프라가 상당부분 갖추어진 후에 제도를 

실행했던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의 여건과 달리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서 추진되었다(김철수, 2010: 10). 게다가 서비스 상이 한정된 선별적 서비스에서 

34) 2011년 보건복지관련 산업일자리 조사와 비교하면 여성 비율이 조금씩 더 증가하는 추세

를 볼 수 있다. 2011년 12월 기준 전체 보건복지관련 산업 종사자중 여성은 77.7%, 2012

년 12월에는 78.6% 였으나, 2013년 6월 통계에서는 전체 1,441,729명 중 79%인 1,138,284

명이 여성노동자였다(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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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프라 확충이 급선무 과제

로 두되게 되었다. 정부는 설치 주체나 장기인력기관 인력 기준 등을 완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기존에는 비영리기관만이 설치 주체

가 되었으나, 운영주체에 한 자격제한이 철폐되어 개인이나 영리기관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김병한, 2012: 161-162). 서비스 제공자 선별 메커니즘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소기준만을 충족시키면 

되고, 제공자의 주체나 수량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석재은, 2008a: 32). 

이러한 정부의 설립 기준 완화와 기관 설치 독려로 인해 급격하게 장기요양기관이 

설립되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16,54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재

가 기관은 11,672개소(70.6%), 요양시설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재가 기관

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제도 시행 전 3,630개였던 재

가요양기관은 2014년 현재 11,672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재가 요양기

관의 수는 제도 시행 초기에 급격히 늘어났는데 제도 시행 후 1년반만에 이미 재가 

기관 수가 11,931개로 늘어났다. 2008년 6월과 비교하여 1년 반 사이에 3배나 증가

한 것이다.

구 분
2008.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계 3,630 1,271 11,931 2,629 11,228 3,751 10,857 4,061 10,730 4,326 11,056 4,648 11,672 4,871

<표 2-1>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

자료: 보건복지부, 2009b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3, 2014.

요양기관의 급격한 증가는 인프라 확충에만 신경을 쓴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

한 것이다. 재가 기관은 시설에 비해서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아 단기간

에 기관 개소가 급증했다.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심이 되

었다(이윤경, 2009: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방문요양기관의 설치

기준이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3명 이상, 16.5m²(약 5평)의 사무실 공간 확보로서 아주 

소규모로도 기관을 개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관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후 방문

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요양보호사 기준을 1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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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20%를 상근인력으로 두도록 변경하였다.35) 인력기준 변경 이후 방문요양기관

의 신규설치가 감소했다. 2009년 이후 전체 재가 기관의 숫자도 큰 변화가 없어서 

신규 설치가 크게 줄어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2,288개소가 있으며, 그 중 방문요양기관은 1,651개소이다. 2013년 1

월 1일 이후에 생긴 신설 방문요양기관은 653개소로 전체의 40%나 된다. 2015년 1

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기관도 289개소에 이른다.36) 재가 기관의 상당수가 안정적으

로 운영, 유지되기 보다는 폐업하고 새로운 기관들이 계속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돌봄서비스가 정부에서 공급기관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요자들에게 선택

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미 기관간의 경쟁을 기초로 하는데, 설치 규제 

완화로 인해서 과당경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규제 완화는 단시간내 재가 기관의 

급증은 물론 소규모 재가 기관의 과다 설립과 신생 기관의 높은 비율로 이어졌다. 그

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일종의 유망산업처럼 간주되면서 자본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되었다.37)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출시 표준운영모형에서는 방문요양기

관의 이용자가 40명으로 설정되었으나 실제 평균이용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

관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38) 

이 영세 기관들은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 돌봄수혜자를 모집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새로운 이용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관 홍보에 집중하였다. 기존에 노인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던 비영리기관에서도 기관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 다른 복

지서비스 사업단을 통해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 하는 노인을 발굴하기도 하

고, 노인정을 다니거나 버스 광고를 하기도 했다. 

돌봄수혜자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기관 운영이 달라지므로 불법적인 홍보

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에 한 보호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보호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 공단 지사 앞에서 기관 전단지를 돌리면서 홍보를 했다.

35) 방문요양기관의 배치 기준 15명은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가 아니라 재가 기

관이 확보하고 있는 인원 기준이다. 

36)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2016년 1월 1일 기준. 

37) 한겨레신문. “ ‘장기요양 상’ 65살이상 20명중 1명… 모두 32만명. 2013년 4월 22일자. 

38) 데일리메디. “한국 방문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여전”. 2010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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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탁 꺼내주는데 보니까 센터 자료가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

게 됐냐니까 (장기요양서비스) 설명회를 가면 그 센터장들이 와서 이걸 다 돌린대요. 

실은 그 앞에서 돌리는 건 불법이거든요. 공단에서 교육이 끝나면 교육 앞에서 돌려

요. 그거 못하게 하는데. ‘나는 왜 우리 센터가 연락이 안 되나?’ 그랬는데 거기서 다 

돌리는. 실은 고민이 돼요. ‘그걸 해야 되나?’ (정선미, 재가관리자)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수혜자 확보를 위해서 제 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

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혜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상

관없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있는 기관에서 돌봄수혜자와 계약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경우는 재가 기관장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한 돌봄

수혜자가 많았다. 돌봄수혜자의 가정이 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돌봄수혜자의 

관리나, 요양보호사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

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관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를 확 하면서 기관들이 서비스 질에 따라 

경쟁을 할 것으로 기 하였다. 그러나 인프라 확 에 초점을 두고 재가 기관 설치를 

용이하게 만들어 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이들 기관들의 경쟁은 서비스 질이 아

니라 서비스 가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즉, 돌봄수혜자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을 금지하고 이에 한 처벌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고39), 2014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면제는 여전히 일어나

고 있다. 타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비용을 할인해줄테니 기관을 옮기라는 제안을 하면

서 이용자를 뺏기도 했다.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

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폐쇄명령 1년) 이며,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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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5% 내는데 일주일에 4시간씩 하는 것도 십 몇 만원씩 내요. 그러니

까 그 돈이면 어디에요? 계속 센터, 다른 센터에서 방문해가지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자기 기관으로 오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저 없을 때만 와요. (이현미, 재가요양

보호사)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가 돌봄수혜자의 본인부담금을 납하고 실제로는 노

동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행위 중 하

나였다(윤정향, 2012: 283). 요양보호사는 매달 자신이 제공한 일정표에 돌봄수혜자

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돌봄수혜자도 본인부담금 할인 신, 돌봄서비스 시간이 줄

어드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런 편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관, 요양보호사, 돌봄

수혜자 모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다. 

돌봄수혜자나 그 가족들이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불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본인부

담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등급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월 한도액 1,196,900

원의 15%인 약 18만원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한다. 매달 18만원이라는 금액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액수이다. 그래서 수혜자 가족

이 본인부담금 할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수연이 돌보는 노인의 아내는 장기요양기

관을 알아보면서 여러 기관과 면접을 했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곳으로 선택했

다. 그런데 그 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 로 하지 못해서 기관도 교체하

게 되었다. 그는 이전 센터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아서 10만원만 냈으니, 새롭게 

계약한 기관에게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호자도 이것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

신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전 기관과 계약할 때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계약한 기관

에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요청한 것이다.

어르신이 타센터에서 일할 때 타센터에서 사람을 보낼 때 10만원만 줬대요. 그러면

은 나머지는 센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안 들어갔어도 들어간 걸

로 하고. (그럼 선생님에게도 10만원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 사무실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예. 바로 받아들였어요. 할머니가 그게 불법이라는 건 할머니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할머

니도 아니까.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직업으로서의 요양보호사 도입

- 55 -

노인 부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시간을 줄여서 본

인부담금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이현미가 돌보는 노인 부부는 두 명 다 장기요양등

급을 받았는데 각자 하루에 최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명은 

월·수·금 4시간, 다른 한명은 화·목 4시간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들

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월한도액이 981,100원이므로 본인부담금은 최  15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두 명 모두 하루에 4시간씩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 본인부담

금이 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인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부부 2명

에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지만 경

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비용을 더 부담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본인부담금 적용

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관에서 수혜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를 해주면 다른 

영역에서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손쉽게 희생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임금이다. 복지

서비스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사업비의 부분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

기관의 효율화와 비용삭감이란 인건비의 삭감을 의미한다(박기남, 2008: 45). 낮은 

임금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봄수혜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수혜자를 확보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구인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노동자는 많지만, 요양보호사의 질적 관리가 되

지 않아서 기관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장우심, 2009: 266). 재가 기관의 과

잉 공급도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집 근처 

어디에서든 장기요양기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 한 소속감이 적

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당 몇백원의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 전에는 (재가 기관이) 적어서 내가 모를 적에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문만 열고 

나오면 있더라고요. 무슨 복덕방 간판 있듯이. 심심치 않게 시장 바닥에도 간판이 있

고, 버스정류장에도 간판이 있으니까 굳이 차비 들이고 점심 사 먹어가면서 하루 4시

간, 3등급 요양3등급 하면은 4시간 배정받잖아요. 그래봐야 월급 60만원인데 차비 

쓰고 점심 사먹고 길에서 버거우니까 근처 동네에서 슬슬 점심값 안 들이고, 요즘은 

점심값 5천원으로 못 먹잖아요. 5천원이면, 시간당 얼마 받는데. 그래서 동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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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까 어쩔까 경험을 해볼까. (김윤숙, 재가요양보호사)

2. 공공성이 부족한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문제는 형식이나 절차적 측면과 서비스 내용 측면

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의 공공성은 서비스 공급주체 중 공공

부문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포함한다. 내용적 측면은 요양서비스가 얼마

나 노인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도록 평등하게 제공되는지를 의미한다

(이미진, 2008b: 3-5).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

지만 서비스 공급 주체인 장기요양기관 현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

볼 때, 이것이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관의 참여에 집중

함으로써 공적 서비스 제공 역할을 제 로 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로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

는데 초점을 두고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설명회를 전국을 순회하

면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영리법인이 49%

를 차지하는 등 민간 참여가 활발한 것을 예로 들어서 민간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였

다(보건복지부, 2008a).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는 이 설명회에서 재가 장기요양서비

스 창업에 해서 안내하였다. 협회에서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떠오르는 유망 사

업,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

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라는 개념보다는 성

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상권 조사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철한 서비스 정신 등

을 강조했다(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정부는 공공기관의 확 보다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더 독려했고, 장기요양기

관의 설치를 이윤 창출을 위한 창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노인 돌봄을 국가의 책임 확

보다는 민간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요양기관의 16,543개소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228개소

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반 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기관은 76%에 달했다. 특

히 재가 기관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더 적어 전체의 1%였다. 개인이 



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직업으로서의 요양보호사 도입

- 57 -

운영하는 민간기관은 79.2%로 다수의 기관이 민간, 특히 개인에 의해서 설립되었

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구분
재가 시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방단체 120 1.0 108 2.2 228 1.4

법인 2,242 19.2 1,425 29.3 3,667 22.2

개인 9,245 79.2 3,324 68.2 12,569 76.0

기타 65 0.6 14 0.3 79 0.5

계 11,672 100.0 4,871 100.0 16,543 100.0

<표 2-2>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4.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의 기관 현황과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2008년 말 재가요양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율은 1.6%로 109개

소였는데, 6년이 지난 2014년 현재 고작 11개소가 증가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2008년 2,269개소에서 2,242개소로 감소했다. 개인에 의한 기관 설립은 급격히 증가

하면서 전체 장기요양기관에서 법인 설립의 비율이 34.3%에서 19.2%로 크게 줄었다. 

법인 설립은 감소하고, 개인 민간기관이 증가하면서 소규모의 장기요양기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의 참여 감소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만큼의 비용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송다영, 2014: 438).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방단체 109 1.6 114 1.1 120 1.0

법인 2,269 34.3 2,267 20.9 2,242 19.2

개인 4,024 60.8 8,412 77.5 9,245 79.2

기타 216 3.3 64 0.6 65 0.6

계 6,618 100 10,857 100 11,672 100.0

<표 2-3> 설립구분별 재가 요양기관의 추이

(단위: 개,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08, 20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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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시장에서 영리부문과 경쟁을 하는 비영리부문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서는 영리추구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비영리 부문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이미진, 2008b). 비영리기관이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상황은 요양보호

사의 노동조건에도 접하게 영향을 미쳤다. 비영리 재가 기관의 영리 추구는 돌봄노

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또 요양보호사에게 좋은 노동조건

을 보장하는 비영리기관이 과당 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기관으로부

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비영리기관이 민간기관들과 같이 불법

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돌봄수혜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상자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

리고 많은 비영리기관에서는 돌봄수혜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해서 관리자가 적극적

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돌봄이용자들이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생존 경쟁에

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을 지지하려는 기관들이 살아남는 것은 어려

운 상황인 것이다.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내용적인 측면의 공공성도 확

보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평등하게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나 비영리부문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이익을 극 화

하려는 시장에 돌봄서비스를 맡겨둠으로써 기관들이 노인들을 선별하는 상황들이 벌

어지기 때문이다. 즉, 장기요양기관이 특정 수혜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크리

밍(creming)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Van Slyke, 2003: 301).40) 

또한 영세 민간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의 질적 편차 문

제도 제기되었다(박동자, 2012: 247). 노인요양기관의 설립이 출발부터 신고제로 운

영되면서 기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한 이해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박

진, 2014: 18). 부분의 기관장이 관리책임자를 겸직하고 있고 경력이 전무하여 서

비스 조정이나 요양보호사 관리 등의 전문적인 관리 자체가 불가능했다(이준우·서

문진희, 2009: 167). 요양기관이 적절히 노동자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돌봄수혜자들

이 자질이 없는 요양보호사한테 돌봄을 받으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박기남, 2008: 

32). 경험이 있고, 요양보호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장이나 관리자의 부족은 요

40) 요양시설의 경우는 수가가 높은 중증의 노인을 선별적으로 입소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김

준환, 2008: 72),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의 요양시설에서는 석션 등의 의

료행위가 필요한 중증 노인을 받지 않는 등의 크리밍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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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의 중심 축이 되어 시군구에서 직접 공공 요양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공공 장기

요양시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또한 운영주체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외에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통해서 비전문적이고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조

경애, 2008; 제갈현숙, 2009a; 최경숙, 2010; 박 진, 2014). 

3. 요양보호사 인력 수요와 공급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상자에 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는 주요한 인력이다(엄기욱, 2008: 41). 요양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 

중 요양보호사는 2014년 현재 266,538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그만큼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 인력 운영에서 요양보호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양보호사 현황을 시설과 재가로 나누어보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56,072명, 재가는 

216,358명으로 재가 기관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전체 요양보호사 중 79.4%에 

달했다.41)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요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 17만명에서 2014년

에는 27만명으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10만명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사람은 123만명 이상이어서 실제 일하는 비율은 자

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1/5밖에 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 모두를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려는 실공급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자격증 취득자 중 20%

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너무 과잉 공급되어있고, 자격증 취득만으

로는 고용으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수요의 부족

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한다는 지적들도 많다. 

41) 전체 요양보호사 266,538명은 재가 요양보호사 216,358명과 시설 요양보호사 56,072명을 

합한 272,430명 중 중복된 사례를 제외한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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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점유율

계 187,540 246,017 250,863 253,115 274,243 292,889

사회복지사 4,944 5,862 6,133 6,751 7,506 11,298 3.9%

의사(촉탁포함) 852 997 1,081 1,142 1,233 1,324 0.5%

간호사 3,096 2,986 2,838 2,735 2,627 2,683 0.9%

간호조무사 3,873 5,069 5,859 6,560 7,552 8,241 2.8%

치과위생사 19 17 7 7 4 5 0.0%

물리(작업)치료사 1,207 1,412 1,530 1,626 1,740 1,813 0.6%

요양보호사 172,889 228,955 232,639 233,459 252,663 266,538 91.0%

영양사 660 719 776 835 918 987 0.3%

<표 2-4>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단위: 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3, 2014.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체 

노인인구는 2009년과 비교해서 2014년에 120만명 정도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

청자 및 인정자도 증가했는데, 2014년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2009년보다 1.4배, 인

정자는 1.5배 늘어났다. 인정자가 많아지는 만큼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요구된다. 그

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증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만 수급 자격을 한정함으

로써 수급 상이 극히 소수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을 하려는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석재은, 2008b; 보건복지부, 2012), 인정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노인인구
(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736,879

인정자
(노인인구 비 

인정률)

286,907
(5.4)

315,994
(5.8)

324,412
(5.7)

341,788
(5.8)

378,493
(6.1)

424,572
(6.6)

<표 2-5>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인정자 현황

(단위: 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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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요양보호사 자격과 양성과정의 문제

1. 요양보호사 자격의 과잉 공급

요양보호사는 노인에 한 돌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법 39

조 2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

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양보호사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된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업무를 전문적

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

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자격증을 교부

받게 되며,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서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돌봄을 제공할 공급자 확보는 물론 요양보호

사 양성도 급격히 이루어졌다.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짧은 시간 내에 용이하게 만들었다(윤희숙외, 2010: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교육원에서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보

호사가 단시간에 엄청나게 배출되었다. 2008년 3월부터 자격증이 교부되었는데 2008

년 한 해 동안 33만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2009년에 이미 60만명을 넘어섰다. 이

에 반해 돌봄을 받을 장기요양등급인정자는 2008년 214,480명, 2009년 286,907명으

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요양보호사 과잉

공급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에 요양보호사로 실제로 일을 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증을 딴 사람도 많았다. 예를 들어 13세의 나이에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89세의 노인

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 8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는 577,925명이었

는데, 70  이상의 노인 2,190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10  1,495명이 자

격을 취득했다.42) 2014년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발급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3

42) 마이데일리. “요양보호사 나이가 13세? 89세?”. 2009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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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정도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볼 수 있다(2014.10.31. 기준). 2008

년 33만명에서 9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정자 수

는 42만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수의 1/3 정도이다.

이렇게 자격증이 남발됨으로써 자격증의 가치가 저하되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증명서 정도로 간주되었다. 자격

증의 남발은 자격증이 노인요양인력의 최소한의 질을 보증해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

도록 했다. 요양보호사 직종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요양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전병유, 2010: 

70).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자격 취득자의 다수가 여

성이라는 점이다. 여성 취득자는 112만명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며 남성은 10만

명 정도로 8.7%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단계

부터 이미 젠더화된 상황을 보여준다. 가족내에서 여성이 돌봄의 부분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공적 영역에서 직업으로 된 돌봄노동도 여성의 일로서 간주되어 소수의 

남성들만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단위: 명, %)

구분
총계 여성 남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1,231,286 100.0 1,123,859 91.3 107,427 8.7

자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14년 12월

<표 2-6>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현황(2014.10.31.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의 과잉 공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닌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노동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요양

보호사가 최근 제도화된 돌봄 직업에 한 국가자격증으로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능

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만이 아니라 다른 돌봄 직업에서도 입직요건으로서 기능했다. 노

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이 

아니라, 중증질환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제공되는 가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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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비스를43)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노인을 돌보지 않는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은 정체

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문제점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부 요양병원이나 학병원에

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도 노동자의 자질 관리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가 필수 요건이다. 이런 일자리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진입한다고 해서 임

금 인상 등의 자격증에 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서비스 직업에서도 최소 기준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2.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문제

1) 자격기준과 양성교육·직무교육

요양보호사 자격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

격해야 취득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

격증을 교부받았으나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었다. 자격시험은 요

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요양보호론에 한 필기시험과 요

양보호와 관련된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전에 생활지도원44), 가정봉사원,45) 간병인 등의 경력이 있거나 다른 국가자격을 소

43)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상은 만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

정, 한부모 가정이다. 이용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44) 생활지도원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입소자에

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로, 양로시설과 

같은 노인주거시설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기본적으로 노인에게 신체

수발 서비스, 식사보조, 이동보조, 여가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김인주·주효

진, 2008: 307). 

45) 가정봉사원이라는 단어는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로 사용된 용어이지만, 재가노인복

지사업은 1986년부터 시작되었다. 가정봉사원은 단독세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

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서적 서비스, 가사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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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경우 그 시간을 감면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요양보호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2급은 1급

의 교육시간의 절반인 120시간 교육을 받고 자격취득 후 간병이나 요양업무 경력 1

년 이상인 경우 승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급과 담당 업무에서도 구분이 있었는

데, 1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

면 2급은 신체활동지원을 제외한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할 수 있었다. 1급은 중

증 노인을, 2급은 경증 노인을 담당하여 돌보게 되는 것이다(이광재, 2007: 140). 그

러나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2급 자격증은 취업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이유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장우심, 2009: 284), 급수의 구별은 사라졌다. 현재는 자격

이 통합되었으며, 과거 2급을 딴 요양보호사의 경우 승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명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의 구분은 처음부터 승급의 의미로 작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요양

보호사 승급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 1급, 2급의 구분은 돌봄 활동의 영역 차이

였을 뿐, 이에 따른 임금 차이는 없었던 것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노인의 등급에 따

른 수가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시간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1급 자격인 

요양보호사가 중증의 노인을 담당한다고 해서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

다. 

구  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표 2-7>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간병서비스, 여가서비스 등을 담당하였다. 파견서비스 내용은 이후 조금씩 변화했지만 기

본적으로 개인활동, 가사지원, 말벗 등의 정서에 한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포함하였다(변

재관·김미혜·권금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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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서 표준 교육교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이 교재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의 

교육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 현장실습으로 

구분된다. 이론강의와 실기는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으로 구분되며,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현장

실습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각각 40시간이다.

교육과정 내용은 기본적으로 노인에 한 이해, 건강상태나 주요 질환 등에 한 

의료적인 기초지식, 그리고 구체적인 요양보호기술에 한 것이다. 또한 치매 상자

에 한 이해, 임종 및 호스피스 기술, 응급처치기술 등 일상적인 상식 수준의 지식

이 아니라 특수한 지식들을 포함한다. 

각 영역의 내용과 할애하는 시간은 제도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다. 

가장 큰 변화는 특수요양보호각론의 추가로 볼 수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요양

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세 영역으로 이루어지던 이론/실기 

수업에 특수요양보호각론이 추가되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임종 요양보호와 응급

처치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으나, 치매요양보호기술까지 포함하여 특수요양보호각

론이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되고, 그 시간도 늘어났다. 

이론 영역 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이다. 요양

보호관련 기초지식은 의학, 간호학적 지식으로서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노인의 주요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

입 초기에 이론 16시간, 실기 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에서 이론 12시간, 실기 3

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세부 

영역이다. 

의학, 간호학적 지식은 먼저 노화로 인한 신체·심리적 변화와 노인이 앓는 주요 

질환의 원인, 증상, 치료방법을 포함하고, 이 질환별로 요양보호사가 취해야 할 조치

에 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비뇨·생식

기계, 피부계, 신경계, 감각기계, 내분비계, 심리·정신계의 10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각 영역별 질환 총 32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화기계와 관련해서는 위염, 위궤

양, 위암, 장암 등 질환들에 해서 그 원인과 증상, 치료방법 등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증상에 비할 때 필요한 내용, 이 증상에 한 가족이나 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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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노인 통증이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한 내용도 포함된다. 노인이 통증을 느낄 때 

어떻게 관찰하고 처할지 등의 교육과,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 

운동, 수면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담겨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노인에 한 전반적인 의학, 간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

자의 신체케어를 담당하도록 양성되고 있다. 노인의 영양 섭취와 배설, 개인위생 및 

환경, 체위변경과 이동,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등 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데 이론 23시간, 실기 36시간 등 많은 시간

이 할애된다. 

2010년 1차 개정판부터 추가된 특수요양보호각론은 치매요양보호기술과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응급처치 기술을 포함한다. 치매요양보호기술은 치매 상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치매 상자들인 반복적인 질문이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수면 장애, 배회 등의 문제행동을 할 때 처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치매 상자와 의사소통 하는 방법,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는 죽음 및 임종의 단계, 호스피스 진행 과정 등에 한 것이다. 

응급처치 기술은 질식, 경련, 화상, 골절, 화재, 출혈 등의 상황을 어떻게 관찰하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울 수 있는지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게 된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의학적, 간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교재에서 

특수요양보호각론을 추가하여 치매요양보호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를 보여준

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일반 상식 수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요양보호를 전문적으

로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노인의 신

체적, 정신적인 상태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절하게 비

하고, 문제 상황이나 응급상황에 적합한 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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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노인의 인권 및 학 예방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처 등)

8 6

요양보호
상자 이해

• 노년기 특성(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실기)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會陰部) 청결 돕기
•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4 6

<표 2-8>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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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각론

•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효율적 의사소통
•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 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 상자의 일상생활지원
• 치매 상자의 문제행동 처
• 치매 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죽음 및 임종단계
• 호스피스의 개요
• 임종 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기술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기본 소생술

4 6

소 계 ① 80 ② 80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 계 ③ 80

총 ① + ② + ③ 240

한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는 직업윤리와 자기관리에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

다. 교육 교재에는 요양보호사는 ‘사람의 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프로정신, 공동체 의식, 공정한 경쟁의 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상자를 

인종, 연령, 성별, 성격 등의 이유로 차별 우하지 않으며,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상자의 자기결정을 최 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a: 74-76). 또한 실습지침에서는 자세와 복장, 

상자의 태도에 한 매우 구체적인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태도는 ‘항상 웃

는 얼굴로 사람들을 한다’, ‘ 상자를 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기본 얼굴 화장은 예의이지만,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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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향수,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알반지는 착용하지 않는다.’, ‘신발은 트이지 

않은 단화를 착용하고, 바른 걸음을 걷는다.’ 등(보건복지부, 2014a: 595), 매우 구체

적인 복장과 자세에 해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요양보호사 양성 내용이 돌봄 상자와 관련해서는 노인의 인권과 학  예

방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부터 전반적으로 돌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만, 노동자로서 요양보호사가 알아

야 할 정보나 권리에 한 교육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앞서 직업윤리나 자기 관리에 

많은 내용과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의무만을 

강조한 채, 직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한 관리를 노동자

의 ‘자기관리’ 영역으로 넘겨두고 있는 것이다(권수현, 2013: 67). 요양보호사가 경험

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 질환 예방 등 처법은 그나마 교육교재가 개정되면서 

자세하게 추가되었다. 하지만 권익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한 설명은 아주 간

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46)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이 권리

를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처해야 하는지에 한 내용은 부족하다. 본 연구 참여자

들은 이전에 전업주부였거나, 자영업자로 일을 해 와서 노동자로서 권리에 해서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도 요양보호사가 노동자로서 권익을 인

정받는데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

46) 아래 내용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에 제시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전체 내용이다. 요

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영역은 전체 33페이지 분량으로 요양보호사 건강과 안전에 

해서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그 외 노동조건에 해서는 짧게 언급할 뿐이다. 

가. 근로에 관한 보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

해 제정되었다.

(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①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②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취업규칙 내용(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

④ 종사자가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참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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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 노동자로서 필요한 정보의 부재는 요양보호사가 노동권을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노동조건에 해서 무엇이 문제인

지 스스로 파악하기도 힘들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체계는 유사업종인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조무사(고등학

교 졸업자 또는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으로 740시간의 학과교육

과 780시간의 실습과정 이수가 기본조건) 자격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재 

240시간의 교육시간으로는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무 및 지식을 전달하기에 미흡하

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서영, 2012: 143-144).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직

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도 초창기부터 계속 이어져왔다(박기남, 2008; 

제갈현숙, 2009a; 전병유, 2010; 이서영, 2012; 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권수현, 2013).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상향평준화, 장기요양 급여의 질 제고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3년부터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직무 교육은 총 8시간으로 

4과목에 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노인의 인권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시간), 치매의 이해(1시간), 일상생활의 안전관리 및 노인운동(2시간), 요양급여의 

기술(4시간), 제도 관련 및 법령 등이다. 2014년도에는 노인의 인권(1시간), 안전 및 

감염관리(2시간), 노인응급처치(1시간), 노인질환별 요양급여의 기술(2시간), 근골격계

의 질환 예방(2시간)으로 교육 내용이 수정되었다. 2015년도에는 교육 과목과 교육시

간은 같지만, 추가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  바로알기, 욕창관리, 복지용구, 재가

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47)에 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변경되었다. 

직무교육의 내용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일부 영역에 한 재교육으로 볼 수 

있다. 표준 교육 교재 내용과 거의 유사한 과목도 있지만 일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좀 

더 구체적인 실습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직무 교육 내용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는 정도로 심

화된 교육은 아니며, 요양보호사 직무 능력 향상이라는 직무교육의 취지에 충분히 부

47)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자태그(IC칩)에 내장된 정보를 전파를 이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읽는 차세  정보인식 기술이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이용하고 있

다. 즉, RFID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휴 폰)기기를 이용하여 방문3종(방문요양, 방문목

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내역(서비스 시작·종료)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전송된 자료를 

청구와 연계하여 심사·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용어사전 http://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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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더군다나 직무교육 이수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수사항이 아니며 직무교육을 강제하

는 규정이 없다. 2016년 재가 기관 평가부터 직무교육 이수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간접적으로 직무 교육 이수를 받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신설되었다. 가능한 

많은 요양보호사가 직무 교육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요양보호

사들의 직무 능력을 평준화하는 것은 어렵다. 기관에 따라 서비스 질의 편차가 나타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직무교육의 이수는 중요하지만 이에 한 적절한 

감독이 부족하다.

2)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훈련의 문제점

요양보호사 교육은 먼저 교육원의 난립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시·도 지정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결정하여 교육

원이 우후죽순 늘어났다.48) 적정 교육기관이 200여 곳으로 추정된 것과 달리, 요양

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월에 불과 101개소 였던 곳이(김철수, 2010: 12), 

2달만인 3월 10일에 이미 750개소로 증가했다. 6월을 넘기면 여유 인력 양성까지 마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교육기관을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쟁이 심각했다. 이 

때문에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끌어모으기 위해 ‘결석해도 자격증을 준다’고 꼬드기

거나, 서류에만 전임강사를 두는 편법들이 이루어졌다.49) 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의 숫자가 수입을 결정하므로 교육주체로서 요양보호사의 기능 향상에 주력하

기 보다는 이윤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제갈현숙, 2009b: 222). 교육기관들의 

경쟁과 편법 운영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제 로 시행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요양서비

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 간의 교육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이

혜승·유승현, 2012: 70), 교육기관의 편법 수강생 모집도 이루어졌다. 최근에도 이러

한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2014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영미는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고 교육원을 알아보던 중 교육 수강료를 수업 후 환급해준다는 광

48) 교육기관의 설립방식은 2010년 시설·인력기준을 맞추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는 지정

제로 전환되었다.

49) 한겨레 신문.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못 믿을 자격증’ ”. 2008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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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속아 집에서 가까운 교육원이 아닌 1시간 거리의 먼 교육원을 다녔다. 

여기에 교육원이 많잖아요. 여기 근처에 많은데 아들이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엄

마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가 교육원을 알아보다가 저 A구에. 교육비가 

50만원 들잖아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려면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면 그걸 환

불을 해준대요, 그 교육원에서. 근데 그게 사기였어.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없다고 하

더라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여기에서 1시간 넘게 왔다갔다 교육을 받았죠. 도시락

을 싸갖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산모도우미? 그런 교육도 

받으라고 해서 받고 이랬는데 결국은 (환급을) 못 받았어요. (이영미, 재가요양보호

사)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지에 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만으로 노동자들이 돌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

은 것이다. 부실한 교육내용으로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돌봄수혜자에게 어떻게 돌봄

을 제공해야 할지를 몰랐다.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한 처 교육도 현재 교육과정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양보호사 교육만 받아서, 자격증만 받아서 현장에 나가면 겁났

었거든요. 내가 뭔 일을 해야 할지, 어르신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사실은 뭐 그냥 보

호자들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오는 거였거든요. (정미희, 재가요양보호사)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정답이라고 나오기는 하지

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만약 어떤 어르신이 

그러니까 본인이 치매걸리셔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폭력성이 있는 어르신 같은 경

우에는 그거를 제재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책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 대응 요령들이 전혀 책에서 나온 내용과 현장에서 쓰는 내용이 

완전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김정식, 시설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표준 교육교재를 제공하고 교육 내용과 시간을 따르도

록 하고 있지만, 실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어떻게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해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 강사에 따라 교재에 해서 제각

각의 해석을 하는 등 검정되지 않은 무분별한 교육이 시행되었다. 교육의 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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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은 한층 더 부실하게 운영

되었다(장우심, 2009; 이혜승·유승현, 2012). 게다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넘쳐나

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실 교육을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50) 요양보호사 교육

은 이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습이 매우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실습

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실습을 위한 기구도 제 로 갖춰지지 않은 교육원도 

있어서 실제 돌봄을 제공할 때 제 로 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양준

석, 2009: 46-47).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습 같은 거는 좀 엉터리로 한 것 같고. 다른 교육원은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게 좀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 제대로 갖춰

지지가 않은 것 같고. (이영미, 재가요양보호사)

교육 강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원의 난립으로 각 기관

이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담당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에

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사람들을 주로 초빙하였다. 실제 교육자로서의 자

격을 제 로 검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의료직에 있었으나 휴직이 장기간 계속

되어 온 간호사나 고령의 간호사들이 교육원으로 거 진출했고, 교육 강사 스스로 

요양보호사에 한 전반적인 이해가 상당 부분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장우심, 2009: 281-282). 그리고 강사요건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경우 해당업무경

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거의 모든 과목의 강의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어서 2~3명의 강사가 강의를 전담하는 교육기관도 많았다. 요양교육과 동떨어

진 시청각 자료의 시청, 노래와 게임과 같은 여가 활동으로 교육시간을 허비하는 기

관도 많았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강사진의 부족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김준환, 2008: 74). 요양보호사들의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교육을 받아온 

것이다. 현장실습 시간도 요양보호사가 현장에 들어와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형식적인 관문이지, 적

절한 실습이라고 볼 수 없었다(한정원, 2011: 224).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이 기존에 노인 돌봄을 담당하던 가정봉사원과 생활지

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이 강화된 국가자격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존 인력에 

50) 한겨레 신문.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못 믿을 자격증’ ”. 2008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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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신규 요양보호사는 전문성과 숙련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지적되었고(장우심, 

2009: 266), 전체 요양보호사에 한 전문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제갈현숙, 

2009b: 222).

이러한 요양보호사 교육에 한 비판으로 인해서,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었다. 정부는 자격 시험의 목적을 요양보호사 교육이 제 로 이루어졌는지 검

증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부실한 교육을 받은 요양

보호사가 일정한 검증 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아 서비스 

질을 위협하는 상황이(이혜승·유승현, 2012: 70), 시험의 도입으로 변화되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연령이 30~40 로 낮아지고, 신규 취득자

의 수가 다소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여전히 가장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이혜

승·유승현, 2012 재인용).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들은 시

험의 도입이 요양보호사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시험 도

입 이후 요양보호사의 연령이나 학력의 변화가 있었다고 체감하는 경우도 없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시험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추기 

위한 시험 제도로 바뀐 거지. 저는 점점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건강하시

는 분은 70이 넘으신 분도 건강하시잖아요. 저는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시는 것 같

아요. 그리고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어렵지 않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서 그렇지 뭐 다들 도전들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유수정, 재가관리자)

자격 취득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도 이러한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60 이

고 중졸학력인 이영미는 시험을 합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주위에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70 도 시험에 합격했다고 구술했다.

시험 치는 것 자체는 학과공부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런데 같이 한 사람 중에서 아주 젊은 사람이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너

무 우습게 알고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야. 그 사람만 떨어졌어요. 젊은 사람이, 4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연세 많은 분도 다 붙더라구요. 70 이렇게 되신 

분들도. (이영미, 재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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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은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받는 양성 교육과정 외에 재가요양기관에

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이 교육을 제 로 실

시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았다. 교육의 내용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재가 기관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부 재가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여러 번 시킨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여벌의 옷을 준비하도록 

해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번 사진을 찍는 방식의 편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직원 교육 실시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기관이라면 교육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기관은 

기관 평가만을 목적으로 부실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재가 기관에서는 금

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 홍보를 빌미로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는 제안을 받

아들여 이를 실시하기도 했다. 

성희롱 교육 그런 교육을 한대. 직무교육이니까 좋다, 받는다. 그 교육하는 사람들

이 어디서 나오고 그런 것까지 저희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

을 끝내고 자기네 상품 팔러 온 거에요, 금융상품.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 상

품, 교육도 형식적이에요.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2014년부터 제도화된 직무 교육 과정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제 로 

교육이 시행되는지에 한 감독이 부족했다. 직무교육이 교재 로 실시되어야 하지

만, 8시간 동안 교재 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었

다. 직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은 교육 내용이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보다는 시간을 때우기 급급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느꼈다. 재가 기관의 관리자들

도 직무교육이 제 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나아가 직무 교육 도입이 요양보

호사 교육원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장기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이 죽으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들 살리려고 만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교육 잘하지 못해요. 정말 소모성 교육으로 하는. 재

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하는 교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낼 수밖에 없

는 건 의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박은정, 재가관리자)

마지막으로 치매특별교육과정은51)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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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지 평가하기는 이르다. 치매특별등급은 치매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

력, 서비스 내용을 전문화시킴으로써 치매관리 전문성 도입의 계기라는 측면에서 의

미가 있지만(이윤경, 2014: 6), 제도가 기 하는 목표에 따라 실행되는데 필요한 지원

이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치매특별등급은 2014년 7월에 시작되었지만, 요양보

호사와 관리자에 한 교육이 미리 시행된 것이 아니어서 2014년에 1차 교육 40시

간, 그리고 2015년에 2차 교육이 이루어졌다. 치매특별등급에 한 서비스는 이미 운

영되고 있지만, 그에 한 인력은 아직 준비가 제 로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인

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 로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1차 교육을 

받은 기관 관리자 중에서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인 기관들도 

있었고, 치매특별등급에 한 문의가 왔을 때 다른 기관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1일 방문 2시간으로 제한하

여, 기존의 방문요양 서비스가 최  4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

인다. 가사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제한하고 치매의 특수성에 따라 인지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윤경, 2014). 그러나 제도가 의도하는 로 요양보

호사가 인지활동만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치매등급에 해 2시간

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줄이면서 수혜자에 한 가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다른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지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인지 치료 수가를 청구할 가능성

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제 돌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급여제공기록지만으

로 파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이광수·이희주, 2014: 105). 이런 점에서 아직 

51) 치매전문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외에 새롭게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2014년에 도

입되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상자들이 신체기능에 따라서 기존에는 1등급~3등

급으로 나뉘어졌다. 이 상자들은 중증인 경우로 한정되었고,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치매 노인들은 배제되었다. 치매 노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상태가 양호하더라

도 가족수발자가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

이 높기 때문에 치매 노인에 한 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이 세분화되고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되었다(보건복지부, 2014b; 이미진, 2008a).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노인의 기능 향상 또는 잔존기능보존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배제한 채 일상생활 지원의 

단순 수발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최혜지, 2010: 53), 치매특별등급 

서비스는 치매 노인에게 적절한 인지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는 경증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인

지기능 유지 및 악화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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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표준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⑴ 세면 도움 ⑵ 구강관리 ⑶ 머리감기기

⑷ 몸 단장 ⑸ 옷 갈아입히기 ⑹ 목욕 도움

⑺ 식사 도움 ⑻ 체위변경 ⑼ 이동 도움

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⑾ 화장실 이용하기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⑴ 취사 ⑵ 청소 및 주변 정돈 ⑶ 세탁

개인활동지원서비스 ⑴ 외출시 동행 ⑵ 일상 업무 행

치매 등급에 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았다. 

