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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와 재활서비스 욕구

정도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

활서비스 경험여부와 욕구정도가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이 2012년에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

로자를 대상으로 2,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2013년과 2014년에 조사한

‘산재보험 패널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기법으로 주요 관심사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직

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서열화 변

수화 하여 설정하였고,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2014년에 조사한 응답 결과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삶의 질은 우리나라와 OECD에서 삶의 질

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12개의 지표 중 패널조사 설문내용과

매칭을 하여 일자리 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총 6가지 만족

도로 설정하고 그 평균값으로 설정하였으며, 개인별로 측정된 일상생활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행복이라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행

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변수 군을 통제변수로 설

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 구성을 토대로 행복이론 중 개인의 주관적·인지적 경

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보는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에 근거하여 재활서비스 경험여부가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고 즐거운 경험이 생기는

경우를 욕구 또는 욕망의 충족여부로 보는 욕구이론(need/desire theory)

에 근거하여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변수들

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때 삶의 질이 매개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

하여 나머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삶의 질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삶의 질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검정되었고, 재활서

비스 욕구정도는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삶의 질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

과가 행복이론 중 하향확산이론보다는 상향확산이론을 더욱 타당성 있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경험여

부는 개인의 행복에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산재근로자 일부에 국한한 재활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재활정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와는 삶의 질 및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서비스 A/S제도’ 등

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원직장 복귀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복

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재활서비스 경험과 직업복귀와의 영향관계

에 관련된 정적인 연구들인 반면, 본 연구는 재활서비스가 개인의 삶의

질 또는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법

론 및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재활서비스와 행

복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행복, 삶의 질, 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 매개효과, 매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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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위해 4대 사회보험1) 중

최초로 1963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러한 산재보험제도의 최종 목적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의 재

활 및 직업복귀를 통해 조속한 사회통합에 있고 이러한 산재근로자의 직

업복귀는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사

회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산재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2년 6월말

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는 4,290,935명에 이르고 최근 들어 산재

근로자수가 매년 9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매년 39%

에 해당하는 35,000명 정도가 장해등급을 받고 있고 상시적으로 요양 중

인 산재근로자도 35,000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용노동부, 2014).

갑작스런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충격 → 부정 → 우울반응 → 저항 → 적응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불의의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의 발생은 기존의 자아

정체감에 상실감을 주게 되고 새롭게 자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동반하고 상실감, 무력감,

수동성 및 절망감까지 동반하여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으

로 작용하기도 하는(Lippel, 2007; 박수경, 2013 재인용) 등 심각한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1963년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에는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을 관장하여 오

다 1995년부터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산재근로자에 대

한 산재보상, 재활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탁·추진하게

되었다. 시행초기부터 2000년까지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에 중점

을 두고 운영하였다가 2001년부터 ʻ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ʼ 시행
을 필두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후 2차·3차 재활사업에 대한 중기발전계

획(2006∼2014년, 3년 단위) 수립 등을 통해 재활서비스 질 제고 및 직

업복귀율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사례관

1)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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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개념을 도입하여 2005년에 찾아가는서비스, 2009년에 맞춤서비스,

2011년에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

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김수정·이미,

2014).

2008년 7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직

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을 법정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환하

는 등 그동안은 예산사업으로만 운영해 오던 재활사업을 보다 강화하였

는데, 그 결과 재활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에 37%에 불과하던 직

업복귀율은 2009년에는 57.2%, 2011년에는 70.4%로 점차 상승하게 되었

다. 재활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재활서비스를 받는 산재근로자의 만족도

역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도 하다(이승욱, 2010). 산재

근로자의 증가는 결국 생산성 감소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

가 노동력 손실에 대한 회복 측면에서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관한

연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미옥 외, 2013).

