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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절적 시장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산재근로자는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자로서 산업 재해 이후에도 노동 공급자의 지위를 유지

해야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모델에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론은 아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개

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재활사업이 필요하며,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

비스가 직업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전통적인 노동시장 이론에서는 노동시장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

으로 보았으나 근로자의 성별, 장애 여부, 직종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절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 설명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성별, 장해 여부, 직종, 종사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을 토대로 연구 변수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

귀와 관련하여 성별, 근로기간, 요양 기간, 장해 등급, 직종, 종사상

지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서비스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와 관련하여 근로기간, 요양 기

간, 장해 등급, 종사상 지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나, 각 재활서비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산재근로자의 근로기간, 요양기간, 장해 등급, 직종 종사상

지위 요인에 따라 직업 복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은 산재근로자 내부의 노동시장에서 설명

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운영 중인 재활서비스를 산재근로자의

생산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 재활서비스, 분절적 노동시장

학 번 : 2008-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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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소득이다.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학업을 마치면 누구나 직장

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직장 생활은 생계를 위한 기본이라 할 것

이다. 그러나 생계의 기반이 되는 직장 생활은 단지 경제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 화재가 되었던 ‘미생’이라는 웹툰에서 직장생

활을 다루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와 같이 가족 이외 또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우리는 직장 생활

을 유지함으로써 단순히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 구축, 심리적 안정, 타인과의 관계 설정, 자아실현 등 다양한 가치

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 단절되는 경우, 우선 소

득 유지가 어려워져 경제적인 곤란에 빠지게 되며, 직장 생활을 통해 유

지해 왔던 인간관계 등이 단절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



인적인 차원에서는 소득 감소,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문제가 나타나

게 되며,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

한 세대, 삼포세대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혼인율 및 출산율의 감소에 따

른 생산성 감소의 기저에는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에 원인에 있듯이 산재

근로자가 산업재해 이후에 직업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개인적

인 가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인구의 증가,

사회구성원의 역할 수행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등 사회가 유지․발전할

수 있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1)가 산업 재

해의 발생으로 인해 신체적 능력의 감소, 낙인 효과(stigma effect) 등으

로 원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는 산재근로자 당사

자의 개인적인 문제 발생에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산재근로자가 실

1) 산재근로자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근로자를 의

미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근

로자를 산재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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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 하락, 심리적

인 위축, 타인과 관계 단절 등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연

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

직업 생활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실의 보전 이외에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적 처치, 심리적인 안정, 직업 복귀

를 위한 훈련 등을 실시해 산재근로자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

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 복귀를 위한 제도 운

영의 필요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기존에 산업

재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에 치우친 제도 운영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

고,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또는 직업 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

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재활

사업을 2000년대 초반에 수립하였고, 현재 고용노동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급여 지급, 원직장복귀지원금 운

영 등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서비스의 운영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른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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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이론적인 배경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 등과 관련하여 산재근로자 만에 한정된 특별한 이론

적 논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 유지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적자본이론 등의 토대에서 장애인

개인의 문제만으로 보던 개인 이론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직업

재활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회 모델이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학문

적으로 도입되었다(김진우, 2010). 사회 모델은 장애인이 사회적인 역할

을 못하는 현실은 장애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또는 정부가 그 역

할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

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도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속하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 이후 산재근로자

에 대한 직업 재활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가 그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 운영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

되었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산재보험이 도입

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적 보상 영역도 의료기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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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급되는 치료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

는 휴업급여 이외에도 간병급여 등을 도입하는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상계 뿐만 아니라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요한

급여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적 보상이 점점 커

짐에 따라 경제적 보상에 치우친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

었다. 산업재해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복

지공단은 장해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을 지급한다. 장해 등급이 높으며, 산업 재해를 입은 당시 받고 있는 급

여가 높은 경우에 산재 보상 급여는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 또는 혹

은 그 이상2)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장해 등급이 낮으며,

산업재해를 입은 당시에 받고 있는 급여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장해

연금이나 일시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금전적인 이득

이 크던 작던 간에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 관계, 사회적

지위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는 그대로

2)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의 경우, 산재근로자가 장해연금을 수령하면 은퇴 연령을 고려하

지 않고 사망 시까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 또한 장해등급이 1급인 경우에는 신체 손상에 따른 직업 능력 상실에 대

한 장해급여 이외에 간병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직업 생활

을 유지했을 때 보다 더 크게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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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을 치료한 이후,

즉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경제적 안정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도록 경제적인 보상 이외에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회이론의 이론적 제기 이외에 경제적인 보상만으로는 산재근로자가 사

회구성원으로서 원래 수행했던 자리에 되돌아 갈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 운영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 산재보험의 운영 목적

에 재활을 통한 직업 복귀를 명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재활서비스를 실

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1년 고용노동부의 재활사

업 중기계획에 따라 예산사업으로 직업재활급여 지급 등 직업 재활을 위

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예산사업을 통해 임의적으로 실시되었던

재활사업은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급여를 법제

화하는 등 재활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이 운영된 지도 15년이 넘었으며, 법

제화 이후로 산정하여도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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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견해(김미옥·박은주, 2013;),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

타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신혜리·김명일, 2015)가

존재하는 등 재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출퇴근 재해 도입, 고령화로 인한 장해연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

에 대한 급속한 확대로 인한 산재보험 고갈 및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재활사업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그 이유는 산재근로자의 생계 보장의 기본적인 토대가 경제적 보상

이 아닌 직업복귀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앞으로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은

사라지고 신체적인 손상을 대체할 보조기구, 인공장기 등의 개발이 활발

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기구 등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재활의

학이 중요해 질 것이며, 결국 신체의 영구적 손상을 전제로 하는 산업재

해→치료→보상(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경제적인 보전)이라는

체계가 신체적 능력의 약화를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치료→재활(사회복

귀를 위한 신체적․심리적 훈련)이라는 체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재활사업은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며, 그 영역도 더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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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사업의 효과에 대해 면

밀히 분석하는 것은 현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미래의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 기술 등의 발전으로 산재근

로자에 대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16

년 헌법재판소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현

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법의 보호 영역 바깥

에 있었던 출퇴근 재해가 제도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산재근

로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기존 재활사업을 통해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가 어떠한 성격

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기존의 연구에

서는 산재근로자의 성별, 요양기간, 장해 등급 등의 요인을 인구․사회학

적 요인, 산업재해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산재근로자도 성별, 요양기간 등 장애 정도에 따라 직업복

귀가 어렵다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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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등을 분

석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처리해 밝혀낸 것으로 정교한 이론적 배경에 근

거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산재근로자는 기

본적으로 동질하며, 하나의 노동시장에 속해있다는 기본 가정을 염두하

고 연구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이론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현재

분절적인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많다. 또한 장애인 노동시장을 분석한 선행연구

(강동욱, 2005)에 따르면,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도 성별에 따라 분절적

인 성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근로자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시장의 특성을 잘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요인을 분

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재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재활 사

업을 15년 동안 운영하였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삼성전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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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혈병 및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