3.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 기대의 문제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가정내에서 돌봄수혜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광범위

하게 포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규정하는 표준 서비스는 신체활동지

원서비스부터 간호처치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 중 재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신체

활동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등의 활동, 일상생활지원에는 취사, 청

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행,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이나 상담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치매 상자의 경우 행동변화에 처

하는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돌봄 서비스가 돌봄수혜

자를 위한 것이며,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

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하여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한 식사준비는 서비스 제공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 등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

행한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08a). 

<표 2-9> 표준 서비스 분류52)

52) 음영으로 처리한 부분이 방문요양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 외 기능평가 

및 훈련과 응급지원, 시설환경관리는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간호처치는 이 기관들과 방문간호기관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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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서비스 ⑴ 말벗, 격려, 위로 ⑵ 생활상담 ⑶ 의사소통 도움

치매관리지원서비스 ⑴ 행동변화 처

방문목욕서비스 ⑴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서비스

⑴ 신체기능의 훈련 ⑵ 기본동작 훈련 ⑶ 일상생활동작 훈련

⑷ 물리치료 ⑸ 언어치료 ⑹ 작업치료

⑺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⑻ 기타 재활치료

응급서비스 ⑴ 응급상황 처

시설환경관리서비스
⑴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⑵ 환경 관리 ⑶ 물품 관리 ⑷ 세탁물 관련

간호처치서비스

⑴ 관찰 및 측정 ⑵ 투약 및 주사 ⑶ 호흡기간호

⑷ 피부간호 ⑸ 영양간호 ⑹ 통증간호

⑺ 배설간호 ⑻ 그 밖의 처치 ⑼ 의사진료 보조

출처: 보건복지부(2014).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요양보호사는 표준서비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돌봄을 수행하고, 아래의 방문요양서

비스 제공기록지를 매달 재가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록지는 요양보호사

의 활동을 입증하고, 활동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서비스 연

속성을 유지하고, 관리자에게 지도를 받는 자료이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4a: 470-471). 요양보호사는 이 서

식에 맞춰서 자신이 한 일을 기록해야 한다. 1회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30분~최  

4시간이며, 상자가 방문요양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돌봄을 제공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록지는 2014년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추가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치매특별등급이 생기면서 추가된 인지활동지원에 한 내

용이고, 두 번째는 변화 상태 기록이 구체화된 것이다. 기존의 기록지에는 주관식으

로 상태변화를 적게 되어있었으나, 변경된 기록지는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변화라는 구체적인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변화를 양적으로 체크하

도록 되어있다. 요양보호사가 상자의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해서 관찰해야 할 의

무를 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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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장기요양
기관번호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인정번호

일정
관리

년  월  일 / / / / / / /

제공
시간

시작 시간 : : : : : : :

종료 시간 : : : : : : :

총 시간 : : : : : : :

서비스 
제공

신체
활동
지원

세면·구강·식사·
옷갈아입기·머리감기·
목욕·화장실·이동·

체위변경 등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인지
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잔존·유지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분 분 분 분 분 분 분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분 분 분 분 분 분 분

변화
상태

신체
기능

호전 유지 악화                     
식사
기능

호전 유지 악화                     
인지
기능

호전 유지 악화                     
배변
변화

변 실수 횟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소변 실수 횟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특이
사항

/

/

/

/

/

/

/

서명
장기요양요원(서명)

수급자(보호자)명 (서명)

<표 2-10>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록지

출처: 보건복지부(2014).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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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업무는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에서는 요양보호사 돌봄의 초점이 노인의 신체기능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보건

복지부, 2012: 13), 정서지원과 개인활동지원, 가사 등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까지 많

은 업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돌봄 제공에서는 다른 영역의 업무가 더 중요

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상 가사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상자의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의 악화를 지연시키고 재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

양한 서비스 이용을 제약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10).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간단한 기록지를 통해서는 실제 어떤 활동이 이루

어졌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기록지는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한 활동이 

무엇이고 어떤 영역의 일에 시간이 소요되었는지에 한 내용을 나타낼 뿐이다. 또한 

RFID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노인의 상태에 한 기록만을 하

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요양보호사가 어떤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알 수 

없다. 이는 돌봄수혜자가 노동자에게 특정한 업무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시

간을 이용해도 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내

용에 해서 제도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자립을 위해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

현재 정서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는 정서지원만을 위한 서비스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정서지원 

서비스 시간을 기록지에 기록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관련 시간을 삭제

당하기도 했는데(최경숙, 2008: 36), 정서지원 서비스를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하찮은 일로 생각하거나, 제 로 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서지원에 서비스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최  6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문제점이 나타난

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보건복지부, 2014a)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여섯가지로 

제시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관찰자, 

수발자, 상담자만이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동기유발자나 옹호

자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는 수혜자의 가정에서 노인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뿐 아니라 일상업무 보조의 역할과 생활 상담 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간병인과 같은 다른 돌봄 직업보다 역할이 광범위하다(조정민, 2008: 73).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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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보호사에게 이렇게 포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더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⑴ 정보 전달자 역할 

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의료기관의 의료진

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⑵ 관찰자 역할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한 증상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⑶ 숙련된 수발자 역할 

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한 지식과 기술로 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주기 위해 필

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자를 도와준다. 

⑷ 말벗과 상담자 역할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⑸ 동기 유발자 역할 

신체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자가 능

력을 최 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 지지한다. 

⑹ 옹호자 역할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 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상자를 위해 

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자료: 보건복지부(2014a).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제5절 제도상 규정된 요양보호사의 위상과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노인을 돌보는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

득해야 한다. 자격증 제도는 입직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폐쇄로 작용하고, 그 직업

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cdonald, 1999[1995]). 그러나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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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최소한의 자격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어(김경희, 2009) 사회적 인정을 높이

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자격증 취득자의 다수가 여성인 상황은 

젠더화된 폐쇄를 보여준다. 

정부는 새롭게 창출된 요양보호사 일자리에 적절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요양보험의 복지서비스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인수발보험’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수발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노인을 부양해온 전근 적 의미를 포

함하고 서비스를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간의 권위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 

은연중에 여성의 서비스를 전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수발이 전문성이 없는 질

이 낮은 서비스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명칭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수발이라는 단어를 고려했던 것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 가치의 저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이광재, 2010; 한국여성단

체연합, 2005; 박경숙, 2007).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도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어, 요양보호사가 노인 돌봄을 적절

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무리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빠른 시

간에 안착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면서 교육원이 난립하였고 이런 교육

원에서 부실한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적, 인간관

계 기술 등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여러 측면의 노인 돌

봄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가 노

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되기에 어려움이 많고, 최근 도입된 직무 교육과정도 

기존의 교육내용을 복습하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가 요양기관은 노인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망사업으로 창

업되었다. 기관의 수가 급증하면서 기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지만 이에 한 규제

들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영세한 민간기관과 체결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엄기욱·박인아, 2015: 167). 영세 재가 기관의 난립은 요양보

호사의 노동조건을 제 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했다.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자긍심 고취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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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지를 위하여 승급체계 및 ‘경력사다리(career ladder) 개발’ 등의 역량 강화방안 

마련에 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0), 지금까지 뚜렷한 방안을 나오

지 않고 있다. 정책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이다. 또한 돌봄노동에 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승급 체계 도입이 필

요한 지 여부도 여전히 논란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요양보호사를 노인돌봄전문인력으로 정의하면서도 이와는 

다른 의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를 자

격증을 취득하고 직무 교육을 받아서 숙련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효나누미’로서 이미지도 부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홍

보영상에서 효나누미는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받는 노인의 아들과 딸이 되겠다는 것

으로 나타난다. 요양보호사를 노인의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가족 내 돌봄을 노동보다

는 사랑의 행위로 보고, 여성의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본 것을 그 로 답습하는 것이

다. 요양보호사의 지식과 기술 습득,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사라지고, 요양보호사

는 사랑과 정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마케팅은 요양보호사에 한 

낮은 사회적 평가를 해결하고, 요양보호사에 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요양

보호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문인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드러내는 홍보가 필요

하다는 기존의 제안과는(서동민, 2013; 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상반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제도와 정책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그리고 정부는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과 진입통제, 서

비스인력의 자격관리, 서비스 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등을 통해서 인력 공급의 

규모와 질을 관리할 수 있다(전병유, 2010: 75-7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나

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에 한 위상은 명확하지 않다. 자격증 취득과 직무 교육을 

통한 자격관리를 통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노동으로 규정하면서도 돌봄이 수행되는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를 노인의 가족으로서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제도 추진방향의 모

호함은 결국 요양보호사가 현실에서 받은 직업적 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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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선택과 노동조건

3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노동자들이 재가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며, 어떤 동

기를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선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가 요양보호사로서 진입하는 

노동자들의 인적자원과 특성은 정부가 요양보호사라는 일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양

성하는지와 연관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직업 선택 동

기는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지속하거나 이직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실제 노동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지위를 

가진 노동자로 간주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도입할 때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기 효과로 설정하였다(보건복

지부, 2008c; 보건복지부, 2009a).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

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았고, 정부

도 새로운 노인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이라는 타이틀로 포장하여 적인 홍보를 했

다(김준환, 2008: 51). 특히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창출은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일자

리 확 의 연장선상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이런 정책적 의도가 실제 

요양보호사의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의 노동조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하였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어떤 노동

자들이 요양보호사로 진입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절한 노동조건 보장은 좋은 

자질을 가진 노동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직업 안이 없

는 노동자들만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제1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선택과 노동 동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노동자는 50~60  여성이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은 50세가 넘는다(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엄기욱·박인아, 

2015). 본 연구의 요양보호사 연구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50~60 가 가장 많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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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연령은 57세로 중고령 여성들이다. 관리자 인터뷰에서 파악한 각 기관 소속 요양

보호사의 평균 연령도 유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 전업주부였던 여성들과,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한 노

동자로 구분되었다.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기존에 간병인으로 돌봄서비스에서 일한 

연구참여자가 많고, 식당 조리사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한 사례도 있었다. 

요양보호사로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되어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생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수입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 소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왜 돌봄노동 직업, 특히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몇 

가지 요인들로 구분되었다. 

먼저 여성들은 돌봄직업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직업을 선택했다

(정진주, 2012; 권수현, 2013; 김수정, 2014). 경력단절 후 직업을 새롭게 구하거나,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다른 학력이나 연령 조건 

없이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50  이상의 여성

이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직종 중 하나이다. 오은진·노 명(2009)의 연구에서도 조

사 상이었던 요양보호사의 절반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 요양보호사를 선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노인 돌봄 인력에 다양한 직업적 선택을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2000년  중반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오은진·노 명, 

2009). 요양보호사는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도입된 사회서비스 직업의 하나이고 앞으

로도 계속 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노동자들에게 요양보호사는 낮은 입직 조건

만이 아니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한 시기가 거의 50 인 만큼, 자신이 마지

막으로 선택하는 일이기도 했다. 식당 등의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이 

50~60 가 되면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은퇴를 할 나이도 아니

고 은퇴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마지막 직업으로서 요양보호사를 골랐다. 

50  중고령의 여성이라는 조건은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찾는데 장애가 많지만,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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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로 일을 하기에는 적절했다.53)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여성들이 가정에서 주부

로서 했던 일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이를 키우거나 가사노동을 했던 

것은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간병인이나 가정봉사원이라는 직업의 변형인 만큼, 기존에 간

병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보호사로 이직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간병일을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자활센터도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노동자들

도 자연스럽게 재가 서비스로 옮겨가게 되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간병인에서 요양보호사로 이직했다. 간병인은 24시간 

6일을 병원에서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체계로 조직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24시간 근무가 아니라 돌봄수혜자와의 약속에 

따라 보통 하루에 3~4시간, 두 명의 경우 6~8시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간병인보다 

노동강도가 낮다. 

가족으로 인해서 병수발을 오랜 기간 들었어요. 그래갖고 지방에서 이제 살면서 병

수발을 오래 들다가 다 정리되고 서울 올라와서 딱히 뭐 할 게 없더라구요. 한 20여

년 넘게 병수발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를 본 거에요. 간병사. 나이 제한, 학

력 제한 없다 라고. 자격증만 따, 수료증만 따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적십자에 가갖

고, 네 과목, 다섯 과목 인가를 2004년도 4월 달에 1달 이상 교육을 받아갖고 자격

증을 땄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따고는 우연찮게 용산에 간병협회라는 데를 알게 됐

어요. 거기에서 따로 자격증을 따갖고 근무하면서 이제 공부, 학원 같이 그런 데서 

수업받으면서 수료증을 따서 그 때서부터 간병 일을 잠깐씩 했었죠, 서울에서. 쭉 하

다가 병원생활이라는 게, 간병사 24시간 근무가 굉장히 무리가 오더라구요, 몇 년 하

다보니까. (김윤숙, 재가요양보호사)

53) 50 는 돌봄직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호되는 나이이다. 베이비시터와 같이 아이를 돌보는 

돌봄노동자는 젊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요구된다. 여성의 나이는 

사회적으로 결혼의 여부, 아이의 유무, 어머니 경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한

다. 선호되는 노동자의 나이는 40~50 로 자녀가 학령기 후반부에 있는 어머니 경력이 있

으면서 자신의 아이를 돌보느라 고용주의 아이에게 소홀하지 않을 때이다. 그리고 재가 

가사서비스 노동이 고용주의 사적 생활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남편이나 남성가족 성

원과 마주쳐도 문제가 없을 성적으로 덜 위험한 여성을 원한다(김경희·강은애, 2007: 

81-82). 돌봄수혜자가 원하는 요양보호사의 나이 도 40~50 로 유사하지만 실제 일을 하

는 여성들은 나이가 더 많았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설보다 상 적으로 평균 연령

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인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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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고령 여성들은 노인을 자신이 돌보아야 한다는 돌봄 규범에 따라서 요양보

호사를 선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포함한다.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부모에 해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돌봄을 제공

했을 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54) 이들에게 노인 돌봄은 현재 주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곧 자신의 역할이 될 

돌봄 부담을 비하기 위해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또

한 연구참여자들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노인 돌봄에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격증의 취득은 돌봄을 하는 방법을 미리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기 위한 기회로서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시작했다. 과거에 다

양한 봉사 경험을 해왔거나 복지영역에서 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실천할 기

회로서 요양보호사를 선택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봉사정신이 요양보호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로 밝히기도 했지만(박기남, 2008; 권수현, 2013), 본 연구참여자들 중에

서 일을 선택한 동기를 봉사로 설명한 경우는 두 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기요양시설에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재가 요양

보호사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재가 요양서비스는 전일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족에 한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일과 가족에 한 책임을 양립하는 것이 수월하다. 요양보호사가 돌봄

수혜자를 한 명만 돌보면서 자신의 가족에 한 돌봄도 같이 할 수 있다. 장기요양시

설은 부분 교 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돌

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요양시설 근무는 3교  아니면 2교 , 심지어 24시간 맞

교 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교 제 근무는 신체에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

에 고연령 노동자는 요양시설에서 일을 하기를 꺼려했다. 요양시설 측에서도 체력이 

나은 상 적으로 젊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려고 하고 퇴직연령을 만 60세로 명시해

놓았다. 그래서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요양보호사보다 평균적으로 연령이 낮았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조에 의하면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

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이나 이와 유사한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는 특별현금급여가 아니라 공식적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으로 간주되어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으로서 보상이 되는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족요양급여 이용현황이 급격히 늘어났다(석재은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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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5) 

재가에서 하다가 거기 팀장이나 시설장님, 재가 시설장님들이 권하시더라구요. 나이

도 젊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시설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

도 이제 시간도. 전에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아이들 신경쓰다보니까 이제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가고 하다보니까 시간 여유가 생

기는 게 3교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로 간 거죠. (홍미혜, 

시설요양보호사)

연구참여자들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접근하는 방식은 모순적이었다. 중고령 여

성들은 요양보호사를 지금까지 하던 일로 생각하고 쉽게 진입하였다. 돌봄은 매우 익

숙한 경험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노인 돌봄을 하는데 있어서는 ‘알고 해야 하니

까’, ‘배워서 하면 나은’ 일로서 요양보호사로 직접 일을 하기에는 잘 모르는 영역이

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실제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 일인 것

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돌봄동기보다는 여

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돌봄 책임

을 비하는 측면이 더 컸다. 

제2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이 절에서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자리이며, 정부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떤 노

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여성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여성노동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재가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는 어떤 질의 일자리로서 위치 지을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와 연관된다. 

노동조건이 열악할 경우, 노동자들은 그 직종에서 일을 참여하기보다 포기하거나 이

55) 김소정(2012)의 연구에서도 재가 요양보호사는 50 가 많은 반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40  

비율이 높아서 재가 기관과 시설에 유입되는 요양보호사의 인적자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소정, 201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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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인원과 실제 일하는 인원을 

비교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23만명이 넘

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은 27만명으로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자격

증 소지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인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어떠한 수준의 일자리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돌봄노동의 일

자리 평가에 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였다. 문순영(2008)은 돌봄노동이 양질의 일자

리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지표는 적절한 임금, 적

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직업훈련, 작업환경의 안정성 6가지이다. 적절

한 임금의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2 또는 2/3 이상인지 확인하고, 최저

임금액 및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 노동시간은 법적 근로시간과 한

국 근로자의 평균노동시간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고용안정성은 파트타

임 및 임시고용의 발생,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의 적용여부, 직업훈련은 직업교육과 보

수교육, 직업 환경의 안정성은 근로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지표로 한다(문순영, 2008: 

219).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노동시간과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환경 등

을 포함한 노동조건 등을 분석하였다. 

1.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일자리로서의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그 특성에 먼저 주

목했다. 분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시기 전후로 하여 살펴보았다. 전반

적인 여성노동시장의 현황으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을 성별에 따라 검토했다. 구

체적으로 여성이 어떤 일자리에 더 진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별 일

자리 변화와 고용형태별 임금,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 격차를 파악했다.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산업별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질의 일자리가 증가

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으로 

남성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부터 2014년 사이의 경제

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42.8%에서 2014년 51.1%로 8.3%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인구 2명 중 1명만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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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해서도 그 비율은 낮은 편이다. OECD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은 71.9%이고 남성은 

78.9%, 여성은 64.9%이다.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과 차이가 크

지 않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0% 이상 차이가 난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가 각각 76.7%나 72.5%를 보여주는 것과는 20% 정도 차이를 보이며, 미

국 68.4%나 일본 63.2%와도 10% 이상 격차가 있다(OECD, 2012: 214).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더디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고무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76.4%였던 것이 2014년 현재 73.7%로 2.7% 감소하였지만 여성은 같은 기간 

8.3% 증가함으로써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980년 33.6%에서 2014년 22.6%

로 11%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76.4 74.0 74.2 72.8 73.7

42.8
47.0 48.6 49.2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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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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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80.0

90.0

1980 1990 2000 2010 2014

남자 여자

<그림 3-1>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중고령 여성을 목표로 한 만큼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림 3-2>에서 제시했다. 1980년부

터 2014년까지 25년간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 연령층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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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40 는 여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시기이다. 2014년 현재 40 의 66.5%가 일을 하고, 50  여성도 62.1%가 경제활동

에 참여한다. 60  이상의 고령 여성들은 다른 연령 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지

만, 1980년과 비교해서는 12.7%나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중고령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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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65.5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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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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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그림 3-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남녀의 임금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1990년에 남성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이 53.4%였던 것에 비해서 2013년에는 10%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수준이다. 남녀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임금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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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여성 임금 남성 임금 여성 임금비

1990 388 727 53.4

1995 790 1,360 58.1

2000 1,166 1,855 62.9

2005 1,672 2,629 63.6

2010 2,018 3,159 63.9

2013 2,291 3,547 64.6

<표 3-1> 성별 임금격차(전 산업)

(단위: 천원,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년도

출처: 강이수·신경아·박기남, 2015

노동자의 고용형태별 분석을 보면 이런 현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노동자의 고용형

태별 규모 추이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의 50% 수준을 받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

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56) 2000년 이후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한 김유

선(2015)에 따르면 남자는 정규직이 687만명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하고, 비정규

직은 401만명(36.8%)으로 정규직이 더 많다. 그러나 여자는 정규직이 376만명

(44.6%), 비정규직이 468만명(55.4%)로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통계와 비교하면 지난 15년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70.9%에서 55.4%로 점차 줄

어들고 있으나, 남녀 비정규직 수는 그 격차가 확 되고 있다. 2001년 8월 조사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인원은 남성보다 21만명 많았지만, 2015년 8월에서는 67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김유선, 2015:7). 

56) 2015년 현재 여자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229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21만원이다. 여성 비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53%이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 정규직 임금은 

334만원이고, 비정규직은 179만원으로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정규직의 54% 수준

이다. 고용형태별 차별에 더하여 성별임금 격차로 인해서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는 남성 

정규직 임금의 36%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김유선, 20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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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부가조사

출처: 김유선, 2015

다음으로 여성일자리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

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시기인 2008년 직전에 나타난 일자리의 특성

을 자세히 검토했다. 먼저 전체 임금노동자의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일

자리의 양극화는 1990년 에 극심해서 중간일자리가 감소하고 하위, 상위 일자리가 

증가하는 매우 뚜렷한 U자형의 형태를 보였다. 2000~2004년 기간 동안에는 고용양

극화가 1990년 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 3개 분위 일자리에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4.9%로 나타나 여성노동자가 하위일자리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성의 중간 

및 상위 일자리도 증가했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고용양극화는 남성노동자의 중간 

일자리 감소와 상위 일자리 증가, 여성의 경우 하위 일자리 증가가 합쳐져 생긴 결과

이다(김영옥·민현주·김복순, 200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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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임금노동자 성별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

출처: 김영옥 외, 2006

이를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로만 국한해보면 여성의 하위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는

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2000~2004년 동안 일자리 증감추세를 보면 양극단의 일자리 

증가와 감소 경향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하위 5개 분위 일

자리가 57만 9천개 증가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

비스직 종사자가 28.0%, 단순노무직 종사자 23.6%, 판매직 종사자 13.1%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위 4개 분위 일자리는 31만2천개 증가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사무직 종사자가 47.7%, 전문가가 38.7%를 차지했

다. 여성의 고용증가는 나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하위 일자리 증가와 관계되어, 

여성노동빈곤층을 더 양산할 것으로 예측된다(김영옥외, 20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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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여성 임금노동자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

출처: 김영옥 외, 2006 

일자리의 양극화는 일자리 이동의 어려움으로 배가되고 있다. 남춘호(2011)에 의하

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어려운 집단은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별로는 30~40

보다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한번 하층 일자리로 진입하

면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적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고령 여성의 고용 변동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50  이상 여성노동자

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2000~2004년 기간에 19만4천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일자리의 

60%를 차지하는 12만2천개의 일자리가 하위 3개 분위에서 나타났다. <그림 3-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50  이상 여성의 하위 3개 분위 일자리 증감분 부분이 비정규

직이다. 고연령층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로 저임금 직종에 머무른다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고령층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야기

할 수 있다(김영옥 외, 2006: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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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50  이상 여성 임금노동자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

출처: 김영옥외, 2006

<그림 3-7>은 2000~2004년 기간의 학력별 여성 임금노동자 일자리 고용 변동을 

나타낸다. 상위 일자리의 다수는 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차지한 반면, 하위 일자리

의 다수는 고졸이나 중졸이하가 차지했다. 50  이상의 중고령이고 저학력의 여성

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 

외, 2006: 44-45). 

<그림 3-7> 학력별 여성 임금노동자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

출처: 김영옥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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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액

30분 이상 11,390원

60분 이상 17,490원

90분 이상 23,450원

120분 이상 29,610원

<표 3-2> 방문요양 급여비용(2016년 기준)

그리고 중고령 여성들이 이런 일자리에 진입하게 되는 이유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된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참여의 단절을 경험하는 노동자는 낮은 

수준의 기술 축적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집단은 임신과 출산 기간에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한 여성으로 나타났다(민현주, 2008: 250). 

결국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성노동시장 참여의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성 고용자체가 여성 직종, 저숙련 직종, 저임금 직종, 그리고 불안

정 상태의 취업에 집중되어 질적으로도 열악하다는 것이다(김영옥 외, 2006: 30). 특

히 중고령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이며, 이들이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단절된 상태에서 재진입하게 되는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을 보여준

다. 

2. 재가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노동시간

다음으로 이런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상황에서 새롭게 여성일자리로서 창출된 요양

보호사가 어떤 일자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동조건을 분석하였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수

가는 정부에서 정하는데,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은 

30분 이상부터 4시간까지로, 각 구간당 수가가 정해져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4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 기관에게 43,500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1시간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가는 17,490원인지만, 4시간 제공시는 1

시간당 수가가 10,875원으로 시간당 수가가 줄어들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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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 이상 33,650원

180분 이상 37,200원

210분 이상 40,470원

240분 이상 43,500원

각 재가 기관은 고정된 수가에서 기관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하는 임금을 결정한다. 정부에서 따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장기

요양기관간에 임금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임금구조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광재, 2010: 192).57) 연구참여자들의 임금은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추

가하여 계산되는데 시급은 략 6,500원~7,500원이다. 여기에 처우개선비 625원이 추

가된다.58) 연구참여자들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시간당 시급 7,625원을 받는 경우

가 가장 많았다. 2009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6~7천원 정도였는데(제갈현숙, 2009a; 장우심, 2009), 현재와 비교하면 요양보호사 시

급의 인상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

면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 

노동시간은 장기요양기관과 돌봄수혜자와의 계약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요양보호

사가 돌봄수혜자 한 명에 해서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3시간 

이하로 일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명에게 최  4시간 밖에 돌봄을 제공할 수 없어서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전일제로 일을 하려면 최소 두 명의 수혜자를 돌보아야 가능하

다. 예를 들어 박혜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4시

간 이렇게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이수연은 오전 9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그리고 오

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8시간 근무를 했다. 이렇게 두 수혜자를 돌볼 때 받는 임금

은 세금과 사회보험을 공제하고 110만원~130만원 수준이다. 금액의 차이는 기관에 

따른 임금 차이도 있지만, 수혜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르기 때문에 나타난다.59)

57) 제도 시행 전부터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종사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우려하여 정부에서 

월급제 정규직 상시 고용을 규정하고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루어졌

으나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외, 2007). 

58)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유사직종과의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도입하였다. 비용은 시간당 625원으로, 월 

최  10만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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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노동자 평균 월급여

총액은 2,753,757원으로, 요양보호사의 월급여액을 130만원으로 상정하고 비교하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2에도 미치지 못한다.60) 여성 노동자 평균 월급여액 2,091,743

과 비교해서도 60% 수준이다. 직종별로 분석하여 여성 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급여액 

1,724,582원와 비교했을 때는 88% 수준으로 다른 서비스 직종의 급여와 비교해서도 

낮은 편이다. 연령별로 비교하더라도 여성 서비스 종사자 50~54세 월급여액 

1,476,676원이나, 55~59세 월급여액 1,365,790원보다 낮은 임금이다. 여성 중고령 서

비스 산업 노동자와 비교해서도 요양보호사는 상 적으로 임금이 적다. 

구분 성별 연령 월급여총액(원)

전직종

전체 전연령 2,753,757

남 전연령 3,122,474

여 전연령 2,091,743

서비스 종사자 

전체 전연령 1,724,582

남

전연령 2,280,385

50~54 2,520,279

55~59 2,387,559

여

전연령 1,479,628

50~54 1,476,676

55~59 1,365,790

<표 3-3> 노동자 평균 월급여총액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 

59)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수가의 월 한도액이 나뉘는데 1등급은 1,196,900원, 2등급 

1,054,300원, 3등급 981,100원, 4등급 921,700원, 5등급 784,100원이다. 예를 들어 1등급의 

수혜자가 1회 4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다면 4시간 급여비용이 43,500원이므로, 한 

달에 27일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한도액이 낮으므로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으로 하루 2시간 사용

만 가능하고 노동시간이 짧은 만큼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이 더 가산된다. 

60)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평균급여액 + (연간특별급여/12)로 계산되는데, 심층면접에서는 요양

보호사 임금을 매달 지급받는 급여를 조사했기 때문에 월평균급여총액과 비교,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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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두 명의 돌봄수혜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되기 어렵

다는 점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2명 돌볼 때 최  월급여액인 130만원 정

도를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재가 요양보호사인 연구참여자 13명 중에서 장기요

양보호서비스를 4시간씩 2명에게 제공하여 8시간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는 2명에 불

과했다. 이수연은 8시간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중 한 명으로 그의 일정은 다음 그

림과 같다. 그는 아침 9시반부터 1시30분까지 4시간동안 1등급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30분 이동한 다음 2시부터 다시 3등급 노인에게 4시간 서비스를 제공했다. 

1등급 수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가가 더 높

아서 토요일에도 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루 4시간씩 두 명을 돌보지 

않으면 임금이 1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100만원 임금은 서비스 종사자 월급여액의 

58%에 불과하다.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9:30~1:30 장기요양서비스: 1등급 남자 노인 

1:30~2:00 이동

2:00~6:00 장기요양서비스: 3등급 여자 노인 

<그림 3-8> 이수연 재가 요양보호사의 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만이 아니라 다른 돌봄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재가 기

관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추가하여 

일을 제공함으로써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었다. 예를 들어 서진은 주 5일 

매일 4시간씩 방문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 1명, 한 달에 총 27시간 방문하는 노

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3명, 한 달에 24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가사·간병 1명, 총 

5명을 돌아가면서 돌본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돌봄수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주 5일 아침 8시부터 12시로 정해져있고, 그 외의 시간에 노인돌봄과 가사·간병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장기요양서비스가 8시30분부터 시작하여 그 이전 시

간을 원하는 노인돌봄 상자를 아침 5시 30분에 방문하기도 했다. 지금은 장기요양

서비스 상자 노인이 서비스 시간을 8시로 앞당기기를 원하면서 다른 서비스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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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였다. 오전 장기요양서비스와 오후 노인돌봄 사이에 이동시간이 짧아서 서진은 

점심을 제 로 먹기도 어렵다. 노인돌봄서비스 상자들은 모두 서진의 집 근처에 거

주하기 때문에 일을 들어가기 전 집에서 점심을 먹기도 하지만 빵으로 때우는 일도 

많다. 이렇게 그가 오전 8시부터 6시 정도까지 한 달에 185시간 근무해서 받는 임금

은 130만원 정도이다.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8:00~12:00 장기요양서비스: 3등급 여자 노인 

12:00~12:20 이동

12:20~3:20 노인돌봄 Ⅰ 노인돌봄 Ⅱ 노인돌봄 Ⅲ 노인돌봄 Ⅱ 노인돌봄 Ⅲ

3:20~3:30 이동 이동 이동

3:30~6:20 가사·간병 노인돌봄 Ⅰ 가사·간병

<그림 3-9> 서진 재가 요양보호사의 일정

임금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임금 인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

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임금도 올라

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기관에 따라 임금 인상 유무는 차이가 있었다. 매년 최저임금

이 오르는 인상분만큼 요양보호사 임금이 오르는 기관도 있지만, 이현미가 다니는 기

관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매년 인상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의 

임금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많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근데 문제는 오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매년 똑같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최저임

금이 올랐으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10원이라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매년 요양보호사 임금을 인상하려면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해마다 인상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 2016년 수가는 2014년 7월 인상 이후로 변화가 없어 3년째 같은 수

가가 지급되고 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관은 수가가 인상되지 않아도 매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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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여러 사업을 하는 재가 기관은 전체 돌

봄수혜자 인원이 많아 매출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규모 기관은 기관장의 임금

을 제 로 확보하기도 힘들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기관장의 수익

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2013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도입되었을 때, 

재가 기관에서 따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로 신하면서 요양보호사들

에게는 이를 기관에서 임금을 올려준 것으로 속이기도 했다. 

사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수가는 2015년도에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거

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다른 센터는 조금씩, 몇 십원이라도 올렸어요. 그거를 다 

센터에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쨌든 시급을 올려줬잖아요. 최저 임금에 맞추다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센터들이 감당할 만한 가보다, 올려주는 것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감당을 한다는 게 내가 100원 가져갔던 걸 80원 갖고 가서 어

렵게 내 허리를 졸라매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걸 최저시급 이하로 줄 수는 없

잖아요. 우선은 준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겠지라고 기다린 건데. (유수정, 

재가관리자)

동일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직업능력과는 관계없이 같은 장기요양수가

가 지급되는 문제점도 있다(엄기욱, 2008: 43). 장기요양보험수가가 서비스 시간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은 다른 돌봄노동과 같이 노동 강도나 노동의 질이 아니라 노동

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희, 2009: 162). 돌봄수혜

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고, 요

양보호사의 경력이나 노동경험에 따라서 돌봄노동의 질도 매우 상이할 수 있다. 그러

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동에 소용되는 시간에 따라서만 수가가 결정된다. 

재가 기관의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동민(2013)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호봉이 반영되는 경우가 40%이고 방

문요양기관은 10%로, 다수 재가 기관은 호봉 인상이 없었다(서동민, 2013: 155). 

본 연구에서 면접한 재가 기관에서는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이 인상되는 사례가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장기요양수가로는 재가 기관이 근속수당을 도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달랐는데, 경력자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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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신입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기존 임금 체계와 달리 

낮춤으로써 임금격차를 만들어냈다. 이현미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기존에 고용되어 있

는 요양보호사는 시급 7,625원 그 로 지급하고, 신규 요양보호사들만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7,125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변경하였다. 김정민 관리자가 소속된 

기관도 장기요양서비스로 처음 일하는 경우 임금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부

분 가사·간병이나 노인돌봄과 같이 기관의 다른 돌봄 사업에서 일을 한 노동자가 

부분이기 때문에 신입 요양보호사라고 보기 힘들어서 철회했다. 

영세 재가 기관들이 난립하면서 기관들은 생존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임금을 줄이

는데 많은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 임금은 야간(18시~22시)은 20%, 심

야(22시 이후)와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30%씩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박혜자는 노동

절에 일을 했기 때문에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소속 기관은 토요일에 일을 했다

고 허위 보고하게 하고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영미가 새로 배치받은 돌봄

수혜자는 월요일에는 쉬고 일요일에 신 일을 하러 오게 했는데, 재가 기관에서는 

일요일에 일한다고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불

법으로 인해서 요양보호사 임금이 더 감소했다. 

이 분들이 노동절날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공단

에서는 일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깐, 그러면 가되, 일지는 토요일로 쓰라는 거예

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근로자의 날, 일은 갔어요. 가서 4시간 근무 오버 되도록 했

어요. 그 대신 일지는 토요일로 썼어요. 어쩔 수 없어요. 대상자가 원하니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재가 기관은 매달 급여 지급시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하지만 급

여명세서를 제 로 주지 않는 곳도 많았다. 요양보호사들이 노동권에 한 교육을 충

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장이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

우도 있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실제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4  보험을 

제 로 적용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주당 15시

간 이상) 일하는 경우 4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

서는 요양보호사의 4 보험 가입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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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돌봄수혜자 한 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동시간을 한 달에 60시간 

이하로 줄이기도 했다. 이럴 경우 급여는 4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요양보호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관에서 돌봄수혜자를 연결시켜주지 못하거나, 연결된다고 해도 

서비스 시간이 짧다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가 직업적인 애로점으로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낮은 임금으로 나타났다(서울연구

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81).

그것도 4대 보험을 안 들게 하기 위해서 3시간을 시킨 거에요. 60시간 한 달에 

60시간을 넘으면은 4대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한 달 하면은 3시간씩 

해서 공휴일 빼고 뭐죠?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42~3만원. 아니

면은 39만원. 그 정도. (이영미, 재가요양보호사)

다수의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100만원 전후의 임금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정으로 

인해서 두 명의 돌봄수혜자를 돌보지 못하면 월 소득이 50만원 정도로 낮아지기 때

문에(한국요양보호사협회, 2013; 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홀벌이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요양보호사의 저임금은 돌봄 직종의 성별분업을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의 다수가 여성

이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여성이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자

신이 가장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적었고, 부분이 남편이나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

고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수입이나 용돈벌이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유일한 남성 노동자였던 김성훈은 현재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 자영

업을 하면서 가족 요양보호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면 

다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고 싶지만 재가 기관이 아니라 요양시설에 취직할 생각

을 하고 있다. 그가 원하는 최소한의 급여는 150~200만원 수준인데, 재가 요양보호

사로 일을 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급여 문제. 남자들이 이게 하기가, 좀 오래 못 하고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큰 이

유가 그거에요. 그게 돈만 좀 많이 주면은. 혼자 벌어 생활한다는 거는 지금 이거로

는 안 돼. 하나의 부업으로 생각하고서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할 거에요, 지금. (김성

훈, 재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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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기관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기도 했다. 박혜자는 다

른 두 개의 기관을 통해서 각각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일을 하고 있었다. 한 기관

의 고용주가 오후 수혜자에 한 서비스 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걸치는 방식으로 조

정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시간을 조정하면 요양보호사는 오전과 오후 일 

중 하나를 그만두어야 하고 임금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표면적으로

는 수혜자의 요구라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런 시간 조정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서비스를 제공한지 10개월이나 11개월 된 상태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빈번하

게 일어났다. 