그러나 2001년 이후 약 15년 동안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동안 재활서비스의 방향 및 중점은 직업복귀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한 결과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복귀를 위한 사

업주의 비용지원,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재할운동비 지원 및 창

업을 위한 비용지원 등 일부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직업복귀를 위한 금

전적인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승욱·박혜전(2007), 류만희·김

송이(2009), 이승욱·김선규(2014) 등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많

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재활서비스 효과를 직업복귀의 성과에 치

중하여 직장에의 취업여부로만 판단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해방 이후 7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세

계 15개국 안에 드는 경제 강대국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으나, 여전히 우

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으

며,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주관

적인 삶의 질에 대한 체감도는 오히려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게 현

실이다. 이러한 기조로 인해 과거 부국의 척도로 사용되어 오던 국내총

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개념에 대한 한계가 자주 거론되

었고, 개인의 ‘만족도’, ‘삶의 질’, ‘행복’ 등의 단어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

게 되었다. 18세기 Jeremy Bentham(1789)이 주장했던 ‘최대 다수의 최

대 행복’의 개념과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웰빙(Well-bei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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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이 있는 삶’의 경우처럼 어느덧 국민행복이라는 단어가 GDP보다 더욱

친숙한 단어로 다가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가의 역할도 경제적인 GDP

증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행복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최근 이러한 국민행

복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직업복귀 여부에만 한정되어 왔던 재

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점에서 탈피하여 직업복귀와 개인행복과의 연결

고리에 초점을 두고, 현재 2001년부터 약 15년 동안 산재근로자에게 제

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경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해 재활서비스 경험 또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정도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및 행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올바른 재활서

비스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근로자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고 이전보다 불행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는 ‘실의에 빠진 산재근로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서비

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연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정책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영향요인으로 재활시스템 및 심리

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rower, et al., 2010; 박수

경, 2012). 또한 김지원(2014)은 산재장애인의 ‘요양종결기’에 제공되는

재활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고 요양초

기단계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여

부나 취업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양질의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조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그동안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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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직업복귀의 성과에 치중하여 직장

에의 취업여부로만 판단되어 왔다(이승욱·박혜전, 2007; 류만희·김송이,

2009; 이승욱·김선규, 2014 등 다수). 또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진폐근로자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 이었다는 연구(원응호 외, 2001; 배문혜, 2003), 일반근로자보다 산

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김수인,

2001) 등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

구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산재근로자에게 제

공하고 있는 재활서비스가 산재보험의 최종목표인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이에 재활서비스 경험 및 재활서비스 욕구정도가 삶의 질 또는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재활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개선안에 대해 도출해 보는 것은 의

미가 상당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요양이 종결

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

는 산재보험 패널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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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선행연구의 이론적 검토

1. 행복과 삶의 질의 관계

본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

신상태”를 의미한다(국립국어연구원). 영어에서 행복인 happy는 고대 스

칸디나비아어(Icelandic word)인 “app”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의 의

미는 “행운(luck or chance)”이라고 한다(Dalai Lama & Cutler, 1998).

Veenhoven(1984)은 행복을 ‘각 개인이 자신들의 전반적인 삶을 호의

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즉, 이는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Jeremy

Bentham(1780)은 행복을 ‘기쁨과 고통의 합’이라고 정의하였다(Jan Ott,

2010). 또한 행복은 웰빙(well-being)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비

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Veenhoven, 2007; 이성윤, 2014 재인용)

한편,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개인적 발전, 자아실현, 균형 잡힌

생태계와 같은 삶의 주요 요구와 물질적 만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하

고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인간생활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 수준

과 인간 삶의 가치의식 문제이며, 양적인 성장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인간

생활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김영

섭, 1996; 정은경, 2000, 재인용).

그동안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 심리학, 철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행복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총체

적 평가로서 긍정적·부정적 정서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

낀다고 하고(Bradburn, 1969), 인간의 행복은 외적 조건(건강, 부, 명예

등)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의 주관적 판단(삶의 종

합적인 만족도, 정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행복이라는 개

념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 Being: SWB)이라는 용어로 정의하

기도 한다(Diener, 1984). 이와는 반대로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지각하

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좋은 대

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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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하려는 주관적 안녕보다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내면적인 심

리적 안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Ryff, 1989, Ryan & Deci, 2001).