다. 또한 산재보험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더 높은 장해 등급을 받고자 근

로복지공단 직원과 모의하는 브로커 사건이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아님

에도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보

상과 관련한 이슈들에 더 관심이 많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현재 운영하

고 있는 산재보험 재활사업과 관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

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사업의 효과

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꾀하는 노력

을 진행해 재활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

다. 이에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절적인 노동시장의 특

성에 근거해 산재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산업재해 특성, 직종, 사업장 규

모,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등이 직업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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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제3차 산재보험 패널조사(2016)’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요인을 분석한다.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산업재해 및 산재근

로자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금전 보상 및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통계 마련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요양 종결 산재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 개인 및 가구 특성, 삶의 질 등에 관한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근로복지공단, 2016)으로 2013년도에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현재 3차년도 조사에 이르고 있다. 패널조사의 분석 대상

은 2012년 1월～12월 동안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및 제

주도 거주자를 제외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200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5년마다 패널을 교체하는 단기 패널조사이다(근로복지공단,

2016).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독립변수는 성별, 나이, 소득과 같은 인구·사회

학적 요소, 장해정도, 요양기간과 같은 산업재해 요인, 산재근로자의 직

종, 종사했던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 등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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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이다. 독립 변수들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고려한 것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요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변수라

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독립변수를 구성요소로 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

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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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산재보험 재활사업 현황

가. 재활서비스의 의의

장애인의 재활은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Bitter, 1979: 조인수, 1995에서 재인용). 산재

근로자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이나, 직업 유지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이라는 점과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 등으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는 점

에서 재해 이전의 상태로 위와 같은 가용능력을 회복시키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직업적 가용능력을 최대로 하는 것을 재활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재근로자가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타 직장으로 재취업, 창업 등을 통해 직업에 복귀

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의 핵심이라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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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ager & James, 2005; 김윤봉, 2009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산재근

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근로자

의 직업복귀에 초점을 맞추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에 직업복귀를 핵심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미국 워싱턴 주나 프랑스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의무화 하는 법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활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조성재 외, 2015).

우리나라는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운영 목적에 재활을 포함하였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재활사업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사업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8년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직업재활급여를 법정급여화해 재활서비스를

산재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에는 법정급여와 예산사업의 이중적인 형태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사업의 운영형태에 대하여 이해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근로자가 어떠한 형태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그 체계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 질병,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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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근로복지공단에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을 신청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된다. 또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게

된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공단이

승인하게 되면, 공단은 이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며, 요양 이후에도 신체적인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에는 장해 급여를 지급하며, 상병의 재발 및 악화를 막기 위해 재요

양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보장이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요양

초기단계부터 최초 상담을 시작해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산재근로자

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심리

적 안정을 통해 원할한 직업복귀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근로복지공단, 2016).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제

공하는 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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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재근로자 서비스 지원체계>

이 중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초 상담

이후 병원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 상태, 직장 상

황 등 외부 환경을 파악하고 직업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

인 상담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선정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재

활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된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개별화

된 재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업재활

서비스, 재활스포츠 등 사회재활서비스 및 의료재활서비스 등 맞춤형 재

활서비스를 제공해 원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 직업복귀

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다. 간단히 말하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대

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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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 근로복지공단

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나. 산재보험 재활사업

⑴ 재활사업의 운영체계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의 운영체계는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재활사업의 근거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법정급여인지 여부와

의료 서비스, 사회심리재활,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의 종류에 관한 것이

다. 먼저 재활사업이 법정급여에 따라 운영되는지 예산사업에 근거해 운

영되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목적에 “재활”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시작하게 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2001년부터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3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 운영하고 있다

(조성재외, 2014). 초기에 재활사업의 운영은 법정급여가 아닌 예산사업

으로 운영되었으나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급여

가 도입되면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법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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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재활서비스가 산재근로자에게 예산에

따른 임의적이며,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법에 규율된 안정적이고 권리

로서의 제도로 변화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조성재외,2014). 그러나 법정

급여 이외에도 예산사업을 통한 재활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현재와 같은 이중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제도에 재활사업이 포함되

었을 당시 예산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제도적인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사업의 전 영역을 법정 급여화한 것이 아니라 직업재

활급여 등 일부만 법정급여로 전환하고, 나머지 재활사업은 기존의 방식

인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며, 직업재활급여 자체도 일부 예산사업이 존재

하고 있다. 즉, 최초 제도 수행 시 법에 근거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통해 운영된 체계가 법정 급여로 완벽하게 전환되지 못한 것이

이중적인 제도 운영의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활사업의 종류에 따라 운영체계를 분류하면 크게 재활서비

스와 복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또는 다른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 손상, 사회․심리적 안정, 직업

훈련 등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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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세 재활서비스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서는 아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산재복지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요

양 종결 이후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하도록 대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

스로 구분된다. 의료재활서비스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치유된 이후, 합

병증 등의 발생으로 다시 요양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

재근로자에게 요양 종결 이후 남아있는 합병증 요인 및 후유증상에 대하

여 의학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합병증 발생을 예

방하고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산재근로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

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가와 동료환자와 함께 집단활동에 참가하는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희망찾기 프로그램,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

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노동력 회복을 위한 재활스포

츠 지원, 취미활동 지원 등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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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리재활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직업재활급여, 예산사업을

통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크게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직장복귀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직업훈련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직장복귀

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비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

지원금을 지급해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사업은 직업훈련직종 등과 관련

이 있는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재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1-1> 과 같으며, 재활사

업의 이용인원(2005년∼2014년) 현황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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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의료

재활

집중재활치료
- 추가상병치료, 병행치료, 전원, 집중재활치료, 재활보조기 지급

- 주치의사 상담실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상병의 악화, 재발방지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회

심리

재활

재활스포츠

- 대상: 통원요양환자 및 산재장해인으로 팔․다리, 척추 등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자(예정자)

- 내용: 스포츠활동에 대해 3개월간 월10만원 이내의 수강료 지원

(특수재활스포츠: 인당 최고 60만원, 1개월 한도)

심리상담 - 요양 중 심리안정․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개별 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

- 대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환자

- 내용: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초기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여 조속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촉진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상: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및 2년 이상 통원자

- 내용: 장애수용능력 향상, 자기효능감 회복 및 증진 등

진폐환자 취미활동반
- 진폐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취미활동 지원

(월 4만5천원이내 실비지원)

<표 1-1: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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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직업

재활

직업훈련지원

- 대상: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못한 산재장해인

＊직업재활급여 대상: 제1급 ～제12급(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통원요양중인 자

＊예산사업대상: 제1급 ～제12급(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 내용: 훈련비(12개월 범위 내 2회까지 연 600만원 한도), 훈련수당(훈련시간·기간 등

에 따라 차등지급)

원직장복귀지원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제1급 ～제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

용을 유지한 사업주(’10.4.28. 이후 요양 중 포함)

＊최대 12개월까지, 제1급～제3급 월60만원, 제4급～제9급 월 45만원, 제10급～제12

급 월30만원

- 직장적응 훈련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제1급～제12급)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을 유지한 사업주(최대 3개월까지 월45만원이내 실비지원, ’10.4.28. 이후 요양 중

포함, 단 ’10.4.27. 이전 요양 종결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으로 한정)

- 재활운동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제1급～제12급)에게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최대 3개월까지 월 15만원 이내 실비지원,’10.4.28. 이후 요양 중 포함, 단 ’10.4.27.