우리 친구가 시설 하나 차린다고 거기 요양사들 자격증이 있어야 허가 맡기가 쉽

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좀 도와달라고 오후 타임을 자기네 시설로 실어달라고... 거

기 근무를 하는데 시설장이 한 동네서 오랫동안 살았던 같은 학부모 엄마였어. 8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9개월 막 접어들어 가는 달에 시간을 한 집만 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가족이 그걸 원한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전도 못하고 오후도 못하고 그 집, 한 집에만 매달리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거를 머리를 쓰는구나?’ 딱 제

가 생각해서 물어봤지. 그 쪽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내 생각이 맞았더라구요. 

퇴직금 안 줄려고 딱 그 정도만 가면 바꿔친대요.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양질의 일

자리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전체 노동자 평균은 물론 서비스 업종의 연령이 유사한 

집단과 비교해서도 임금이 낮고,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해서 안

정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기관에서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수당이나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이용하면서 임금이 더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전문인으로 상정

하면서도 그에 한 적절한 노동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도입될 때 수가 표준모형에서는 재가 요양보호사 임금을 월 140만원으로 책정

하였다.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8년 월평균급여액과 비교하면 이는 

전체 월급여액 2,258,684원의 62%이면서 여성노동자 월평균급여액 1,681,358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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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준이다. 여성노동자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직종으로 창출된 것이

다. 더 큰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이 140만원의 임금조차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7년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 이미 재가 요양기

관의 요양보호사 시급이 6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건강권실현

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외, 2007). 수가모형에 책정된 임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서 실제로 받는 임금은 그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2015년 현재에도 연구참여자

들 중 2008년에 책정된 140만원의 수가모형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다. 

기관들의 시장 경쟁 하에서 서비스 인력에 한 임금이 경비절감의 중요한 경영수단

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석재은, 2008b: 150).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수가는 매년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기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들이 큰 규모의 기관 위주로 공

급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재가 기관의 부분이 영세 민간

기관인 현 상태에서는 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저임금의 수가모형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성별분업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저임금으로는 더 나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 노동자가 재가 요

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장들

도 재가 요양보호사로 진입하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들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주부양자가 아니라 보조 소

득을 벌면 되는 사람들이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했고, 그들은 부분 여성들이었

다. 

결국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여성 직종으로 육성했고, 실제로도 여성 노동자가 

재가 요양보호사의 다수를 차지했다. 2014년 현재 27만명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일

을 하고 있고, 그 중 80%는 시설 요양보호사보다 임금이 더 낮은 재가 요양보호사이

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부분은 여성들로서 성별간의 평균 임금격차가 높은 한국에

서 남녀 임금격차를 가중시킬 수 있는 직종이 창출된 셈이다. 여성 직종인 요양보호

사의 임금을 저임금의 일자리로 고착시키면서 남녀 임금 격차를 더 넓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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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환경 등 기타 노동조건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일은 안

전한 작업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요건들이 존재했다. 특히 방문요양

보호사는 수혜자의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환경이 양호할 것으로 생

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돌봄수혜자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일으키거나 화

장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동시킬 때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요양보호사가 일

을 안전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주거 시설이나 복지용구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그렇지 못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먼저 돌봄을 받는 노인들 중 빈곤한 경우 매우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 요양보호사

들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난한 노인들은 집안 전체를 난방하지 않고 

전기매트 하나만 겨우 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추운 거실에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 

또한 편리한 청소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요양보호사들이 손걸레질을 하는 

등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

제일 아쉬운 건 처음 가면 청소기, 대걸레 일체 없고, 재가니까 임대 주택은 그래

도 더운 물이라도 나오고, 이제 미끈하게나마 보일러라도 나오고 발도 덜 시렵고 하

는데 지하방에 계시는 분들은 당신 쓰는 방만 보일러가 조금 들어와. 그리고 뭐죠? 

매트. 전기매트 그거 하나 딱 깔고, 당신 누으면 끝이야. 정말, 그런 게 좀 서러웠지. 

장갑도 없어요. 행주도 수건 요만하게 찢어서 주는데 뭐. 티슈 쓰는 것도, 티슈 통에 

날짜도 적어놔. 팍팍 뽑아 쓸까봐. 그리고 티슈 쓰는 분이 열 분에 한두 분밖에 안 

되고. (김윤숙, 재가요양보호사)

그보다 더 어려운 조건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고, 특히 치매를 가진 노인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치매 노인은 감정의 변화로 인해

서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

해서 불안상태가 이어지는 등의 심리적 변화를 보인다(이성희, 2000: 164-165). 이러

한 감정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 요양보호

사가 겨울에 추운 거실에서만 일을 하고 난방을 한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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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었다. 김영숙은 이를 ‘심술’이라고 지칭했는데 치매 노인이 심술을 부려서 추

운 곳에서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 동선을 계산해서 

그가 발을 디딜만한 곳에 압정을 일부러 놔두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노인은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다.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거실에, 할머니 계시는 방만 불을 딱 때고 있는데 방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냥 거실에, 부엌에 있게끔. 3시간이면 3시간을 그냥. 그런 식

으로 밖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중략) 한 날은 저기서 내가 씻어놓고 화장실에서, 

분명히 다 치워놓고 화장실에 가서 걸레 다 빨아갖고 방에 갖다놓고 그럴려고 방에

를 들어오는데 여기가 문턱 같으면은 요기에다가 발 들어오는, 딱 들어오는데 발이 

따끔한 거야. 엄마 이게 뭐야? 압정이 여기 딱 꼽혀 버린 거야. 내 발바닥에. 그 할

머니도 약간 치매가 있어. 압정이 있어 순간적으로 확 빼내버린 거야, 그거를. 그걸 

빼놓고 “아니 어머니 왜 압정이 여기 있어요? 내가 분명히 싹 치우고 갔었는데.” 그

랬더니 저기서 나를 요렇게 보고 있더라고. 밟나 안 밟나 그거를 본 것 같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어머니 압정이 왜 여기 있어요?” 이랬더니 “몰라.” 이러면서 

“아프나?” 치매끼가 약간. “아프나?” “어머니 여기 피나잖아요.” “약 줄까?”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치매 노인의 경우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입

는 일도 발생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가 ‘환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에 

해서 그 로 참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노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돌

봄수혜자가 폭력성 치매로 요양보호사를 방에 가두고, 망치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했다. 

우리 가는 대상자들도 치매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가끔 느닷없이 막 때릴려고 우리

한테 손을 올리실 때도. 목욕시킬 때도 손을 올리는 순간. 저 두 번 맞을 뻔. 한 번

은 맞았고, 두 번은 어떡하다 손을 딱 피해서 안 맞았거든요. 목욕 시키다가. (중략) 

“어르신 왜 아까 때렸어요?” 물어봤어. 내가 좀 화나서. “왜 때렸어요?” 했더니 “내가 

때렸나?” 모르시는 거예요. “아 어르신 아까 저 때렸잖아요. 목욕할 때.” “내가 때렸

나? 몰랐어.” (정미희, 재가요양보호사) 

이렇게 노인에게 받는 피해에 해서 요양보호사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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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요양보호사들이 부분 중고령이기 때문에 몸이 다쳐도 이 증상이 노인을 

돌보면서 생긴 사고 때문인지, 노화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는 게 어려웠다. 산재로 인

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고, 돌봄수혜자나 기관 측에서 노

동자가 받은 피해에 해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김윤숙이 돌보는 수혜

자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인데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잡다가 뒤에 엉

덩이를 받치고 있던 그를 쳤다. 그는 다음날부터 눈에 검불이 보여서 안과를 갔지만 

산재로 인정받지는 못했고 안과 치료 비용은 자신이 감당해야 했다. 

그 날도 화장실 들어가는 날인데 내가 밑에서 이렇게 받쳤어. 엉덩이가 무겁잖아,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받치는데 당신이 일어난다고 문틀을 잡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잡아지면서 헛손질이 와가지고 여기를(눈을)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날 

괜찮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여기에(눈 앞에) 검불이 있어. 덜렁덜렁 

매달려. (중략) 그래서 다음날 안과를 갔죠. 사무실에 일단 이야기를 하고. 어저께 할

머니 팔꿈치로 눈을 맞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다. 안과를 갔더니 

참 그게 우리 서러운 게 그런 거더라고. 이 망막 뒤에 이렇게 오목한, 그 뭐야? 사진

으로 치면 영상 잡히는 거기에 이렇게 쇼크나 노화로 주름이 잡히면 이게 생긴, 검불 

같이, 실뭉치 같은 게 뜨는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게 쇼크로 50 프로, 노화로 50 프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 사고사가 아니다 그

러는 이야기야. 근데 그거 검사하는 과정이 뭐 동공 확대 약도 넣고, 한 2시간 이상 

걸리더라구요, 안과에서. 그날 출근은 못하고 바로 사무실에서 연계해서 대체들은 시

켰지만서도 황당하더라고요. 이건 약도 없고 수술도 없다는 거야. 최하 6개월에서 1년

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아니면 영원히 이게 검불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야, 안과에

서. 그래가지고 한 3만원 돈 조금 못 되게 들었어요. 그러니 그걸 어디다가 신청할 

데도 없고. (김윤숙,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들은 일을 하면서 근골격계질환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다. 노동자는 수

혜자를 씻기거나 화장실 도움 등을 위해서 이동시키는 신체활동지원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면서 어깨나 허리, 팔목 등을 많이 사용했다. 물리치료를 계속 받거나 팔에 통

증주사를 맞아가면서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골계질환으로 일을 그만두

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성희롱도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겪는 문제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수혜자를 돌보면서 

많은 신체 접촉을 했다. 그들은 반가움의 표시로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고,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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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어깨나 다리를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다. 수혜자들은 이를 성적

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업무 관계의 선을 넘기도 했고, 아예 요양보호사를 자신의 성

을 표현하는 상으로 생각하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시

간에 일부러 성인방송을 틀어놓기도 했다. 

이에 해서 요양보호사가 처하는 수준은 매우 달랐다. 요양보호사는 일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되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소한 경우는 그냥 웃어

넘기거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요양보호사가 매번 이야기를 해도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성희롱을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경험하기

도 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변기에다가 변을 보잖아요. 그럼 팬티 벗고 앉아 누거든요. 

그러고는 내 가도 팬티를 안 올려요. 팬티를 많이 내려놓고 턱 눕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어디 델 데 없잖아요. “어르신 바지 빨리 올리세요.” 나

는 그러거든요. 그럼 쓱 올리고. (서진, 재가요양보호사)

성희롱 문제는 일상적인 위협이나 불쾌감을 넘어서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직접적

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성희롱 처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

제 자신이 겪었을 때 적절하게 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처과정에서 요양

보호사가 해고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성희롱 문제로 인해서 이직을 선택하

기도 했다. 이러한 성희롱 경험은 요양보호사가 재가에서 남자 노인을 돌보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2013)에 의하면 재가 요양보호사 조사 상자 중 

19.1%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요양보호사 52.9%가 성희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보다는 낮다. 그러나 재가 요양보호사는 상자와 보호자의 부

적절한 행위에 해 느끼는 불쾌감과 위협감이 더 심했다(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

연구원, 2013: 77). 이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수혜자의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혼

자 고립되어 일하면서 피해를 겪기 때문이다. 시설에서는 남자 요양보호사가 상 적

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어, 이들이 남자 노인들의 성희롱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남자어르신을 무조건 남자가 케어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자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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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중에 성적인 부분으로 여자 선생들을 희롱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남

자 선생이 출근을 해야 그 어르신을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정식, 시설요양보

호사)

방문 요양보호사는 혼자서 고립되어 일한다는 점도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다. 노동

자들은 매일 돌봄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육체적 어려움에 해서 같이 이야기

하면서 해결방법을 모색할 선배 요양보호사나 동료가 곁에 없다. 요양시설은 교 제

로 일을 하고, 한 번 일할 때 노동시간이 길며 등급이 높은 노인들을 보살피기 때문

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지만, 요양보호사가 재가에서 시설로 이직하는 

것은 동료와 함께 같이 일한다는 장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센터(요양시설)는 일하는 게 힘이 들어. 꽉 쫘여져 있잖

아. 주야간이 있고. 24시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동료들간에 잠깐잠깐이라도 이렇게 

웃는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그러잖아. 서로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데는 그런 게 

좋은 점은 그거고, 나쁜 점은 좀 힘이 든다는 점이고, 센터는. 재가는 편해. 몸은 편

한데 말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분이 치매니까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

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하니까 그게 내가 스트레스야, 내가. (박은주, 시설

요양보호사)

4. 재가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1 1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를 돌보는 것이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성은 수혜자에게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

이 마련되고, 서비스가 중단이 될 경우 예측이 가능하여 바로 다른 수혜자가 할당되

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재가 요양보호사는 고용안정성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그 원인은 먼저 재가 기관의 과잉 공급에 기인했다. 요양수요에 비해서 재가 기관

도 과다하게 공급되었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였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혜자가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다른 수혜자와 연결

되기 전까지 중간에 공백 기간이 존재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는 것은 수혜자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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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을 가지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

나 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심지어 갑자기 사망하는 상황까지 생기기 때문에 언제 

일이 끊길지 알 수 없었다.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일이 딱 끊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백수에

요. 대상자가 입원하면 일이 없으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월급 한 푼도 못 타는 것. 

그런 건 조금 저기해서 그렇지. (박정화, 재가요양보호사) 

노인의 건강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요양보

호사가 제공하는 돌봄기간이나 시간이 쉽게 변화되기도 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돌봄수혜자의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다(Twigg, 1999: 105). 기

존의 저소득층을 상으로 했던 노인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하여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혜자에게 기관 선택권

을 부여한다. 수혜자가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마음

에 들지 않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받는 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체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에서도 돌봄수혜

자의 마음에 따라 쉽게 서비스가 해지되기도 했다. 박혜자는 미리 자신이 쉬는 날짜

를 알렸는데 수혜자가 갑자기 자기 일정에 맞춰서 휴무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하자 서비스 해지를 통보받았다. 

내일 휴무날인데 오늘 갑자기 “아줌마 언제 쉰다고 그랬어요?” 달력에다가 당신 

병원에 눈이 안 좋아서 검사하러 가는 날짜를 받아놔서 나보고 그 날은 일을 들어와

야 된대. 안 된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일인데 갑자기 변동 시킬 수가 없다. 나도 

시댁에 볼일이 있어서 시집식구들이랑 약속이 되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근무 마치고 

차타고 오는 중에 시설로 전화를 해갖고 요양사 아줌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락이 온 거야,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더 받을 의사가 

없는데도 기관에 미리 알리지 않기도 했다.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돌봄이

용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수혜자나 그 가족들이 서비스 해지 계획

을 미리 밝히지 않음으로써 기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돌봄수혜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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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리 이야기를 했을 때 돌봄이 소홀해질 것을 염려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

데 관리자는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수입 감소를 겪어야 

했다. 

오늘, 한 분이 종료하셨어요. 아드님 댁에 와계셨다가 원래 살고 계셨던 따님 댁으

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오늘까지 일하시고 내일부터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

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따님 댁에 가시게 될 때 정말 당일날이 아니고 

그 전날이 아닌 며칠 전이라도 이야기를 해달라. 물론 대책은 못 세우지만 그래도 뭔

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수가 생기면 이 선생님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오

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것도 아까 12시 다 돼서. (중략) 그러니까 보호자님들도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타 기관으로 갈 것 이미 다 정해놓고도 

미리 말씀 안 하세요. (박혜옥, 재가관리자) 

김성훈은 다른 수혜자를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 수혜자가 자신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수혜자의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1달 뒤부터는 

자신이 부모를 돌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리 말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안정

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혜자를 그만두고 돌아갔는데 1달 만에 그만두게 된 것이

다. 돌봄수혜자가 요양보호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일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나를 불렀어. 보호자는 자기 생각만 한 

거야. 자기가 가족요양을 맡았어. 월말이 됐는데 하루 남겨놓고선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섭섭하게 이야기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대비가 있을 것 아냐. 거

기서 오는, 실망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그런 문제. 충격. (중략) 미리 얘기를 

해도 되는 것 아냐? 가족이 한다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런 데 

대한. 나한테 그 분은 미안해서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내 생각도 해야지. 별안간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사무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 나는 내일 어떡하냐고? (김

성훈,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이러한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없었

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가장 급여를 많이 받은 달과, 적게 받은 달을 

비교하면 24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안정적인 근무시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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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편차가 심각한 것이다(서울연구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3: 62). 그리고 불

안정한 고용은 당장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 그 이상을 의미했다. 퇴직금은 한 기관에

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재가 요양보호사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어려웠다. 돌보던 상자가 입원을 하고 다른 상자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1년을 연속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워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었다. 

재가 서비스의 고용불안정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이직 사유였다. 노동자들은 안정

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식당 등의 요식업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하고, 요양시설로 

옮겨가기도 했다. 시설은 자신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체적으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수혜자가 한 명 줄어들면 임금이 반으로 줄어들지

만, 시설은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경우가 많고, 다른 기술이 없는 고령의 여성에게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기는 쉽지 

않았다. 60 라는 나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시기여서 일이 힘들다고 쉽

게 그만두겠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한 상자를 지속하기 어려

운 불안정은 있지만, 다시 쉽게 일을 구할 수 있어서 고용가능성은 높다. 노동자들은 

서비스가 해지되면 부분 몇 주에서 몇 달을 쉬었다가 다시 상자를 할당받으면 

일을 하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이어갔다. 특히나 고령의 경우 다른 서비스 직종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더 나은 편

이다. 

제가 52년생이에요. 그럼 어디 정년으로 따졌을 때 60이면 정년이잖아요. 배운 건 

이거 밖에 없어요, 몸에 익은 거는. 내가 희망해서라기보다도 자의반 타의반 몸에 젖

은 일이에요. 이제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 가서 뭘 할거냐고? 식당에서도 주방에

서도 60 넘은 사람은, 50 넘으면 뽑지도 않애. 아무리 내가 수명이 120 아니고 150

이라고 됐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뭐 하고 놀거냐고? 내 몸에 무리가 오지 않는 한 

몸에 젖은 일, 이미 아는 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 건강이 허락한다면 하는 거

죠.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김윤숙, 재가요양보호사)

이직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노동자는 연령이 낮아서 다른 일로 전직을 할 가능성

이 높은 사람이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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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김현진·김혜경, 2011; 엄기욱·박인아, 2015). 

학력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으

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 적으로 높기 때문이다(김현진·김혜경, 

2011: 209). 이들이 요양보호사를 그만두고 선택하는 일도 기존에 하던 보험 영업으

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마트 캐셔 같은 서비스직이었는데, 요양

보호사와 비교해서 노동조건이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가끔이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일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해볼

까? 근데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것. 그래도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 그거 생각하면 내

가 여기서 10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오십대 

초반이라 그래도 저기인데 내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입지가 없잖아요. (다

른 일 생각해보신 게 있으세요?) 마트? 제가 갈 데가. 그렇잖아요. (이수연, 재가요양

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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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가 요양보호사 업무와 비교해서 실제 노동

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돌봄을 제공

하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의미와 특성에 해서 분석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과 같이 공식적인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가정이라는 사적 공

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에서 상이한 특성들을 보였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족의 돌봄과는 지식이나 기술의 측면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

자가 맺는 관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각 수혜자의 가정에서 노인과 노인의 가족들과 관계에 기반

을 두어 돌봄을 제공하면서 나타나는 돌봄노동의 특성에 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남녀의 성역할에 기반하여 젠더화된 노동은 물론, 요양보호사의 숙련과 전문성, 관계

노동으로서의 측면, 노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돌봄노동 범위가 확 되는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 

제1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정: 노동의 항목과 내용

재가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수행한다. 요양보호사

가 제공해야 할 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일은 물론 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할 돌봄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

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로 나뉘어진다. 신체활동서비스는 세면도

움이나 구강관리 등의 청결 유지와 식사나 이동도움 등의 활동이며, 일상생활지원서

비스는 취사나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을 의미한다. 개인활동서비스는 외출시 동행

과 일상업무 행이며, 정서지원은 말벗이나 위로, 생활상담과 의사소통 도움을 포함

한다. 치매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등급을 받은 노인을 위한 행동변화 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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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이와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할지, 특히 이 항목 중에 무엇을 중심으로 돌봄을 수행

할지는 돌보는 돌봄수혜자의 건강상태와 욕구, 가족들의 욕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돌봄노동의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이수연은 1등급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남자 노인을 돌보고 월요일에서부터 토

요일까지 방문하여 주 6일 4시간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혜자는 부인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인은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가고,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운동 – 식

사 – 목욕 – 방청소/빨래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오전 어르신은 가면은 할머니하고 커피 좀 마시고,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요. 나가

서 그 앞에 골목. 이 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가 와요. 그러고 올라오면은 11시 

한 40분 돼요. 그러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저 밥 먹고 어르신 식사 드리고, 어르신 

씻겨드리고. 그러면 그 때부터 부지런히 막 해야 돼요. 뒷정리까지 싹 다. 그러면 할

머니가 오세요. 1시 반에. 거의 제가 아홉시 반에 들어가서 한시 반에 나온 적이 없

어요. 한시 사십분? 꼭 그렇게 어떤 때는 한 시 사십분 넘어서 나오면은 뒤에 어르

신이 좀 늦어지죠.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박혜자는 3등급 남자 노인을 오전에 4시간 돌본다. 그의 일정은 요리/식사 챙기기 

– 청소 – 개인활동보조 – 마사지가 중심이 된다. 수혜자가 반지하 방에 살고 있고, 

외부로 나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가 혼자 노인을 데리고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든 돌봄은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혜자가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그에 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수연은 같이 살고 있는 

수혜자의 배우자가 요리를 맡기 때문에 식사를 챙겨주기만 하면 되지만, 박혜자는 독

거노인에 한 삼시세끼를 모두 요리하고 필요한 모든 일을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 

오전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가면 식사 준비, 반찬 찌개 해서 식사 드리고 식사 끝

나고 나면 오후에 먹을 간식거리와 저녁 먹을 것까지 준비해 놓죠. 준비해 놓고 청소

하고 밖에 일 봐야 할 거 보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대화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기

계로 마사지 해주는 거 있고 그런 걸로 마사지 해주고 편마비여서 손이 다 이렇게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 118 -

오그라졌어요. 손도 좀 펼 수 있도록 되지는 않지만 좀 주물러 드리고 발바닥도 이

렇게 지압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내용도 돌봄수혜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박혜자는 오전에는 위와 같이 독거노인을 돌보면서 노인의 개인생활유지를 위한 모

든 활동을 하지만, 오후는 그렇지 않다. 오후에 돌보는 노인 부부가 박혜자에게 원하

는 것은 식사준비였고, 그는 그들이 삼시세끼 먹을 요리를 준비하는데 부분의 시간

을 보냈다. 그가 독거노인에게 하는 마사지나 정서적인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돌봄내용은 노동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돌봄수혜자가 

남자 노인이고 병원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이동 보조를 하거나 재활 운동이 필요한 

경우에 수혜자측이 특별히 ‘남자’를 지정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남자 요

양보호사는 요구받은 이동보조와 재활에만 초점을 두어 돌봄노동을 하고 여자 요양

보호사가 일반적으로 받는 가사지원 요구는 받지 않았다.

확연하게 다른 게 주로 남자분들은 요리라든가 이런 집안일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조금 미치지 못하죠, 여자분들한테. 내가 처음에 저기할 때 이런 쪽은 저희(가족)가 

알아서 하니까 선생님은 어떤 쪽으로 이런 게 딱 나오면은 주로 재활운동이죠... 주로 

이제 기능회복 정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저 분은 저

렇게 해야 되겠다.’ 노하우가 있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로 저 같

은 경우는 그걸 원하시는 분들. 이제 좀 더 이렇게 기능을 저거 해서 좋아지게 해주

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김성훈,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의 욕구가 간단하면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자신이 할 돌봄노동의 내용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요양보호사가 수혜자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조직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정선이 돌보는 노인은 장기요양 4등급으로, 

신체활동은 자유롭지만 치매가 심해서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수혜자

의 가족들은 이정선에게 기본적인 식사, 목욕 등의 신체적인 돌봄과 산책, 같이 화투

치기 정도를 부탁했지만, 이정선 스스로 돌봄수혜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고민하여 

인지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매일 읽기, 쓰기, 기본적인 산수 등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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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이 집에서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딱 갔더니 우리 엄마는 산책해주시고, 

식사 이런 거야 당연한 거고, 화투 좋아하니까 화투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화투를 

치다보니까 이게 할머니가 감정이, 감정이 노하게 되는 거야. 굉장히 순하신 분인데 

자기가, 당신이 잃거나, 돈내기는 하지도 않았지만, 지거나 하면 막 화를 내. 나는 화

투 칠 줄도 모르지만, 민화투를 치기는 하지만, 잃거나 광 같은 것을 잃으면 굉장히 

화를 내요. 아니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 분하고는. 제가 계획표를 짰어요. 시간

표로. 공부 쪽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똑똑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숫자를 할 

때 계산이 좀 빨랐거든요, 화투할 때. 이 분은 공부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

다. 책 사갖고, 초등학교 책 사서 읽기. 국어는 읽기. 읽기를 하나보니까 발음이 또박

또박 해지는 거에요, 어눌했던 발음이. 그리고 쓰기. 읽기 쓰기 공부하고, 지루하면 

산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분의 능력을 모르니까 100부터 거꾸로 쓰기. 그러니까 

잘 하시더라구요. (이정선,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가 독거노인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일의 항목은 많아지지

만 스스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영숙의 경우, 치매를 앓는 여성 독거노

인을 오래 돌봐왔는데 지난 3년 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없

다는 조건으로 인해 스스로 활동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다. 김영숙은 지역사회 치

매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루 일정을 구성했

다. 

우선은 이제 이 할머니가 치매센터 그 프로그램들, 인지 프로그램 그거를 하러 가

시거든. 내가 돌보는 할머니는... 학교 가자고, 거기를 학교라고 그러거든. 치매센터를. 

“어머니 학교 갑시다.” 이러면 알아들어. 학교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 (중

략) 나머지는 이 어르신이 치매니까 이 저기 계속 뭔가를 움직여줘야 되고 뭔가를 해

줘야 되니까. 이 어르신이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노래 부르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거든. 동사무소 가면은 

어르신들 건강 체조라고 있어요. 건강체조 하러 화요일에 가. 가면은 한 시간 하고 

와.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이렇게 재가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정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자체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의 가정으로 방문

하여 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

이다. 노인의 신체활동지원이 정서 지원만이 아니라 돌봄을 받지 않는 시간에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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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필요한 식사 준비는 물론 방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해야 한다. 돌봄

수혜자가 독거노인이면, 요양보호사는 그의 보호자로서 책임이 확장되었다. 돌봄수혜

자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도맡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

스와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은행을 가는 등의 생활지원까지 업무가 확

된다. 또한 재가 서비스가 돌보는 노인에게 맞는 돌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개인의 욕구에 따라 돌봄노동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제2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

1. 재가 요양보호사의 중점 업무: 신체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돌봄수혜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노동 항목이 상이할 수 있지만, 핵심은 노인인 

돌봄수혜자를 잘 돌보는 것이다. 특히 신체적 건강 유지에 많은 중점을 둔다. 기본적

인 식사 챙기기는 물론 청소, 빨래 등의 활동 모두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초

점으로 조직되었다. 노인에게 운동을 시키거나, 마사지, 재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도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요양보호사는 수혜자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을 주물러주는 등의 마사지를 해주었다. 

일차적으로는 신체, 그 분의 신체 상태. 청결한지부터 시작해서 잘 드셨는지. 그 다

음에 약 같은 것 꼬박꼬박 잘 드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어디가 아프시지 않은지. 그

런 식으로 이용자에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아,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을 제공하면서 만족하는 부분도 수혜자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

이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

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보다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많은 노

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료인은 아

니지만, 노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돌봄을 제공하는 당사자들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1등급 와상 환자는 누워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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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욕창이 생길 수 있다. 방문간호사가 와서 욕창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주 2~3

회 방문하기 때문에 매일 상태를 확인하고 통풍과 소독을 하고 체위를 계속 변경시

켜서 관리하는 일은 요양보호사의 몫이다.

만족적인 거는 일단 좋아졌을 때. 그게 제일. 욕창 치료 같은 것, 이게 방문 간호

사라고 해서 그 분들은 매일 안 오잖아요. 그 대신 일주일에 2~3번, 많이 와봐야 3

번. 두 번 오시는데. 그 분들은 전문적이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매일 

가서 접촉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그 분들 오면 와서 소독하고 뭐 하나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거기다 파스 같은 걸로 습포제 이렇게 해놓고 가세요. 그럼 다음에 며칠 

있다가 오면 그 좋아지는 확률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개선되는 건 거

의 없어요. 결국은 같이 매일 들어가서 통풍해주고 체위 변경해주고 소독해주고 그걸 

시시각각 관리해주면서 배뇨 같은 것을 깨끗하게 자주 청결하게 해주면서 치료하는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애요. 욕창 치료라는 게. 그런 쪽에서 많이 좋아지고 보

호자들도 아주 만족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애요. (김성훈, 

재가요양보호사)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정서지원이다. 노인들은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가

족들이 24시간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홀로 시간을 보낸

다. 그리고 상자가 장기간 병을 앓았던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돌봄 부담으로 소진하

여 노인들을 방임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식사를 챙기는 수준 그 이상의 돌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 로 받지 못하는 노인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과거 이야기

를 하거나 옛날 노래를 부르는 등의 활동을 같이 하면서 노인의 감정을 돌보았다. 노

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노인이 존중받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사실 정서지원 부분은 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저희의 필

요성에 의해서. 왜냐하면 제가 대상자 댁에 가보면 보호자들이 너무 지쳐있어요. 워낙 

장기화되어 있다보니까... 어르신이 오랜 기간 아파하고 있으니까 어르신은 원래 그려

려니 하고 자기네 생활을 다 유지를 하는 거에요. 다 유지를 하고 최소한의 것만 제

공하죠. 밥 주고 뭐, 이런 정도만 제공하지.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어르신들은 자기 

방에 침대에 혼자 있어요. 냄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정서지원 하

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영은, 재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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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인 지원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돌봄 영역이다. 요양

보호사가 말벗 서비스 등을 통해서 돌봄수혜자와 친 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노인과의 좋은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일에 해서 만족감을 얻고, 그 일

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했다. 노동자들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정서적 

지원을 할 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정서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돌봄일정이 계획되는 것은 아니었

다. 돌봄수혜자나 가족의 요구가 가사노동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청소나 빨래, 요

리는 수혜자의 지시를 받은 후 혼자서 실행하는 것이지,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요양 시설에서의 돌봄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 차이

재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이 신체적 돌봄과 더불어, 정서적 돌봄과 일상적인 돌

봄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요양시설에서는 신체적 과업을 우선시한다(최희경, 

2010b; 황은희 외, 2012; 권수현, 2013). 요양시설과 달리 재가 서비스는 여러 영역의 

돌봄을 포함하면서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그 경계도 모호한 문제가 있다. 

요양시설의 돌봄은 시설의 하루 일정에 따라서 진행된다. 시설에서는 수혜자 아침 

식사-목욕-간식-프로그램 진행-점심-프로그램 진행-간식-저녁-취침준비 이런 식으로 하

루 일정이 짜여져 있다. 요양보호사는 하루 종일 노인들의 식사와 목욕, 기저귀 교

체, 그리고 운동이나 노래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진행시 보조 업무로 매우 힘든 일정

을 보낸다.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초점을 두는 것은 노인의 건강 상태이다.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노인들은 부분 1등급이나 2등급의 중증으로 하루 종일 침 에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들이 많다.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하거나 시

설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들의 몸 상태를 돌보는 것이 중

요하다. 노동자는 수혜자가 열이 오르는 등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욕창이 생

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찰했다. 

어르신 상태를 보는 거죠. 몸 상태. 어르신들은 갑자기 열이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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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관찰을 해야지. 간호에서 다 하지만 간호가 그

걸 다 하지 못하니까 자기 방 맡은 사람은 자기 어르신을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거

야. (박은주, 시설요양보호사)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도 시설의 돌봄이 기본 신체활동에만 집중되는 

이유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기준은 노인 1명당 요양보호사 2.5명이다. 4조 3교

를 가정할 때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 기준은 1명이 10명의 상자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3교 가 아닌 2교 제인 경우도 많아 체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낮에 돌보는 인원은 5명이 넘고, 밤에 돌보는 인원은 10명이 넘는 경

우가 많다(제갈현숙, 2009a: 171). 노인을 보살필 요양보호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에서 돌봄은 미리 짜여진 하루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맞춰지고,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개인 욕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일정을 쫓아가기에 바빴다.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초점이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집중되면서 정서적인 

돌봄은 소홀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시간을 내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한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벗을 해주려고 하지만 시설의 일정상 어려웠다. 노동자가 자신의 점심시

간도 확보하기 힘들만큼 빠듯하게 일정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의 노동자

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Stacey, 2005; 권수현, 2013), 

수혜자에게 충분한 심리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데 해서 자괴감을 표현하기도 했

다. 심층면접에서 많은 재가 기관 관리자들이 노인들의 정서적인 돌봄 제공을 강조하

는 것과 달리 시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독려되지 않았다.

어르신이 쉰일곱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개개인이 막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못 들어줘요. 뭐냐면 어르신 말벗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

는데 그거를 끝까지 다 못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잘라서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아, 알았어요. 그거 해달라구요?” 딱 해서 이렇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는. 어르신 말하는 부분을 끝까지 잘 듣고 나서. 

잘 경청을 들어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딱딱 끊게 돼서 ‘아, 어르신 뭘 요구하는구나.’ 

그것만 딱 해서 해드리는데 그거를 끊는다는 거죠. 다 들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

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렇다고 그 많은 분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홍

미혜, 시설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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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에 있는 어르신은 얼굴 상태를 보고 관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이 

침침하게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든가 이런 거를 잠깐잠깐 말벗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지. 그리고 이렇게 가족 간에 오면 잠깐 심부름 좀 해주고 이거지. 어떻

게 시간이 안 나. 우리 점심시간도 없어. 시간이. (박은주, 시설요양보호사)

부실하게 운영되는 시설은 노인 개인의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요양시설은 

모든 돌봄이 시간표에 의해 진행되고 기저귀 케어도 따로 시간이 정해져있다. 시설 

관리자들은 노인들이 배변을 해서 바로 기저귀 교체를 요구해도 기저귀 케어 시간에 

하도록 지시했다. 노동자가 노인의 욕구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노

인들을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거

부하고, 재가 기관에 취직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내가 실습할 때도 거기는 정해서 기저귀를 갈아주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는 쇼크

를 받아왔는데. 저희가 교육 끝나고 실습 나갔을 때 할머님이 우리 불러서 젖었다고 

갈아달라고 해서 우리는 멋모르고 갈아주려고 하니까 “아, 하지 마세요. 3시에 해야 

돼요.” 젖었으면 갈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갈아줬

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이정선, 재가요양보호사)

이에 반해 재가 서비스는 노인을 위한 가사노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설 요양보호사도 빨래나 청소, 설거지를 담당한다.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들의 생활

복 세탁, 각 방 청소, 노인의 식사 후 배식판 설거지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 그

러나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요리는 부분 각 시설의 조리사가 

담당했다. 박은주는 재가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요양시설로 옮겼는데 그 이유가 “밥

하기가 싫어서”라고 구술했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것도 교 제로 인한 어려움, 

빡빡한 하루 일정 등으로 단점이 많지만, 시설 요양보호사는 잡다한 가사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돌봄수혜자의 가족이라는 존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계를 흐리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원인이다. 요양시설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정 시간에만 면회

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상시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가족에 한 돌봄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가족에 한 

추가적인 가사노동을 하거나 그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해야 했다. 가족과 같이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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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인의 경우 노인과 가족에 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

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와 비교해서 방문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에는 좀 더 다양한 차원

의 업무가 포함하고,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시설은 노인에 한 신체적 케어

가 초점이고, 인력 기준이나 시설의 일정 진행 상 그 이상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데 

반해 재가는 1 1 돌봄을 바탕으로 노인의 개인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했

다. 노인의 요구는 신체활동이나 생활지원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은 물론, 가족의 욕

구 충족까지 포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 되었다. 

3.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 차이

1)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 습득

사적 영역의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확 되고 돌봄노동 직업이 생겨나면서 여

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서 관리자에게 관리를 

받고, 가족 요양보호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돌봄수혜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돌봄

수혜자에게 많은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이런 점에 기반하여 그들의 돌봄이 가족이 수행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노동자 스스로도 노인 돌봄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 돌봄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관리자들도 요양보호사가 가족과는 다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구술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통해서 노인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기 때문에 가족보다 노

인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타인에 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돌봄을 잘 제공할 수 있는데 특히 상자가 노인인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

이 필요한지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였다. 

우리 이거 받을 때 어르신들 마음부터 파악하는 것, 그런 것도 배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교육을 안 받고 했다 치자. 그러면 그런 거를 모르고 시작을 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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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르신이 어떻다는 걸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하는데 그 마음을 빨리 읽지를 못하

고, 파악을 못 하면 서로가 부딪히는 게 많을 것 아냐? 이 어르신이 어떻다는 걸 모

르니까. 그런 점에서 틀린 것 같은데.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노인이 겪는 질환에 한 이해도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들이 인지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했던 말을 또 하는 등의 현상을 

이해하고, 치매환자를 하는 방법은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다. 정선미가 

관리하는 상자 중 한 명은 치매가 심한데 보호자인 딸은 결벽증이 심했다. 치매가 

있는 어머니에 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관리자들은 요양보호사는 물론 가족도 노인 질환에 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분이 치매가 있으니까 종이 휴지를 막 이불 속 아무데나 다 집어 넣어놔요. 결

벽증 있는 보호자가 미쳐버리죠. 이불 다 꺼내서 빨아버리고. 얼마나 미치는 행동이에

요? 그 집은, 가면은 싸움할 때는 무서워서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싸워서 

그래서 보호자 교육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략) 엄마는 처음 한 얘기다. 그러면은 

보호자는 처음 한 것처럼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 그러면 다른 방

법을 써서 그 반복적인 행동을 다른 반복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중

에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반복적인 행동이 교정이 되는 거다. 