이와 더불어 행복이라는 개념을 삶의 질,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등

과 분리하기도 하고 삶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즉, 삶

의 질이 행복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기도 하고(Veenhoven, 2001), 행

복을 전반적인 만족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 여러 영역의 삶의

질을 그 구성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김병섭 외, 2015; 고명철, 2013;

Veenhoven, 2000; Stennet et al., 2003). 또한 행복과 삶의 만족도의 포

괄 용어로서 주관적 웰빙이라 보기도 하고(Welsch, 2009), 삶의 질을 주

관적 웰빙이나 행복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보기도 한다(Philips, 2006).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행복과 삶의 질의 개념을 혼용하거나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삶의 질은 객관적·주관적 지표

로 측정되는 반면, 행복은 개인의 심리적·감정적 측면을 측정한다는 점

에서 구별될 수 있다(김병섭 외, 2015)고 한다. 즉, 객관적으로 삶의 질

지표가 낮게 측정되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Philips, 2006; 31),

이와 반대로 물질적 풍요 등으로 인해 높은 삶의 질 지표가 측정되고 그

에 대한 주관적 인식상태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

한 상태를 행복으로 간주하여 아직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김병섭

외, 2015)는 것이다.

2. 행복과 삶의 질 이론

Maslow(1954)나 Alderfer(1972)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공

통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게 되면 행복을 느

낀다고 말한다. Maslow(1954)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되는 욕구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① 생리 욕구(physiological needs), ② 안전 욕

구(safety needs), ③ 애정·소속 욕구(love and belonging needs), ④ 존

경 욕구(esteem needs), ⑤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는 계층을

만들어 하위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상위 욕구가 일어나며, 이러한 욕

구들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낀다고 보았다. 한편, Alderfer(1972)는 이러한

5가지 욕구 유형을 보다 현실적인 실증연구를 위해 3가지 욕구 유형, 즉,

생존(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 욕구의 머리글자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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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RG이론이라고도 하여 욕구계층을 없앴다. 생존 욕구(E)는 기존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의미하고, 관계 욕구(R)는 기존의 소속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에 해당되며, 성장 욕구(G)는 자기실현의 욕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Maslow(1954)의 주장처럼 이러한 욕구들이 만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생존-관계-성장 욕구의 충족

정도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욕구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몇몇 학자들은 ERG이론을 행

복지수(happiness index)로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양호인, 2012,

재인용).

그 밖에도 삶의 질에 관련된 이론으로는 개인이 음식물의 소비를 통하

여 효용을 취할 때 그러한 음식물과 효용사이에 영양상태(nutrition)라는

중간단계가 존재하듯 영양상태는 중간복지가 되고 그것이 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평등의 구체적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삶의 질을 규정하는 실체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삶의 질을 주관적·객관적 차원 둘 다 수용

하는 이론에 해당하는 중간복지이론(Cohen, 1983; 김오자, 2009, 재인용)

이 있고, 자원은 인간이 가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한 근거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원이론(Sen, 1984; Croker, 1992; 박연선, 2006, 재

인용)도 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하는 공리주의에 해당하

는 복지이론 등이 있다(양호인, 2012).

반면, 행복이론은 크게 하향확산이론과 상향확산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병섭, 2015). 먼저 하향확산이론에서는 한 개인은 그가 부딪히

는 삶의 질의 객관적 상태 및 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무관하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전반

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는 또 다시 영역별 만족도를 향상시

킨다는 이론으로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행복하

다고 생각하고,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라 하

더라도 아직 행복하지 못하여 불행하다고 치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

떤 경험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행복을

결정짓게 되고 이것이 다시 경험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를

하향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이라고 한다(Heady, et al.,

1991). 둘째, 객관적 조건 및 인지적 평가와 행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주관적·인지적 경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상향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이다(김병섭, 2015). 즉, 즐거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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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행복으로, 불쾌한 경험은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영역별 만족

도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한편, 욕구(또는 욕망)이론(need/desire theory)은 즐거운 경험이 생기

는 경우를 욕구 또는 욕망의 충족 여부로 보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행

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한다(Diener, 1984).