이전 요양 종결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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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직업

재활

원직장복귀지원

<예산사업>

- 위 직업재활급여 지급요건과 동일하나 제1급～제9급 장해급여자로 한정, 다만 직

장적응훈련비는 월40만원 이내 실비, 재활운동지원비는 월10만원이내 실비를 최대

3개월 지급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 대상: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 내용: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해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작업능력평가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신체기능 및 직무수행”등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제공

창업지원

- 대상: 요양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으로 직업훈련 수료자·진폐장

해인·창업업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종사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자,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고용한 유급근

로자의 30%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

- 내용: 1억원 이내의 점포를 공단명의로 임대하여 최장 6년간 연리3%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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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산재

복지

사업

생활안정 자금융자

- 대상: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 요양중인 이황화탄소

(CS2),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최저임금 이하), 산재 창업지원사업 확정자

- 내용: 혼레비·의료비·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 사

업자금은 1500만원, 1세대 당 2000만원 한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3%

산재장학사업
- 대상: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제1급～제7급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 내용: 고등학교 등록금 등 지원

대학학자금 융자

- 대상: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제1급～제9급 산재장해인, 장기(5년이상) 요양중

인 이황화탄소(CS2)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내용: 1인당 해당 학기 실제 납부등록금을 산재근로자 1가구당 2000만원 한도 이

내, 거치기간( 연1%, 대부일～졸업 후 1년), 상환기간(연2%, 4년간 매월균등분할상환)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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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재활서비스 이용인원(2005∼2014)>

(단위: 건,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활상담 52,847 54,175 58,305 54,592 36,878 42,082 48,963 34,693 34,551

합병증 등 예방 관리제 운영 26,346 31,038 37,560 37,794 33,499 33,861 33,163 34,612 36,109

직업훈련 비용지원 4,384 5,680 5,731 4,464 5,386 3,379 3,661 3,223 3,535

직장복귀 지원금 441 554 737 750 647 828 3,285 2,598 2,273

창업점포지원 151 149 125 105 129 108 60 57 39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406 504 523 794 545 593 549 399 373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1,808 2,544 3,385 3,479 3,863 3,265 3,333 2,740 2,800

진폐환자 취미활동지원 1,159 2,186 2,055 2,166 1,968 1,938 1,791 1,581 1,559

심리재활 프로그램 546 2,655 3,178 2,766 3,055

장학금 지급 7,289 6,574 6,303 6,014 6,305 6,114 5,703 4,854 3,767

생활안정 자금 지급 1,917 1,210 1,096 1,572 1,525 1,637 1,489 1,776 1,589

합계 98,753 106,620 117,827 113,738 93,300 98,470 107,186 91,311 91,663

참고: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016), 재활상담은 2011년부터 맞춤형 재활상담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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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특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사업의 근거가 법의 규

율에 따른 것인지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서

비스의 성격에 따라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로 구분할 수 있다. 산재보

험 재활사업이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보상 서비스와 차이점을 가지

는 부분은 그 운영체계에 있어 일부분이 예산사업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

이다. 요양 및 보상서비스는 근로자가 업무를 함에 따라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정된 경우, 그에 대하여 지급되는 법정 급여의 형태로 운영되

고 있으나 재활 서비스의 경우, 직업재활급여의 일부분만 법정급여로 운

영되고 이외는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활서비스가 이와 같이

법정 급여와 예산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이중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

는 것은 재활서비스 도입 초기에 고용노동부의 재활사업 중기계획에 따

른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며,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급여를 법제화하였으나, 재활사업 전 영역에 대한 법

정 급여화는 이루지 못한 채 재활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법적 근거에 따라 산재근

로자가 받는 권리로 주어지는 부분은 일부 이며, 예산의 편성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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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재근로자의 혜택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재활사업은 이와 같이 예산 상의 제약에 따라 제도의 운영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다수의 산재근로자에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다보니 지원금액이 작고, 지원기간도 길지 않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다음으로 검토할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특징은 재활사업을 운영하는 주

체가 단일한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인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재활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수직적이

고 계층적인 관료조직 및 공공기관만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재활사업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재활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나, 재활사업 운영예산은 실질적으로 근로복

지공단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또한 의료재활서비스나 직업훈련 등

은 의료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원직장복귀지원금의 직

접적인 수혜 대상은 사업주이다. 실질적으로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에 대

한 원직장복귀지원금 지급을 통해 직장유지라는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즉,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제공하는 부분 이외 의료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28 -

자에 의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이후 성과 평가 등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을 중

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요양 및 보상서비스와 달리 법정급여가 아닌 예

산 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제도의 운영 주체도 근로복지공

단이라는 단일 주체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

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재의 법정급여와 예산상의 혜택이라는 사업의 특징이 산재근로자들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 볼 기

회가 될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효과적

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활사업을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

스, 직업재활서비스로 분류하여 각 재활사업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여, 재활사업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것이다3).

3)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이론이 현실 설명력을 갖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현재 운영되

고 있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뉴거버넌스 이론에 따라 평가 해 보면, 정부(고용노동

부)와 공공기관, 직업훈련기관, 지역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사회복지단체, 의료기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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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복귀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의 의의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김지원, 2013) Oliver와 같은 장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인

적 모델(individual model)과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이 제시되고 있

다. 사회적 모델은 매우 다차원적이라 평가받고 있으며(김진우, 2010) 경

제적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는 Oliver의 이론에서 문화적 관점에 관심을

갖는 문화적 설명(cultural explanation of disability)과 신체적․정신적

손상에의 사회학적 이해(sociology of impairment) 등까지를 포괄하는 개

념으로 평가받고 있다(Barnes and Mercer, 2003; 김진우, 2010 재인용).

재근로자가 종사했던 사업장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집행을 위해 상호의존

적인 특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 산재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관리

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고용노동부)는 기관으로 법령 및 중기

사업계획 수립과 같은 거시적인 제도 정비를 수행하고,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등은

산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뉴거버넌스 이론이 현실에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 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각 이해관계자가 네

트워크 참여자로서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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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이지만,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모델

(Social Model)은 Oliver의 모델이다. 그 이유는 Oliver의 모형이 성립한

배경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가 기저에 깔려있으며

(Oliver,1983; 김진우 2010, 재인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사회적 억

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복귀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여러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중에서

직업복귀와 연관성이 큰 Oliver의 모형을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

과 비교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은 장애인의 차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며, 장애‘문제’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이며, 그 ‘문제’의 원

인이 기능적 제약 또는 심리적 상실에서 나온다고 보는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Oliver, 1996; 이선우, 2009 재인용). 대표적인 이론으로 인

적자본이론 및 개인적 비극이론(personal tragedy model)4)을 들 수 있

다. 인적자본이론에서 개인의 임금의 차이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기인

4) 개인적 비극 모형(personal tragedy model)은 의료적 모형(medical model)이라고도 하

며, 신체 손상을 장애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서양 의학에서 출발하였

다.(이선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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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개인의 인적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소

득과 고용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해, 1996; 이승욱, 2012에

서 재인용). 비극이론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의료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를 제시하면서, 개인의 적응과 행

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김진우, 2010). 이와같이 개인적 모델

(individual model)의 관점에서는 장애를 가진 산재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따른 신체적 손상에 대하여 적응하기 위해 의료

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실업이나 취업 시

낮은 임금은 신체적인 손상 등에 기인한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은 개인 모델과 달리 개인을 둘러

싼 사회 구조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 한다(Oliver, 1996; 김지원,

2013에서 재인용).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

경에 의해 생성된 조건의 복합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다(김진우, 2010).