(정선미,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는 여러 수혜자를 돌보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

는 방법을 배운다. 그래서 김정희는 만성질환으로 아픈 아버지를 고령인 어머니가 혼

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사와 같이 응급상황을 이성적으로 처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안심했다. 오랫동안 아팠던 부모를 돌본 가족의 경우 자신의 가

족이 앓고 있는 질환과 그 증상에 한 처방법을 잘 알기도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 상황에 한 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의 신체적인 돌봄에 해서 배우기 때문에 돌봄에 필요한 다

양한 지식과 기술들도 습득했다. 휠체어나 전동 침  등의 기구 사용법과 같은 간단

한 지식부터,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고 노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에 한 노하우를 

배우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가족들보다는 지식이 풍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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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적 거리 유지와 객관적인 돌봄

가족 돌봄 제공자와 중요한 차이는 요양보호사와 노인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감정

적 거리’ 때문에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는 점이다. 돌봄노동자와 수혜자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유급 돌봄의 취약

점으로, 돌봄관계의 상호성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지만(Graham, 1983; Strazdins & 

Broom, 2004), 요양보호사의 돌봄에서 사회적 거리는 가족의 돌봄보다 더 좋은 돌봄

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로 작용했다. 가족들은 노인을 돌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

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노인과 심리적 갈등을 빈번하게 겪었다.61) 부모가 자

식을 양육하면서 보였던 태도나 평상시 가족 관계의 질이 수혜자와 가족들의 돌봄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가 의무감이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가족

을 돌보도록 강요받을 때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장기간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Stone, 2001: 163). 가족간 불화가 오래 지속되면 가족들은 노인을 돌봐야할 책임을 

방관하고, 노인을 자주 방임하기도 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의 욕

구는 묵살되는 것이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완전한 타인이기 때문에 노인과의 관계에

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영향을 적게 미쳤다. 

어르신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조금 다르죠.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주위에 본, 느낀 바로는 가족들은 혈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

려니 해요. 뭐든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늙어가는 사람은 다 

그렇다. (중략)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에 따라서 가족들 태도도 다르다는 거죠. 

가족들이 정말 이 사람이 잘 살아서, 아름답게 살았을 때와 이 사람이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이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예전에 잘 하고 살았고, 우리한테 잘 하고 살았으니까 불쌍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닐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찬밥 신세. 그냥 ‘우리 엄

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니까. (성현숙, 재

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감정조절을 잘 할 수 있고 요양보호

61) 가족을 돌보는 부분의 사람들이 돌봄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스트

레스, 불안, 절망, 좌절을 겪고 신체적, 정신적 병을 얻기도 한다(Stone, 1991; Abe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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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거리’는 돌봄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요양보호사에게 그 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했다. 노동자는 가족과 달리 

돌봄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에만 책임을 가진다. 그 책임은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혹시 노인과의 관계에서 나쁜 감정이 생

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노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고, 돌봄수혜

자가 힘들게 할 때 직업적인 의무감을 바탕으로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50~60  중고령인 만큼 자신의 부모도 돌봄을 받아야 할 연령이

다.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부모도 같이 돌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요양보호사 스스

로도 자신이 모르는 사람에게 돌봄노동을 하는 것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했다. 이수연이 돌보는 오전 상자는 파킨슨을 앓고 있는 1등급인데 

감정의 변화가 심했다. 노인의 감정이 폭발하면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했다. 돌봄 상자를 돌볼 때 이수연은 숙련노동자로서 감정노동을 잘 하지만 

현재 부양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다. 이수연의 시어머니는 장

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합가해서 살고 있다. 이후에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 자신이 직접 돌보기보다는 시설 입소를 생각하고 있다. 

김윤숙은 어머니가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인데 자신이 다른 상자를 돌보

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와서 어머니를 돌본다. 그는 과거에 남편과 아버지를 오랫동

안 간병한 경험이 있다. 그가 그들을 돌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돌봄 의무를 거부하지 못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이 돌보기보다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돌봄노동을 오래 해온 

요양보호사에게도 가족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파킨슨도 뇌질환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질환 가지신 분은 특히 노인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구요. 병원에서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같으면 변덕이 심하다

고 하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는 그 때만 넘기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정

상적인 분이라면 저도 화가 나죠. 근데 환자니까. 환자니까 충분히 저러지. 그 때만 

지나면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님한테는 안 돼요.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가족 돌봄과의 차이는 과거에 가족을 돌본 경험이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는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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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났다. 재가 관리자들에 의하면 가족 돌봄을 

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노인에게 쉽게 다가가고, 노인의 병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한 이해도가 높다. 요양보호사로서 경험이 없는 노동자라면 기존에 가족을 돌본 경

험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력노동자와 비교해서는 

중요한 장점이 아니었다. 부모를 돌본 노동자들은 부모의 요구를 늘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타인을 돌볼 때에도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자신의 위

치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일에 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가족 

돌봄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돌봄노동을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경험으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내 말을 존중해주

는 거라는 것. 이 분은 캐치를 한 거예요. ‘아. 얘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고맙

다.’... 근데 이 분은 또 예스맨이에요. 어머니랑 살아봐 갖고 어머니한테는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니까, 직업하고 이런 구분이 헷갈려하시더라구요. (배

영은,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돌봄은 가족의 돌봄과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이런 차이를 돌봄수혜자들도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여전히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하는 돌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보모에 한 연구를 한 김경희(2009)에 의하면 고용주들이 보육을 ‘그냥 엄마가 볼 

일 볼 때, 애기 볼 시간이 안 될 때 그 시간만큼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경희, 2009: 168). 즉 가족을 신하여 잠시 돌보는 것으로 생각하

는 것이다.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에 해서도 가족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돌볼 수 없으니까, 또는 가사노동자보다 좀 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했다. 특히 노인의 상태에 따라서 수혜자나 가족들의 요구가 매우 단순할 

수 있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와 가족의 돌봄 차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수혜자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서

비스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의 질환에 한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보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돌볼 때나 가사노동자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을 고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위에서 언급한 감정의 거리에 해서 동의하는 돌봄수혜자도 있었다. 가족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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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돌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

각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정노동 외에는 자신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로 생각했

다. 요양보호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불편한 일을 신해주는 사람인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볼 때랑 가족이 돌볼 때랑 차이가 있나요?) 뭐, 차이는 없어요. 

느껴지는 거는 우리는 화나면 언성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제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죠.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는 없지만 암튼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하고 다르죠. 다루는 방법이. (이지순, 

돌봄수혜자 가족)

4. 노인에 대한 관심과 정서지원 문제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재가 요양보호사는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돌봄수혜자에게

는 노동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돌봄의 한 영역인 가사노동은 깨끗한 

방이나 옷, 정리된 부엌이나 새로운 요리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가족들이 해

야 할 부담이 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다른 영역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로서 생각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찰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노인이 어떤 돌봄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한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62) 상자에 해서 관심을 가지

고 그들의 신체상태가 어떤지, 식사나 약 복용은 잘 하고 있는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에 한 파악을 먼저 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은 신체

62) Engster(2005)는 돌봄은 돌봄의 미덕(virtues of caring)을 따라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

한다. 돌봄의 미덕은 세 가지로 관심(attentiveness), 반응(responsiveness), 존중(respect)이

다. 돌봄을 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타인

에 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필요한 욕구를 예상할 수 있다. 돌봄수혜자의 반응

은 그들의 정확한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존중의 의미는 타인을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할 가치가 있

는 사람으로 보고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가졌다고 해서 열등하다고 보지 않는다

(Engster, 2005: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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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상이 없는지 파악하고, 응급상황이 벌어

졌을 때 기관에 이를 보고하는 것까지 요양보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교제에서도 노인을 잘 관찰하여 변화가 생겼을 때 가족이나 기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수혜자에게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고 그들의 돌봄 욕구가 제 로 충족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는 돌봄 상자가 돌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Tronto, 

1993: 108). 돌봄 상자는 항상 동일한 욕구를 느끼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관심이

나 욕구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게 돌봄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보호

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을 강조하면 

돌봄 상자에 한 이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수혜자에 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은 관리자나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수혜자들이 특별히 염두에 두는 부분은 아니었다.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가사노동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는 가사노동을 하는 데 부분의 시간

을 보내면서도 노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돌봄수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요양

보호사들은 수혜자를 돌보러 왔으니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관심은 수혜자

에게 집중했다. 특히 혼자 거동하기 힘든 중증 노인은 움직이면서 낙상을 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노인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돌봄수혜자와 

가족이 가사노동만을 요구했다고 해서 노인에 한 관찰을 배제해도 되는 것이 아니

며, 노인에 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가 있는 동안은 중시를 세게 하죠. 눈을 거기다 걸죠. 거기서. 어르신이 뭘 해

도 눈을 거기다 걸죠. 그 어르신이 뭐하나? 다른 일 하매 눈은 그 쪽에다 걸고 하

죠. 안 그랬다가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책임이잖아요. 내 

시간 이외에는 내가 책임이 없잖아요. 시간 안에는 항상 눈을 걸어야 되죠. 그거는 

항상 내가 그 어르신을 위해 갔기 때문에 그 어르신한테다가 모든 걸 다 걸어야 되

는 거에요. 다른 거 하면서도 그게 위주죠. 다른 것 못 해도 그 어르신 하나만은 잘 

봐야 되니까 그거는 있어요. (서진,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도 가사노동보다는 수혜자에 한 건강관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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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지시받은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고, 수혜자를 움직

이게 하고 인지를 확인하는 행동을 했다. 이현미가 돌보는 상자는 가사노동에만 신

경을 쓰고, 자신의 운동이나 인지능력 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는 수혜자의 

기능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막, 제가 이렇게 해요. “오늘은 며칠이에

요? 몇 년도에요? 몇 월달이에요?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그러면은 이 분이 망각하

고 계시다가 달력을 보시고 막 찾아내요. 그리고 또 손가락 한 번 10개 세어보세요.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 사람 운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말벗 서비스를 최  60분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요

양보호사에게 돌봄 상자의 상담자로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수혜자에

게 요양보호사가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노동

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에게 그것은 그저 ‘노닥거리는 것’일 뿐이

며, 굳이 화가 필요하다면 다른 가사노동을 하면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인에 한 정서지원은 노년기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요양보호사가 노인과 

단순히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노인의 인생에 한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하여 말

벗 서비스 등의 정서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벗서비스는 노동이 아니라 휴

식으로서 인식되었다. 

배영은은 노인들이 가정에서 너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

해서 요양보호사에게 말벗 서비스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도록 요구했다. 수혜자에게 

주목하여 정서지원을 하도록 요양보호사에게 독려하지만 노동자들은 수혜자의 가사

노동 요구로 인해 정서지원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라. 선생님, 우리 어르신 손 꼭 붙들고 눈 마주치고 얘기

를 해라 그게 말벗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호자들은 원하는 건, 방 닦으면서 

빨래, 어르신 빨래 개면서 이렇게 해주는 걸 말벗이라고. 눈 마주치고 손 잡고 하면 

수다라고 생각해요. 노닥거린다고 생각해요. 일은 안 하고 노닥거리기만 한다고. (배

영은, 재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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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신의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노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사노동의 양을 계속 늘리는 돌봄수혜자도 있었다. 노인은 커튼 세탁이나, 

소금과 식초로 베란다 청소하기, 은수저 닦기 등의 요구를 했는데, 그들에게 요양보

호사의 일은 청소, 빨래, 요리와 같은 가사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벗서비스를 

포함한 정서지원은 아닌 것이다. 돌봄수혜자에게 말벗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쉬었다 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수혜자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정서지원에 집중한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요양보호사가 시

간을 할애해서 정서지원을 하는 것은 수혜자와의 관계가 좋을 때 가능한 것이다.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얘기 중에 은연중에 “그냥 있다가 가.” 어르신께서 그러면 선생님들

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좀 치우고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나눈 거다. 아니면 

어르신이 좀 앉아있어라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나오면 좋을 때는 앉아 있어라

고, 나쁠 때는 일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김정민, 재가관리자)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관찰하고 이를 보고하고, 노인의 정서적인 영역에 도

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수혜자들은 당장의 가사

노동에 더 집중했다. 요양보호사들도 주부로서 자신의 가정에서 하는 익숙한 일이므

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수혜자들에게 ‘놀다 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건강관리나 정서지원에 집중할 이유가 없었다. 

이는 노인에 한 돌봄이 신체활동지원이나 가사노동 등의 일상생활지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면서 돌봄 제공이 노인 삶의 질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식되지 않

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노인 돌봄의 목표가 일상생활유지에서 생활의 질이나 쾌적함

을 지향하는 것으로 확 되고, 돌봄이 노인의 자립생활만이 아니라 자기실현을 목표

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이해영, 2000: 19). 하지만 이것이 실제 노

인의 삶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 로 하기 위

해서는 돌봄수혜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노인 삶의 질 측면에서 노인 돌봄을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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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특성

1. 성별화된 돌봄노동

일반적으로 돌봄제공자에게 필요한 자질인 타인의 욕구를 인지하고, 욕구의 변화에 

따라 돌봄을 조정하는 것은 여성의 특성으로 여겨져 왔다(Graham, 1983: 19). 여성

의 활동으로서 돌봄은 유급 돌봄노동으로 이루어질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식적인 

직업으로 창출된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로 규정된 돌

봄의 확 로서 여성에게 적합한 일로 여겨졌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중점적으로 맡게 되는 업무로 인해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

로 간주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교

육을 받기 때문에 여성들이 당연히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실제 요양보호

사가 하는 일은 여성들의 성역할로 인해서 가정내에서 해온 일이 부분을 차지했다.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영역이며, 여성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었다. 남자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기본적인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돌봄 상자들

은 남성들이 이것을 못한다고 인식을 해서 남성 노동자를 부분 원하지 않았다. 그

래서 제도 시행 초기에 재가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했던 많은 남자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남자 요양보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재가 관리자 인터뷰를 했던 8개 기관 중 남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군데였다. 8개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200명이 넘었는데, 그 중 남자 요양

보호사는 단 한 명이다. 이 경우는 가족들이 아버지를 모시는 걸 거부하면서, 2등급

인 아버지를 24시간 같이 돌볼 사람으로 남자 요양보호사를 구한 것이다. 남자 노인

을 돌볼 입주요양보호사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 요양보호사가 재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돌봄수혜자의 가족들도 남자 요양보호사를 꺼려했다. 보호자들은 요양보호사가 자

신이 하기 싫은 가사노동을 신해줌으로써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했다. 가족들

의 돌봄을 어느 정도 체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다. 많은 남자 요양보호사

들은 노인의 방청소 하는 것 이외의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보호자의 

돌봄 경감효과가 적었다. 여자 요양보호사는 요리, 세탁, 청소 등을 모두 맡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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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선호했다. 

남자 요양보호사님들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필요로 하시는 분이 의외

로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가사일이 재가가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하실 능력이 있으

시니까 이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교육 받다보면 본인들은 하다못해 반찬까지도 된다

고 하세요. 근데 대상자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덥지도 않고, 

남자가 한다는 거를 썩 내켜하지도 않고. (유수정, 재가관리자)

그리고 중증 수혜자를 돌볼 때는 기저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아기 기저귀도 갈아

본 경험이 없는 중고령의 남성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가는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더 익숙하게 

이를 수행했다. 남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일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신체

활동지원 업무 때문인데 기저귀 교체가 비위 상하는 일이라고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가정 상황에 따라서 여자 요양보호사를 원하기도 했다. 박정

자의 남편은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가 있어 재활운동의 욕구

가 컸다. 여자 요양보호사가 재활을 하기에는 수혜자가 체중이 무겁기 때문에 어려워 

남자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호자가 남자 요양보호사와 함께 집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해서 고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여전히 여자 요양

보호사를 이용했다.

남자니까 힘이 드니까 좀 키도 크고 힘, 힘 센 사람을 하든지. 우리 아들 같은 경

우는 남자를 쓰는 게 어떻겠노? 그럼 운동 시키기에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

도 하고 그랬어요. 한 번 생각해봤는데, 남자로 또 바뀌면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사소한 부분은 전혀 안 될 것 같애. 뭐 먹이고 씻기는 게. 운동 자체만은 되

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박정자, 돌봄수혜자 가족)

남자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경우는 체로 다른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였다. 돌봄

상자가 남자 노인이고, 재활 운동이 필요할 때 또는 병원 동행과 같은 이동보조가 빈

번하게 요구될 때 남자 요양보호사를 선택했다. 돌봄수혜자들이 재활운동과 같은 특

정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동 보조와 같이 육체적 힘이 요구될 때 남성 노동자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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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 남녀 따로 차별화

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자 요양보호사가 재활운동을 잘 한다고 판단할 합

리적 근거는 없다.

요양보호사의 체력에 한 요구도 마찬가지였다. 돌봄수혜자의 가족은 요양보호사

의 체력을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했다. 혼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수혜자를 돌볼 

때 특히 노동자의 체력이 필수적이다. 요양보호사의 힘이 약하면 요양보호사가 누워

있는 수혜자에게 운동을 시키는 것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보호자들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동시 도와줘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돌봄 부담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 의하면 여자 요

양보호사가 1등급 남자 노인이나 체격이 큰 여자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혼자서 남자 노인을 운동시키거나, 목욕을 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상

적으로 나이가 젊은 40  후반이나 50  초반의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보다 덩치가 큰 노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

다.63) 

돌봄수혜자의 남녀 요양보호사에 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남자 요양보호사는 

상자의 운동에 초점을 두었고 여자 요양보호사들에게 할당되는 많은 일에서 제외되

었다. 돌봄수혜자들은 남자 요양보호사를 특별히 요청했기 때문에 여자 요양보호사들

이 하는 가사노동을 맡기지 않았다. 노동자 스스로도 가사노동을 할 생각이 없고, 하

지 않는다고 해도 가족들과 아무런 갈등이 겪지 않았다. 보호자도 재활을 담당하러 

온 남자 요양보호사에게 식사를 챙기고 치우는 기본적인 활동만을 요구해서, 일상적

으로 하는 돌봄 내용이 요양보호사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 요양보호사는 

담당해야 하는 돌봄 업무 내용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일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쉬웠

다.

차이점이 확연해요. 확연하게 다른 게 주로 남자분들은 요리라든가 이런 집안일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조금 미치지 못하죠, 여자분들한테... 아예 처음에 그걸 이해를 

하니까 저한테 요리를 해달라는 얘기는 크게 들은 적은 없어요. 저도 그런 거는 제가 

63) 요양시설은 재가기관보다 등급이 더 높은 중증 노인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힘들었다. 그렇지만 시설에서 노인을 혼자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일하기 때

문에 여자 요양보호사들이 힘이 약해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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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할라 그러니까. (김성훈, 재가요양보호사)

또한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이 남자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는 돌봄 관계의 양상도 

달랐다. 돌봄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돌봄 관계가 확립되어야 하지

만, 여자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친 성을 기 하지는 않았다. 남자 노인은 

남자 요양보호사를 같이 사회에 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요양

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

자로서 기능하였고,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이런 역할을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

성노동자도 있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남자 요양보호사에게 기 할 수 있는 업무로 여

기고 있었다.

같은 남자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 어르신을 우리 

선생님이 케어를 하셨는데 이 2등급 어르신이다 보니까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있잖아

요. 그럼 같이 뉴스를 보면서 토론을 하세요. 지금 돌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바깥에

는 못 나가지만 침상에 앉아서 이 분은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화면 하나에

서. 근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시 뭔가를, 논할 수 있는 친구가, 나이 차

이는 많지만. 되게 좋아하셨어요. (박혜옥, 재가관리자)

상자가 남자인 경우에도 부분 여자 요양보호사를 선호했는데, 돌봄은 여성의 

일이므로 남자보다는 여자 요양보호사가 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자 요양보

호사는 남성 노인에게 아내에게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상이었다. 

친 한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은 여자 요양보호사에게 기 하는 영역이다.

남자 노인은 여자 요양보호사를 직업인이 아니라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 요양보호

사를 선호하기도 했다. 수혜자들이 돌봄노동자에게 이성애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성

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돌봄수혜자의 가족, 지인들이 돌봄노동자를 ‘아

내’, 혹은 ‘여자 친구’로 바라보는 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권수현, 2013: 135). 남

자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이쁘든 안 이쁘든 여자였으면’ 하고 생각하는 내면에는 성

적인 측면도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돌봄이 여성의 성역할에 기반한 활동이라는 점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요양보호사 자신들도 돌봄을 여성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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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혜자의 요구에 해서 가족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였다. 수혜자의 가

족들에 한 가사노동을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들은 그 상이 아들이나 손자 등 남

자라면 좀 더 수긍을 했고, 딸이나 며느리 등 여자라면 거절을 했다.

우리는 분명 할머니를 도와주러 갔는데 때로는 손자를, 손자가 있어요. 손자 먹을 

음식을 막 도와줘야 돼. 그런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여자나, 며느리

나 딸인 것 같으면은 못 해도 당신이 하세요. 저희가 딱 부러지게 할 수가 있는데 

남자고. (유수정, 재가관리자). 

이와 같이 재가 돌봄은 요양보호사의 성별에 따라서 업무 내용과 돌봄수혜자와 맺

는 관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자 요양보호사에게는 재활이나 이동 도움과 같은 

특정한 업무를 요구했다. 여자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잡다한 가사노동을 할 필요

가 없었다. 돌봄수혜자가 기 하는 친 성도 여자 요양보호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

다. 여자 요양보호사와 달리 남자 요양보호사는 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이 

가능했다.

2. 표준화되기 어려운 노동과정

돌봄노동의 노동과정은 돌봄수혜자의 입장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

문에 일반화와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박홍주, 2009: 112-113).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

노동자에 한 연구에서도 가사서비스가 일반가사, 간병, 양육 형태로 나뉘어져 있지

만 직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강은애. 2007; 85-86).

요양보호사는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과 달리 제도화된 노동이라는 점에서 다르

다. 표준서비스가 규정되어 있고,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노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매우 포괄

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돌봄서비스 영역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행할지는 

돌봄 상자의 욕구에 기초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상자들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만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사회경제적 배경까지 매우 달랐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4장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과 특성

- 139 -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 상자 중심의 맞춤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돌봄수혜자는 언제든지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

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그들의 욕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돌봄수혜자이다. 그들이 요구하

는 돌봄내용에 따라서 노동자가 수행하는 돌봄이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박혜자는 

하루에 두 가정을 방문하는데, 오전에 돌보는 수혜자는 독거노인이고 오후에 돌보는 

상자는 노인 부부가 같이 살았다. 독거노인의 경우 그 노인에 한 모든 살림을 하

고 마사지나 정서지원 등을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후 노인 부부는 두 

명 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았고, 오전에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다. 노인 부부는 

두 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다른 일을 시키고 있는데, 오전에 오는 요양보호사에게

는 산책이나 병원 동행, 청소와 같은 일을, 요리를 잘 하는 박혜자에게는 일상적인 

식사준비는 물론 김장, 간장게장을 담그는 것까지 맡기고 있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돌봄 내용을 계획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돌봄수혜자가 돌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정선이 돌보는 수혜

자 두 명은 각각 치매증상이 있는 3등급, 4등급 노인들이어서 인지활동에 초점을 두

고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오후에 돌보는 수혜자에게 매일 읽기, 쓰기 등의 공

부를 시켰는데, 노인의 발음이 명확해지는 등 언어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다. 

다른 수혜자에게도 공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적용했는데 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

기 때문에 자신의 돌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수혜자에게 알맞은 인지활

동을 찾기 전까지 그가 원했던 화투 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또 새로 오신 분은 이런 건 안 해. 공부는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시고, 오로지 화

투야. 저는 죽겠어요... 화투 외에는 전혀 안 하려고 그러세요. (이정선, 재가요양보호

사) 

3. ‘돌봄동기’가 필요한 노동

폴브레와 바이스코프(Folbre & Weisskopf, 1998)는 이타주의, 책임감, 내면적 기

쁨, 비공식적 답례에 한 기  등을 돌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돌봄동기(caring 

motives)’로 규정했다. 특히 이타주의와 책임감을 돌봄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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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bre & Weisskopf, 1998: 174-179).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서 요구되는 돌봄동

기는 보통 봉사정신으로 일컬어진다.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봉사정신은 노인 돌봄이

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박기남, 2009; 정진주, 2012; 김

민정·김윤정, 2012; 권수현, 2013).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이타

주의나 봉사정신과 같은 돌봄동기를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보

다 돌봄동기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돌봄노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돌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타인에 한 배려와 이타주의가 있지 

않다면 노동자들에게 노인 돌봄은 언제든지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일이었다.

노인 돌봄이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를 키

워본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이라고 해도 타인의 신체를 돌보는 일이 어렵다고 느꼈

다. 가족들도 기저귀 가는 것을 하지 못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시켰고 요양서비스 시간 

외에는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고 그 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요양보호사들은 봉

사정신을 가지고 가족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힘든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친동생이 오거든요. 오면 이렇게 식사 챙겨드렸대요, 내가 가면. 가자마자 기저귀 

갈아드리고 이불이 다 젖고 하니까 다 씻어야 하잖아요. 세탁기해서 돌리고 돌려놓

고. 방 청소하면 이래. 나를 불러요. “아줌마, 아줌마.” 왜 그러냐고. 아이 우리 언니 

똥 싼 것 같다. 냄새 난대. 저거 치워 달래. 친동생도 못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모님. 이모님은 피를 나눈 형제지 않느냐고? 나는 원 남이에요. 내가 어

르신이 하도 안타깝고 정말 누구 말따마나 나도 나이 같이 먹으니까 이따가 나도 이

러면 정말 다 싫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도 이래 하는 건데 이모님이 피를 나눈 형

제인데 못 하겠어요?” 자기는 죽어도 못 한대요. 그럼 이따 이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할까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짝에 가서 가만히 앉고 있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코 이렇게 막고. 언니가 똥 쌌다고. (서진,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들에게 만성질환을 가지고 혼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큰 스트레스였다. 이들이 건강상태로 인해서 보이는 짜증이나 감정적인 변

화에 해서 이해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이 필요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직무내용이 제 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다(Sterinberg & Haignere, 1987: 

168-169). 봉사정신은 이런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참고 일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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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요양보호사가 돌봄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더

라도 일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구술했다. 타인을 

돕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 요양보호사를 선택한다면 열악

한 노동조건으로 쉽게 이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돌봄수혜자의 건강상태 등 요양보호

사들이 꺼리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를 차별하지 않고 돌봄을 제공하게 만드는 요인은 

봉사정신이다. 요양보호사에게 돌봄노동을 통해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내면적 보

상(intrinsic rewards)으로 작용했다.64) 

이 요양이라는 게 뭐야? 어르신이 불편하니까 어딘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고 갔다가는 돈만 벌고 그냥 

어르신 손잡고 놀러만 댕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갔다가는 그거는 나는 요양사가 아

니라고 생각해.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이 분들에 대한, 케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야 일을 오래 하시고 또 측은

지심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밑바탕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돈을 바라고 하

는 분들은 수명이 짧아요.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른 일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서 나도 모르게 이 분들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어렵고 힘든 일을 부탁해도 그래, ‘니가 못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지. (유수정, 재가관리자)

그리고 봉사정신은 힘든 돌봄을 충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잡는데도 필요한 요건

으로 작용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 외에 다른 직접적인 노동 감독을 받지 않았

다. 돌봄수혜자가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수혜자의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의 돌봄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지원만을 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할 수도 

64) 돌봄동기와 관련해서 보수주의 경제학에서는 돌봄노동자가 돈보다는 내면적 동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이 낮아야 한다고 보았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

장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내면적 동기가 저임금을 상쇄할 수 있는 것

이 남성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에 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England, 2005; Nelson, 

1999; Folbre, 2007[2001]). 한편 돌봄동기는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 낮은 임금을 합리화하

기 위해서 이용되기도 한다. 돌봄이 다른 일보다 더 보람이 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

는 없지만, 많은 실태조사에서 돌봄노동자는 돌봄노동의 내재적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한 

아이돌보미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고 응답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와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돌봄

노동을 한다는 것이다(Tuominen, 20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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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돌봄노동자들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돌봄수혜자의 욕구가 따로 있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다. 

와상이나 정말 힘든 분들은 봉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소대변이 이

게 정말 힘들어요. 일일이 일으켜 세워서 케어하고 그게 정말 힘든데, 봉사정신에 입

각하지 않으면 시간 때우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시간 지나면 사실 일하다보면 4시

간 금세 지나가요. (이정선,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돌봄수혜자를 보살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저

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바젯과 폴브레(Badgett & Folbre, 1999)는 노동자가 일

을 선택한 동기가 돌봄의 실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과정에서 돌봄 상에 한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Badgett & Folbre, 1999: 313). 이렇게 돌봄

노동자가 노인에 한 책임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

다. 즉, 요양보호사가 돌봄관계를 통해서 자기만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돌봄수혜

자의 인정이나 수혜자와의 관계가 친 하게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때 

돌봄 동기가 발전했다. 

돌봄동기는 요양보호사가 힘든 돌봄노동을 이어가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했

다. 요양보호사에게 봉사정신의 실천은 일에 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내면적 보상

이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 교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

업 윤리 중 하나로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상자를 옹호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74). 봉사정신을 직업윤리의 하나로 규정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어떠한 노동조건이나 상황에서도 봉사정신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돌봄동기의 강조는 노동자에게 일에 한 만족도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돌봄노동자를 착취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자의 돌봄동기가 

어떤 상황에서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

하면서 돌봄동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적 위상 정립이라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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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 요양보호사의 지식과 기술 문제

1) 재가 요양보호사의 숙련 양성과 인정 

돌봄은 여성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나 여성으로 사회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여러 연구에서 돌봄노동은 교육을 통

한 지식 습득,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숙련을 쌓아야하는 노동으로 밝히고 있

다(Standing, 2001; Gordon, 1996). 돌봄은 교육, 지식, 성찰, 타인과의 관계맺음은 

물론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인 만큼

(Gordon, 1996: 262), 요양보호사가 숙련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 한 

교육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요양보호사의 숙련 정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났다. 먼저 노인을 오랫동안 

돌본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신체적 상태에 

한 관찰은 물론, 심리적인 이해도 더 나았다. 처음 보는 상자와도 쉽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속도가 경력이 적은 요양보호사보다 빨랐다. 

오래 하는 사람은 가면 뭔가 이제 금방 이제 어르신들하고도 금방 다가갈 수 있

고 뭔가 조금 틀리죠. 능숙해졌다고 그러나? 초보자 보다는. 그런 면에서 틀리지. 그

리고 아무래도 어르신 다루는 게 조금 더 낫고 말하자면. 팔짱을 껴도. 팔짱을 끼고 

어디를 걸어가고 운동을 시키고 걸음걸이를 맞춰서 걷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를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그것도 맞춰주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뭔가 조금 빨리 

터득이 된다는 거지.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노인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숙련이 필요했다. 돌봄노동은 수혜자가 

살아온 삶에 한 이해와 성찰을 요구한다. 돌봄욕구는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살아

오면서 채워지지 않는 잠재된 욕구들에 한 이해가 수반될 때 보다 좋은 돌봄을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기남, 2009: 92). 이러한 성찰에 기반한 정서 지원을 통해

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가 가족과는 나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수혜자의 삶에 한 충분한 성찰을 바탕으로 노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다. 

나중에 많이 아프고 오래 아프고 외로워지면 가족한테 못하는 말씀들이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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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 꺼. 그런 거는 요양보호사한테 하죠. 그럼 요양보호사한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털어놓는 마음의 말이 있고, 요양보호사한테 털어놓는 

마음의 말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이게 머리로 듣는 것 하고 마음으로 듣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서명옥, 재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일에 해서 숙련이 되면서 인간관계기술도 향상되었다. 이

를 바탕으로 돌봄수혜자와 맺는 관계의 질이 달라졌다. 돌봄노동이 매일의 일정에 짜

여진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공되

기 때문에 수혜자의 욕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지와 같은 세세한 인간관계기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돌보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갑자기 화를 낼 때 어떻게 처하고, 감정적 변화를 어떻게 견뎌내는지에 한 노하

우도 습득하기 때문에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법은 차이가 있었다. 

그런 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 대하는 것. 그것도 큰 기술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막 화나고 그랬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 그런 게 일은 저는 처음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일은 똑같은 것 같애요. 사람 대하는 게 그런 게 좀 달라지

죠.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죠.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노인과 업무에 해서 논의할 때도 숙련노동자가 좀 더 노련하게 처했다. 일의 

범위와 경계에 해서 수혜자와 협의를 할 때,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일에 해서 

적절하게 거절함으로써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수혜자와의 갈등을 미리 줄였다. 돌봄수

혜자가 오늘 해달라고 한 일에 해서 다 못 마쳤을 때, 초보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마쳤다. 수혜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노동자는 

불만이 쌓였다. 숙련노동자는 지금 그 일을 충 하는 것보다는 다음날 제 로 하는 

게 낫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을 제 시간에 끝냈다. 이런 협상 방식은 수혜자의 불

만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경험하는 감정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범위, 이 일을 다 못했을 때, 만약에 내가 경험이 없으면 해달라는 대로 시간 

늦게까지 끝나고 시간이 몇 시까지 일을 해주고 나왔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오늘 대충 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일 제대로 해드리겠다는 제 의사표현을 해서 내일로 미루고 온다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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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능력이요.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인간을 상 하는 면접촉 서비스 노동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직감

이나 요령이 중요시된다. 이런 ‘느낌’은 정확한 통계나 수치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고

객과 면하는 노동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다(박홍주, 2000: 56). 돌봄서비스에서

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령이나 감이 중요했다. 체로 고객과 일회성 면을 하는 판

매서비스와 달리 돌봄수혜자와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수

혜자의 욕구를 잘 읽어내고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자신의 업무 기준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요령이나 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눈

치’를 요양보호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설명하였다. 요양보호사는 돌봄

서비스 수혜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차려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만 했을 경우 그 일‘만’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

람’이 되어버렸다. 눈치 있는 요양보호사는 수혜자가 원하는 일을 정확히 해주는 사

람인 것이다. 

사람이 오래 일을 하다보면 눈치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빨리 알아

야 돼. 빨리 알아야 돼. 그래야 트러블이 덜 생기지. 나는 이거를 여기도 한 번 닦아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안 닦고 간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머님은 생

각하고 있단 말이야. 안 닦고 간다 이거야. 다 닦았는데도 여기 안 닦는 걸 보고 안 

하고 간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어르신들이. ‘여기만 안 닦아주고 갔어. 이

게 아니고 먼지도 안 닦고 갔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보면 이 어르신은 이거

를 원하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돼. 마음을 빨리 읽어야 된다고, 서로. (김영숙, 재

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건강상태나 성격이 다른 돌봄수혜자를 돌보면서 여러 문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문제에 해서 요양보호사들은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고 깨우

쳤다. 요양보호사들 각자가 상황적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

육이나 보수 교육 등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했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돌봄수혜자들은 기본적인 신체 기

능을 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그런 현상을 보이는 노인들을 돌보면서 이에 

한 처방법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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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전문가는 물론 경력이 많은 동료들과 일을 하는 시설 요

양보호사와 달리 재가 요양보호사는 홀로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한다. 요양시설은 재

가기관에서보다 체적으로 등급이 더 높은 노인들을 돌보고 있어서 수혜자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크다. 그러나 재가에서 돌보는 노인들에게도 위

험한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심지어 상 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인 상자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정신을 

잃는 응급상황이 겪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니시카와와 타나카(Nishikawa & 

Tanaka, 2007)는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설 요양보호사보다 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Nishikawa & Tanaka, 2007: 214). 돌봄수혜자를 매일매일 돌보면서 

그 변화를 잘 관찰하고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위험상황을 잘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숙련을 쌓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요양보호사에게) 문을 열어주시다가 기우뚱 하신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서 선생님

이 이상하다. 그러고서 요양사님이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봤더니 침도 좀 흘리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더라고요. 응급차 불러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하고 선생님 우선 119에 전화를 하세요. 119에서 왔을 때도 악력이라거나 이런 걸 

쥐는걸 봐서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집안에서 응급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정아, 재가관리자)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숙련이 인정되

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숙련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에 금

전적 우의 차이가 없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각 기관이 책정해놓은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인간관계기술과 관련된 숙련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성격으로 간주되었다. 가

족이 아닌 제 3자인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쉽게 다가서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적절히 돌보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

사들이 노인을 돌보면서 감정관리를 하고, 친 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가능한 객관적

으로 돌보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숙련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돌봄을 여성의 정체

성이나 적성으로 생각해온 것과 연관된다. 돌봄수혜자와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노인

에 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들이 숙련노동자이기 때문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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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잘 제공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관리자도 특정한 성격을 가진 성격을 가진 요양

보호사를 구인하면 돌봄수혜자와 관계를 잘 맺고 일을 잘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렇게 정성을 드린 사람이었는데 딴 데 가서도 아마 잘 할 거야. 왜? 자기 본심

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마음이 바뀌겠어요? 자기가 가진 마음이 있는데. 참 어디 가

서도 잘 할 거예요. (강춘복, 돌봄수혜자 가족)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노동자는 단순히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들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숙련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들

은 요양보호사를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인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가 요구하는 가

사노동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요양보호사가 경력자든 아니든 주부가 일상적으로 하

는 요리, 청소, 빨래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가서 쓸고 닦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경력자나 초보자랑 하는 게 똑같은 거야. 

초보자도 가서 하면 뭐가 경력자하고, 초보자하고 표시가 나야하는데.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쓸고 닦고 밖에 없는데.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한편,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가 요구하는 가사노동에서 있어서는 이미 숙련자이

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부분인 중고령 여성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사노

동을 해왔다. 돌봄수혜자들이 요구하는 요리나 세탁, 청소 등은 오래 해온 일이므로 

어려움이 없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되기 전부터 가사노동의 숙련자이므로 돌봄수혜

자들이 이에 해서 인정하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상자를 방문하여 돌보든 가사에 집중한다면 굳이 노인들의 건강이나 정서

상태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혜승·유승현

(2013)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의 수준과 적절성에 해서 기관장보

다 요양보호사가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노동자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무

사항도 아닌 교육에 일을 쉬면서까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재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이혜승·유승현, 2013: 166-167). 요양보호사가 실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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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이 필요 없는 가사노동 위주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유인이 없었다. 

숙련에 한 보상도 없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실습이나 노동경험을 통해서 

굳이 숙련을 쌓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에 한 정서적인 지원 등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배우고, 지식과 기술을 쌓아도 사장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돌봄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받아도 무슨 교육이라고 좋은 교육 듣고 오면 뭐하냐

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맨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이건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 그거를. 요양사를 쓴다는 게 아파서 등급 받아서 나를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등급을 받는 거잖아. 그거는 간 곳 없고, 오면은 쓸고 닦고만 원하는 

집이 수두룩 하니까. 그 우리가 쓸고 닦고 할려고 교육을 그렇게 받고 여기 당기면

서 교육받고, 저기 당기면서 교육받고 그렇게 하겠냐고?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도 숙련 노동자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이다. 노동자는 수혜자의 가정에 가서 혼자 고립되어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기관이나 동료에게 알려서 처법을 찾아내고, 스스로 알

게 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숙련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상자들을 돌보는 경험을 하면서 노인의 공통된 욕구와 개인에 따라 다른 욕구를 파

악하고, 그 처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노하우도 쌓는 경험이 필요했다. 그러나 재가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장기간 같은 수혜자를 돌보게 되었다. 한두 명의 상자를 오래 돌본 요양

보호사는 몇 사례에 한 지식을 알고 있을 뿐, 노인의 전반적인 질환에 해 돌봄경

험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부족했다. 