이렇게 하향확산이론 및 상향확산이론은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병섭, 2015),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향확산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

의 영역 만족도가 결합되어 개인의 행복을 형성한다고 간주했다(Argyle,

1987; Headey et al., 1985; Campbell et al., 1976). 그러나 하향이론과 상

향이론 중 어느 한 이론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

며 두 이론은 모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객관

적인 환경, 주관적인 심리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수준’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행복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행복 및 삶의 질 지표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행복 및 삶의 질

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해 졌으며, 행복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행복을 연구

하는 많은 학자들은 행복의 주관적인 개념을 두고 행복의 측정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Schoch, 2006), Veenhoven(1984)은 행복

은 측정가능하며 이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회적인 가치로 널리 인정받

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것

처럼 국부를 비교하는 기준도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과거 단순히 국민총

소득(GDP)만을 기준으로 국부를 비교하는 것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하

여 ‘Beyond GDP’를 제창한 2007년 Stiglitz보고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의 중요성이 확산되어 국제기구 및 주요 언론 등에서 경쟁적으로

대안적 지표를 쏟아내고 있다. UN은 직접적으로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OECD는 ‘보다 나은 삶

(Better Life)’을 대안적 지표로 제시하고 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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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2014)

OECD
(2011) EIU 뉴스위크

물질적
조건

소득/소비/자산 Income &
Wealth

인당GDP

경제동태고용/임금 Jobs &
Earnings 실업률사회복지

주거 Housing

비물질적
조건

건강 Health Status 기대수명 건강

교육 Education &
Skills 성차별 교육

가족과 공동체 Social
Connections 이혼율

커뮤니티 생활

정치적 환경

문화와 여가 Work-life
Balance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
Governance

정치 및
시민자유지수

안전 Personal
Security

정치안정
치안등급

환경 Environmental
Quality

위도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

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또는 뉴스위크 등 전 세계적

으로 저명한 언론들도 삶의 질 지표(Quality-of-life index)를 개발하여

국가 간 비교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한국사회학회, 2011). 우리나라도 한

국사회학회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12개 부문에 해당하는 소득/소비/자

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가족과 공동체, 문화와 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부문별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분석틀

을 마련하고 2014년 이후부터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측정 공

개하고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범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삶의 질 관련 평가지표 범주 비교

삶의 질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삶의 질’ 측정 방법에 대해 연구한 한준 외(2011)는 기존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과 국가 단위의 삶의 질 연구, 국제비교

목적의 연구 등을 참고하여 삶의 질 측정영역과 측정지표들을 새롭게 산

출하였다. 이 외에도 김명소·한영석(2006)과 김승권 외(2008)는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행복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김명소·한

영석(2006)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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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파악, 이를 토대로 한국인 고유의 행복지수 공식을 새롭게 개발

하고자 하였다. 즉, Alderfer의 ERG이론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구분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은

‘행복= 2.5×생존+2.5×관계+5×성장’으로 나타났다. 김승권 외(2008)는 한

국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

인들을 규명하고 결과적으로 행복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 델파이기법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하

였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그 중요성에 따라 가족생활에 대한 만

족도, 자아 존중감, 건강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4. 재활서비스와 직업복귀, 삶의 질 그리고 행복

1) 재활서비스와 직업복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책임인가? 사업주의 책

임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인가? 과거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초창기

에는 과실책임주의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과실여부에 따라 산재보상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산업화의 진전 및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주보다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무과실책임주의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

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업

무와 사고 및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근로복지공단, 2015).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 개인은 신체적 손상,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심

리적 위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가족 갈등, 사회부적응 등의 다중적

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국가는 사회적으로 산재근로자가 원만히 직

업과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자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는 사

회·경제적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2년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약 19조2564억 원에 달하기도 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

는 산재보상서비스를 통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이를 치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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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요양하는 기간 동안 요양하게 되고, 산재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

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요

양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치유가 되지 않아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

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상병의 치유 또는 증상의 고정으로 인해 요양

이 종결되고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에 해

당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로 정하여 해

당하는 등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요양 종결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간병급

여 및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의 산재보상서비스를 지급받게 된다(근로복지공단, 2015).