즉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장애인의 욕구를 수용하고 이에 알맞은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실패로 판단하는 것이다(김진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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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은 이와 같이 장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개

입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이 모델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산재근로

자의 직업복귀를 위해서는 적절한 재활서비스의 제공 및 사업주에 대한

유인체계 마련을 통해 제도적 보완 및 사회적 편견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보며(김지원, 2013), 이러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장애로 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의 의의

위와 같은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의 입장에서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인과 산

재근로자를 포함한 장애인간의 노동시장의 성격, 장애인 내부의 노동시

장의 성격을 분석해야만 직업복귀에 효과를 가지는 제도를 설계하는 토

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핵심적인 큰 흐름은 노동시장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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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쟁시장하에 하나의 연속적인 시장으로 파악하는 이론과 노동시장이

두 개 이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분단성을 가진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그

것이다. 전자의 견해를 경쟁이론시장(Competitive Market Theory)이라

하며, 후자의 견해를 분단시장이론(Segmented Market Theory)이라 일

컫는다. 경쟁이론시장(Competitive Market theory)에서는 노동시장을 하

나의 연속적인 시장으로 보며, 기술 숙련도, 지역적 차이 이외에 근로자

의 차이를 나타내는 속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강동욱,

2005).

그러나 이러한 경쟁시장이론(Competitive Market Theory)은 동일한

기술 또는 교육 수준을 보유하더라도 성별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제조업, 건설업, 등 직종의 차이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분단시장이론이라 할 것이다

(Cain, 1976; 강동욱, 2005 재인용).

장애인의 노동시장의 분단성을 잘 설명해 주는 세부이론은 이중노동시

장이론, 직무경쟁이론, 단층노동시장론, 통계적 차별론/취향가설이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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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고 있다(강동욱, 2005). 먼저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Theory)를 통해 분석해 보면 이 이론은 되링거와 피오르(Doringger and

Piore, 1971)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노동시장이 분단되는 원인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강동욱, 2005). 이 이론은 주

로 제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독과점기업과 경쟁기업, 내부자와 외부자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양분되

어 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조우현, 황수경, 2016) 1차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좋은 근로조건과 양질의 교육훈련, 높은 고용안정성을 가지며, 승

진과 보상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해고 및 실직 위험, 현장 훈련의 결여, 자의적인 승진 및 보상

체계 등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조우현, 황수경, 2016). 이 이

론은 산재근로자가 속한 직종 및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원직장 복귀 및

직업복귀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가 전문직, 숙련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직업복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대기업의 경우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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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근무했던 산재근로자에 비해 규모가 큰 사

업장에 근무했던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장 규모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분절의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두어 분단성이 나

타나는 원인이 임금경쟁(wage competition)이 아니라 직무경쟁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직무경쟁이론이 있다.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이

나 숙련도 이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은 취업할 수 있는 직무의 수와 종

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훈련가능

성과 적응가능성을 고려해 근로자를 선별해 채용하는 것으로 본다(배무

기,1989; 강동욱, 2005 재인용). 그러므로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의 입장에

서 훈련가능성이나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

문에 직업복귀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

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거나 다른 업무에 적응하기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

리고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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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훈련가능성과 적응가능성을 고려해 채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산

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수준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산재근로자 내부적으로도 분절적인 노동시장이 존

재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도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재근로

자의 장해등급 및 장해 유형에 따라 사업주는 훈련가능성 등을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재근로자의 직업유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도 장해등급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인의 장애등급과 유형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장애 정도가

덜할수록 임금이 증가한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어수봉 외,

2006) 가 존재한다.

세 번째로는 단층시장이론(Segmented Labor Market)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는 노동공급측면, 노동수요측면, 노동시장 고용관리 관행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공급(노동력)과 노동수요(직무) 측면에

서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이효수, 1984) 이 이론에 근거해

장애인 노동시장에 적용해 본 강동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학력

에 따라 장애인 노동시장이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업복귀에 관하여 성별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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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여

성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남성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과 비교해

직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을 확률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도 일치한다(박수경, 1999).

마지막으로 통계적 차별론(Statistics Discrimination Theory)또는 취향

가설(Preference Hypothesis)를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사업주는 근로자

의 생산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학력,

연령, 장애 유형 등을 활용하거나(Doyle, 1995), 고용주의 개인적 편견이

나 취향(taste)에 의해 산재근로자, 장애인, 노인 등을 채용하기를 꺼려하

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이론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불완전 정보(imcomplete information)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와 같이 장애를 가

지고 있는 경우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주 또는 동료근로자의

취향에 따라 그를 채용하기를 꺼려하므로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하

기 어렵거나 다른 직장에 채용될 가능성도 낮게 되는 것이다. 설사 산재

근로자가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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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은 기본적으로 일반근로자와 산재근로

자 간에 분절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이나, 앞에서 언급한 강동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내부에서 성

별, 학력에 따라 장애인 노동시장이 분류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산재

근로자도 장애인에 속한다고 할 때, 이러한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은 산

재근로자 내부에서 연속적이며, 하나의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분절적인 성격을 지닌 여러 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4가지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을 두가지로

분류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즉 이중시장이론과 직무경쟁이론, 단

층시장이론, 통계적 차별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것이다. 이중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이 노동자의 특성이나 직종,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동

시장이 구분된다는 이론이며, 나머지 이론은 그러한 구분되는 특성을 고

려해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노동자의 능력을 판단해 채용 및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분절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네가

지 이론적인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직종 및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이중시장이론과 성별, 교육수준, 장해 등급 등과 관련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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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를 통계적 차별론에 관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

가도록 할 것이다5). 기존에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두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분절적인 노동시장 이

론은 산재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이론은 산재근로자 내부에서 직업복귀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이론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인 산재근로자의 경우, 남성에 비

해 취업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해등급이 낮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

자의 직종이나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다

르게 나타날 것을 확인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분절적인 성격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5) 직무경쟁이론, 단층시장이론, 통계적 차별론 또는 취향가설은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지 못한 불완전 정보(imcomplete

information)하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불완전 정보를 노동시장 분절성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통계적 차별론을 중심으로 선

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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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

다. 또한 산재근로자도 장애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직업복귀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는 산재근로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산

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이는 변수들

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족구성원 특성, 소

득수준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산재특성 요양기간, 치료기간

등 의학적인 요인, 직종, 근무기간, 업무특성 등 노동시장 특성 요인, 성

격, 정신적 증상 등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요인, 직장 복귀 프로그램 실

시, 재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과 관련한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

(김미옥 외, 2013; 류만희·김송이, 2009; 이달엽·이현주, 2006; 이승욱, 박

혜전, 2007; Blackwell et al., 2003; Krause et al., 2001; Turner et al.,

2000) 등이 있으며, 직업복귀에 대해서도 원직장 복귀, 타직장 복귀 등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강희태 외 2006; 박은주, 2004; 양재성

외 2012; 김지원, 2013; 신혜리·김명일,2015). 등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 및 사회이론에 따라 노동시장의 분절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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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및 재해특성 요인, 노동시장 특성 요인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사회이론에서 언급한 사회적인 개입의 효과를 확인