김윤숙은 자신의 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버지가 음식을 씹는 방법을 잃어버렸을 때 

처법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이를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같이 공유하려 했지만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해서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

다. 새로운 교육을 배우는 것도 자신이 돌보는 수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4장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과 특성

- 149 -

식사를 하면은 우리 친정아버지가 2시간 40분을 점심을 잡수셨어. 입에 들어갔는

데 씹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물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밥숟가락 들고 이러고 있어. 

말이 그렇지. 주글치고 앉아서 2시간 40분 밥먹여 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선생님도 없고, 어느 간호사선생님도 없어요, 그거. 그러고 웬만해선 그런 환자 

없고. 내 아버지니까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노래를 불러. “아~,” 하면 “오물오물오

물 꿀떡.” 나 졸면서 해. 노래를 해. “오물오물오물 꿀떡, 아~. 오물오물오물.” 그런 

거는 센터에서도 보수교육 어디에서도 일러주는 사람 없다고. 내 스스로 내가 깨우쳐

야 돼. 그러면은 같은 요양보호사들끼리 이런 상황 이야기해주면 웃어요. 왜? 경험을 

아직 안 했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쳤을 적에 3시간? 아무것

도 못 하는 거지. (김윤숙, 재가요양보호사)

제도적으로도 요양보호사가 숙련노동자가 되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직무 교육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고 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에 한 적절

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적절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하도록 

뒷받침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량 향상은 요양보호사 개인이나 소속된 

기관에게 전가된 상태였다. 많은 재가기관들이 신규기관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체

적인 훈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재가 기관에서는 직원회의를 

실시하고, 상자들에 한 사례발표와 교육을 진행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고 보통 

1시간 많아야 3시간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의 지식이나 경험이 공유되는 

것이 어려웠다. 

니시카와와 타나카에 의하면 재가 돌봄노동자가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는 가장 효

율적인 방법은 면 면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동료나 관리자, 때로는 

돌봄수혜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습득하였다. 돌봄경험

을 통해서 얻은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지식과 기술이 

쌓이고 집단적 지식으로서 전환도 가능하다(Nishikawa & Tanaka, 2007). 그러나 이

들이 연구한 일본의 재가 돌봄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들도 그들이 돌봄을 

하는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

다. 

또한 기관에서 일상적인 요양보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 역량의 평준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에는 자신이 돌봄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어려운 노인의 집안 살림을 도와주고 온다’고 생각하고 가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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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만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그들은 돌봄노동자보다는 가사노동자로

서 자신을 정체화시켰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요양보호사 간의 역량 차이가 나타나

고, 돌봄 경력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숙련 노동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

다.

이런 점에서 요양보호사의 숙련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요구

되는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지에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개개인이 쌓게 되는 경험을 같이 

공유하여 노인 돌봄에 한 숙련을 더 쌓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재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계속 제기된 문

제이다. 요양보호사의 자질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은 많은 논문에서 공통적

으로 밝히는 바이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격관리는 물론 강화된 교육과 시험제도 

도입, 학력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엄기욱, 2008; 김준환, 2008; 한

정원, 2011; 이근홍·김현덕, 2013; 서동민, 2013). 전문성은 요양보호사라는 새롭게 

창출된 직종의 저임금화·비전문화·비정규화의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한 요건이다(한정원, 2011: 200). 

이러한 전문성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선 연구들이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 교육 실시, 학력요건 도입이나 자격시험을 통한 진입 

제한을 주장했지만, 이를 통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인 것이다. 요양보호사 업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포괄

적인 영역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에서는 노인에 한 신체적 돌

봄, 즉 건강상태 개선 또는 유지에 초점을 두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에 초

점을 두도록 하는 감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각 재가 기관의 

자율과 지향성, 그리고 돌봄수혜자의 욕구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이 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노인의 일상생활지원은 요양보호사만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는 물론 돌봄수혜자들이 전문성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돌봄수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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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가사노동은 보호자들도 할 수 있지만 시

간이 없어서나 또는 쉬고 싶은 마음에 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수혜자의 건강과 관련

된 운동이나 마사지는 보호자들이 수혜자의 상태와 이에 한 처법에 해 무지하

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느끼게 하는 영역이다. 가족들은 특히 운동이나 마

사지를 통해서 노인의 신체적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보호자들이 우리 요양보호사를 전문가로 볼 때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휴, 나는 

살림만 하느라 우리 아저씨 내비뒀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셔서 팔도, 편마비 온 

팔도 폈다 해주고, 손가락도 다 펴주는 걸 보면서 고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

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못하는 역할을 뭔가 했을 때 고마워한다는 

것을 느껴서. (배영은, 재가관리자) 

박정자는 노인성질환인 뇌경색으로 편마비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고 있다. 남편

의 몸이 계속 굳어가고 있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활운동이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인 식사 챙기기, 방 청소, 샤워 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운동을 소

홀히 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이 없고 단지 자신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4

시간 동안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요

양보호사를 신하여 하루 방문한 다른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몰랐던 스트레칭을 해

줘서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성은 뭐 별로 없더라구요 보니까. 전에 어느 분 한 번 대타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분은 젊은 사람이 왔는데 진짜 하루 왔는데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분은 깜짝 놀랬는 게, 우리 아저씨를 갖다가, 저게 전동침대거든요. 그래가 식사를 하

고 나더니만 밖에 운동 시키러 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처음이라서 모시고 나

가서 하겠어요? 고마 오늘 안에서 하죠?” 밖에서 바람도 햇빛도 쏘이고 나가야된다

고 하면서. 일단 몸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침대가 높이 탁 올려서, 키가 작은데 자기 가슴 위에까지 침대를 탁 올리더니 거기서, 

스트레칭을 아주 뭐 팔다리. 저기 스트레칭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것 비슷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시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몸을 좀 진짜 푸는 것 같이 풀고는 휠체어 태

워서 나가더라니까. (박정자, 돌봄수혜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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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노인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만으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맡은 일을 제 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노동자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서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다. 기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이를 상자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노인전문정신건강 상담 

교육이나 실버레크에이션 자격증을 취득하기 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신체적 돌봄에 

도움이 될 만한 마사지나 스트레칭 교육을 받거나 운동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땄고,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상담교육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는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막 빨래를 열심히 하고, 설거지 열심

히 해서가 아니고 환자에 대한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

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교육이라든지, 제가 스스로 알려고 하는 많은 노

력을 해요. 왜냐하면 노인전문정신건강 상담 교육도 받았구요, 또 실버활력놀이지도

사, 뭐 웃음치료, 뭐 그런 교육도 다 받았고. 건강 증진 지도사 교육도 받았고. 아무

튼 그 쪽 노인 관련된 치매, 치매 전문 그 관리하는 그런 교육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아니지만 수료증은 다 있어요. 그랬지. 응급 치료 뭐, 그런 교육도 다 받았

고 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데 관련된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

요.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전반적인 노인 돌봄에 해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

득하거나, 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처하기 위해서 의료적 지식을 쌓

기도 했다. 그들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자격증의 취득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재가 기

관에서 웃음치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모든 기관에서 제도화된 것

은 아니었다. 결국 전문성의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에게 

개별적으로 전문성을 획득하도록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가족들의 노인에 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을 같이 공

유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돌봄수혜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의료적 지식이나 

돌봄에 필요한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하

지 못하는 돌봄업무를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느끼고 있고, 요양보호사들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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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문제는 의학적 지식에 초점을 두었다. 요양

보호사가 노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최혜지, 2010).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숙련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

에서 재활이나 의료적 기술 습득을 요양보호사가 발전시켜야 할 전문성으로 상정하

면, 노동자들의 숙련이 요구되는 부분은 간과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전문적 지식 습

득에 초점을 두면서 노동자들은 노인에 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관찰이나 

정서적 지원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숙

련과 전문성 논의는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노동자의 숙련이 

인정된 상태에서 전문성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관계노동으로서의 노인 돌봄

돌봄노동은 돌봄수혜자와 돌봄노동자 사이의 관계에 기반하는 노동이다. 돌봄노동

은 돌봄제공자가 수혜자에 한 관심은 물론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Leira, 1992; Tronto, 1993; Clement, 1996). 돌봄노동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돌봄수혜자의 반응을 확인한 뒤에야 돌봄이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돌봄노동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Tronto, 

1993: 107).65) 관계노동이라는 의미는 돌봄 제공이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으며, 돌봄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돌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한

다(Himmelweit, 1999; 윤정향, 2012). 

요양보호사의 노동경험은 돌봄이 관계 노동이라는 측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돌

봄수혜자와의 관계는 서비스 노동에서의 노동자와 수혜자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

서서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친 한 관계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돌봄수혜자와의 관

65) 트론토(Tronto, 1993)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다. 첫째는 관심을 가지

는 것(caring about)으로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돌봄 욕구를 가진 존재를 인

지하고, 어떻게 충족되어야 하는지 판단한다. 둘째는 책임을 지는 것(taking care of)으로 

확인된 욕구에 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응할지 인식한다. 셋째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care-giving)으로 직접적으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이다. 넷째, 돌봄을 받는 것

(care-receiving)은 돌봄을 받는 존재가 돌봄에 반응을 하는 것이다(Tronto, 1993: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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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일의 내용이 달라졌고, 돌봄 업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권한배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1) 돌봄노동과 친 한 관계의 형성

비공식 돌봄이 애정이나 의무에 기반하여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유

급 돌봄노동은 계약에 기초하여 금전적 보상의 교환으로서 수행된다(Leira, 1994; 

Fischer & Eustis, 1994). 이에 따라 유급 돌봄노동은 무급 가족 돌봄에서 나타나는 

돌봄수혜자와의 관계나 돌봄의 질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고 여겨져왔다(Cancian, 

2000; Stone, 2005; Lynch, 2007). 그러나 유급 돌봄노동도 마찬가지로 수혜자에 

한 애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요양보

호사가 돌봄수혜자와 유사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Kemp 

et al, 2009; 최희경, 2010b; 홍세영, 2011; 김송이, 2012; 김민정·김윤정, 2012; 권수

현, 2013). 

좋은 돌봄은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자와의 가까운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

으로 가족의 돌봄을 이상적인 돌봄을 상정하고, 가족과 같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은 돌봄으로 여겨진다(최희경, 2010a; 2010b). 돌봄노동자들도 수혜자들이 자

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했고, 일에 

한 만족도도 높았다(Kemp et al, 2009: 228).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도 노인에 

한 애정을 기반으로 하고, 노인과의 관계가 더 좋을수록 돌봄의 질도 향상되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제2의 가족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친 감이. 그러니까 이 

분은 엄마라고 부르는데...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병자

니까. 당장 엄마를 모시기 전에는 진짜 퇴근 후에도 꼭 들렸었어요. (이정선, 요양보

호사) 

돌봄수혜자들도 요양보호사를 친 한 상 로 생각했다.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고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 주말에 그들을 기다렸다. 특히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독거노인들은 요양보호사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

되어 있다. 그들에게 요양보호사는 유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이면서 사회와 소

통하는 통로이다. 그래서 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 주말에 외로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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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다. 요양보호사는 그들의 일상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

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요양보호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딸’이라고 지칭하거나, 요양보호사를 부를 때 ‘우리 딸’이라고 호칭하는 

돌봄수혜자들도 있었다. 

내가 일이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항상 혼자 있으니까 사

람이 그립지요. (김혜숙, 돌봄수혜자)

나보고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 딸보다 정선생이 더 좋아”. 이랬거든요. 딸은 어쩌

다 한두 번 오고 그래서 맨날 집에 손님 오면 “우리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중

략) 집에 할머니 친구분 아니면 교회 식구들이 오면 늘 “우리 딸이다”고. 그리고 어

르신 병원을 늘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면 “누구세요?”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미희,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애정에 기반한 돌봄은 효로 표현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살폈고, 돌봄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부모처럼 보살

핀다고 느꼈다.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했

다. 가족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쌓인 감정 때문에 노인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다. 

뭐 환자한테 소홀히 한 게 하나도 없고, 어디 환자에다가 있는 힘을 다, 정말 노

력을 했어요. 그 간병하는 분이. 자기 부모처럼 섬기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꼭 자기 

부모처럼 대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 가사도우미까지 잘 챙겨줬고. 뭐야? 요양사가 

와서 가정 요양한 것은 손톱만큼도 불만이 없어요. 참 잘해줬어요. (강춘복, 돌봄수혜

자 가족)

요양보호사가 돌봄수혜자와 친 하게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중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십년에 가까운 기간 동

안 한두 명의 수혜자가 아니라, 다수의 수혜자를 만났다. 새로운 돌봄수혜자와 적응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서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서비스 관계가 해지되기도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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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수혜자와 좋은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은 요양보호사에게 중요한 요건이

다. 재가 기관의 관리자도 돌봄수혜자와 관계를 잘 맺는 요양보호사를 선호했다. 돌

봄수혜자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돌봄수혜자가 기관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

문이다. 노동자가 다른 신체적 돌봄이나 일상생활 도움을 원활하게 하지 않아도, 관

계가 친 하면 돌봄수혜자와의 서비스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 돌봄수혜자는 관계를 

잘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계속 돌봄을 받기 위해서 기관을 바꿀 수도 있다고 여겼다.

관계가 좋으니까 정말 2년, 3년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나는 기관

을 바꿔도 이 사람은 못 바꾼다. 이렇게 하시는데. (유수정, 재가관리자)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가족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요양보

호사는 유사 가족이지, 진짜 가족은 아니다. 유급 돌봄노동에 가족적 이상을 기 하

고 가족처럼 유 감을 가진다는 논리는 돌봄노동자를 교묘하게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Stacey, 2005; Meagher, 2006). 돌봄수혜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요양보호사를 딸로, 어떤 때는 가사노동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돌봄수혜자

의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을 시중드는 위치로 격하됐다. 수혜자

가 요양보호사를 딸이라고 호칭한다고 해서 그들을 더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우하

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노인들이 보이는 이런 모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

를 받았다.

어르신들 계시면, 아무래도 환자 계시면 자식들이든지 친척들 오잖아요. 당연히 이 

집의 파출부로 전락이 돼버려요. 이 집에 오면. “정 선생 차 한잔, 차 좀 갖고 와.”

(정미희, 재가요양보호사)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와.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얼른 밥 차리

래.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기분이 안 좋지. 아니 자기 아들이 왔는데 우리가 왜 

가서 생선을 튀겨야 되고 국을 끓여야 되고 밥도 새로 해야 되고. 처음에는 하긴 하

면서도 불만스러웠어.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나? (박혜자, 재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돌봄이 애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애정관계는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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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돌봄수혜자를 제2의 가족이라고 불렀던 이정

선도 돌봄수혜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언제든지 돌봄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

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돌봄수혜자에게 감정이입하고 친 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수혜자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한

다(Stacey, 2005: 844). 노인을 존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자와 돌봄수혜자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요양보호사의 노동자 지위는 사라지고, 돌봄수혜자가 언제든지 돌봄을 부탁할 수 있

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면서 가족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헌신을 요양보호사에게 기

하기 때문이다.

가족 같이 되면 자기 노동자성은 없어져요. 제가 맨날 일정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게, 존중하는 것도 일정거리 두기에요, 상대 존중하는 것도. 그리고 호칭을 정확하게 

쓰는 것도 일정거리 두기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요양보호사이고 노동자이고, 이 

분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여기에서는 벗어나갖고 자꾸 가족이 되면은 나중에 상처

받는 게 요양보호사에요. 가족이 되면은 여태까지 안 했던 서비스가 차츰차츰 늘어나

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본인이 생

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살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됐지? 

한 6개월 후부터 많이 하게 됐나? 1년 지나니까 더 많이 하게 되고, 2년 되니까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 잘못이지?’ 내 잘못이에요. (서명옥, 재가요양보호사)

그러나 노인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에 해서는 요양보호

사들간에 이견이 존재했다. 돌봄노동이 매일 이루어지고,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노인에 한 친 감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짓고, 공식적으로만 일을 하는 것

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요양보호사도 있다. 돌봄수혜자와 친 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받더라도, 다시 새로운 수혜자를 만나면 과거의 경험을 잊고 새롭게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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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공적 서비스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내에서 기관과 돌봄수혜자

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수행되지만, 실제 노동은 이 계약을 넘어서서 노동자와 수혜자

간의 사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비공식적인 관계가 발전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업

무 범위나 내용이 확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수혜자를 돌보기로 계약된 시

간 외에도 노인을 보살피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금전

적 보상이 없는데도 노인을 돌보았다. 이정선이 돌보는 노인은 치매가 심해서 혼자서 

밥을 차려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지 않는 주말

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을 챙겨줄 수 없고, 노인은 다른 사람이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거니’ 기다리다가 굶기 일쑤였다. 이정선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기 때

문에 자신의 시간을 내서 주말에도 노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왔다. 

(같은) 동네니까 신경이 써지더라고. 한 번 더 둘러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접

하게 되니까. 저는 토요일, 일요일날도 밥 먹다 생각나면 아침에 내려갔다 밥 차려주

고 와요. 혼자 굶고 있는 것 뻔히 아니까. 딸이 간호사라 새벽에 나가거든. 교대 안 

하고 새벽에만 나가더라고. 그러면 새벽에 나가면 두분이 다 남편이랑 새벽에 나가면 

혼자 계시잖아요. 일요일날은 그냥 차려놓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내려갔다 밥 

차려드리고 오고. 그러니까 정이 들고 이러면 솔직히 그렇게 따져서 하게 되지는 않

더라고요. 그냥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정선, 재가요양보호사) 

박혜자는 돌봄수혜자를 돌보기 위해서 개인 시간만이 아니라 금전적 비용을 지불

하기도 했다. 그는 수혜자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 소요되는 택시비 등의 비용을 매달 

부담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쌀이나 반찬을 가져와서 수혜자에게 제공했다. 그가 돌보

는 상자는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이어서 연민을 느끼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를 보

살피면서 친 한 관계를 쌓아왔다. 그리고 이런 돌봄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

는 봉사의 실천이라는 측면이었다.

여러모로 너무나 어려우니깐. 그러다 보니깐 때로는 내 개인적인 급여도 좀 들어갈 

때도 많고 우선은 내가 돌보고 있는 분이 많이 아프고 아쉬움이 많은데 그거를 몰라

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이 근무를 하면서 좋은 일하고 봉사한다는 마

음으로. ‘그래 내가 이 봉사를 하면서 얻어진 대가에 다른 데도 봉사를 하고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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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한테 내가 쓰면 앞으로 좋은 일 있겠지.’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유급 돌봄은 가족 돌봄과 비교해서 돌봄의 동기나 돌봄의 범위, 책임, 지속 기간 

등에서 다르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 차이가 명확하지는 않다. 재가 돌봄노동자와 수

혜자가 맺는 관계가 비공식 관계와 유사해지기 때문이다. 피셔와 유스티스(Fischer & 

Eustis, 1994)는 가족 돌봄과 유급 돌봄노동이 비슷하지만 유사성을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면서, 유급 돌봄은 책임 경계에서 가족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는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갖는 노인에 한 책임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돌봄수혜자와의 가까운 관계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책임을 확장시

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김영숙의 경우는 4급 치매 노인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돌보고 오후에는 다른 노인을 방문했다. 

오전에 돌보는 노인은 독거노인으로, 외로워서 요양보호사에게 계속 전화를 했다. 그

런데 자신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연구자가 그를 면접한 당일날 아침에도 노인을 방문하러 가기 전에 일곱 통

화를 이미 했고, 일을 마친 오후에도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다른 노인을 돌보는 시

간을 제외하고 김영숙은 노인의 전화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 셈이

다. 

잠만 깨면 전화 하는 거야, 이제. 일곱시. 오늘도 이렇게 네 통화에다, 세 통화에다

가. “내가 언제 갈게요. 어머니 집에 갈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야, 알았다.” 

끊고 또 오고 한 게 이런 거야. 같은 시간대에 끊고 또 하고, 끊고 또 하고. 지금 이

게 6시 54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6시 54분에도 받으셨던 거예요?) 받죠. 내가 

깨있으면 받지.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8시 몇분 그 때까지 계속 온 거야. 여기 있잖아. 

8시 54분까지 계속 온 거야. 16분에 오고, 30분에 오고, 53분에 오고, 54분에 오고.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어떨 때는 씻지를 못 해. 막 전화 때문에. 준비를 해야 갈 거 

아니야? 계속 전화 오는 바람에. 하루에 이렇게 오니까 열통화가 넘게 온다고 봐야

해. (중략) 신경 엄청 많이 쓰여요. 집에 와서도 집에 와서도 그냥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려고 있으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안 가면은, 오전에라도 갔다 오면 괜찮은데 안 가면은 계속 전화해요. 언제 오냐고, 

이제. 혼자 외로우니까. 내가 외로워서 그랬다 이러면서.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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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개인 시간에 돌봄수혜자를 추가적으로 돌보고 노인의 어려

움까지 같이 해결해주려는 이런 노력들은 가족과 다른 제한된 책임이나 헌신으로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주거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적

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신의 개인 시간에 수행하는 

것이고, 기관이나 돌봄수혜자가 미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돌봄의 지속 기간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에 따라 돌봄제공이 장기간에 이루어지

는 사례도 있었다. 노인과의 관계가 좋고, 노인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이 수년간 계속 이어졌다. 

박혜자는 처음 돌봄 상자와 연결되어 6년 이상 계속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돌보는 노인과 친 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하고 있었고, 앞으로 

요양보호사로서 계속 일을 하려는 이유가 현재 돌보는 노인을 가능한 한 오래 돌보

기 위해서였다. 노인이 그에게 오랫동안 보살펴달라는 요청하는 것에 해서 부담스

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르신하고 저와 대화를 그러죠. 어르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요양사 직업

을 손 떼지 마라. 아버님이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댄데 아버님이 100세 사시는 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 몰라요.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대. 저희가 일해 봐야 

길어야 10년 아니겠어요? 10년 넘게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박혜자, 재가요

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가족과 같은 책임과 헌신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돌봄에 

한 인식 차이보다는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 기반했다. 박정화는 오전에 돌보는 노인

부부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자율적으로 일을 했고, 그들에게 인정받았다. 노인이 일하

는 시간이 아닐 때 개인적으로 안부 전화하는 것도 받아주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

면 노래 테이프를 사다주기도 했다. 반면, 오후 1등급 노인은 3개월째 돌보고 있지만 

보호자들이 그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인정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든 

일을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돌봄노동에서 수혜자에게 장기요양서

비스 계약 이상의 책임을 느끼고 헌신하는 것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았다. 수혜자

와 그 가족들의 인정이 없으면 요양보호사의 자발적인 노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

히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착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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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 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다. 

마음이 일단 편해야죠. 감시하는 것 같고, 감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일단 싫어요. (중략)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박정화, 재가요양보호사)

3) 재가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면서 감정노동을 하는 측면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마음을 맞추는 등 적절한 돌봄을 제공

하는 데 있어서도 감정노동이 필요하지만, 고용을 유지하고 바람직한 돌봄노동자로 

비춰지기 위해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이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노력하게 된

다(박기남, 2009; 김송이, 2012; 권수현, 2013).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어려운 측면은 돌봄 상자가 특정한 질환을 앓

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다(정진주, 2012; 권수현, 2013). 노인의 나쁜 건강상태로 인해

서 감정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요양보호사는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참아야 했다. 치매 노인은 상태에 따라서 얌전하다가 조금 뒤에는 욕을 일삼는 상황

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견디는 감정노동을 해야 했다. 

치매끼는 있어도 부끄럽다고 기저귀를 채워주면 안 차겠다가 막 이러면서 그러다

가 막 욕을 한다잖아요. 욕하다가 “안 하겠다는데 왜 억지로 그러냐?” 막 가라. 막 

이러다가도 한참 있다가 “어쩌까? 어르신 기저귀 다시 갈아드릴까?” “어.” 하면 된대

요. 겨울 되면서 바짝 치매 많이 와가지고 자꾸 욕한다잖아요. 또 욕하다가 가만 있

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가만 있는대요. (서진, 재가요양보호사) 

감정노동은 돌봄수혜자가 노동자를 감정이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로보트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돌봄노동자

는 돌봄을 수행하면서 노인들과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느끼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경험하였다(Stacey, 2005: 844). 돌봄수혜자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딱 정해놓고,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면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일

을 실행하기를 바랐다. 박혜자는 자신이 해야 하는 활동 하나하나에 해서 수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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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확인을 받았다. 어떤 재료로, 어떤 요리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한 세세한 것까지 포함했다.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요양

보호사를 휘두르려고 하는 수혜자도 있었는데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자를 하루는 3시간만 하고 가라고 하다가, 다른 날을 하루 종일 오라

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에 맞추기를 원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

양보호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동선을 아예 짜놓아요.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자 마자부터 해야 될 일을 동선을 쫙 

짜놓는데 다 시키는 거죠. 빨래, 걸레 빠는 방법까지 청소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깐 스

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시키셔요. 3시간 정도 저희가 서비스 하

잖아요. 3시간 풀로 일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깐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은 기계 같은 느낌이 들죠.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거에 아마 상처를 

입는 거지. (박은정, 재가관리자)

재가 요양서비스는 노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재가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은 돌봄수혜자의 가족 관계에 따라 심화되었다. 노인이 가족들에게 충분히 돌봄을 받

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에 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이다. 서진이 

돌보았던 노인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지만 

자신이 돌보는 시간 동안에 기저귀를 교체하지 않았다. 서진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직전 기저귀를 갈아준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그가 방문하는 오전 11시까지 노인은 

같은 기저귀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배변을 한 것 때문에 냄새를 참아야하는 

것은 물론 배변으로 더러워진 바지와 이불을 세탁하는 뒤처리까지 그가 매일 감당해

야 했다. 서진은 그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노인이 미안해하기 때문에 죄

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환자인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인

식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노동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 할머니가 처음에 변비가 왔다가 그 다음에 설사를 막 하게 됐는데 기저귀를 내

가 열한시부터 오후 세시까지 딱 4시간을 하거든요, 3등급. 그러면 아침에 11시에 가

서 기저귀를 갈고. 아침밥 주고 청소하고 빨래 씻고. 그 다음에 2시 반이 되면 내가 

기저귀를 갈고 점심 주고 그러고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한번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주는 거예요, 세시부터 이튿날 11시까지. 그 기저귀를 그냥 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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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거기다가 소변만 보면 괜찮은데 또 설사를 해가지고 변을 얼마나 많이 보는

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집에 가서 나도 내가 나쁜 걸 알아요. 어찌 그러냐하면 

제가 갈 때 나도 이따 늙으면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이번에 가서는 참 정말 성질도 

내지 말고 잘해야지 결심하고 나가요, 집에서 나갈 땐. 딱 나가서 문을 못 열어주니

까 내가 키를 들고 딱 따고 들어가면 딱 열면 그 냄새가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휴, 어르신 왜 똥 쌌어요?” 이러지. “그래? 미안해. 미안

해.” 또 미안해 소리 하면 나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렇지. (서진, 재가요양보호

사) 

요양보호사가 극심한 감정노동 상황에서도 돌봄수혜자와의 관계 때문에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아래 사례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부부를 같이 돌보았다.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하도록 괴롭히는데 원래 괴롭히는 상 는 할머니

였다가 요양보호사로 옮겨간 상황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해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

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족 문제에 연관되어 더 높은 강도의 감

정노동을 참아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보호자가 수혜자를 시설로 입소시켜서 서비

스 계약을 중지하거나, 자신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다.

(치매) 중기쯤 되면 인성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화를 내시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들, 그런 논리로 요양사를 달달달달 볶으시거든요. 약을 먹어도 그

건 중기로 가면은 듣지도 않아요. 효력이 없어요. 맨날 가서 할아버지가 뒤에 요양사

님 따라다니면서 불 끄고 다니고 설거지하는데 물 끄고. 화장실 닦아놨는데 거기다가 

또 물 청소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 선생님은 자기가 가사일 하는 게 힘든 게 아

니고 할아버지가 잔소리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뭐든지 못 쓰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모든 걸 통제를 할려고 하니까. 이 분이 치매다, 치매다. 

참자 참자 참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정아, 재가관리자) 

감정노동자들은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서비스 노동자로서 느껴야 하는 감정 

사이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고객을 자신의 손님이나 친구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감정관리를 해야 한다(Hochschild, 2009[2003]). 돌봄노동자들은 감정노

동을 진심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 돌보는 상이 진짜 내 가족인 것처럼, 진짜 내 아

이, 내 부모인 것처럼 느끼려고 노력했다(김경희·강은애, 2007; 박홍주, 2009).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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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를 내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돌봄수혜자가 

환자라는 점을 부각하여 감정관리를 하고 있었다. 

6. 돌봄수혜자의 가족 관계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책임 확장

1) 돌봄수혜자의 가족 관계에 따른 업무 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노인 돌봄을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 원리에 의해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 전혀 없는 독거 노인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돌

봄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단지 가족의 유무만이 아니라 가족의 상황이나 가족간의 

관계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돌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인이 가족의 돌봄을 기 하

는데 있어서도 노인과 자녀의 경제적 안정 뿐 아니라 노인과 자녀의 유 관계가 중

요한 요인이다. 노인의 자녀에 한 신뢰와 유 감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족 돌봄

에 한 기 를 높였다(공선희, 2013: 308). 노인과 가족의 여러 조건에 따라서 요양

보호사의 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의 가용성과 돌봄 의지, 돌봄수혜자

와 가족이 맺는 관계의 질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맡는 돌봄 내용이나 역할이 상이하

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나 배우자의 욕구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면 요양보호사의 일은 가족이 하지 못하

는 일부의 일을 담당하는 정도로 제한되었다. 즉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돌봄을 보완하

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희는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부모

님은 여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가 여동생 집으로 방문하

여 부모님을 챙겼다. 어머니는 혼자 가사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살림에 다른 사

람이 관여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와 여동생은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도 

풍부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 낮에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를 병원

을 데리고 갈 사람이었고 요양보호사는 병문 동행 업무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었

다. 

이도훈의 사례도 유사했다. 그의 부모는 부부만 같이 사는 경우였지만 가족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돌봄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요양보호사가 오는 4시간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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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돌보고 있으며 간단한 가사는 자신이 직접 했다. 노인 부부 중 한 명만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부부 모두에게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자신에 관련된 가사노동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그를 돌볼 필요가 없었다. 요리를 하는 것도 다른 가족이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그의 어머니를 돌보는데 집중했다. 특히 초점이 된 부분은 

상자를 4시간 동안 방치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두 사례는 

가족들이 노인 돌봄을 할 여력이 있고, 돌봄 의지가 높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저희는 뭐 특별히 막 일할 게 많은 게 아니라 두 분이 사시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저기 할 건 없었고. 어머니가 좀 안심하고 같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이 지내

실 수 있는 분이면 좋다. (중략) 4시간 동안은 어머니 옆에서 계속 말 걸고 이렇게 

하시니깐. 만약에 안 그러면 사실 아버지하고 어머님 두 분이서 서로 그렇게 막 대화

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깐, 어머니도 되게 좀 멍하게 계시는 때가 많고 요양보호사

가 왔을 때는 어쨌든 4시간동안 어머니와 수다를 떨거나 그렇게 하니깐, 그런 부분

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이도훈, 돌봄수혜자 가족)

그러나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의 부담을 완전히 전가시키는 경우도 많았

다. 요양보호사가 가족 돌봄을 체하는 사례로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이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돌보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

했다. 요양보호사에게 모두 맡겨놓고 가끔 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자는 이런 상황에서 수혜자 집의 전구를 가는 사

소한 일부터, 청소 같은 큰 일까지 모두 수행했다. 요양보호사는 몇 시간동안 가족

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에게 집중하여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가정의 전체 살림이라는 책임을 떠맡았다.

보호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아도 보호자들이 1주일에 한번, 기

초생활수급자들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와서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놀러도 오잖

아요. 그거는 하는데 그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적으

로 나는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와가지고 나는 안부만 묻고 얘기만 하고 맛있는 

것 사드리고 요것까지만 하고, 이런 가사일이며 이런 거는 나는 터치를 안 한다고 생

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청소, 하다못해 전구 가는 이런 것도 와서 본

인들이 하면 될 텐데, 이런 거는 당연히 요양사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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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아직까지도. 조금, 자꾸 변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보호자의 몫은 보호자

의 몫으로 남겨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애요. 이 집이 

4시간짜리를 하는데 사실은 전체를 요구하잖아요. (유수정, 재가관리자)

돌봄수혜자들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노인들은 병원 입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가 같이 가주기를 바랐다. 가족들이 제 로 돌봄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노인은 가족 

내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였고, 스스로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시켰다. 

수혜자의 과도한 요구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을 신한 정서적인 교류를 시키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박혜자가 돌보는 수혜자는 노인과 그들의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렇지만 가족이 맡아야 할 돌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수혜자가 어버이

날이나 생일을 요양보호사에게 챙겨달라고 하는 등 자녀들의 의무나 도리까지 기

했다. 이로 인해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족들과 요양보호사가 립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가족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가족들을 비난했다.

두 분이 너무 대화를 잘하고 밖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라 여기서 듣는 얘기 저기

서 듣는 얘기 모아다가 어느 요양사는 뭐 맛있는 것도 사온대더라. 뭐 어쩐대더라. 

내가 만약에 경우 어버이날이다 하면은 그냥 갈수 없잖아요. 꽃도 사다 달아주고 조

화 어쨌든 속팬티래도 양말이래도 사다드리고 명절 돌아오면은, 이거 거꾸로 됐어요. 

당신들은 십 원짜리 하나 없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그걸 꼬박꼬박 해야 돼요. 

(중략) 가족들은 솔직한 얘기로 때 되어서 밥 차려주고 끝이었다는 거야. 대화도 별

로 없대요. 지금 오후 어르신도 그 얘기해요. 엊그저께도 며느리가 왔다 갔는데 음료

수 하나 안 사들고 왔대. 그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 요양사는 그래도 꽃도 사다 

달아주고 두릅 먹고 싶어했다고 그 비싼 거 두릅도 사다 주고. 떡도 사다 주고 했는

데. 며느리는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강춘복은 2남 1녀의 자녀가 있지만, 자식들은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아내가 있고 자신은 지체장애인이어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주 5일 4시간은 아내를, 주 2회 3시간은 자신에 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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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사가 주 2일은 하루에 7시간을, 나머지 3일은 4시간씩 돌봄노동을 한 것이다. 

그는 요양보호사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친 한 관계를 쌓았다. 아내가 최근 

사망하여 요양보호사는 주 2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만 방문하게 되었는데 요

양보호사에게 자주 전화를 했다. 자식들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으로 힘든 아버지를 정

서적으로 위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을 자녀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함께 나누고 있었다. 

아들하고 나이도 동갑인가 되고 그러니까. 50살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자식 같고, 

딸 같고 그러니까. 하는 것도 내 자식처럼 나도 섬기고. 오늘 왔다 내일 가면 그만이

지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나도. 안 오면 꼭 내가 먼저 전화해요. 오늘 뭐했느냐고?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고? 뭐 좋은 데 가서 구경했냐고 내가 먼저 전화한다니까요, 

심심해서. (강춘복, 돌봄수혜자 가족) 

수혜자와 그 가족들간의 관계가 나쁘고 다툼이 많은 경우, 수혜자에 한 학 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요양보호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호자가 자신의 부모를 제 로 돌보지 않고 방임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그 사

이에서 돌봄을 제 로 제공하기 힘들었다. 이수연이 과거에 돌본 노인 중 한 명은 아

들이 홀로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였다. 어머니가 배변을 하면 자신이 기저귀 교체를 

해야 하니까 요양보호사에게 밥을 많이 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기저귀를 한 번만 쓰

면 아깝다고 널어서 다시 쓰는 등의 학 를 해왔다. 요양보호사는 일을 그만두기 전

까지 자신이 해야 하는 돌봄과 보호자가 요구하는 돌봄 간의 간극으로 갈등해야 했

다.

할머니 치매에요. 치매인데 몸이 다 굳었어요, 그냥. 그 아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

요. 밥도 제가 가면은, 제가 가면은 그게 12시간 만에 먹는 밥이에요. 열두시간이 뭐

야? 그 전날 다섯시나 여섯시쯤 아들이 빵 하나 주고 그러고 제가 아침에 가서 밥 

주고. 밥도 조금 주라고 그래요. 변 보니까. 저는 많이 줘요. 할머니 얼마나 배가 고

프겠어요? 냉장고 있어서 뭐 먹을 것 있으면 다 챙겨주고요. 아들이 그래요. 반찬 많

이 주지 마세요. 물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래요. 오줌 많이 싼다고. 저는 안 그래요. 

물도 많이 먹여요. 그 더운데 물 안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물 많이 먹이고 반찬도 

많이 드려요. 한 번 기저귀를 제가 보건소에서 타다 줬거든요. 치매지원센터 가서. 오

줌 한 번 싸면은 그거를 널어요, 밖에. 거기 파리가 어휴.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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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역할을 장기요양기관을 알아보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요양보호사가 감당하도록 하는 가족도 있었다. 딸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혼자 거주하도록 방치했다. 치매로 인해 노인이 실금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서도 요양시설로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재가 서비스에 의존했다. 월요일이면 주말동

안 엉망이 된 집을 치우고, 제 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방치 당하는 할머니를 보는 

감정적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은 모두 요양보호사의 몫이었다. 그는 치매로 인해서 노

인이 혹시 어디로 배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한 걱정으로 노동시간이 아닌 저녁

에도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혜자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도 존재했다. 등급이 

낮은 경우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으면 건강상태가 나아질 수 있어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에서 탈락되기도 한다. 등급이 떨어지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

에 가족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고, 노인이 계속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

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들의 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

을 받았다. 수혜자와 가족들이 노인 돌봄의 의미나 수혜자에게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

지를 인지하고, 가족들이 돌봄에 있어서 공동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2) 여성 노인의 성역할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돌봄의 연속선(chain of caring) 속에서 살아간다. 