해 보기 위해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통계적 차별론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수준 등), 재해특성 요인(요양기간, 장해등급, 장해유

무 등)을 분류해 검토해 보겠다 그 이유는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재해특성 요인은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

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특성 요인(직종, 종사상 지

위, 사업장 규모 등)은 이중노동시장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의 특성 자체가 노동시장 분절

성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시장 특성 요인은 이중노동시장 이

론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모델과 관련해서는 재활서비스 이용요인(사례관리, 의료재

활, 직업재활, 사회심리 재활 이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사회모델

에서는 정부나 시민사회의 개입을 통한 직업 복귀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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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적 차별론에 대한 선행 연구

가.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직업복귀에

관한 선행연구

먼저 성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성별과 관련하여 일반인

의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은 남성

과 비교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경

우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더욱 배

제당할 수 밖에 없으며(박수경, 1999),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희

태 외, 2006). 또한 강동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성별 및

학력에 따라 취업 및 임금에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령 및 혼인상태도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

나이다. 산재근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혼인상태에 관하여 기혼인 경우에 미혼보다 재취업 확률이 높

게 나타난다는 연구(박수경, 1999)가 있으며, 혼인상태와 관련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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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승욱․박혜전, 2007;

류만희 외, 2009에서 재인용).

선행연구 결과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때, 남성

이며,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기혼인 경우에 직업복귀의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요양기간, 장해유형 등 재해특성 요인이 직업복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윤조덕 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기간 6개월을 기점으로 취업

률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요양기간이 6개

월이내인 경우 취업률은 40.9% 수준이었으나, 6개월이후에는 점점 감

소하여 2년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취업률은 8.3%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

(이승렬 외, 2002)의 연구에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치료종결일까지를

치료기간으로 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원

직장 복귀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강희태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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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직업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재해특성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보다는

재요양 여부가 원직장 복귀 가능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이승욱·박혜전, 2007)의 연구도 있다. 또한 신규 산재근로자 장해

실태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형태를 비교한 연

구(양재성외, 2012)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또

는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보다 높으며, 장

해등급이 높을수록 즉 장해 정도가 덜할수록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선

택하기 보다는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간단히 말해 요양기간이 짧고, 장해의 정도가 덜할수록 산재근로자

가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노동시장 요인

산재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사업장의 크기 등에 대하여 산재근로자

의 직업복귀 시 전체 근로자 수가 클수록 직업복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연구(신혜리·김명일, 2015)가 있으며, 원직장 복귀와 관련하여 산

재근로자가 정규직인 경우 원직장 복귀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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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승욱·박혜전(2007)의 연구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길수록 원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해 볼 때, 제

조업의 경우 건설업에 속한 산재근로자보다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3. 사회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

직업훈련을 받은 산재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더 오래

직업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이승욱, 2012),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재활서비스는 직업 또는 원직장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가 있다(류만희·김송이, 2009;이달엽·이현주,2006). 이승욱․

박혜전(2007)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 등이 직업 복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응 자신감

이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활서비스 운영 시 자신감

을 상승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

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 재활서비스 이용이 직업복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혜리·김명일(2015)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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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재활서비스에 참여한 산재근로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는 성향점수매칭(PMS: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한 분

석에서 재활서비스를 직업재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로 분류

해 각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업재활, 의료재활 서비스는

유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경우 직업복

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보

기어려우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확인되었으며(유완식·신인수,

200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

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나 단순직에 대한 취업알선 등으로 인해

이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김

미옥 외(2013)의 연구에서 심리재활서비스가 직업 및 원직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승욱·박혜전(2007)의 연

구에서는 상담수준, 직업훈련, 재활스포츠와 같은 재활서비스가 직업복

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장애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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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나(유동철, 2000; 이선우, 2001), 이형렬(2007)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기간이 길고, 직업훈련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직업

유지기간이 길어진다는 연구가 있다.

사회이론(Social Model)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

또는 사회는 재활정책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

나, 우리나라의 재활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

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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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본 연구의 차이점

산재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또는 다른 산재근로자와 노동시장의 구성

원으로서 노동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공급자로서의 산

재근로자는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가질 가능

성이 있다. 전통적인 노동시장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곡선이 하나인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파악할 완전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가진 기술이나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시

장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있어

전통적인 노동시장을 근거로 그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에 근거해 일반근로자와 다른 노동시장에 속하며, 이에

더해 산재근로자 내부에서도 분절된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제로 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설명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절적 노동시

장 이라는 틀에서 선행연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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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검토할 때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재해 요인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와 같

은 결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성을 반영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산업재해

요인은 통계적 차별론에 근거해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산재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속해 있던 사업장 규모, 직종 , 종사상 지위와 같은 노동

시장 요인은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사회 모델(Social Model)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시민사회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우

리나라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도 1990년대 중반 장애인에 대

한 사회 모델의 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다만 사회 모

델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나 노동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

대라고 보기 보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한 정부나 사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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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론이므로 본 연구 결과로 이론의 실증

적 함의를 논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서비스의 문제점이

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기존의 통제변수로 다루어졌던 변수들을 이론적 토대 하에 연구 대상

으로 설정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요인에 따

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성

별,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산재근로자 내부에 하나의 노동시장이 아닌

여러 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을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분류하였던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

재해 요인, 노동시장 요인을 통계적 차별론과 이중시장 이론의 이론적

배경에 맞게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재활서비스 요

인의 경우, 선행연구마다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를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

업재활서비스로 분류하고 각 재활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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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 재활

사업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6).

6) 재활서비스 요인은 분절적 노동시장의 한 요인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직업훈련

및 의료 서비스를 통해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성의 상실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이 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생산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여지를 주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도 통계적 차별론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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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과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모형

1. 연구 모형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앞에서 언급한 사회

모델(Social Model)과 분단적 노동시장(Segmented Market theroy)의

의미를 고려해 산재근로자가 가진 특성이 직업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사회 모델에서는 정부나 시민사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사회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

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분단적 노동시장 이론에서는 노동시장은 하나

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노동시장의 특성, 불완전 정보에 따라서 여러

시장으로 존재하며, 각 시장은 서로 분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산

재근로자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재해 요인,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 노동시장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 4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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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나누어 불완전 정보를 노동시장의 분절성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통계적 차별론과 직종 등 노동시장의 특성을 그 원인으로 보는

이중 시장이론으로 구분하고 사회모델을 추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

록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설계에 따른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3-1> 과 같다.

< 그림 3-1: 연구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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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 가지 각 요인을 점증적으로 추가하는 모형을 통해 산재근

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여

부 및 원직장 복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

3차 산재보험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여, 재활서비스 등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산재근

로자의 욕구를 조사하여 보다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2012년

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로서 현재 3개년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산재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혼인 유지 여부, 가족관계의 변화), 요양 종결이후

건강상태, 심리상태, 개인 및 가족의 경제활동 등 산재근로자의 개인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사로 5개년 마다 모집단을 변경하는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패널조사 데이터를 앞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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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정리해 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3.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

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 확인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직

업복귀 요인을 4가지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

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근로기간, 소득 등이 산

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귀무가설)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근로기

간, 소득은 직업복귀(원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설 1-2(연구가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성별, 근로기간, 소득

은 직업복귀(원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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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해요인에 따른 직업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귀무가설)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및 장해유형은 직업복귀

(원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설2-2(연구가설)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및 장해유형은 직업복귀

(원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세번째로 산재근로자가 직업 복귀(원직장 복귀) 시 노동시장 요인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3-1(귀무가설) 산재근로자의 직종,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원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설 3-2(연구가설) 산재근로자의 직종,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원직장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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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귀무가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 의료, 사회심리 재활서

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원직장복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가설 4-2(연구가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 의료, 사회심리 재활서

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원직장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1> ∼ <가설 2>는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 중 통계적 차별론

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사업주는 불완전 정보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장해 등급 등의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산재근로자의 생산성을 추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

성이거나 장해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

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산재근로자를 사업주는 채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이다. 산재

근로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여성이거나 장해 정도가 심한 경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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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복귀 가능성이 낮으므로 남성이거나 장해가 없는 산재근로자와 비교

할 때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하거나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낮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즉, 사업주가 판단하는 생

산성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은 분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의 성별, 장해 정도 등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

해 요인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다면, 이러한 요인은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설3>은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 중 이중 노동 시장과 관련된 것이

다. 산재근로자가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분절된 시장에 속하기 때문에

직종,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양

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된다면 이는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산

재근로자 내부에서 여러개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4>는 사회모델의 함의에 따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각종 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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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한

개입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7).

7) 실질적으로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이나 의료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성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며, 원직장 복귀 지원금과 같이 사업주에게 산

재근로자 채용 시 금전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이러한 금전적인 혜택과 산재근로

자의 특성을 고려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

활, 직업재활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사업주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의 생산성을 보다 높게 평

가하거나 이 제도에 따른 혜택이 산재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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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설계

1. 모형의 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수가 동시에 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사

용되는 통계 기법으로 해당 독립변수는 다른 독립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직업복귀 여부 및 원직장 복귀 여부로 종속변

수가 범주형 변수이므로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지 않고, 범

주형 변수의 분석에 활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여부 및 원직장

복귀 여부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는 독립변수는

성별, 근로기간, 소득, 요양기간, 장해유형, 직종,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 직업, 의료,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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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1에 대한 분석 모형은 직업복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그림 3-3 분석 모형 1-1> 과 같다.

<그림 3-2: 분석 모형 Ⅰ>

다음으로 원직장복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그림 3-4 분석모형

1-2>와 같다.

<그림 3-3: 분석 모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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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수준별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인구사회학적요인 및 산

업재해요인, 노동시장 요인, 재활서비스 이용요인으로 범주화하고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다중회

귀분석 방식과 달리 투입되는 독립변수의 순서를 연구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효과를 밝히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 검

증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림 3-4 : 분석 모형 Ⅲ>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독립변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는 <표 3-1>과 같다. 회귀분석을 위해 각 변수

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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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요인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직업

복귀

원직장복귀, 타직장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1

미취업 = 0

원직장 

복귀

원직장 복귀 = 1

타직장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 = 0

독립

변수

인구사

회학적

요인

성별 남 = 1, 여 = 0

근무

기간

1개월 미만 = 1 

1개월 ∼ 2개월 미만 = 2

2개월 ∼ 3개월 미만 = 3  

3개월 ∼ 4개월 미만 = 4  

4개월 ∼ 5개월 미만 = 5 

5개월 ∼ 6개월 미만 = 6

6개월 ∼ 1년 미만 = 7 

1년 ∼ 2년 미만 = 8 

2년 ∼ 3년 미만 = 9

3년 ∼ 4년 미만 = 10 

4년 ∼ 5년 미만 = 11

< 표 3-1: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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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요인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인구사

회학적

요인

5년 ∼ 10년 미만 = 12

10년 ∼ 20년 미만 = 13

20년 이상 = 14

소득 근로소득 및 근로 외 소득의 합(2013년도 기준)

산업

재해

요인

요양

기간

3개월 이하 = 1

3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 2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 3

9개월 초과 ∼ 1년 이하 = 4

1년 초과 ∼ 2년 이하 = 5

2년 초과 =6

장해8)

유형

1 ∼ 3등급 = 1 

4 ∼7등급 = 2 

8 ∼ 9등급 =3 

10 ∼ 12등급 = 4

13 ∼ 14등급 = 5

장해 없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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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요인
조작적 정의

노동

시장

요인

직종

관리직 및 전문가 = 1

사무직, 서비스직 및 판매직 = 2 

농업, 제조업 등 숙련자 = 3 

단순노무종사자 = 4

사업장 

규모

5명 미만 = 1

5명 이상 ∼ 9명 = 2

10명 ∼29명 = 3 

30명 ∼ 99명 = 4 

100명 ∼ 299명 =5 

300명 ∼ 999명 = 6 

1000명 이상 = 7

종사상

지위

상용직 = 1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 0

재활

서비스

이용

요인

직업

재활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 1, 직업재활서비스 미이용 = 0

의료

재활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 1, 직업재활서비스 미이용 = 0

사회

심리

재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 = 1,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미이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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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 분석

1.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가. 통계적 차별론 관련 요인

통계적 차별론과 관련한 독립변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재해 요인,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으로 구분

된다. 본 연구 대상자가 되는 산재근로자가 각 요인별로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⑴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남성은 1422 명, 여성은 282 명으로 나타났으

며, 남성은 83.5%를 차지하며, 여성은 16.5%를 차지하였다. 산재근로자

의 근로기간은 <표 4-1>과 같이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8)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장해 정도가 심하며, 1급일수록 장해 정도가 심하고 급수가 내

려갈수록 장해 정도는 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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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빈도수(명) 퍼센트(%)

1개월 미만 545 27.3

1개월 ~  2개월 미만 150 7.5

2개월 ~  3개월 미만 95 4.8

4개월 ~  5개월 미만 47 2.4

5개월 ~  6개월 미만 90 4.5

6개월 ~  1년 미만 183 9.2

1년 ~  2년 미만 143 7.2

2년 ~  3년 미만 81 4.1

3년 ~  4년 미만 62 3.1

4년 ~  5년 미만 41 2.1

5년 ~  10년 미만 132 6.6

10년 ~  20년 미만 82 4.1

20년 이상 53 2.7

다음으로 6개월 ∼ 1년 미만인 경우가 183명이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재근로자의 대부분이 산업재해를 당하기 이전까지 근무기간이

대체로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개인소득은

평균 3,212.2만원이며, 이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을 합한

값으로 근로외 소득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같은 사회보험 급여

및 개인 보험 급여를 포함하는 금액이다.

< 표 4-1: 연구 대상자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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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수(명) 퍼센트(%)

3개월이하 274 16.1

3개월초과~6개월이하 712 41.8

6개월초과~9개월이하 400 23.5

9개월초과~1년이하 143 8.4

1년초과~2년이하 131 7.7

2년초과 44 2.6

⑵ 산업재해 요인

산업재해 관련 요인은 요양기간과 장해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은 요양기간이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

하인 근로자 수가 712명으로 가장 많으며, 요양기간이 1년 이하인 경

우가 전체 중 약 90%를 차지한다.

< 표 4-2: 연구대상자의 요양기간 >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재근로자의 장해유형은 비교적 경증

이라고 할 수 있는 10∼14 등급이 68.6%를 차지하고 있다9).