생애주기에 따라서 돌봄을 받다가 성인기에는 돌봄을 주다가 노인기가 되면 다시 돌

봄을 받는 방식이다(송다영, 2014: 418). 그러나 여성 노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

는데, 가족 내에서 돌봄 상자만이 아니라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박영

란, 2001). 노인이 담당하는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도 영

향을 미친다. 

여성 노인은66) 장기요양등급을 받을만큼 건강이 나빠져서 자신이 돌봄서비스를 받

아야하는 상황에서도 가정내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요양보호

66)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총 424,572명 중 여성 

노인은 308,260명으로 72.6%였다. 돌봄수혜자의 다수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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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이를 맡겼다. 돌봄수혜자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것이니, 자신이 

어머니로서 하던 역할을 강요했다. 

저기 3등급 뇌졸중 어르신이었는데, 뇌졸중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많은 분이

잖아요. 그 집에 갔더니 남편 계시죠, 멀쩡한 40대, 30대 아들이 셋이나 있더라구요. 

이 할머니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자기는 할 게 없고, 그 네 사람 밥, 반찬을 해달

라”는 거예요. “어머니 40대 아들이 어머니가 환자니까 어머니를 도와줘야 하는 거다. 

우리는 당신을 도와주러 오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세 아

들의 밥을 해주는 게 자기 의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니 그 세 사람 방 청소랑 

밥을 못 해주니 방청소랑 밥을 해달라는 거예요. (배영은,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가 가정내 돌봄수혜자의 책임과 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돌봄 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돌봄은 우선순위에서 리게 되었다. 가족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가사활

동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면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이나 정서지원, 인지 능력 향상 

등 노인의 건강은 물론 기능향상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들 스스로

도 자식한테 가사노동을 시키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면서 요양보호사가 모든 일을 해

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노인에 한 돌봄을 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돌봄수혜자의 가족들도 요양보호사가 어머니의 역할을 신함으로써 혜택을 받으

므로 요양보호사가 자신들이 아니라 어머니에 한 돌봄에 더 집중하도록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에게 김치를 담가주는 등 요리를 해줬던 어머니가 아프니까 요양

보호사에게 그 역할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어머니인 돌봄수혜자도 요양보호사에

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없도록 자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

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상황인데도, 자녀들을 먼저 챙겼다. 요양보호

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족 내 역할에 동원되면서 큰 불만을 느꼈고, 그 시간만큼 돌봄

수혜자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따님이 가끔 오시는데, 아픈 엄마한테 “엄마, 나 요거 먹고 싶어. 엄마, 나 김치가 

떨어졌어.” 결과적으로 옆에 듣고 있는 선생님 보고 해주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할머

니가 바뀌어야 되는데 따님보고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할머니가 이거를 조정

을 해줘야 하는데 할머니가 그걸 안 하시고 오히려 더 해달라고 한대요. (박혜옥, 재

가관리자)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 170 -

요양보호사가 어머니 역할을 하려는 돌봄수혜자의 요구에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자신도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는 수혜자가 자식을 챙기기 위해서 특별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싫지만 그 마

음을 이해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효나 노인에 한 공경이

라는 단어로 자신의 노동을 설명했다. 아이들을 보살피는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리 

어머니나 그림자 모성, 세 번째 부모와 같은 언급은(이재경·윤연숙, 2004; 김경희·

강은애, 2007; Macdonald, 1996)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돌봄노동

의 경계와 돌봄수혜자의 욕구가 충돌할 때 그 일을 합리화하는 기제로서 모성이 이

용되었다. 

보호자가 집에 있을 때도 있어요. 쉬는 날도 있고. 그러면 보호자 분 식사까지 하

는 거죠. 그러면은 어쩌다 가족이 집에 있으니까 또 매번 일상적인 밥이 아니고 특별

한 것도 해줘야 하잖아요. 해서 먹이고 싶어 하니까. (할머니가요?) 그렇죠. 가족인데. 

자식인데. 근데 그 특별식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부하실 수는 없나요?) 

왜냐면은 저도 자식을 키우고 직업적으로 직업의식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도 자식을 키우고 뭐, 우리 애가 맛있는 것 해놓고 먹이고 싶은 심정 다 이해하거든

요.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이수연도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이 손자에게 간단한 반찬을 해달라는 요구를 종종 

들어주었다. 그들이 반찬을 해달라는 부탁이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고, 부탁하는 것에 해서 미안해하는 이유도 있지만, 자신이 그 손자만한 자녀가 있

다는 점이 작용했다. 

손자가 가끔 와서 저한테 계란 후라이 몇 개만 해주라고 그래요. 밥 먹는다고. 그

런 거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또래 애가 있는데, 애도 엄마가 집에 

항상 없고. 할머니가 다 챙겨주다가 할머니가 저렇게 아프시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그

걸 해주세요, 후라이 같은 거를. 그런 것 챙겨주는 것. 그런 걸 하면은 항상 할아버지

가 고맙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런 걸 할아버지가 아시니까.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돌봄노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한 사회의 돌봄 가치, 돌봄의 규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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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둘러싼 성별 분업 등이 상호적으로 연결되고(윤정향, 2012: 168), 요양보호사가 

실시하는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쳤다. 돌봄수혜자가 인지하는 돌봄 규범이나 그들의 

가족내 역할, 가족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돌봄에 한 인식도 마찬가지

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 이 행위자들의 인식은 돌봄노동의 범위

나 업무 내용만이 아니라 돌봄을 통해 맺는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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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노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그 과정이 생산직에서처럼 사람과 물

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점이다(이문호, 2012: 73). 특히 돌봄노

동은 돌봄욕구를 둘러싸고 포함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층적인 권력관계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돌봄 욕구의 충족을 둘러싸고 협상과 갈등이 일어난다(박기남, 2009: 

103).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돌봄노동인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

사, 돌봄수혜자라는 세 집단이 돌봄욕구를 바탕으로 통제와 협상을 시도하는 장이다. 

이 세 행위자들 관계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업무에 한 협의나 숙련에 한 인

정, 각 행위자들의 권한 배분이 나타났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에 한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열악한 조건에

서 노동이 이루어지면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한 인정은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에 기반을 두어 나타났다. 국가의 적절한 감독이나 규제, 자격 부여 없이 비공식 부

문의 고용주와 돌봄노동자의 관계와 유사하게 돌봄노동이 개인간 협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돌봄수혜자,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와 요양보호사 이 관계를 중심으로 세 행위자

의 돌봄에 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경합하고 노동이 어떻게 협상되는지를 분석하였

다. 

제1절 재가 기관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관계

1. 유사 인력파견업체로서의 재가 기관: 노동 통제 또는 방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서비스 인프라의 빠른 확 를 위해서 민간사업자 

참여를 독려하면서 많은 소규모 민간기관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기관의 생존을 최우

선으로 하면서 돌봄수혜자를 모집하는데 집중했다. 정부에서 재가 기관들이 돌봄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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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거나, 서비스의 질에 해서 규

제나 감독이 적절히 실시되지 않아서 각 기관들의 요양보호사 관리는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많은 재가 기관들은 요양보호사를 모집형 파견형태로 운영했다. 돌봄서비스를 이

용할 수혜자를 발굴하면 이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재가 기관은 상

시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이력서를 받아서 잠재적인 피고용자를 확보해놓았다. 새로운 

돌봄수혜자가 생기면 기존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게 가능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를 새로 구인해서 수혜자에게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큰 규모의 재가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미리 확보하고, 돌봄수혜자에게 적합

한 요양보호사를 찾기 위해서 여러번 노동자를 면접하기도 했다. 기관의 여건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조건에 맞춰서 구인하고, 수혜자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요양보호

사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역할을 끝내기도 했다. 이렇게 유사 

인력파견업체로 재가 기관이 운영되면서 요양보호사에 한 관리는 물론, 피고용자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는 것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은 관리자가 부재한 각 돌봄수혜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가 기관에서 노동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고 일상적으로 요

양보호사 관리를 하는 것도 힘들었다. 관리자 한 명이 수십명의 요양보호사가 매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성향의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고, 기관의 규칙에 따르도록 교육

을 시키는 방식을 이용했다. 또한 관리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어떤 돌봄수혜자를 배치

시키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들간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개입하

였다. 

재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는 요양보호사를 구인할 

때였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인상이나 성격에 기초하여 구인을 했다. 

돌봄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웃의 

노인들을 돌본 봉사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요양보호사를 뽑기도 했다. 봉사 경험

이 있는 노동자들은 돌봄수혜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를 할 때 일은 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인상이 나쁘면 잘 안 뽑아요. 

인상이 나쁜 사람들은 같이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경력이 많고 이렇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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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보다도 인상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구요. (정선미, 재

가관리자)

말투나 이야기 하다보면 이 분이.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봉사정신이 있어

야 한다. 아무리 돈을 받고 일은 하지만 그래도 봉사정신이 있어야지만 좀 일할 때 

금방 그만두지 않고. (김정민, 재가관리자) 

그리고 구인 후에 관리자는 요양보호사에 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관리자가 교육시키는 내용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장기요양보

험제도에 한 간단한 설명과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 시간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같

은 기본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

렵고 관리자가 노동자에게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였다. 연구자가 관리자 심층면접

을 위해 한 기관을 방문했을 때, 구인한 요양보호사를 돌봄수혜자와 연결시키는 과정

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노동자에게 수혜자의 등급과 요구하는 조건을 알려주고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끝이 났다. 

요양보호사에게 주지시키는 준수사항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하여 지켜야 할 규칙이다. 예를 들어 수혜자가 고령으로 기억력이 떨어져서 또는 

치매로 인한 기억 장애로 요양보호사를 도둑으로 오인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다. 

수혜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전화해서 20년 전에 산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나, 요양

보호사가 이불을 가져갔다고 신고해서 관리자가 경찰서까지 가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기관 관리자는 돌봄수혜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

도록 하고, 요양보호사에게는 큰 가방 말고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도록, 그리고 가방

은 항상 문 앞 쪽에 놔두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주지시켰다. 

저희가 가면 어르신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작은 방에 가

방을 놔요, 옷이랑. 앞치마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근데 어르신들은 거기다 놓으면 자

기네 작은방에 있는 걸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 앞에다가 옷 놓고, 

그렇게 하자. (김정민, 재가관리자)

어르신 방을 항상 오픈 해놓고 부엌에서 일할 때는 어르신을 소파, 부엌 식탁에 

앉혀놓고 “항상 같이 있어라”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어라”. 그러면 오해 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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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잖아요. 그러고 올 때는 항상 가볍게 와라. 큰 가방을 가져 온다든지 하지 말고 

가볍게 오고. 그래야지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오해 살 수 있으니깐. (서인

정, 재가관리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돌봄수혜자에게 적절한 요

양보호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봄수혜자의 가정으로 방문하고, 매일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측의 요구가 잘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돌봄노동이 

관계 노동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관에서 서로 조화가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했다. 관리자는 이를 ‘코드가 잘 맞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코드’는 단순히 성격만이 아니라 돌봄에서 어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는지와 같은 돌봄수혜자의 성향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서 관리자는 돌봄수혜자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능력과 성격도 잘 파악해야 했다. 

어떤 분은 이 집에 가서 “되게 못한다고 자기는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바꿔달라”

고 해서 바꿨는데, 이 집(다른 돌봄수혜자)에 가서는 너무 좋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

요. 너무 잘 맞는다고. 그게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잘

하는 지를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업무가 있는 집으로 보내요. 그게 제일 현명한 

판단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환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정선미,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에 한 적극적인 관리는 돌봄수혜자가 불평을 할 때 이루어졌다. 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는 기관에서 돌봄수혜자에 한 관리를 하도록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자들은 수혜자를 매달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확인했다. 서인정은 요양보호사가 근무 안 

할 때 수혜자를 찾아가서 요양보호사에 한 평가가 어떤지 확인하기도 했다. 그가 

고용한 요양보호사 한 명은 제 로 일을 조직하지 않고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오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자에게 컴플레인을 받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피고

용인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왔다. 노동자가 해야 할 일이 무

엇이 있는지 세세히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가 할 일을 교육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수혜자의 가정에 같이 방문하

여 가사노동을 포함한 일상지원은 물론 말벗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을 함께 제공함으

로써 노동과정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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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때우고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식당을 오래 다녔던 분이 있어서 왜 식당을 안 가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식당은 손님이 많으면 본인이 힘들고 없으면 눈치가 보인다는 

거에요. 근데 이 요양사 일은 그 아무튼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입원하지 않는 한은 기

본 해야 할 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직접 오자

마자 제가 준 앞치마를 딱 차고, 청소, 어르신 기저귀 체크하시고 보호자가 아침에 

갈고 갔으니깐. 체크 딱 하고, 식사 인사하고 식사하셨는지. 혹시 못 하셨으면 먼저 

챙겨드리고 다음에 정리정돈하고 이걸 제가 먼저 했어요. (서인정, 재가관리자)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에 한 관리를 접근하기도 했다. 관리

자가 계속 돌봄수혜자와 관계를 맺으면 수혜자들은 관리자를 존중하지만, 요양보호사

는 그냥 일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수혜자들은 관리자를 손님처럼 접하면

서 요양보호사에게는 반말하고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스스로 돌봄수혜

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소한 문제는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더 필요

하다고 보는 것이다. 관리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돌봄수혜자와의 관

계에서 권위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가 방문을 자주 해버리면 그 분들이 저하고만 교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사실 요양사님들은 일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방문을 안 

하고 무슨 연락건도 요양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

한 조금 권위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워지거든요. (중략) 일정 같

은 경우 뭐가 바뀐대요. 그러면 “제가 요양사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요양보호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를 또 요구

를 해요. “요양사님이 가능하신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요양사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단순하게 나한테 일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 관리를 

해주는 사람 중의 일부분이구나. 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관계가 조금 더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유수정,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에 한 통제의 수준은 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재가 기관의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을 통제하고,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고용주와 피고

용인이나, 상사와 부하와 같은 위계적 관계인 사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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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비영리기관에서는 중간관리자가 동등한 피고용인의 입장으로 요양보호사를 

변하는 역할을 했다. 관리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은 

요양보호사가 기관의 홍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돌봄수혜자들은 자신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가 기관을 알아보는 경

우가 많았다. 주위 사람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보고 그를 통

해서 재가 기관을 소개받기도 했고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혜자를 데리고 오는 사례도 

많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와 위계적인 관계보다 좀 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

관도 있다. 

저희는 어쨌건 요양보호사가 저희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센터

의 차별성이 요양보호사를 위한 센터라는 명분을 세웠잖아요. (배영은,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를 쉽게 구인하기 어려운 점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일방적으

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낮은 

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노동자의 수는 자격증을 딴 전체 요양보호사 

수에 비해서 많지 않다. 게다가 간병이나 다른 돌봄 영역에서 일하면서 숙련을 쌓은 

인력들이 타직종으로 이직하고, 신규 요양보호사로 체되면서(장우심, 2009: 266) 구

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의 비율이 높

지 않아서 돌봄수혜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기요

양기관에서는 이미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가 기관은 워

크넷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하여 구인을 하기도 하지만, 한두 번의 면접으로 요

양보호사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서 관리자 개인의 인맥이나 현재 소

속된 요양보호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그들과 같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소개받기

도 했다. 구인시 충분한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만큼 선택지도 많지 않았

다. 

요양보호사들이 쉽게 다른 기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점도 요양보호사의 구

인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요양보호사의 경력이나 근속을 인정하여 임금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오래 일을 할 유인이 적었다. 근속

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요양보호사에게 손해이지만 그

렇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더 나은 시급을 주는 기관으로 가려고 했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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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보호사에 한 관리는 기관 관리자의 요양보호사에 한 통제

보다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육체적으로 무리

한 강도의 일을 시키는 돌봄수혜자를 해지하는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다. 기관의 입

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많은 수혜자를 돌보는 것을 선호했다. 한 요양보호사

가 돌봄수혜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돌보면 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요양보호사 

수가 줄어들고 그 요양보호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수혜자에게 배치

할 때도 시행착오가 적었다. 수혜자와 요양보호사간의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것도 

상 적으로 수월하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 그

가 다른 수혜자를 추가적으로 돌보거나 지속적으로 돌봄노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

다.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많기 때문에 노동 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관리자는 요양보호사를 과도하게 착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돌봄수혜자와 

상담단계에서 계약을 하지 않기도 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용자는 그에 맞춰주지 

않으면 돌봄서비스 제공 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미리 차단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를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규모 재가 기관에서 이용자 확 를 위해서는 

이용자를 일단 받는 게 급선무였다. 

아예 상담과정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집안 살림이나 해주시면 되

구요. 어르신한테는 할 게 전혀 없어요.” “선생님 전화 잘 못 거셨어요. 저희. 그럴 경

우는 가사도우미 쪽에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 선에서, 4년 지난 지금에서야. 

(배영은, 재가관리자)

기관장은 요양보호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경력이 없는 요양보호사

를 일부러 선호하기도 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1 1 서비스여서 많은 경력이 쌓이

려면 다양한 돌봄수혜자를 돌보는 경험이 하고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수혜자를 선택

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경험이 돌봄수혜자 한두 명을 돌본 

것으로 한정되어 경력이 있다고 숙련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관리자는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인이 가진 독특한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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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장에서 새롭게 돌봄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관장은 자신이 계획한 

로 따라오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초보 요양보호사를 구인했다. 정선미는 간호사 출

신으로 돌봄수혜자들의 신체케어와 인지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돌봄수혜자가 

까다로운 경우 초기에는 그가 자주 방문해서 감독하는데,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 중에는 이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그래서 

일을 처음 시작하는 요양보호사들을 구인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솔직히 어르신 씻기고 뭐 집안일 하고 이런 거는 경력, 경험 있는 사람 가면은 딱 

가면 알아서 차자작 잘 해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은 경험이 있든 없든 접근이 참 쉽

지 않아요. 그렇다면 금방 (자격증) 따서 온 사람이 저는 더 편해요. 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와요. 다른 센터에서 하다온 분들은 참 힘들어요. 제

가 이렇게 하면 “아 여긴 왜 이래요? 딴 데서는 이렇게 안하는데?” 그런 분도 있어

요. “이렇게까지 안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은. 어떤 분들은 “여기 센터장은 왜 이렇게 자주오세요? 

다른데 이렇게 안 와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은. (정선미, 재가

관리자) 

재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한 마지막 수단은 해고였다. 요양보호사가 기

관의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 로만 일을 할 때 요양보호사를 내보내는 것

이다. 재가 기관은 고용불안정이 심해서 실제로는 해고하는 방식보다는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더 이상 돌봄수혜자를 소개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재가 기관의 감독은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관에서 장기요양보

험제도나 노동권에 한 정보를 제한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에게 

제도와 관련한 엉터리 정보를 알려주고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여러 상자를 연결시켜주지 못하면 노동자

는 다른 기관에 동시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자가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막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요양보호사들은 기관장의 말을 믿고 그 로 따르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서 재가 기관에 한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벌

어졌다. 현재 몇몇 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  돌봄지부67) 등 요양보

67) 돌봄지부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으며 2012년에 창립되었다. 조합원은 돌봄노동자로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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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들의 조직이 존재한다. 재가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모임을 막기 위해서 돌

봄노조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는 일도 발생했다. 연구참여자 

중에서도 기관에서 인터뷰하고 다니는 걸 싫어한다고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

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확보하지 못

하고 관리자에게 반발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이 인터뷰를 했다는 걸 알면 안 되거든요. 다른 센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애요, 

센터에서는. 그래서 직원들끼리 요양보호사들끼리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든다든가 그

런 걸 좋아하지 않고.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들은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우를 받았을 때 자유롭게 기관을 옮길 수 

있지만, 재가 요양보호사는 고립되어서 일을 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실제로는 쉽게 기

관을 옮기지 못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는 직원회의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

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한다고 신고하는 기관들도 많았다. 기

관에서 회의를 조직하지 않으면 같은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누구인지 서로 알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들의 모임은 일에 한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지만, 다른 기관

에 한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를 미

리 막는 것이다. 성현숙이 이전에 일하던 기관에서는 매달 기록지를 쓰면 기관 사무

실 우편함에 갖다놓고 가게 했다. 다른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기관에서 직원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를 

만난 적도 없었다. 

거기서는 월례회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영리에서는 그냥 모르니까. 뭐 일

지 써서 그냥 갖다 주고. 그 일지도 직접 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 뭐지? 빌딩 사무실 

우편함 거기다가 넣어놓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식이었고. 전혀 뭐 없었어요. (중략) 

근데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교육이 안 하는 데도 많대요. 거의 직무교육도 그렇고 지

금 영리센터는 월례회의 안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성현숙,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베이비시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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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 기관과의 관계에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전략: 협상자원으로서의 
돌봄수혜자

요양보호사는 피고용인이므로 재가 기관의 관리를 일방적으로 받는 편이다. 재가 

기관에서 수혜자를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돌봄수

혜자와의 관계 조정을 해주지 않아도 참아야 했다. 재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무리

한 요구를 하는 상자에 해서 부분 참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에서는 노동자가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의 존재는 서비스 노동자의 자원이 될 수 있다.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

는 노동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Schlesinger & Heskett, 1991: 81). 특

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돌봄수혜자를 확보하여 장기요

양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의 관계가 달라졌다. 돌봄수혜자는 자기

가 원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관을 바꾸는 수고로움

도 마다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을 때 재가 기관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

할 수 있었다. 특히 재가 기관이 신생기관이고 기관장이나 관리자가 오랫동안 노인복지나 

돌봄 영역에서 경험을 쌓지 않았다면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가 돌봄노동에 한 지식이 

더 많았다. 이런 경우 관리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자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했다. 특히 수혜자

와 관계가 좋으면 노동자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정도가 적었다. 

대부분의 시설장들은요, 이렇게 이 일을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말썽 없이 잘 하면

은 다 환영해요. 왜냐면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속 썩이

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속 썩이는 요양보호사도 많거든요. 대책이 안 서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보내놨더니 아무 소리 없이 서비스 만족도가 대상자한테 

높다, 그러면 센터장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서명옥,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와의 좋은 관계는 왜곡된 방식으로 돌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요양

보호사가 돌봄수혜자와의 친 한 관계를 자원으로 재가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

기 방식 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관에서는 돌봄수혜자와 요양보호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돌봄수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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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 한 1달에 한 번 방문 또는 전화로 관리를 한다. 노동자가 보호자를 설득

해서 민간요법으로 수혜자의 욕창을 치료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때 관리자가 

요양보호사의 노동과정을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처하기가 

어려웠다. 

한 분은 진짜 유능하세요. 집안일에서부터 신체 케어까지 엄청 잘 하세요. 제가 알

기로는 보호자랑 관계도 꽤 좋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관리를 할려고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싫어하세요, 요양사님이. 보호자도 싫어하고. 할머니가 낯을 가린다고. 

근데 이 욕창이 생기거나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욕창이 있

다고 그래서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본인 스타일이 너무 강한 거예요. 거기다가 술, 소

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욕창 부위를. 그 요양사가, 스스로 그러고서 피부 발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주로 소독을 하면 좋아진다고 스스로 믿고 보호자하고 그게 이야기

가 돼가지고 그걸 여태까지 시행하고 있었어요. (중략) 근데 또 보호자도 크게 토를 

달지 않고 그거에 오히려 고마워하고 관리 오는 걸 또 귀찮게 생각하세요. (이정아, 

재가관리자)

재가 기관에 한 불만이 있으면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자가 같이 기관을 옮기는 

상황도 종종 일어났다. 이정선은 소속된 기관이 두 군데였는데 오전에 보살피던 상

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서비스 계약이 끊겼다. 그 상자의 딸은 어머니가 입원

한 기간 동안 이용 기관에서 한 번도 문병오지도 않고 퇴원했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등 전혀 관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해서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이정

선에게 연락하여 재가 기관을 바꿨다.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보다는 요양보호사를 신

뢰했기 때문에 기관을 변경한 것이다.

내가 여기 있던 센터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를 너무 돌보지를 않은 거야. 거기서 병

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온 거야. 딸이 너무 섭섭하잖아. 센터가 물론 대상자를 

병간호, 병문안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아닌 거지. 진짜 너무한 것 같애. 

(중략) 할머니 같은 경우도 여기 5분도 안 돼. 자기 사무실 집 뒤에요. 한 번도 안 

온거야. 병원도 안 오지. 어떻게 퇴원하셨냐 전화도 없지. 너무 화가 난 거지, 딸이. 

그리고 바꿀려고 돌아다녔나봐,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언니 아는 데로 갔

으면 좋겠다고. 여기 아닌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옮기게 된 거에요. (이정

선, 재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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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요양보호사나 돌봄수혜자가 같이 기관을 옮기는 방식이 금전적인 거래에 

기반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봄수혜자를 금전적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거래 상으로 보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수혜자를 데리고 재가 기관을 옮

기거나, 수혜자를 소개하면서 기관으로부터 그에 한 보상을 요구했다. 관리자들은 

수혜자를 데리고 갈 테니 얼마 줄 것인지 물어보는 요양보호사의 전화를 종종 받았

다. 정선미는 요양보호사가 ‘ 상자를 팔고 다닌다’고 표현했다. 이는 돌봄수혜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재가 기관을 찾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수혜자는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아는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기관을 

소개받는 경우도 많았다. 수혜자 중개에 한 보상은 일회성 10만원 정도의 금액일 

때도 있고, 다른 요양보호사보다 시급을 더 바라기도 했다. 서인정 센터장은 경기도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자를 다른 센터에서 소

개를 받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자를 중개한 사람한테 소개비를 요구받았다. 

그쪽 센터에서 거기 그 요양사분이 소개를 한 데라 소개비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적이 없다. 그 분이 굉장히 와상환자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해요? 10만원을 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시면 또 

그거 뭐야? 괜히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뭐 나눠서 할까요?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서인정,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에게 수혜자의 좋은 관계는 관리자와의 관계 협상에서 중요한 자원이었

다. 재가 기관의 생존에 돌봄 상자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수혜자의 

높은 만족도를 기초로 관리자의 통제나 간섭을 덜 받고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재가 기관의 운영에 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는 돌봄수혜자와 함께 기

관을 옮기면서 장기간 돌봄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 두 행위자의 

연 는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다. 기관의 관리를 거부하거나, 금전적 보

상을 바라고 돌봄 상자를 거래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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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돌봄수혜자의 노동 통제와 재가 요양보호사의 대응

1. 돌봄수혜자와 가족의 요구: ‘수요자 권리’에 기반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이 돌보는 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돌봄을 계획하고 이를 적

용하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기 했다. 그러나 부분은 돌봄수혜자나 또는 장기요양기

관 관리자가 지시하는 돌봄 계획에 맞춰서 이를 수행하는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었

다. 돌봄수혜자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돌봄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는 돌

봄을 제공했다. 돌봄수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부여하고 있는 자유로운 수요

자 기관 선택권에 의해서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수요자

의 권리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권리인데 실제로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수혜자와 가족이 원하는 것을 다 지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혜자는 돌봄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함

께 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만이 아니라 돌봄수혜자라는 이

중의 감독을 받는 셈이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정에 매일 방문하여 직

접 돌봄을 제공하는 최일선 노동자이기 때문에 관리자보다는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았다.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중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

게 되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돌봄수혜자의 욕구였다. 요양보호사들의 일

정은 수혜자가 원하는 로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졌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도 있지만 부분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었다. 

옷(일복) 입는 도중에 오늘은 냉장고에 뭐 있으니깐, 뭐 해놓고 뭐 장독대 청소하

고 밖에 (텃밭) 물주고 이래 얘기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뭐부터 제일 먼저 

할까요?” 그러면 물 먼저 끓이는 거부터 끊여서 밑으로 내려놔라. 어머니 목욕부터 

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잡혀. 하라는 대로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건 전혀 없

어요?) 거의 그 집은 없어요. 그 집은 지시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면 항상 의논을 해야 돼요. 밥도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하라고 하면 

많이 해야 되고 조금 하라고 하면 쌀도 떠서 보여줘야 돼요. 요만큼만 할까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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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할까요? 여기는 우리는 로보트예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를 자신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로서 생각했다. 수혜자들은 가사노동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았다. 가사노동

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 중의 일부이고 노인 돌봄의 초점은 노인의 

건강상태나 기능 상태 향상이다. 그러나 돌봄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가사노동을 포함

한 일상생활유지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의 중심이 되었다. 노인들의 인지 활

동을 도와주는 업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가 한글을 가

르쳐주거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가사노동을 더 해주기를 바랐

다. 돌봄수혜자들이 가사를 요구할 때 보이는 태도는 “어르신은 할 게 없어요.”로 요

약되었다. 수혜자 돌봄은 특별히 할 게 없으니 가사노동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관리

자가 이용자와 요양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서 논의를 하고 가

사노동이 주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도, 실제 요양보호사가 방문했을 때 

요구되는 일은 가사이다. 

대부분은 가사를 원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짚고 가는 거는 이용

자에 대한 케어다. 그리고 이용자가 치매나, 요즘에는 확실하게 치매가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요양등급이라는 걸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분 자체가 케어가 필요가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일차적인 케어가 반드

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신체사항이라든가, 영양사항이라든가 그 분

의 건강 상황 같은 걸 우선으로 하는 거지. 가사노동이 주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고 

있어요. (이정아, 재가관리자)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보는 노인이 아닌 가족에 한 가사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해

야 할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돌봄수혜자들은 가족들의 가사까지 자연스

럽게 요구했다. 자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요양보호사의 노동력을 활용했다. 돌봄수혜자가 가사노동에만 집중하여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신체활동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현미는 운동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주말에 노인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봉

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노인의 재활 운동에 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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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돌보는 상자는 가사노동을 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상자 운동은 거

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어르신은 편마비이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데, 그 가사노동 때문에 운동에 손

을 댈 수가 없어요. 시간은 짧고. 제가 봤을 때 그 분이 쓰러지신 지 오래 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그 때부터 꾸준한 재활치료를 했으면 충분히 거동하시는데, 밖에 

외부출입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방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양보

호사가 2007년부터 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꾸준하게 두 시간이든 시간을 투자

했으면, 운동하는데 재활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그 분은 밖에 거동도 가능하신 분이

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방치한 거예요. 가사노동 때문에. (이현미, 재가요양

보호사)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돌봄과, 수혜자의 

욕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돌봄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돌봄수혜자의 욕구를 고

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돌봄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돌봄제공자는 돌봄수혜자의 욕구와 돌봄수혜자에게 필요한 돌봄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를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따라서 돌봄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된다(Tronto, 

1993: 109). 

한편으로 돌봄수혜자가 자신에 한 신체적 돌봄 지원을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했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어느 범위의 의

료서비스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이해당사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이정석, 

2013: 115).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여러 영역의 일을 포함하지만 병

원에서 받아야 할 재활 수준을 요구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4시간 내내 재활만을 하

도록 지시하는 상자도 있었다. 돌봄노동은 많은 육체노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요양

보호사가 한 명의 상자를 보는 게 아니고, 매일 그 일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

신의 체력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다. 

재활을 열심히 한다고,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보호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 같아서 가봤어요. 그 분은 센터를 10번인가 바꿨더라구요. 그래

서 들여다봤더니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4시간 내내 재활만 요구하는 거예요. 

재활만. 핫팩부터 뜨거운 물 핫팩, 스트레칭, ROM(관절범위 내 운동), 걷기.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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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어르신인데 병원에서 해야 될 재활을 집안에서 4시간 내내 하는데. 병원 가서

도 4시간 내내 풀로 재활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요구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

나 힘들겠어요? 고무장갑을 4시간 내내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략) 원래 재활치료

사들도 한 10분 정도 요령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할 수 있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림처럼 누워있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천 번을 다리

를 굽혔다 폈다 우리 선생님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영은, 재가관리자)

돌봄수혜자의 과도한 요구는 요양보호사의 개인 시간을 유용하는 것도 포함했다. 

요양보호사들은 RFID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돌봄이용자의 가정에 부착되

어있는 기계에 RFID 태그를 받은 자신의 휴 폰을 인식시키면 출퇴근 시간이 전송된

다. 상자의 가정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한 

일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혜자가 장보기 등의 외부에서 해야 하는 일을 

시킬 경우 요양보호사는 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RFID를 찍고 다시 나와서 일을 보

게 된다. 그런데 서진이 돌보던 수혜자는 장보기를 일부러 집에 오는 길에 하라고 요

구했다. 노동자가 일하는 중간에 시장에 가면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개인적인 시간을 착취했다. 

이 집은 어떻게 시키는 줄 알아요? 내가 딱 (집을) 떠날 때 되면 전화 와요. 오늘 

오면서 무슨 무슨 사갖고 와.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서 사가지고 들어가요. 그

러니까 시간 못 찍잖아요. 들어가야 기계 있으니까. (수혜자 집에) 올라간 다음에 무

슨 살 게 있으면 “그럼 오늘 내가 사다드릴까?” 하면 “내일 올 때 사가지고 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억지로 가자 할 수 없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그러니

까 더구나 그거 알아요. 자기네 집에 일이 많다는 것. (서진,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돌봄 욕구를 제 로 표현할 수 없으

면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유급 돌봄노동의 등장은 가족

의 부담을 줄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가족에게 돌봄노동자를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Fisher & Eustis, 1994; 양난주·최인희, 2013). 가족은 돌봄수혜자를 

신하여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할 돌봄노동을 조직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요양보

호사가 일을 하도록 지시한다.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 또 

다른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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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

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부분 수혜자가 

아니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은 스스

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분 가족들이 감당하고, 기

관은 물론 요양보호사 선정 및 교체에 가족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가족의 요

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서비스 제공 계약이 해지되는 일도 빈번했다. 돌봄수혜자와 

가족의 욕구가 다르면 가족들의 의견이 부분 우선시되었다. 가족들은 돌봄수혜자들

이 운동이나 목욕을 거부할 때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

도록 지시했다. 

그 분도 스케줄 짤 수가 없어요. 일 거의 마치고 나면은 할머니가 “할아버지 모시

고 운동가요.” 그러면 모시고 운동가야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게 하기 싫은데 

막 들어가자고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 할머니가 왜 벌써 오냐고 다시 가라고 하면 

다시 가야 돼. 그럼 할아버지가 햇볕 있고 한데 가기 싫어, 이제. 아파트가 복도 아

파트니깐, 복도에서 도는 거야. 시간 될 때까지. 할아버지는 운동 하는 것도 싫어하

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은 거야. 참 안쓰럽죠.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4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수혜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

에 돌봄 책임이 크다.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은 전혀 할 수 없고, 노인을 돌보는 데 

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는 시간은 가족들이 돌봄을 맡기

고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이다. 수혜자가 80~90 의 

고령인 경우, 보호자인 자녀도 부분 60  이상으로 노인이다. 고령의 자녀가 부모 

돌봄의 주된 책임을 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들은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이나 어려운 

일에 한 도움을 받고, 자신의 부담을 낮추려고 했다. 요양보호사가 4시간 동안 가

능한한 많은 일을 해서 자신이 돌보는 시간에 할 일이 줄어들기를 바랐다. 

그냥 와서 어르신 방 청소나 잘 해주고, 어르신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건 중요하지 않

아요. 우리는 그런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 위해서 왔어요. 어르신 말벗

도 해드리고, 어르신 운동도 같이 해드리고 이럴려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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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괴리를 느끼더라구요. 나는 당신이 와서 하루 종일 보

호자 입장에서는 수급자를 24시간을 모시고 있는 중에 4시간 혜택을 받고 싶은 거

예요. 4시간 동안 집약적으로. 가장 하기 싫은 청소, 개인 위생, 밥 이런 것들의 도움

을 받고 싶은데, 뜬금없이 우리 선생님 가서 4시간동안 말벗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

고, 산책시킨다고 휠체어 태워서 밖에 나갔다오고 이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뭔가 밑

지는 느낌이 드나봐요. 산책은 쉬워 보이는데 자기가 해도 되는데, 청소나 해주고 목

욕이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배영은, 재가관리자)

돌봄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수혜자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 가족의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는 이런 요구를 쉽

게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들에 한 가사노동까지 하게 되었다. 노인 부부만 

산다고 한 가정에서는 딸도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이 먹은 음식에 한 설거지

와 빨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족들이 수혜자의 빨래에 자신의 빨래를 섞고 세탁기

에 물을 채워 넣어서 자신에 한 가사를 간접적으로 종용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에 한 빨래를 하지 않으려면 물에 담긴 옷을 하나하나 다 골라내야 했다. 요양

보호사를 수혜자 가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수혜자를 방문하는 가족이

나 친척들을 접 하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가족에 한 잡다한 일을 모두 지시하기

도 했는데, 노인을 돌보러 가서 같이 거주하는 손녀의 공부를 봐주라는 요구를 받는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분명히 갈 때는 시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일 다하고 나

갈 때쯤 되니깐, 방문을 열고 커피를 딱 타서 먹더니 씽크대에 있는 데 쓱 넣고, 라

면 끓여먹고 라면 끓인 냄비도 먹고는 그냥 넣어 놓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아줌마” 그래요. “네.” “제 빨래는 세탁기 넣지 말고 손으로 빨아주

세요.” 이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한테 “어머니 여기 따님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대. 내가 손빨래는 못하고 세탁기 넣는 건 해서 널어는 준다니깐, 그 대신에 제

가 손빨래는 못해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인상이 싹 달라지시는 거야.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상자의 가족이 자기가 해야 할 정서적 위로까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는 상황

도 벌어졌다. 이수연이 돌보는 돌봄 상자는 80  남자 노인이고, 아내와 함께 살았

다. 그는 1등급이어서 혼자 거동이 힘들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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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하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고 가정에서 재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의 아

내는 74세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4시간을 제외하고 남편을 

홀로 보살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돌봄노동을 하는 동안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하

러 갔다. 노인 부부의 딸은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가 돌봄노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

움을 위로할 것을 요구했다. 