9) 재활서비스의 경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 대상자를 1∼12등급으로 하고 있으

며, 예산사업을 통한 재활서비스와 각종 대부사업과 같은 복지사업은 1∼9등급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뒤에서 재활서비스 이용현황과 연계해 볼 때 재활서비

스의 대상자는 주로 장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참여 대상자의 수도 본

연구 대상자의 비중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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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빈도수(명) 퍼센트(%)

1∼3등급 25 1.5

4∼7등급 70 4.1

8∼9등급 137 8.0

10∼12등급 690 40.5

13∼14등급 479 28.1

장해 없음 303 17.8

<표 4-3: 연구대상자의 장해 등급>

⑶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

본 연구 대상자 중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253명이며,

14.8%를 차지하며,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659명으로 38.7%

를 차지한다. 그리고,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408명이고,

23.9%를 차지한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 수가 다른 재

활서비스에 비해서 적은 것은 직업재활서비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법

정급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그 수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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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여부 빈도수(명) 비율(%)

직업재활
이용 253 14.8

미이용 1451 85.2

의료재활
이용 659 38.7

미이용 1045 61.3

사회심리

재활

이용 408 23.9

미이용 1296 76.1

<표 4-4: 연구 대상자의 재활서비스 이용 현황>

다. 이중 노동시장 이론 관련 요인

이중 노동시장 이론 관련 요인은 산재근로자의 직종, 사업장 규모,

종사상 지위로 구성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종은 농업, 제조업 등 숙

련자가 1,061 명으로 가장 많고, 62.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356명으로 20.9%를 차지한다.

<표 4-5: 연구 대상자의 직종>

　구분 빈도수(명) 퍼센트(%)

관리직 및  전문가 117 6.9

사무직,  서비스직 및 판매직 170 10.0

농업,  제조업 등 숙련자 1061 62.3

단순노무종사자 356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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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규모는 10-29명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99명이 20.7%를 차지한다. 본 연구

대상자가 종사했던 사업장의 규모는 주로 중소규모의 사업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연구 대상자가 종사했던 사업장 규모>

　구분 빈도수(명) 퍼센트(%)

5인미만 261 15.3

5~9명 307 18.0

10~29명 416 24.4

30~99 352 20.7

100~299 151 8.9

300~999 91 5.3

1000명이상 126 7.4

마지막으로 종사상의 지위에 관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정규직인

경우는 946몀으로 55.5%를 차지하며, 비정규직인 경우는 758몀으로

44.5%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의 종사상 지위는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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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구분 빈도수(명) 비율(%)

직업

복귀

직업복귀자 1,371 80.4

직업 미복귀자 333 19.6

원직장 

복귀

원직장 복귀 499 29.2

원직장 미복귀자 1,205 70.8

2.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업복귀 여부 및 원직장 복귀 여부 이다. 대

상자 중 직장에 복귀한 대상자 수는 1,347 명으로 전체 82.7 %를 차지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전 원래 직장에 복귀한 원직장 복귀자 수는 직

장에 복귀한 대상자 수는 499명으로 전체 29.2%를 차지하고 있다.

< 표 4-7: 연구 대상자의 직업복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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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1. 종속변수가 직업복귀인 경우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각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분석 결과 성

별, 근로기간, 소득 모든 모델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이거나 근로기간이 길수록 직업복귀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이거나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사업주는 생산성이 낮

은 것으로 판단해 채용을 하지 않거나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성별 및 근로기간에 따라 직업복귀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성별과 근로기간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산업재해 요인

요양기간과 장해유형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요양기간이 길수록 장해정도가 경할수록 직업복귀 가능성은 커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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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출되었다.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장해 정도가 경할수록 직업 복귀 가능성이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간이 짧다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

한 신체적 손상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주가 판단할 때 신

체적 손상이 크지 않으므로 생산성의 감소도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요양 기간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요양 기간이 짧을수록 직업복귀의

가능성은 커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해 등급의 경우에도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도출되었다. 장해가 없거나 장해의 정도가 경한 경우 요양기간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생산성의 감소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

문에 장해가 심하지 않을수록 직업 복귀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요인과 관련된 요양기간과 장해 등급은 산재근

로자의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요양기간이 길수록 장해 등

급이 높을수록 직업복귀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요양

기간과 장해 등급에 따라 산재근로자 내부에서 분절된 노동시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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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노동시장 요인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 대해서는 전 모델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

었다. 다만 사업장규모와 관련하여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직업복귀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산재근로자의 직종이 농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단순노무종

사자인 경우에는 직업복귀확률이 관리직 또는 전문직, 사무직 또는 서

비스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직업복귀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산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직업복귀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

난다는 것은 산재근로자 내부의 노동시장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직종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직업복귀

가능성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정규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직업복귀 가능성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

동시장이 정규직으로 구성된 안정된 노동시장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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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면 산재근로자는 직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라 노동시

장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노동 시장 이

론이 산재근로자 내부의 노동시장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라.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

직업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직업복귀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이는 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근로자의 직

업복귀를 위한 각각의 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가 직업에 복귀에 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10). 즉, 사회 모델

에서 제기한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한 정부의 활동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이론의 토대에서 볼 때 현재 재활서

10) 확률적 차별론에 따라 판단해 보았을 때,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는 생산성

의 감소를 일부 상쇄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직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77 -

비스 수준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라 보기 어려우므로 자원을 더 투입하거나 시스템을 새로이 정비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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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분석결과- 종속변수가 직업 복귀인 경우>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상수항 -0.801† .480 -0.279 .609 -0.407 .660

성별 .669*** .166 .700*** .168 .713*** .170

근로기간 .064*** .016 .034† .019 .035† .019

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요양기간 -.368*** .059 -.374*** .060 -.379*** .061

장해유형 .399*** .074 .388*** .075 .407*** .086

직종 　 　 -.199* .094 -.198* .094

사업장규모 　 　 .049 .042 .050 .042

종사상지위 　 　 .322* .153 .325* .154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131 .194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048 .166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 　 　 　 　 .018 .167

R2 .159 .169 .169

-2 로그 우도 1504.804a 1492.6 1491.9

(†: p<.1*: P<.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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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가 원직장 복귀인 경우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각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과 같다. 분석 결과 근

로기간, 소득 모든 모델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성별에 관하여

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다만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 여자

인 경우보다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

미한 결과는 아니며, 근로기간이 길수록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가 원직장 복귀인 경우 근로기간이 길수록 원직장의 사업주

는 산재근로자의 생산성을 판단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재근로자를 재채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주는 근로 기간이 긴 산재근로자를 퇴사시켰을 때의 비용과 복귀시켰

을 때 비용을 고려해 전자의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산재근로자를 복

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가 직업복귀인 경우,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으나 원직장 복귀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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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직장의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그렇지 않은 사업주

에 비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성별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을 원직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산업재해 요인

요양기간과 장해유형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요양기간이 길수록 장해정도가 경할수록 원직장 복귀 가능성은 커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장해 정도가 경할수록 직업

복귀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가 직업 복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출되었는데, 요양기간이 짧고 장해 정도가 경

하다는 것은 생산성 감소 정도가 작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주는 원직장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산업재해 요인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요양기간과 장해 정도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 구분되

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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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 요인

직종에 관하여는 두 번째 모델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종사상 지위에 대해서는 전 모델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사업장규모와 관련하여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직업복귀 확률이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산재

근로자가 정규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원직장에 복귀할 가

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가 원직장 복귀인 경우 직종 및 사업장 규모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원직장 복귀에 있어서 종사상 지위 즉 정규직

여부가 원직장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서로 분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라.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

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원직장 복귀 가능성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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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활서비스 이용 요인과 관련하여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유의하지 않지만

원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업재활서비스에

원직장 복귀지원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볼 여지가 있으나, 유의

한 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므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11).

다만 종속변수가 직업복귀인 경우에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의료재활

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모두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원직장 복귀인 경

우에는 의료재활서비스와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유의한 결과는 아니므로 의료

재활서비스나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자체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의료재활서비스나 사회

11) 확률적 차별론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주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감소된 생산성이 상쇄되었거나, 원직장 복귀 지원금의 크기가 생산성 감소로 인

한 손해보다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결정했을 것이

다. 그러나 의료재활 및 사회심리재활 서비스의 경우 위와 같은 상산성 상쇄나 사업

주의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직장 복귀를 결정하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결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므로 산재근

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재활서비스 요인을 엄밀히 분석하는 등 별도의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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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재활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했던 산재근로자 개개

인의 특성, 즉 요양기간이나 장해 정도 등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는 등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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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상수항 -3.852*** .516 -4.502*** .616 -4.343*** .681

성별 .094 .175 .056 .178 .044 .179

근로기간 .232*** .015 .178*** .018 .178*** .018

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요양기간 -.385*** .067 -.364*** .067 -.350*** .069

장해유형 .273*** .078 .286*** .079 .255* .092

직종 　 　 .061*** .084 .067 .084

사업장규모 　 　 .022 .040 .023 .040

종사상지위 　 　 .982*** .159 .985*** .160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083 .206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141 .174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 　 　 　 　 -.150 .171

R2 .349 .374 .375

-2 로그 우도 1581.6 1541.6 1540.1

<표 4-9: 분석결과- 종속변수가 원직장 복귀인 경우>

(†: p<.1*: P<.05,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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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한계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이 직업에 복귀하거나 원직장에 복귀하는 경

우 각 독립변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사회 모델

및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에 근거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재해요인,

노동시장 요인 및 재활서비스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각 요인들이 직업

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관련하여 성별, 근로기간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 요양기간 및 장해 등급과 관련한 산업재해 요인, 직종

및 종사상 지위와 연관이 있는 노동시장 요인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

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이용요

인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산재근로자의 성별, 근로기간, 요양기간 장해 등급, 직종 종사상

의 지위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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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따라 산재근로자 간 서로 다른 노동시장에 속해 직업 복귀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와 관련하여 근로기간, 요양기간 및

장해 등급, 종사상 지위는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산재근로자는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원직장 복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

였다.

다만, 재활서비스 요인과 관련하여 의료,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서

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및 원직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결과로 볼 때,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은 산업재해 이후 직업 복

귀 상황에서 하나의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 따라 분절된 여러 개의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실증적으

로 확인하였으며, 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은 산재근로자 간 직업복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력을 가진 이론이라는 것을 실증적으

로 밝혀냈다.

다만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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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어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재활서비스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사회 모델은 산재근로

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서비스 효과성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된다. 사회 모델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를 해

결하기 위한 개입을 촉구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활서비

스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

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산재근로자 내부의 분절적인 노동시

장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에 맞는 설명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재활서비스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다른 변수와의 관계

나 연구 대상 설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활서비스를 이용

한 산재근로자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엄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직업 복귀 또는 원직장 복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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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음을 밝혀 산재근로자 내부에 분절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전통적 노동시장이론 보다 분절적 노동

시장 이론이 산재근로자 내부의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데 보다 알맞은

이론이라 할 것이다.

보통 근로자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간에 노동시장이 분절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 내부에서

도 분절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재보험 재활사업과 관련한 의료, 사회심

리, 직업 재활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직업 또는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효

과 및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 의문을 가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재보험 패널조사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드러나지 않은 변수로 인해 재활서비스의 효

과가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애인 패

널조사(2016)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40.9%를

차지하였으나, 산재보험 패널조사 대상자의 취업자 비율은 80.4%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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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비중이 2배 정도 높다. 산재근로자 중 일부가 장애인 중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따라 재활서비스가 효과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연

구 등을 병행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장해 정도를 가진 일반 장애인과

산재근로자 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엄

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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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분절적 노동시장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두고 산재근로자

내부의 노동시장 분절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 자체가 본 연구에서 밝혀낸 산재근로자 내부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 내부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가미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즉, 산재근로자의 성별이나 노동시장 요인에 따라 직

업, 의료, 사회심리 재활서비스를 특성화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이후 재활서비스의 질

적인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 그러

한 노력의 효과가 직업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은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별, 사업

장 규모, 직종 등에 따른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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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원직장 복귀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원직장 복귀 지원금의 수준

이 낮다고 평가(조성재 외, 2015)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 원직장 복귀 지원금이 크다고 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없으

면, 영업을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원직장 복귀

유인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원

직장 복귀 지원금 수준에 차등을 두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의 경

우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 서비스도 동시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법정급

여의 핵심이 되는 직업재활서비스가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단순한 자격증 취득에 한정되어 있는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다른 노동시장으로 전입을 꾀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

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

는 직업 훈련의 경우 단시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훈련을 받을 당시 유행하고 있는 분야나 업종에 치우친 경우

가 많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기관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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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훈련에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유사한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과정은 물론, 전문대학과 평생교육 기관과 성격이 비슷

한 community college에 진학해 전문화된 자격증 취득까지를 포함시

키고 있다(조성제외,2014). 즉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가 현

재와 같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에서 벗어나 상실된 생산성의 회복 또는

산업 재해 전 생산성보다 향상하는 수준이 되어야 유의한 효과가 나타

날 것이다. 다시말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가

분절된 노동시장을 극복해 더 좋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도움이 되

지 못한다면 직업복귀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결과를 얻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재활서비스를 단기간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산재근로자의 연령,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노동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전문화된 직

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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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job return of injured

workers by segmental market theory. Injured workers are labor

suppliers in the labor market, and after the industrial accident, they

can maintain the position of labor suppliers and thus play a role of

social members.

Social Model emphasizes the need for direct intervention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r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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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rehabilitation services for

injured workers.

In the traditional labor market theory, there is only one labor

market. But it is more realistic to view the labor market is

segmented depending on the gender, disability and types of job. In

the previous researches, control variables were the gender, disability

status, occupation, and occupational status of the industrial accident

workers, for confirming the effects of rehabilitation program for

injured workers. In this study, The variables are treated as research

variables based on the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gender, employment period, treatment

period, disability grade, job type and job statu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return of injured workers.

However, medical service, social psychological service and job

training and matching services had positive effects No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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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t was found that working period, treatment period,

disability grade, were significant influences on workers' return to

original workplaces. However, rehabilitation service did not show

meaningful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

job returns of injured workers are dependent on employment period,

treatment period, disability grade, and the type of job status. So The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well describes the labor market within

injured workers.

In the meantime, rehabilitation services for injured workers are not

significant,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current rehabilitation

services so as to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productivity of

them.

keywords : injured workers, job return, rehabilitation,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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