제가 처음에 어르신 댁에 가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버스 안에서. 딸이래요. 그러시

냐고. 그래서 이제 뭐 막내딸인데 들어가면은 뭐뭐뭐를 해줘라. 물통, 첫째 물통 깨끗

이 닦아줘야 되고, 아버님 방 일일이 손 걸레질 다 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거까지 이

해가 돼요. 물론 내가 할 일이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머님이 밤새 아

버님을, 그 할머니 밤에 잘 못 주무세요. 할아버지 부르면 막 일어나야 하고. 그러니

까는 내가 아침에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고생하셨어요, 밤새.” 그 말을 하래요. 그래

서 제가 속으로 기분이 ‘그 분이 내 아버지냐? 니네 아버지야.’ 그리고 엄마가 하는데 

그걸 왜 나보고 그 말까지 하라고.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 뒤로 퉁명스럽게 하고 전

화 끊었어요.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가족들의 욕구가 돌봄수혜자의 돌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경우, 요양보호사들은 노인들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할 수 없었다. 보호자들이 

해야 하는 가사노동에 동원되면서 매일 하는 상자 운동을 생략하는 등 수혜자에게 

필요한 돌봄에 소홀해지는 것이다.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제 로 인지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를 자신의 개인적인 자원으로서 활용하려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기

도 하지만, 가족들이 돌봄수혜자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다. 

2. 돌봄수혜자의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통제 방식

다음으로는 돌봄수혜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관여하고 통제하는 돌봄노동의 내용과 

방식에 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수혜자들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은 직접

적으로 강제하는 방식과, 돌봄수혜자가 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돌봄수혜자들은 많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할 일을 매일 정해서 기계처

럼 실행하도록 했다. 시설 요양보호사가 자신들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5장 행위자들의 관계와 돌봄노동

- 191 -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재가 요양보호사도 자율성이 없이 돌봄수혜자가 시키는 일을 

로보트처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느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했을 때부터 어떻

게 일을 해야 할지 동선을 짜놓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지시했다. 이렇게 수혜자가 일정을 계획하여 시키는 내용은 부분 

가사노동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에 한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가사노

동을 할 계획만을 짜놓고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는 수혜자의 생각을 실행

하는 사람일 뿐 수혜자를 돌보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노동자가 중요하게 생

각하는 정서지원은 수혜자의 요구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제

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옆에 앉아서 일을 감시하기도 하

고, 자기가 시킨 가사노동을 다 못하고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전화가 오는 것에 해

서 지적하기도 했다. 

동선을 아예 짜놓아요.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자 마자부터 해야 될 일을 동선을 쫙 

짜놓는데 다 시키는 거죠. 빨래, 걸레 빠는 방법까지 청소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깐 스

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시키셔요. (박은정, 재가관리자)

바로 옆에 의자 놓고 앉아계세요.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감시당하

는 거잖아요. 한 마디로. 일부러 그럴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 전화 받는 것도. 할 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제 전

화가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막 그 분 불편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일이 좀 한가할 때는 좀 덜 그러시겠지만은 할 일이 또 많은데 제 개인적인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뭔 놈의 전화가 저렇게 많이 와?” 그 분은 불안하신 거예요. 이 

일을 못 하고 갈까봐.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박정화도 수혜자들이 수시로 자신을 감시한다고 느꼈다. 현재 돌보고 있는 노인은 

1등급 와상환자로 아들과 딸과 함께 거주했다. 그가 오후에 그 집을 방문하면 보호

자들은 문을 열어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그러

면서도 보호자들은 화장실을 왔다가면서 요양보호사가 일을 제 로 하고 있는지 확

인하고, 제 로 목욕을 시켰는지 냄새를 맡아보는 행동을 했다. 

청결에 한 기준은 노동자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동거하지 않는 가

족들은 매일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할 수는 없지만, 가끔 방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 192 -

문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청결하게 방을 청소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다. 요양보호사가 

주말을 제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인에 한 직접적 서비스인 식사 챙기

기나 화장실 도움 등과 달리 집 청소는 매일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수연이 돌보고 있는 노인의 딸은 가끔 방문할 때 그가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

했다.

딸이 한 번씩 오면은 할아버지 행거 위에 이렇게(손을 닦는 시늉) 해보는 것 같애

요. 할머니가 그 말을 해요. 선생님이 청소 깨끗이 한다고 그 말을 했다, 딸이. 그러

면 이러고(손으로 닦아보고 확인하고) 다니는 거. 그리고 저 위에 뭐가 올려져있으면 

할머니한테 그런대. “왜 저런 걸 올려놨냐? 저기 못 닦게.” 딸이 그러는 거야. (이수

연, 재가요양보호사)

박정화도 보호자들에게 청결하게 일을 하는지에 한 통제를 받았다. 그들은 요양

보호사가 청소를 제 로 했는지 확인하고, 걸레에 냄새가 난다는 등의 불평을 했다. 

박정화가 깨끗이 빤 거즈로 수혜자의 입을 닦으니 닦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근

데 정작 수혜자가 쓰는 공간외의 다른 곳을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하고 있어서 보호

자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청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문제라기보다는 자신들

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가 돌봄수혜자에게 정서지원 측면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활동에 해서 제재

를 가하기도 했다. 박정화가 돌보는 1등급 와상 노인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 산책을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만 

지내는 90 인 수혜자를 위해서 민요를 들려줬다. 보호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음주가

무를 싫어했다고 말하면서 음악을 틀지 못하게 했다. 

음악을 틀어드렸어요. 요즘에 음악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따님이 딱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는 음주가무 싫어하시니까 선생님 틀지 마세요.” 그러더라구요. 

(중략) 그게 뭐 음주가무가 아니라 지금은 그게 활력소가 될 수가 있고 음악 듣는 

게. 그런데 거기서는 커트를 시켜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정, 선생님이 듣

고 싶으면 저 쪽에 가서 조용히 틀고 들으세요.” 딱 그러시더라구요. (박정화, 재가요

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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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혜자나 그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는 업무는 노인에 한 돌봄과는 

상관없는 것도 많았다. 그들의 부분은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고, 장기요양서비스에 한 

보호자 교육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도입 초기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호자 교육을 받지 않은 수혜자의 가

족도 요양보호사에게 수혜자 돌봄 이외의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에게 돌봄 그 이상의 일을 시키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요양보호사가 하도록 만들었다. 먼저 요양보호사와 관계를 적립하면서 서서히 

돌봄 업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수혜자에 한 가사와 가족에 한 가사노동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수혜자의 가족들이 조금씩 이 경계를 무너트리면 요양보

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

다. 

처음에는 가면은 서로 사귀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호자들하고도 그렇고, 대상자하

고도 그렇고. 한 달은 가만히 좀 적응시간을 줘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확! 시키지는 

않아요, 이 분들이. 맨 처음부터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먹은 설거지가 

싱크대에 그냥 담아있어요. 처음에는 몇 개. 그럼 제가 어르신 이거 해드리면서 그거

를 치워야지,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해요. 그럼 그게 많

아져, 그게. 그러고 나중에 청소를 내가 어르신이 계신 곳 청소하고 거실을 왔다갔다 

하면 그 거실 청소하고, 어르신 사용하는 화장실 정도 청소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거기만 하다가 이상하게 범위가 넒어져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어지러놓으니까 어르신

이 그 어지러워놓은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게 

되고. 그리고 이 어르신을 목욕을 시키고 이제 세탁을 하려고 하면 세탁기에 세탁물

이 조금 들어있어요. 꺼내고 빨 수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같이 빨아요. 나중에 세

탁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사가 자꾸 자꾸 늘어나죠. (서명옥, 재가

요양보호사)

또는 돌봄수혜자가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안에 해 걱정을 함으

로써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돌봄수혜자는 요양보호사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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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눈치는 수혜자가 원하는 일을 다 해주는 것을 의

미했다. 이수연이 돌보고 있는 3등급 노인은 제사 음식 준비를 시키기도 했다. 그런

데 그 일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에 해 걱정하는 방식으로 요양

보호사를 조종했다. 노인 부부는 요양보호사가 자신들이 제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하

는 마음을 읽고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시키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시죠. 오후 할머니는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없

고. 그 달력에 이렇게 제사라고. “할머니 월요일인데 제사가 있네?” 내가 그랬더니 

“글쎄. 그날 우리 (큰) 며느리가 워크샵을 간대네.” 딱 그 한마디 해요, 할머니가. 그

래서 제가 제사음식을 도와주는데 둘째 며느리가 그러더라구요. “안 하셔도 돼요.” 그

래서 제가 저도 직장, 이것도 직장이잖아요. 직장을 나와 있는데 할머니가 며칠서부터 

걱정을 했다. 근데 여기 와서 일하는 입장에서 그냥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머니에 대한 것 다 했으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냥 그런 거죠. (중략) 근

데 둘째며느리한테 그랬대. “아마 아줌마가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지. 그 때 둘째 며느리가 “아버님, 이런 것 시키시면 안 된다고. 요양보호사님들 이런 

것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도와줄 거야,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이와 유사하게 돌봄수혜자는 화를 내어 요양보호사가 그 일을 하도록 종용했다.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요양보호사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노동자는 수혜자와의 관

계에서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수혜자가 요구하는 로 일을 해주었다. 매일 방문

을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봄노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미희가 돌보는 노인의 배우자는 그에게 무리한 일을 지시했고 그 일을 

싫다고 거부하면 화를 냈다. 보통 때는 그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집에 이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1주일에 한 번씩 구역예배를 오셔요. 구역

예배를 오면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참,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고, 

당연히 할머니도 연세 있으시니까 대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다

과상이며, 하물며 점심 준비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

거를 할머니가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시켜서 드시면 안 될까요?” “돈이 얼

만데?”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그러면 할머니 혼자서 준비하시려면 다 하셔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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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정 선생이 하면 되잖아.” (정미희,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종종 벌

어졌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한 시간에 맞춰서 수혜자가 가족에 한 가사를 직

접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혜자에게 가족의 옷을 세탁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러 간 시간에 노인이 빨래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수혜자가 ‘옷 하나, 양말 하나 정도 추가하는 게 무슨 큰일이냐’라

고 주장하면 더욱 일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요리와 관련해서는 재료를 미

리 많이 사놓고 요양보호사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 이상을 할 의무가 없지만, 수혜자가 배추를 미리 몇십포기 절여놓

고, 이 배추는 버리냐고 떼를 쓰면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요양보호사에게 가족에 한 요리까지 떠넘기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

다. 

어떤 날은 본인이 와이셔츠 이런 것도 담가놓고. 처음에는 안 해요. 안 했다가 해

달라는 게 무언의 압력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날 가면 할머니가 그걸 주물럭 주

물럭 빨고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도우러 왔는데 할머니가 

아들 빨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참 뻘쭘한 상

황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빨래도 많

지 않고, 부피가 적으니까 손빨래 이렇게 너무 쉽게 손빨래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

러면은 와이셔츠 하나 정돈데, 양말 하나 정도 더 얹는 건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할머니가 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

런 것들이 우리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수정, 재가관리자)

요양보호사가 돌봄수혜자의 취약한 상황을 미리 배려해서 업무외 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해서 많은 연민을 느꼈고 노인의 삶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노

후에 한 성찰을 했다. 돌봄을 받는 노인들 중에 질병으로 오래 사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요양보호사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로 요구사항을 다 들어

주었다. 수혜자의 나쁜 건강 상태는 그들이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서 취약하게 되는 

요건이기도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수혜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요구를 참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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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었다. 

“정 선생.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 우리 어르신 오래 갈 것 같지 않잖아.”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차마 또 인간관계상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유종의 미

를 거두자. 그래서 끝까지 한 거죠. (정미희,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노동과정에서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또다른 

이유는 오늘 그 일을 거절하고 안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일로 

남기 때문이다. 서진은 장기요양서비스 외에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담당

했다. 그가 가사·간병 돌봄을 했던 장애인 남성의 가정에서는 그의 아내가 서진에게 

수혜자와는 관련 없는 가사노동을 많이 부탁했다. 수혜자 아들의 와이셔츠를 세탁해

서 다림질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속도를 늦추어 시간 내에 그 일

을 다 못했다는 핑계를 댔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한 달에 24시간이나 27시간만 

제공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방문했다. 시간 내에 못 한 

일은 이틀 뒤에 방문하면 이미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는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오늘 일하는 속도를 조정해서 안 한다고 해

도 내일 와서 그 일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일을 거절하기 힘들었다. 

(가사·간병서비스에서는) 시간을 길게 끄는 거야. 길게 끌면 채 못하잖아요. 시간 

되면 가야되잖아요. “어유, 미안합니다. 오늘 나 시간 되서 가야되니까 다음번에 해드

릴게요.” 올 때도 있고. (서진,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수혜자는 요양보호사를 계속 교체했

다.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오면 돌봄수혜자는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를 하면서 가족

에 한 가사를 다시 요청했다. 기존 요양보호사는 해준 일인데 너는 왜 안 해주냐는 

불만을 터트리면 요양보호사는 그 요구를 수용하게 되거나,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

를 선택해야 했다. 수혜자는 다른 재가 기관을 이용하는 이웃을 통해서 그 센터 요양

보호사가 하는 일을 듣고 업무 내용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리고 돌봄수혜자는 요양보호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빈번하게 서비스를 

해지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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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권은 요양보호사를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키도록 하는 데 활용되었

다. 요양보호사는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혜자가 돌보는 수혜자는 마당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퇴비와 비료를 사놓고, 흙을 파서 섞으라는 일까지 시켰다. 그가 땅 파는 건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자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수혜자의 욕구 로 

요양보호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써 서비스 해지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김윤숙

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 수혜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요양보호사에게 장

기요양서비스 시간에 교회를 같이 가자고 요청했다. 그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 

거절을 했으나 수혜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에게 그만오라고 통보

했다. 

이렇게 서비스가 해지되면 요양보호사는 그 다음날부터 할 일이 없어졌다. 요양보

호사의 고용주는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또 

다른 상자가 할당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해고’ 또는 

‘잘렸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돌봄수혜자의 통제나 지시는 그들이 정당한 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

는다는 생각에 기인한다(박기남, 2008: 111). 자신들이 고객으로서 돈을 지불하기 때

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식을 드러냈다. 수혜

자들이 요양보호사의 고용주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서 고용주와 유사한 권력을 가졌다. 이런 권리에 기반해서 수혜자들은 돈을 

낸 만큼 노동자를 최 한 활용하여 남은 일 하나라도 빠짐없이 시키려고 했다. 

몇 분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빨래 말랐는데 걷어놓고 가야되고. 그 시간에 대해

서 그 분들이 돈을 십오프로 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자기네들은 최대한 활용할려고 

그러는 게 있더라구요.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해서 계약한 시간만큼의 권리를 가진다고 생

각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서비스 시간 단위로 책정되면서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다. 

수혜자는 고객으로서 계약된 장기요양서비스 시간 동안 뭐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문영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에 한 돌봄과는 상관없는 가족의 방 정리를 부

탁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러자 요양보호사에게 요양서비스 시간 내에 하는 일이니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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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따지지 말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

야 하니, 자신에 한 돌봄을 하든, 가족에 한 도움을 주든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

다.

아니, 내가 시간 외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 안에 이것 좀 잠깐 이렇게 도와

달라는데 그게 굳이 도의적으로 하지. 따질 게 없지 않느냐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

자고. 나도 앞으로는 분수에 넘게 시킬 일도 없고 시킬 것도 없지만,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 하나 따져대면 너무 냉정해서 정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고 그 소리는 했어, 내가. (문영자, 돌봄수혜자)

장기요양서비스는 개인이 개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이기

는 하지만 공공서비스이다. 상품화된 노동으로서 자신이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해서 

100%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돌봄수혜자가 고객으로서 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시간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다. 공공

서비스에 한 인식 부족으로 돌봄수혜자들은 자신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만큼, 

서비스 시간에 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돌

봄수혜자의 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3. 재가 요양보호사의 저항과 협상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돌봄수혜자들이 요양보호사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통제

한다고 해서, 항상 그 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돌봄수혜자들의 기 를 수용하

는 정도는 노동자마다 달랐다.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일에 체로 수긍하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쟁취하려고 했다.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서 촉박하게 일을 시키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고 거절했다.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일

정에 해서 조금씩 조정하고 무리한 수혜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다. 

오늘은 뭐 뭐 해야 되는데 다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신다고 “이거는 내일 해드



5장 행위자들의 관계와 돌봄노동

- 199 -

릴게.” 얘기하고 와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는 어중간해서 급하게 하면 맛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할려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대충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히려 알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대충하는 걸 그 분도 싫어하시고 저도 싫어하기 때

문에.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가족의 과도한 요구에 해서 요양보호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을 시도했다. 

특정 업무 요구를 하는 보호자에 해서 수혜자에 한 돌봄에 집중하여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거나, 기관에 연락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자신의 요구를 계속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 거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미희는 보호자가 젓가락을 봉투에 넣는 부업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하자 상자랑 산책을 나가거나 정서지원 활동을 하면서 회피했다. 그러나 수혜

자 스스로 자신에 한 돌봄을 미루고, 가족의 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해서 거절

하지 못하고, 보호자의 부업에 동원되었다.

안 하려고 했죠. 센터에도 이야기했고, 제가 일부러 산책도 모시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어르신하고 노래 불러주고, 제가 실버레크레이션 자격, 교육을 받아서 

손운동이라든가 이 어르신하고 같이 있는 동안 정서지원할 때 운동도 같이 하고 뭐, 

노래도 같이 하고, 어르신 노래. 당신이 좋아하는 한 곡 부르고 내가 나머지 이렇게 

몇 곡 불러주면 좋아하셔서 그렇게 계속 유도하죠. 계속 유도해도 그 할머니가 그렇

게 갖고 있는 날은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정선생 이것 좀 해줘.” 우리 어르신, 할아

버지도 하고 계시니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죠. (정미희, 재가요

양보호사)

돌봄수혜자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절히 응하기 어려운 것은 요양보호사가 가족들

을 매일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호자들과 자주 접촉을 

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과도한 관여에 해서 ‘소통의 단절’을 선택하

기도 했다. 보호자의 요구에 해서 들어주는 척만 하거나, 되도록 그들과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했다(김수정, 2014: 98-99). 그러나 재가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이 노

인과 동거하거나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이용하

기 힘들다.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 200 -

요양보호사가 취하는 최후의 수단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 보호자를 공단에 신고하

는 것이다. 수혜자와의 갈등은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

할을 너무 포괄적으로 확 한 것에서 기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들에 한 가사는 

명확하게 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보호자 교육을 도입하여 규정을 정확하

게 알리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할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의 일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자 가족에 해서 요양보호사들은 상자 탈락 제도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가 아는 분은 갔는데 식구들 설거지까지 아침에 가면 이렇게 싱크대에 쌓아놓는

데요. 말을 해도 안 듣는대. 보호자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상자 어르신 

설거지만 저기 있다면 이해를. 대상자 어르신 설거지만, 저녁 먹은 거 보고 우리가 저

녁 안 드리고 와도 남겨 놔도 뭐라고 안 해요. 어르신 드신 거니까. 그치만 냄비, 프

라이팬 뭐야 다 해서 그걸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길 해라. 얘길 했는데 시정

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공단에 전화를 해라. 그랬어요. 공단에 전화를 

해서 했더니 아마 그 집은 대상자 아마 등급이 떨어졌을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

에. (성현숙,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돌봄을 실행하고,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에 한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가 가진 자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첫째는 요양보호사가 숙련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는 경우였다. 돌봄관계에서는 돌봄노

동자가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노동자의 지식과 전문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 지위보호

막(status shield)이 작동된다(Hochschild, 2009[1983]: 221). 서명옥은 간병인부터 시

작해서 20년 가까운 돌봄노동 경력을 갖고 있고, 이전에서 일하던 장기요양기관에서

는 요양보호사 관리를 담당할 만큼 숙련 노동자이다. 가족들은 그가 파킨슨 환자인 

상자를 돌보고 운동을 시키는 걸 보면서 숙련노동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로 서비스 내용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을 수용했다. 이 수혜자는 그에게 일

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데리고 갈 것을 요청했다. 원래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

명이 파견되어 실시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혼자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보호자들은 그가 노인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것이 

수혜자 안전에 끼치는 위험성을 설명하고 집에서 목욕을 시키겠다는 그의 제안을 받

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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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분이 고령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야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혼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이니까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때를 어야 되는 

분이에요, 이 분이. 그 목욕을 한 번 시키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너무 탈진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걸어가지도 못해서 그 아들이 목욕탕까지 데려다주고, 또 목욕 끝나면 

데리러 오는 상황인데 목욕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했

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장기요양의 일이 아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특

히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위험도가 너무 높다, 거기에서. 그래서 목욕 가는 거를 

내가 저지하면 안 되니까, 아들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아드님이 이 목욕 가는 거를 

당분간만 중지하자고 하자. 우리가 일할 때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노인의 안전이다. (중략) 그러니까 옛날에 목욕탕 자주 가던 생각을 그 그런 거

를 못 잊는, 그거를 자꾸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체력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탕에 담그는 것도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짧은 시간만 계속 그렇게 자

꾸 합의를 해나갔어요. (서명옥, 재가요양보호사)

둘째는 돌봄수혜자와의 친 한 관계가 요양보호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

용하는 경우였다. 돌봄노동이 수혜자와 노동자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수혜

자도 노동자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게 된다. 수혜자가 요양보호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교체된다고 해서 더 나은 요양보호사가 올지, 그와 좋은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존에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신

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요양보호사가 일을 그만두는 걸 원하지 않고 가능한 오래 

일을 하도록 요청했다. 노동자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지만, 수혜자도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감정 조절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요

양보호사에게 현재 하는 일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수연은 오후에 3등급 여자 노인을 돌보는데, 이 수혜자는 목욕시 때를 어달라

고 부탁했다. 그는 간병인 경력부터 10년 넘게 돌봄노동을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으

로 고생을 했고 현재도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여서, 부담이 되는 요구였다. 부분

의 요양보호사들은 수혜자들의 샤워를 도와주는 정도를 하지만 이수연은 지금까지 

때 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최근 자신의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몇 번 빠지게 되면서 수혜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

자 돌봄수혜자의 가족들이 계속 그에게 일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는 이를 계기로 

때미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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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어머님 병원 가고 그러는 거는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

다고. 그냥 선생님이 끝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또 처음부터 시작

되는 거잖아요, 그 분이랑 맞춰지고. 제가 이거 1년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손주도 

그 손주가 고3인데, 고3, 고1인데. 제가 걔를 밥을 많이 챙겨줬어요. 걔가 그랬대요. 

“나 아줌마 좋은데, 왜 그만두시지?”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걔가 그렇게 이야기하

는 애가 아닌데 아줌마랑 정이 많이 들었나보다고. 그러면서 아줌마 그만두지 않았

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냐고?”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냥 감사하죠, 항상.” 그리고 제가 무슨 병원 간다 그러면

은 할아버지가 “아마 시어머니가 남의 할머니는 봐주면서 당신 저기하는 거는, 당신

은 좀 등한시한다고 서운해할거야. 얼마든지 시어머니 병원 갔다오라고”. 할아버지 항

상 그렇게 해요. 할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만둔다고 그랬다가. 팔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하는 거를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좀 줄일려고. 

할머니 때를 어요. 아마 때 미는 요양보호사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를 보호자가 

그 딸이 처음에 부탁을 했어요. 그거를 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좀 줄일까? 그

런 식으로. 샤워는 그 대신 매일 해야 되니까.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문영자가 현재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는 이유도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때문이

다. 그는 현재 아침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는다. 하루에 

최  4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요양보호사가 9시부터 돌보는 다른 수혜자가 있어서 그 

시간 전에는 2시간만 일할 수 있다. 그가 오후 2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면 4시간 동

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6시30분에 방문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침에 공공

근로를 나가는 아들 때문이다. 문영자는 90  노인으로 고관절을 다쳐 혼자 거동이 

힘든 상태라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일을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했다. 그의 아들을 돌

보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요양보호사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들어주었다. 아침부터 4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온다면 그는 요양보호사와 업무 경계에 한 다툼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긴장상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요구를 수용한 현재 요양보호사의 시간에 

맞추었다.

세 번째는 수혜자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만이 아니라 사적 고용관계까지 

맺고 있는 경우였다. 수혜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시간 외에도 돌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에 최  4시간만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 2번 방문해서 총 8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한 달에 4번으로 제한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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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수혜자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시간 외에 추가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돌봄시간을 몇 시간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입주를 할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고 요

양서비스 이외의 시간에 해서 임금을 따로 지급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급여 시간에 같은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하는 것이 낫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 조건

을 맞출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요양보호사에 

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계속 그 요양보호사가 일을 해주는 것을 원했다. 

돌봄수혜자 가족인 이지순은 시어머니가 장기요양등급 3등급이고 치매가 심한 상

태였다. 그는 매일 시부모가 사는 집을 방문하여 아침을 차려드리고, 요양보호사가 

오면 볼 일을 보러 나왔다가 다시 저녁을 차려드리러 갔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돌보지만 낮에는 복지관에서 참여하는 봉사 활동을 위해서 외출을 했다. 시어머니는 

치매 노인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는 4시간만 돌봄을 하

므로 개인적으로 2시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비용을 지급했다. 이지순은 요양보호사가 

시어머니에게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기 하지만, 그는 수혜자를 안전하게 보호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서 노동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요양보

호사로부터 오랫동안 돌봄을 받으면서 신뢰를 하고 있고, 당장은 낮에 가족이 없을 

때 노인에 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요양보호사한테 서비스를 

받았다. 

4시간이니까 뭐 열시부터 두시까지 너무 시간이 금방이잖아요? 4시간 금방 가더라

고요. 우리 아버님도 외출하면은 그럼 복지관 가셨다가 늦게 오실 때도 있고 그래가

지고 시간을 좀 연장했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4시까지. 그래서 좀 지금은 그래도 

열시부터 네시까지 제가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이

지순, 돌봄수혜자 가족)

그리고 방문요양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의 사적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쉽게 교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돌봄수혜자와 가족들은 자신

들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요양보호사와 어떻게 신뢰를 쌓을지에 한 고민도 많다. 그리고 

보호자가 부재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도난 등의 불미스러운 사고에 한 걱정을 

하기도 했다. 박정자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노동시간에 개인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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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많이 하고, 남편에게 필요한 재활운동보다는 상 적으로 쉬운 가사노동에 집중

하고 있어서 불만이 많았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를 교체하지 않은 것은 2년동안 그

에게 돌봄서비스를 받으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박정자

는 남편이 돌봄을 받는 동안 자신의 볼 일을 보러 늘 외출을 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집을 맡기는 데 한 불안감이 있지만 현재 요양보호사에 해서는 신뢰하고 있었다.

이 선생님은 아주 양심적이고 집을 맡겨놔도 이런 부분에는 뭐 우리 집의 진짜 손

톱만한 것도 손을 대는 짓은 안 해요. 아주 양심적이고 기본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래서 뭐, 가족들이 우리가 집을 비우고 댕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은. 

그래서 여태까지 2년 동안 좀 불만, 불평이 있어도 그런 것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았

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이 참 좋아요. (박정자, 돌봄수혜자 가족)

수혜자가 요양보호사를 돌봄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일 잘하는 요양보호사로 만족하면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라도 다시 오라고 연락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는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것에 맞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수혜자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사람은 아니다. 서

진은 이전에 돌본 수혜자의 가정에서는 청결에 집착하는 노인의 딸로 인해 4시간 내

내 가사노동만 해야 했다. 소속 기관에서 서진의 건강에 너무 무리가 갈까봐 서비스

를 중지했고 다른 요양보호사를 보냈지만 돌봄수혜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진

에게 계속 다시 와서 서비스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일을 그만둔 상

태여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돌봄수혜자에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이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같은 돌봄수혜자를 다

시 돌보는 것은 기존의 조건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온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해줘야 하는 것을 의미했

다. 수혜자들이 그만둔 요양보호사를 다시 찾을 때에 잠시 노동자가 관계에서 주도권

을 갖게 되지만, 그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잃게 되므로 다른 수혜자를 찾아서 새

롭게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선택했다. 

안 가죠. 다시 가면 조금 나쁜 점도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하던 집에 그만뒀다 

다시 가잖아요. 다시 가게 되면 나도 좀 어떻게 말하면 마음 상해서 항상 그 앙금, 

사람이라는 게 앙금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받는 분도 ‘니가 다시 왔으니까 좀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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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너는 지난번에도 일이 없어 그런지 내 오라니까 또 

왔더라.’ 이런 데서 인해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서진,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들은 스스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인지 파악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했다. 돌봄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었다. 이런 결정에는 중요한 지원이 필요한데, 바로 기관의 지

지였다. 서진은 일을 잘 하는 요양보호사로 기관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소속된 기관

도 비영리기관으로 요양보호사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자가 있어서 이런 

전략이 가능했다. 관리자가 수혜자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하거

나 서비스 해지를 고려할 정도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는 기관으로부터 일을 못 하는 

노동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다른 돌봄수혜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일을 그만

둬야 했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자원은 노동자가 가진 개별적인 조건에 기초했다. 요양보

호사에 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노동자로서의 숙련을 명확하게 보

여줄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없거나, 돌봄수혜자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서 친 성을 쌓

은 경우가 아니라면 요양보호사 스스로 노동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그리

고 돌봄수혜자의 인식은 개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현재는 자율적으

로 업무를 조직하더라도, 수혜자가 바뀌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았다. 장기

요양기관의 중재도 마찬가지로 재가 기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4. 재가 요양보호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

요양보호사는 특정한 조건의 돌봄수혜자를 선택하여 자신의 노동에서 자율성을 확

보하려고 노력했다. 자율성의 확보는 수혜자나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노동의 통제권

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일의 강도를 자신이 조절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요양보호사들은 독거노인을 선호했다. 요양보호사는 독거노인과의 관계에서 자율

성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독거노인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시간 외에 돌봄을 제

공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많았다. 그렇지만 독거인 경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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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추가적인 노동 통제나 감독이 없다는 점에서 나은 조건이다. 

독거노인을 오히려 선호하죠. 일은 많아도, 어르신 이외에는 터치받을 사람이 없잖

아요. 그래서 편하대요. (박혜옥, 재가관리자)

돌봄수혜자의 다른 가족이 없다는 것도 독거노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 많은 

경우 수혜자 이외의 다른 가족은 돌봄노동에 방해가 되거나, 가족까지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부부만 사는 경우가 그렇다. 노인들

이 어지르거나 흘린 것들을 제 로 치우지 않아서 요양보호사는 추가적인 노동을 해

야 했다. 보호자가 같이 거주하더라도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원했다. 

할머니는 늘어놓으세요.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해놓으면은 할머니가 안 계

시면 원 상태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뭘 하더라도 뭘 많이 흘려놓으시

고 그래요. 할머니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질질질 그런다고 그러나? 그런 거. 그건 오

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에요. 들어오셔서 내가 간식을 챙겨드리면 꼭 흘리시고. 그거

를 할아버지는 그게 당신이 그래도 그걸 줍는다고, 닦는다고 했는데도 내가 보면은 

그게 그대로에요. (이수연, 재가요양보호사)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들은 신체기능상태가 더 나은, 낮은 등급의 노인을 선호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해야 할 돌봄이 간단하고, 노동강도가 약한 3, 4등급의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은 수혜자를 원했다. 등급이 낮은 수혜자들에게는 가벼운 가사

노동, 정서지원이나 산책 정도의 돌봄을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 로 

등급이 높은 수혜자들은 노동자들이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 교체를 포함한 소변 

수발을 해야 하고, 혼자 거동이 힘들어 요양보호사가 이동시에 부축하는 등의 도움을 

주어야 해서 노동강도가 셌다. 

요양보호사들이 중증 노인을 돌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관에서는 1, 2등급 상자

를 돌볼 노동자를 구인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는 중증 노인을 돌

보는 데 한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등급이 높은 상

자에 해 수가가 추가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가 노동강도가 높은 일을 하기를 기

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등급에 상관없이 시간당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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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동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작 전부터 중증도에 따른 노동강도를 반영한 

수가를 책정해야 공급자가 수급자를 역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

으나(석재은, 2006: 59), 실현되지 않았다. 굳이 노동자가 힘든 중증 노인을 선택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어려운 데 절대 안 가시고. 2등급 환자라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렇다고 센터에서 

돈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받는 게 똑같으니까. 저희 자체가 시급이 조금 

다른 데보다 높아서 더 이상 드릴 수도 없고. 그럼 2등급인데요 하면 “저는 2등급 

못 해요.” “더군다나 기저귀를 차요? 해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 끌어요? 저 휠체어 

끌면 허리 아파서 못 해요.” (유수정, 재가관리자)

어떤 보호자들은 자신이 하는 것처럼 완벽한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2등급이어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보호사에게 식사를 

할 때는 식탁으로, 중간에 TV를 보기 위해서는 쇼파로 계속 끊임없이 이동시키도록 

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양질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지만 

요양보호사에게는 엄청난 강도의 육체노동인 것이다. 

친정엄마에 대해서 나처럼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구

요. 왜냐면 2등급 환자를 누가 침대에서 내려서 이렇게 하고, 또 식탁에다 앉았다가 

또 다시 휠체어로 또다시 저런 소파로 가서 티브이 보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다

시 휠체어에서 방으로 옮겨서 침대로 옮기고. 이 과정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인데 끊임없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하고. 왜냐? 엄마가 이런 저런 좋은 환경에서 그것에 대한 보호자의 

욕구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양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무리는 아니지만 힘들어요. 

요양사님들이 육체적으로 이거를 오래 하실려면 힘이 들어서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거

예요, 보호자 요구대로 하자면. 제가 세 분인가를 그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 세 분 

다 싫다고 하시더라구요. (유수정, 재가관리자) 

중증 노인의 돌봄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서 요양보호사

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등급이 높은 노인들은 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콧줄, 소변

줄을 하고 있어서 이를 잘못 관리했을 때 사고 위험에 한 두려움이 크다. 콧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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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끼우면 폐로 들어가 음식물로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소변줄을 잘못 끼우면 배

뇨를 할 수 없다. 콧줄이나 소변줄을 교체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의료인들만 할 수 있

고, 요양보호사는 이런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가에서 1등급 수혜자를 

보살피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어쩔 수 없이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구참여자들이 중증 환자일수록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신체 케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훨씬 적었다. 3, 4등급의 낮은 등급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가사노동을 많이 시키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등급 상자를 돌보는 게 반드

시 더 힘들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의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노동강도가 체로 낮은 3, 4등급의 노인을 부분 선호

했다. 

요양보호사가 요구하는 또 다른 수혜자의 조건은 성별로, 남자 노인을 꺼려했다. 

남자 노인은 목욕시키거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신체 케어를 해야 할 때 불편함

을 느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전에도 간병인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은 이미 남자 

환자를 목욕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지 않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요양

보호사들은 이에 한 두려움이 컸다. 추가적으로 남자 노인을 돌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한 불안감도 존재했다. 고립된 공간에서 특히 상자가 남성일 

경우, 여자 요양보호사에게는 성적 접근이 업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정진주, 

2012: 165). 경력이 적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성희롱에 한 처법을 잘 모르기 때문

에 더 두려워하고 남자 노인을 피하기도 했다. 

초보자인 분들이 할아버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왜 성희롱 이런 것도 

있어요. 일어나요. 하던 분들은 요령이 생겨서 얼른 넘어가고 모면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인 분은 당황스럽잖아요. 울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서인정, 재가관리자) 

추가적으로 돌봄수혜자 거주지도 중요한 요건이다. 수혜자의 거주지는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일·가족 양립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많

은 여성들은 자신의 부모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족의 병원 동행 등 돌봄을 

하기 위해서 약속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그럴 경

우 거주지가 가까우면 저녁 시간이나 다른 날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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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가까우면 교

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업무 강도를 조절하고, 돌봄수혜자와의 관계

에서 협상력을 높여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의 수혜자를 선별하려고 한

다. 돌봄수혜자와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과도하게 통제하

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고, 중증 환자에 한 금전적 보상이나 인정 없이 

요양보호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수월하게 돌

봄노동을 하려는 요양보호사의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돌봄수혜자를 직접 구하는 예외적 상황을 제

외하고, 자신이 원하는 수혜자를 배치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들은 수혜자를 선별해서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하고 있었다. 다

른 자격증을 취득하여 돌봄노동 직업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장애

인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추가 교육을 20시간 받으면 된다. 장애인활동

보조인도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아동 등교와 같이 수월한 사

례도 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을 돌보는 일이지만, 장애인활동

보조인은 상자가 남자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했다. 

일자리를 내가 좀 선택하려고 하는 게 있죠. 내 입장에서 선택할려고 하는데 잘 

안 나타나니까 요번 이 일자리가 결정이 안 나면은 장애도우미도 해볼 생각이 있어

요. (이영미, 재가요양보호사)

제3절 돌봄수혜자의 취약한 선택권과 재가 기관과의 관계

레이드너(Leidner, 1996)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객의 존재로 인해서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을 통제하는 상으로 본다. 맥

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노동과정을 정례화(rountinzed)하는데, 고객의 동

선까지 이런 정례화된 과정에 포함시킨다. 경영진은 고객들에게 관례 로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음식을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Leidner, 1996).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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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는 돌봄수혜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가 돌봄

수혜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돌봄수혜자에게 자유롭게 기관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선택권

을 부여하여 재가 기관은 수혜자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요건인 만

큼 돌봄수혜자를 발굴하고 그 수를 유지하는 등 관리자가 ‘영업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중요했다. 관리자에게 이용자를 관리하는 것도 필수 사안이다. 재가 요양기관의 

과도한 공급으로 기관간의 이용자 뺏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

관장이 고용한 사회복지사가 새로 재가 기관을 개소해서 관리하던 돌봄수혜자를 데

리고 가는 일도 발생했다.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두고 업무를 하는 데들은 업무를 잘 많이 

안 주려고 해요. 주다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내가 센터 냈는데 “저희 

센터로 오세요.”해서 확 끌고 나가서 다른 데다 오픈해 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중략) 센터장은 계속 환자발굴만 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고 관리하

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서로 친 도도 좋아지니까 생각보다 센터가 

자기 맘에 안 들고 하면 오픈을 다 준비해놓고 하면서 사람을 다 끌고 나가버리는 

거에요. (정선미, 재가관리자)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고용주나 관리자는 돌봄수혜자와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유

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친 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이용했다. 이는 많은 돌봄수

혜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한 번 선택하고 나면 잘 옮기

려고 하지 않는 특성에 기반했다. 노인들은 같은 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기관과

의 신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꺼려하기도 했다. 

박혜옥이 알고 있던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등급외로 결정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기

관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기관이지만, 그 노인이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 자신의 기관으

로 오기를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타 기관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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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돌봄수혜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수혜자는 요양보호사만

이 아니라 관리자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요양서비스에 한 만족도를 드러냈다. 김혜

숙은 2등급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가족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선미 센터장은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요양보호사의 여러 명을 배치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정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자신이 그의 당수치와 혈압을 체크하고 식생활

을 신경쓰는 등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 김혜숙은 정선미를 친구처럼 

가까운 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러는 것보다도 내 친구 같고, 친구라고 그러면 나이가 많

으니까 친구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친구 같고. 나는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는 것 많이 

기다리고 그래요. 재밌어요. 나한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고 그래요. (김혜숙, 돌

봄수혜자) 

그리고 관리자가 어떤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돌봄수혜자들과의 관계

가 달라졌다. 요양보호사간의 역량에 따라서 돌봄수혜자들이 받는 돌봄의 수준이 매

우 달라지므로 노동자 배치가 수혜자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가 기관에서 돌봄

수혜자의 성향을 잘못 파악하거나 돌봄수혜자에게 맞는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으

면 노동자를 몇 번 교체하는 시행착오를 수혜자가 감당해야 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

아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돌봄수혜자는 자신들의 욕구를 제 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야 요양보호사와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를 

몰랐다. 이럴 때 관리자가 돌봄수혜자의 욕구를 빨리 알아차리고, 어떤 돌봄을 제공

할지 주도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돌봄수혜자나 그 가족들은 장기요양서비스에 잘 적

응하고, 더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센터장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요양보호사만 오고 그렇게 된 거죠. 잘 모르지만 

집에 와서 보고는 어머닌데 여성이고, 게다가 그렇게 치매가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체구도 좀 작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나 거동이 많이 매우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는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정도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죠. 그래서 처

음에 오셨던 분은 그냥 제가 딱 놓고 판단하기에도, 사실은 능력이나 성실성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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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예를 들면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은 인사평가를 하거나, 예를 그렇게 든다면 좀 

낮은 평가를 받을만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쪽에서도 그렇게 힘든 일자리거나, 까

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깐, 그 쪽에서도 예를 들면 A급 인력을 

보내진 않아도 굳이 커버가 될 만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도훈, 돌봄수혜자 가

족)

그렇기 때문에 돌봄수혜자들은 자질이 뛰어난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기관에 부

탁을 하고, 여러 번 요양보호사를 교체했는데도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배치받지 못하

면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알아보아야 했다. 서영남은 남편이 1등급으로 혼자 거동하

기 힘든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그의 남편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기 때문에 꽉 붙잡지 않으면 운동을 할 때 넘어져서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도 요양보호사가 운동시킬 때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보다가 두 번이나 넘어

졌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가 기관에서 더 이상 연결

시킬 요양보호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그는 장기요양기관을 옮기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혜자가 제 로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수혜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돌

봄 내용은 물론 장기요양보험기관에 한 정보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

러나 실제로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 이용하는 재가 기관에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돌봄수혜자는 쉽게 다른 기관으로 옮

길 수는 있지만 어떤 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알 수 없다. 수혜자에게 

재가 기관에 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

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68) 그리고 수혜자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6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혜자가 등급을 받게 되면 거주지 근처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혜자들이 기관을 선택하거나, 기존의 기관에서 교

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

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는 기관의 인력현황과 지정일자, 주소, 그

리고 요양기관에 한 평가 등의 아주 제한적인 내용이다. 이 자료로는 전체 기관 운영이

나 프로그램 운영, 요양보호사에 한 정보 등 돌봄서비스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신설기관은 기관 평가에 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재가 기관 평

가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므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3년 1월 1일 이후 설립

된 기관들은 신설기관으로 분류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신설기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더욱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평가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알려주는 정보인가도 의문이다. 재가 기관의 평가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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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약한 상태이므로 활동적이고 자기주장이 명확한 소비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

이다(Twigg, 1999). 

특히 돌봄수혜자가 독거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서 정보가 부족한 상태

이면 요양보호사에게 휘둘리기도 했다. 김혜숙은 독거노인이고, 장기요양등급이 2등

급으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기구를 의지하면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

문에 앉은 채로 팔이 닿는 부분까지만 집안 청소를 한다. 그는 이전 재가 기관을 이

용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옷장 윗부분의 청소는 자신이 할 수 없으니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혼이 나는 경험을 했다. 김혜숙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요리, 세탁과 같은 

일부 가사노동을 제외하고 기저귀 교체나 목욕과 같은 신체 케어를 스스로 하고 있

고, 방 청소나 식사 챙겨 먹기 등도 홀로 할 수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할 업무가 많지 

않았는데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노동자 교체

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요양보호사와 감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이사했으니까 이 옷장에 먼지가 있어서 밑에를 갖다가 닦고 그

랬는데 “위에 좀 닦아줄래요?” 그랬더니 그 분이 뭐라고 그러는 게 “내가 파출부인

가요?” 그랬어요. (중략) 나는 그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말은 안 해요. “해주실

래요?” 해서 “내가 파출부인가요?” 그래. 해서 “뭐를 갖다가 뭐 먹고 싶은데, 뭐를 해

줬으면 좋겠네” 했더니 막 화를 내서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요양

보호사가 왔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대해서 참 힘이 들었어요. 힘들어. 그랬는데 그 

후부터, 근데 그런 사람이 그거를 하면은, 그런 사람을 바꿔달라고 말하면 된다고 이

러는 것도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그 때는 솔직히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해서 참 그 사람한테 대해서 나는 혼났어요. 이래이래 이제 야단치고 

그랬어요. (김혜숙 돌봄대상자)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가 기관이 난립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을 오히

려 제약할 수 있고, 기관의 퇴출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쟁은 서비스 질의 하

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로 인해 시설간 경쟁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하느냐에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이혜승·유승현, 2012: 

109).

노동자에 한 평가보다는 기관 운영에 편중되어있다고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석재은, 

201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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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은 이용자 확보에는 신경을 썼지만, 이후 관리는 거의 실시하

지 않았다. 비영리면서 큰 규모의 기관 관리자들은 많은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데 시

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소규모 기관의 센터장은 자신이 수혜자를 자주 방문하는 동안 

기관이 돌아가도록 서류 작업 등의 일을 할 다른 인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장기요양

기관은 충분한 인력을 고용할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돌봄수혜

자를 관리하는 것은 1달에 한 번 정도의 정례적인 방문이나 연락으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돌봄수혜자와 가족들은 재가 기관의 역할을 잘 몰랐고, 기관에서는 요양보

호사 관리만 한다고 여겼다. 수혜자에게 제공해야 할 돌봄의 내용이나 제공방식에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상 로 생각하지 않았다. 수혜자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돌보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노인을 보호하는 데에 급급하면서 돌봄의 질을 

고려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재가 기관은 돌봄수혜자의 가족들과 

함께 돌봄을 계획하고 필요한 돌봄 내용에 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분 하

고 있지 않았다.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와 요양보호사, 관리자와 돌봄수혜자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적은 것은 관리자와 돌봄수혜자였다. 이들 간에 집

중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처음 이용자가 재가 기관과 계약을 하는 때

와, 돌봄수혜자가 배치된 요양보호사와 문제가 생길 때 정도였다. 센터장이나 중간 

관리자가 돌봄수혜자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요양보호사가 돌봄수혜자와 친 한 

관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자와 돌봄수혜자의 관계 정도

는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 

제4절 돌봄수혜자의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정

돌봄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인식되거나, 여성의 활동이나 정체성으로 보

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져 왔다.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문

제, 그리고 돌봄노동에 적절한 위상을 부여하는 문제는 돌봄노동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돌봄노동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과 지위가 결핍된 사람들(여

성, 유색인종, 이주민)에게 맡겨지면서 돌봄노동이 더 평가절하되고 저임금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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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이다(Glenn, 2000: 84). 

유급 돌봄노동자의 등장은 여성들간의 돌봄노동 분업을 발생시켰다. 아이 돌봄의 

경우 고용주인 여성들은 돌봄노동자에게 육체적이고, 단순한 돌봄과 가사노동을 분담

시키고, 자신들은 자녀 교육의 기획자나 건강을 위한 전문적이고 과학적 모성을 담당

했다(박홍주, 2009; 박혜경, 2008). 육체적 노동은 유급 돌봄노동자에게 맡기고, 정서

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가정내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층위의 일을 

모두 담당했던 것과 달리 이런 분업은 노동자에게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노동을 

맡겨 지위를 강등시키고, 고용주는 엄마-매니저로서 자신의 지위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Romero, 2000: 1659). 노인 돌봄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

났다. 돌봄수혜자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동안 가능한

한 더럽고 어려운 육체노동을 다 해결해놓기를 바랐다. 요양보호사의 지위는 가족들

이 하기 싫은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으로 낮아졌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를 노인을 돌보는 전문인력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부분의 돌봄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를 가사노동자의 또 다른 형태로서 

이해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을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자격증’

을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수혜자들은 그들을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나 식모, 파출

부라는 이미지로 인식했다(박기남, 2008; 한미경, 2011; 정진주, 2012; 허남재·석재

은, 2014). 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가 기존의 직업에서 분화되고, 더 많은 지식과 기

술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

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힘들다고 구술했다. 기존에 가사노동자가 가지고 있던 미숙

련 노동의 이미지도 같이 이어졌다. 가사서비스업이 단순 청소와 빨래 정도로 이해되

고, 고객의 요청을 기억하고,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해내는 체계적인 업무 능력이 필요

한 숙련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다(김양지영, 2006: 84).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노인전문인력으로 보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건을 제도

적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임금도 낮고 직업적으로 제 로 우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저급한 일자리로 고착되었다. 요양보호사가 경력이 많고 숙련 노동자

라고 해도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고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속에 따라

서 임금을 인상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신에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나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인정받고, 그들과 친 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면적 보상을 받았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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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돌봄수혜자와 가족의 인정에 더 의존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은 일을 시작하면서 전문적인 돌봄노동자로서 인정받을 것으로 기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며 노인을 돌보는 전

문적인 일을 한다는 역할을 강조해왔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을 노인돌봄 전문가로서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 않아서 

자신이 일을 시작했을 때 기 와 현실의 괴리가 심했다.

그 때 공부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기대, 목표, 꿈도 있고 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뛰어들으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은 실망감. 내가 왜 이걸 결국 했나? 또 그게 

마음적으로 봉사한다는 마음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실습을 가서부터 느끼

게 되더라고요.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그리고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우를 기 했다. 요양보

호사는 자신의 일이 돌봄수혜자의 욕구를 스스로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돌봄

을 조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실제로는 돌봄수혜자의 요구와 그들의 청결수준

에 부응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는 일이었다.

어르신들 돌보러 당기면서 그 어르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다면 내 손이 뭔가 필요

로 하다면은 다 해드리고 싶어. 그래 생각이 들어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했는데 내 마

음 같지가 않고 보니까. 오면은 무슨 뭐, 자기네 집에 그냥 일 해주러 오는 사람 마

냥 그렇게 대할 때 그럴 때가 굉장히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이게 아닌데. 물론 청소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청소 해

주고 빨래 해주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간 거 아니다, 내 마음은. 어르신이 돌봐드

리다 보면 필요한 게 그 어르신한테 있다면 청소도 해드릴 수 있고 뭐 세탁기도 돌

려줄 수 있고 음식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오로지 

뭐 자기네 집에 와서 옛날에 내가 어떤 식으로 치웠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때. (김영숙,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하게 되는 

일도 교육에서 배운 노인 돌봄에 한 복합적인 업무가 아니라 집안일의 연장인 가

사노동에 집중되었다. 또한 수혜자가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보호사

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까지 맡기고 있었다(박기남, 2008; 김송이, 201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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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김윤정, 2012).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국가지정파출부’라고 

부르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라는 개념이, 그냥 ‘일하러 온 아줌마’ 그래요... 이제 어디한테, 누구한테 

전화와도 “아줌마 와서 일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말할 때마다 지적을 해서 고칠 수

는 없는데, 어떤 때는 심기가 불편할 때는 “내가 파출부냐고, 요양보호사로 왔지. 파

출부로 온 게 아니다”라는 몇 번 한 적 있어요.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나아가 돌봄수혜자의 가족들은 ‘파출부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노동력’으로 

생각했다. 한 가정에서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가사

노동자를 해고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일이 발생했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보통 시간당 1만원 이상, 4시간에 4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요양

보호사의 경우 4시간당 수가가 43,5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43,500원의 15%인 6,525

원으로 4시간에 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인 것이다. 특히 

저렴한 가사노동자로 생각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가사노동을 집중적으로 요구했

다. 

다른 모임들에 가면 “어휴, 우리 집에 요양보호사 왔는데 너무 좋아. 세상에 옛날

에 쓰던 파출부,” 특히 이제 강남 쪽에 많아요. “파출부 쓰던 사람 내보내고 요양보

호사 쓰니까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몰라. 그러고 뭐 옛날하고 똑같이 반찬 다해주

고 뭐 이렇게 청소 다해주고 하니까 훨씬 편해. 요양보호사로 바꿔.” (정선미, 재가관

리자)

요양보호사가 하는 가사에 한 인정이 제 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돌봄수

혜자들은 기관장과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집은 할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노인을 

돌보는 것도 별로 할 게 없고, 요리도 큰 일이 아니고, 청소 조금만 하고 가면 된다

는 식이었다. 박혜자가 돌본 노인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요양보호사랑 두 시간 

같이 낮잠 자면서 쉬라고 말했다. 자신이 시키는 가사노동의 양은 생각지도 않고, 2

시간 충 하면 되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의 양

은 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해야 마칠 수 있는 정도였다. 이현미가 돌보는 수혜자는 

일주일에 2번씩 청소를 시켰다. 이현미가 방은 손걸레질 하는 게 아니라 막 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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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닦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막 걸레를 사냐고 말했다. 그가 하는 가

사노동이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까짓 것’이라고 표현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문 다 열어놓고 대청소를 해야 돼요. 먼지 다 털고. 그리

고 물론 집 자체는 넓지는 않지만, 마대, “저는 교육받을 때 무릎 꿇고 걸레 방 닦지 

말라고 교육 받았다. 마대 하나 사라.” 해도 안 사시는 거예요. “눈꼽만한 방 하나가

지고 무슨 마대를 사냐? 그까짓 것” 하면서.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이러한 인식은 돌봄수혜자들의 요양보호사에 한 호칭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요양보호사에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요양보호사님’, 아니면 그들의 이

름을 부르는 ‘아무개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데 이를 거부하는 수혜자가 많았다. 많

은 돌봄수혜자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집에 일을 하러 온 가용인력으로 생각하고 있

으며, 과거에 가사노동자를 부를 때 사용하던 ‘아줌마’로 부르고 있었다. 더러는 ‘야’, 

‘어이’로 지칭하기도 했다. 

처음엔 내가 그 얘기 했지. “어머니 우리 요양사들 존칭이 있는데.” “나도 알고 있

어. 선생이라고 부르라는데 난 선생 소리가 못 불러.” 할아버지도 당신도 선생 소리 

못 부른대. “그냥 편한 대로 부르세요.” “나는 아줌마가 좋아.” 아줌마라고도 잘 안 

해. “어이.” “야.” 이래. 그러더라고. (박혜자, 재가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를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를 돌봄

전문인력이 아닌 미숙련 노동자로서 보는 것이다. 박정화는 1등급 와상 노인을 7년 

정도 돌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현재 돌보는 다른 1등급 노인의 가족들

에게 그는 그저 자신들을 신해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다. 요양보호

사는 주6일 방문하여 수혜자를 돌보기 때문에 간밤에 수혜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이

야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돌봄 활동을 조직했다. 요양보호사는 보호자들과 함께 돌

봄을 제공하는 파트너인 것이다. 그러나 이 보호자들은 그와는 전혀 소통하지 않았

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 3회 30분간 방문하는 간호사에게만 상황

을 설명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수혜자를 돌보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거부

했다. 그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식은 간호사에게 매번 자신이 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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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지를 물어보고 보호자에게 확인시키는 방법뿐이었다. 자신에게 권위가 없기 때문

에 간호사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간호사 오는 사람하고 저하고 대하는 걸 틀려요. 저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간호사 오면은 엄청 이렇게 띄워주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

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긍이 안 돼요.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은, 제가 물어봐요, 간호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어유, 좋은 방법이라

고 그러면 그때서 보호자는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다고 간호사가 이렇

게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가 중요하단 이야기 아니에요? (박정화, 

재가요양보호사) 

간호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고 해도 보호자들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가족인 자신이 상자에 해서 더 잘 알

고 있다고 보고,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손발을 신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

다. 박정화는 와상환자인 수혜자에게 매일 관절구축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운동을 시

키면서 수혜자의 손에 힘이 생겼는데 보호자들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변화된 

것처럼 평가를 했다. 

제가 이제 관절운동을 하다보니까. 왼쪽에도 자꾸 운동을 하다보니까 힘이 약간 

생기셨어요. 진짜 그 얘기는 어떤 때는 듣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유, 선생님 운동 

열심히 시켜갖고 우리 엄마 손 힘이 생겼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더 뿌듯하고 좋을 

텐데. “요즘 우리 엄마 많이 좋아지셨나봐. 손도 힘이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러죠. 그거 안 하고서 운동 안 시키고 가만 있으면 힘이 생기겠어요? 솔직히 

운동을 하다보니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박정화, 

재가요양보호사) 

이현미는 운동지도사 과정을 수료하여 재활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만 그것에 해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현재 수혜자의 상태가 편마비이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좀 더 재활에 신경쓴다면 수혜자의 상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수혜자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 세 명을 위한 가사노동이었다. 

그는 돌봄수혜자에게 자신이 운동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강사로 일을 할 만큼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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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가 돌봄수혜자에게 운동을 시키면, 그

에 맞춰서 운동을 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를 수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수혜자가 그에 해서 칭찬을 하는 부분은 그가 수혜자에게 상냥

하다는 것, 요리를 맛있게 해주고, 알뜰하다는 점이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보호

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내용도 부분 가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들이 해준 음식을 

잘 먹고 맛있다고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가 듣는 칭찬이다.

밖에 나가서 움직이게 하면 운동이고, 여기서 하는 요양보호사가 운동하라고 하면

은 그 개념이 안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제 피

알을 제가 막 하죠. 토요일날은 데이케어 가가지고 열 명이 모인데서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왔다. 돈 얼마 받고 운동 가르쳐 드리고 왔다. 어느 날은 어디 가서 봉사활

동 하러 갈 거다. 그렇게 저에 대한 피알을 해요. (중략) (그 분들은 어떤 부분을 만

족해하시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상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분이 하신 말씀

이 제가 바지런하고 빠릿빠릿해서 좋고 그 분이 보시기에 꾀를 안 부리고 일을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내가 하는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 또 달라 그럴 적에. 그리고 내가 여차해가지고 

물김치나 이런 게 떨어져서 자손들이 가져왔을 때, 다음에 갔을 때 그거 버리고 새로 

해달라고 할 적에. 아까워. 근데 내가 먹어봐도 맛이 아냐. 그럼 내가 해드리면 맛있

다고 그러셔. (김윤숙, 재가요양보호사)

결국 돌봄수혜자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부탁하는 가사노동

을 거부하지 않고 다 해주는 사람이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돌봄을 조직하고, 매일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거나, 노인의 감정상태에 따라 적절한 

정서지원을 하는 것은 돌봄수혜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부

분의 시간을 돌봄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사노동

을 지시 받는 상황에서 인정받는 것은 요구받은 일을 잘 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

다. 그리고 돌봄수혜자들이 가사노동에 해서 칭찬하는 것을 요양보호사에 한 인

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돌봄수혜자들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해서 자신을 도와

주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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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호자들이 요양보호사에 한 일을 칭찬할 때 쓰는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보호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해서 ‘가족같이 잘해준다’라고 표

현하고 있었다. 가족이 하는 돌봄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는 가족 규범을 바탕

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도 가족들이 부모를 돌볼 때의 마음이나 정성을 들이는 것과 

같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관계적 노동으로서 돌봄 측면에서 이러한 칭찬은 요양보호

사에게 만족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에서 기 되는 노인에 

한 헌신이나 정성은 드러나지만, 노인전문인력으로서 요양보호사가 가지는 자질은 

비가시화되었다.

요양보호사에 한 인정은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

다. 첫째는 돌봄 상자가 중증 노인으로 요양보호사가 맡은 책임이 높은 경우였다. 

와상환자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옆에서 응급상황이 생기지 않는지 지켜봐야 했다. 혼

자 일상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지원 위주로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식사

를 먹여드리고, 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누워있는 노인의 몸이 굳지 않도록 운

동을 시켜드리거나 체위변경을 하는 등의 일을 끊임없이 해야 했다. 등급이 낮은 노

인보다 육체적 노동 강도가 더 세고, 응급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책

임감도 더 무거웠다.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수적인 노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들

의 노력을 더 인정하고 고마워했다. 

1급 와상환자.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뇌졸중으로 두 번 쓰려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리, 전혀 뭐 못하시고, 

의사소통은 인지는 가능해요. 근데 의사소통은 목소리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으시는데, 본인이 의사전달은 잘 못하셔서, 눈빛과 입과 손 동작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 알아듣고 터치를 하고. 소변 받아내고 하는. 소변을 소변통에 받아서. 식

사 먹여드리고. 운동 시켜 드리는 것. 와상환자니까 운동 하셔야 되잖아요. 체위변경 

해드려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보호자가 너무 아쉬워 하시더라구요. (이현미, 재가요양보호사)

앞서 박정화 사례와 같이 1등급 와상환자를 보는데도 가족이 자기 신 일을 해주

는 사람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와상환자에 한 신체 돌봄의 노동

강도나 책임에 한 인정이 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중증 노인을 돌본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계속 1등급 노인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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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혜자 가족의 상황도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김정희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가 있고, 치료를 받는 중에 신부전이 와서 재활 치료를 1주일

에 한 번, 신장내과를 두 달에 한 번 방문해야 한다. 편마비와 신장 문제 외에도 시

력과 청력에도 문제가 있어 다른 과 병원예약도 잡혀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병원 방

문이 정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같이 동행할 정도의 체력이 되지 않고 

그와 여동생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상자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다. 

요양보호사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저희는 요양보호사한테 감사해 하고 있어요. 그 분들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 

달에 병원을 열 번 넘게 가는 날도 있어요... 재활치료하고 각 과가 다 4월에 몰려있

고. 치과까지 가셔야 하고 이러니깐, 정말 요양보호사 아니면 어렵죠. 한 번 보험 공

단에서 나왔었거든요. 중간 점검 한번 나오는데 6개월 만에. 그래서 요양보호사 제도

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직장 못 다니죠. (김정희, 돌봄수

혜자 가족)

요약하면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들에게 돌봄전문인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다고 느끼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돌봄을 받는 수혜자나 그 가족들을 신해서 도와주

는 사람,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었다. 노인 돌봄을 가족이 해도 되

는 일이지만 여건상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가진 숙련이나 

전문적 지식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봉사정신과 같은 돌봄동기를 

바탕으로 일을 지속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소명이나 사명감에 의지해서 사회적 

돌봄을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가져오게 된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일을 돌봄수혜자들에 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을 

생각하고, ‘관리자’나 ‘전문인’으로 존중받기를 원했다(정진주, 2012). 그들이 요양보호

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원했던 것이 이런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자신

이 제공하는 돌봄에 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혜자가 요구

하는 돌봄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기 를 충족시키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

는데, 가족이 홀로 돌보기 힘든 높은 등급이거나, 가족들이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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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제공하는 경우였다. 숙련 노동자가 가진 능력이 발휘되고 가족들이 그것을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리고 보호자들이 수혜자에 한 돌봄을 얼마나 가

치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요양보호사에 한 인정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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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요약과 함의

이 논문은 돌봄노동 수행자로서의 재가 요양보호사에 초점을 맞춘다. 요양보호사 

제도가 2008년 7월에 한국에 도입된 이래, 현재 약 27만명 정도가 요양보호사로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전문직이 아니면서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 환자 등을 상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 

직업이다. 이 논문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통해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겹

치는 영역에서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 경험을 포착하고자 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을 한국에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조직이 변화하는 계기로 보고, 

제도가 규정한 이상과 현장에서 행해지는 돌봄노동의 괴리를 통해 개선점을 확인했

다. 

1. 연구요약

먼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창출된 배경을 검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어떤 위상을 가진 노동자로 상정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의

미가 크지만, 사회적 돌봄을 확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재가 요양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노인들이 상

품화된 돌봄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

았다. 재가 서비스는 일정시간에만 돌봄이 제공되어 가족의 돌봄 없이는 노인이 혼자

서 생활유지가 어려우므로 탈가족화 정도도 낮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  효

과 중 하나로 여성인력활용을 제시하면서 돌봄의 탈젠더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민간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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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부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를 노인을 돌보는 전문인력으로 정의하고, 소정

의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요

양보호사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정부는 돌봄

을 제공할 노동자의 확 에만 초점을 두고, 그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는 직업적 전망

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많이 배출되었으나,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는 일부였다. 요양보호사가 전문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

다고 보면서도 그에 합당한 교육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운영에 한 규제를 제 로 

실시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에게 제도적으로 적절한 직업 위상도 부여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를 

노인 돌봄을 하는 전문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신하여 효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여 요양보호사의 역할 모호성을 높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

정되기까지 상자의 범위, 필요한 재원 조달, 제도를 운영할 기관 등에 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요양보호사를 어떤 위상을 가진 노동자로 지원할 것인지는 충분

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어떤 인적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

하는지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요양보호사로서 육성할 상으로 중고령 여성을 목

표로 한 것과 같이 50~60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직업을 선택했다. 요양보호사 자격

은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선택할 수 있었고, 수행해야 할 업무의 많은 부분은 여성들

이 가정에서 해온 일이라는 점도 접근성을 높였다.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노동자가 돌봄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생각할 때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현재 일하는 숙련 노동자들이 이

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리고 돌봄수혜자가 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하고 

언제든지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이 희생되었다. 

다음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경험을 살펴보고 돌봄노동의 특성을 분석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정내에서 노인의 생활유지를 위한 거의 모든 활동을 

담당했다. 특히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돌봄을 같이 분담하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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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를 보살피는 유일한 돌봄제공자가 되었다. 그리고 수혜자인 여성 노인이 자신이 

해온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려고 하여, 요양보호

사의 돌봄노동 범위에 노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가족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보였다. 돌봄수혜자와 유

사 가족과 같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그들이 맺는 관계는 한계가 있었다. 요

양보호사가 겪는 감정노동을 포함한 어려움은 자신들의 봉사정신이나 이타주의라는 

돌봄동기를 통해서 해결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감정적 거리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과 달랐다. 그렇지만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이 이런 차

이점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가 요양서비스는 제도화된 노동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 내용이나 역할은 물론, 사회적인 위상까지 적절하게 규정

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라는 세 집단의 협상

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이 행위자들의 요양보호사에 한 인식과 돌봄노

동에 한 인정은 돌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경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에서 재가 기관은 유사 파견업체로서 역할을 했

다. 재가 기관은 생존을 위해서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양

보호사에 해서는 일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 노동자에 한 노동 통제 등 적극

적인 관리는 돌봄수혜자와 요양보호사가 갈등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관리자의 감독

에 해서 요양보호사가 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수혜자와의 친 한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요양보호사는 체로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부여하는 기관 선택권을 이용하여 수혜자는 자신의 요구를 요양보

호사에게 관철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통제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

혜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일에 한 끊임없는 협상을 시도했다. 그들이 돌봄수혜자

에게 숙련노동자로서 인정받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했을 때 협상의 여지는 더 

컸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의 수혜자를 선별하여 자율성이나 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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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행위자의 관계에서 가장 상호작용이 적은 것은 재가 요양기관과 돌봄수혜자

였다. 재가 기관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서 돌봄수혜자에 한 

일상적인 관리는 거의 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정도였다. 

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동자의 직업적 위상과 인정을 살펴본 결과, 요

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와 가족들에게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요양

보호사를 가족들을 신해서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가사노

동자의 변형으로 생각했다. 요양보호사의 지식이나 기술은 인정받지 못했고, 미숙련 

노동자로 인식되었다. 

2. 연구의 함의

이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적 환경을 기반으로 실제 장기요양서비

스와 관련되는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도적으로 노인 돌봄이 어떻게 조직되고, 요양보호사가 어떤 

노동자로 규정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제도적 지원이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 히 분석했다. 요양보호사에 관한 부분의 연구들이 요양

보호사만 조사하거나,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 요양보호사와 돌봄수혜

자라는 이자 관계를 바탕으로 수행된 것과 달리 돌봄노동 경험이 이 세 행위자의 관

계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노동조건을 지원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노인전문인력에 부합하는 직업적 위상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세 

집단의 욕구가 어떻게 경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노동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에 주목했다. 돌봄

노동의 관계노동으로서 측면과 숙련이 그것이다. 돌봄은 돌봄제공자가 돌봄수혜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수행하게 되는 노동이다(Tronto, 1993: 107).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

업이나 고객과의 일회적인 접촉이 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여타 서비스업과는 달리 

돌봄노동은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수혜자와 유사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고, 요양보호사는 수혜자에게 가족과 같은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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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갔다. 돌봄수혜자와 맺는 친 한 관계가 요양보호사에

게 내면적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돌봄노동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논문에서는 더 나아가 이들의 관계가 요양보호사에게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하

기 위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재가 기관의 관리자와 요양보호사의 위계적인 

관계에서 돌봄수혜자와의 좋은 관계는 노동자가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에 한 수혜

자의 만족도가 높을 때 노동자에 한 관리자의 간섭이나 통제는 감소했다. 돌봄수혜

자와의 관계에서도 수혜자와의 친 성은 돌봄노동의 내용, 노동 강도나 하루 일정에 

한 끊임없는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다. 돌봄수혜자들도 요양보호사가 교체

될 경우 새로운 노동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기를 원했다. 심지어 같은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 함께 재가 

기관을 이동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의 숙련은 수혜자가 양질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돌봄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것 

또는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노동자의 숙련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었다. 돌봄수혜자에게 일을 잘 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 삶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돌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다 해

주거나 시키는 가사노동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을 의미했다. 주부로서 

오랜 경험을 가진 여성노동자들은 가사노동에 이미 숙달되어 있으므로 돌봄수혜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인들과 맺는 관계 노동은 노동자의 숙련으로 인

한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여겨졌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자의 인간관계기술은 숙련이 아닌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숙련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숙련에 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전문성에 한 논의만 이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돌봄노동에 도움이 될 만한 운

동지도사나 실버레크레이션 교육을 받고 나아가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숙련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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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결국 특정 의료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직업적 인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에 한 관심을 가지고 정서지원을 하는 것은 노

동이 아니라 쉬는 것으로 이해되고 인간관계기술을 개인의 성격으로 여겨지는 상황

에서 전문성 확보의 강조는 돌봄노동이 숙련이 필요한 노동이라는 것을 간과하게 된

다.

요양보호사의 숙련은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시 인식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관계적 노동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찰을 요구하는 노동이며, 

노인에 한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기반하여 요양보호사의 숙련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돌봄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의지와 인식을 드러내고

자 노력했다. 많은 연구들은 돌봄수혜자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에게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가 서비스의 업무 범위와 역할의 포괄성 그리고 돌봄노동이 각 돌봄수혜자의 가

정에서 수행된다는 점은 재가 요양보호사 개개인이 자신의 일에 한 경계를 정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동자들은 자

신의 노동에 한 인정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숙련노동자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

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으려고 했다. 제도적으로도 중고령 여성에게 

알맞은 일로 여겨지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가족의 돌봄과 차이가 없고 아무나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투했다. 돌봄수혜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요건 강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스스로 발전하

려는 욕구를 고려하여 제도적 지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자질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제언과 향후 과제

1. 돌봄노동의 탈젠더화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돌봄노동의 탈젠더화를 고려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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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양보호사를 도입할 때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으로 중고령 여성을 상정

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90%가 여성들이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다수도 여성들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분석한 재가 요양보호사

로 일을 하는 남성노동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도의 젠더화된 설계로 인해 유급 돌봄도 가족내 무급 돌봄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돌봄수혜자들도 재가 서비스는 여성의 일로 인식하고, 

남자 요양보호사를 원하지 않아 남성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젠더화된 폐쇄가 나타났

다. 그리고 남자 요양보호사가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 하는 업무의 내용과 돌

봄 관계에서의 친 도 차이로 인해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는 성차별적 인식이 강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의 수행은 여성노동자와 노인을 돌보는 가족인 여성의 관계속

에서 이루어졌다. 가족 내에서 딸이나 며느리에 의해서 제공된 돌봄이 유급 돌봄에서

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담당하고, 이 여성들간의 분업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여성일자리로 간주되고, 저임금 일자리로 형성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는 남녀성별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급격히 증

가했고, 요양보호사 직업 창출이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재가 요양보호

사가 전체 요양보호사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은 남녀

성별임금 격차를 가중시킨다. 남녀성별임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

가 요양보호사와 같은 하위 일자리의 증가는 이런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을 탈젠더화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성별분업을 완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고령 여성을 돌봄 인력으로 상정한 제도적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저학력의 중고령 여성들을 요양보호사로 활용했으나, 잠

재적인 노동자 인력 풀의 고학력화로 인해 앞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반면 고령화가 더 심화되면서 요양보호사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요양보호사 일자리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등 노동조건의 향상이 필

요하다. 지금의 저임금 열악한 조건으로는 다른 직업적 안이 있는 남성 노동자를 

유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조건 향상은 요양보호사의 공급 부족 현상만이 아

니라 돌봄일자리의 탈젠더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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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과 돌봄수혜자 사이에서 결

정된 돌봄서비스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담당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계획

하고,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돌봄

수혜자와의 사적 관계를 통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직업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

다. 재가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에 한 돌봄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나 

돌봄수혜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상

적인 돌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동자에게 권위를 더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

라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난립

하고, 기관 생존을 위해서 돌봄수혜자 확보에만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

가 관리역할을 부여받더라도 결국 수혜자가 원하는 요구만 들어주는 상황이 될 수밖

에 없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기관 공급을 적절히 제한하여 장기

요양기관이 생존이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질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졌

을 때 요양보호사가 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숙련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으면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돌봄수

혜자의 가정에서 홀로 고립되어 돌봄을 제공한다. 스스로 돌봄을 제공하면서 노하우

를 습득하기도 하지만, 한계도 많이 존재한다. 요양보호사가 숙련노동자가 될 수 있

도록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야 

한다. 동료나 재가 기관 관리자와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고, 돌봄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의 임금 향상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노동자들은 숙련을 쌓기보다는 돌봄수혜자를 선별하여 낮은 

강도의 돌봄노동을 하려고 하거나 이직을 선택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경력이나 

근속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요양보호사의 숙련에 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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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

다. 폴브레(Folbre, 2006)는 돌봄노동을 질에 기반하여 평가함으로써 임금을 높일 수 

있다는 고진로69) 전략을 제안했다. 저진로 전략은 노동력에 한 비용은 적게 소요

되지만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과 돌봄의 낮은 질로 이어지는 반면 고진로는 높은 비

용이지만 이를 보상할 만한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유급 돌봄노동에 고진로 전

략을 도입함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Folbre, 2006: 1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마찬가지로, 돌봄의 고진로 전략을 바탕으로 다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3. 향후 과제

이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과제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재가 

요양보호사에 한정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

는 노동자들의 경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제를 받는 재가 기관과 요양시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

니라 노인돌봄서비스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부 요양병원이나 

학병원에서 간병사로 일을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외 노

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은 요양보호사로서 정체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돌봄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돌봄수혜자의 인식에 관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모집시 적절한 노인 

사례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서 돌봄수혜자의 사례보다는 그 가족들의 의견이 더 많이 

포함되었다. 이 논문의 초점이 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이기 때문에 돌봄수혜자와 그 

69) 고진로(high road)는 비용에 기반하여 경쟁하는 저진로(low road)와 달리 질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고진로는 상품을 차별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조건에 빠

르게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임금에 노동안정을 이루는 등의 조직내 

노동력에 한 헌신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직 노동자가 관리직이나 전문직과 같은 우를 

받아야 고진로 전략이 가능하다고 본다(Piore, 2002: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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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욕구 차이를 세 하게 구분하지 못했는데,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돌봄수혜자의 가족이라는 세 집단의 관계로 나누어 제안하는 연구도 있어

서 돌봄수혜자와 가족의 다른 돌봄 욕구에 한 분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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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ender Perspective on Carework of In-home Long-term Careworkers

Ryu, Imly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organization of the long-term elderly care and the 

experience of in-home long-term careworker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ized long-term carework. For a long time carework 

has been conceptualized as ‘labor of love’ or women’s personality. And paid 

carework also has been treated as it was an extension of women’s unpaid 

carework. This invisible women’s labor poses significant problems for paid 

careworke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stitutionalization of 

carework brings any change to devaluation of paid carework.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in Korea in 2008. Implementing Long-term Care 

Insurance meant informal elderly care by family transformed into formal care 

organiz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law and institution of 

long-term care provision and the actual experience of in-home long-term 

careworkers in the relationship with supervisors (employers) and caring service 

recipient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defined the long-term careworker as an expertise. 

To be a long-term careworker, it requires 240 hours of training and practice, and 

passing the test. But the certification for the elderly careworkers did not function 

as a high entry-to-practice credential. The government also did not support 

enough for careworkers to provide high-quality care. It only focu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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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long-term care infrastructures so did not present job outlook for the 

workers. Moreover, long-term care workers are demanded tending the elderly 

filial duty instead of the elderly’s family. It heightens the role ambiguity.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by in-home 

careworkers. Care by paid careworkers h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ing 

to family care. Careworkers develop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like 

fictive kin. Careworkers can provide skilled care service but the care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did not estimate workers as skilled workers. 

Lastl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long-term care service is provided among 

the triangular relationship with careworkers-supervisors-care recipients. Long-term 

care service is provided by many service providers which are in free competition. 

They focuses mainly on the stable management so they usually order careworkers 

meet the expectations of care recipients. Careworkers is directed by care 

recipients for the task they do every day. Because of the right to select a service 

provider care recipients have, they are in a position of strength. They sometimes 

try to control every task of careworkers. The workers negotiate their daily duties 

to have greater autonomy on the job. They even try to serve only the elderly 

who lives alone so that they avoid getting supervised by the elderly’s family. 

Additionally, they prefer the elderly with moderate needs. 

Care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undervalue in-home long-term careworkers. 

They treat the careworkers as their maids or assistants. The condition they value 

the workers is that care recipients realize the careworkers are skilled workers or 

develop intimate relationships with the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areworkers become quality workforce. Introducing a high-road 

strategy to social organization of caring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carework, long-term careworker, social organization of caring, 

degendering carework, skilled careworker, relational labor, caring motives

Student Number: 2005-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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