그 밖에도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 및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산재보험에서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뒤늦게 인식되었으며, 산재보험이 2000. 7. 1.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시행된 시점 이후인 2001년에야 비로소 기

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내일찾기서비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급성기→회복기→고착기→

완치기→직업복귀기’ 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 시기별 적정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재해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내일(My job-나의일, 직업복귀)을 통

하여 밝은 내일(Tomorrow-미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일찾

기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재근로자의 상병별·사례별로 구분하여 ‘잡코디

네이터2)’ 자격을 가진 전문직으로 하여금 우선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절

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요양종결 및 사후관리

에 이르기까지 산재근로자 개인별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내일찾기서비스란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해 재

2)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양 초기단계부터 직업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코디네인션(조정)을 하는 직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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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성기 회복기 고착기 완치기 직업복귀기

내

일

찾

기

서

비

스

의
료
(3)

1 집중재활치료 집중재활치료 집중재활치료

2 요양지원 상담 요양지원 상담 요양지원 상담 요양지원 상담

3 합병증 예방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사
회
심
리
(6)

4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5 가족면담 가족면담 가족면담 가족면담 가족면담

6 심리재활프로그램 심리재활프로그램 심리재활프로그램 심리재활프로그램 심리재활프로그램

7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8 취미활동반지원 취미활동반지원 취미활동반지원

9 멘토링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활계획에 따라 요양초기단계부터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적기에 체

계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로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직업복귀를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의미한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15)

내일찾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우선상담대상자3)를 분

류하고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를 잡코디네이터가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한 후 원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향후 장해 12급 이상이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고, 다차원심리검사

등4) 각종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의 서비스 욕구와 재활

의지 및 제공할 재활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재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회복 단계별로 내일찾기 서비스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 > 회복단계별 재활서비스 계획 수립 내용

3) 상병상태가 중하거나 요양 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업복귀에 어려움

이 있어 내일찾기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산재근로자로 상병명 및 상병상

태, 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잡코디네이터가 대상자를 분류한다. ① 사

지절단자, 다중골절자, 슬관절질환자, 근골격계질환자, 심한화상환자, 견관절질환자, 척

추장해자, 뇌혈관질환자, 뇌혈관질환자, 고관절질환자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초진

‘입원’ 기간이 1주 이상인자와 ② 그 밖의 상병으로 초진 ‘입원’ 기간이 5주 이상에 해

당하는 산재근로자 중에서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4) 평가도구는 다차원심리검사, 직업준비도검사, 작업활동능력평가, 작업능력평가에 따른

직업복귀소견서, 구직효율성검사, 창업진단검사, 직업적성검사 등을 활용하여 신체적,

심리적, 직업적 영역 및 장해정도, 현상병상태, 직업복귀 가능여부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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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재
활
(9)

10 원직장복귀지원상담 원직장복귀지원상담 원직장복귀지원상담 원직장복귀지원상담 원직장복귀지원상담

11 재취업지원상담 재취업지원상담 재취업지원상담 재취업지원상담 재취업지원상담

12 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평가

13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업훈련

14 고용서비스민간위탁 고용서비스민간위탁 고용서비스민간위탁 고용서비스민간위탁

15 창업지원상담 창업지원상담 창업지원상담 창업지원상담

16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17 재활운동비 재활운동비 재활운동비 재활운동비

18 직장적응훈련비 직장적응훈련비 직장적응훈련비 직장적응훈련비

<출처: 근로복지공단 사이버직무교육교재 재활실무1, p.30 재구성>

이렇게 재활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2005년에 찾아가는 서비스, 2009년에 맞춤서

비스가 제공되어 오다가 2011년에는 맞춤형통합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내

일찾기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1년 이전에는 재활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 연도별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연도별 내일찾기서비스 선정 및 직업복귀 현황
(단위: 명, %)

연도 최초요양
승인자

승인후
최초상담건수Ⓐ

내일찾기
서비스선정Ⓑ

선정율
(Ⓑ/Ⓐ*100)

직업복귀자
Ⓒ

직업복귀율
(Ⓒ/Ⓑ*100)

2011 93,292 48,963 5,892 12.03 1,450 24.60

2012 89,237 34,693 3,687 10.62 1,204 32.65

2013 89,617 34,551 3,552 10.28 1,117 31.44

2014 88,143 30,133 3,381 11.22 1,018 30.10

2015 87,957 34,084 3,817 11.19 1,145 29.99

계 448,246 182,424 20,329 11.14 5,934 29.18

<출처: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통계연보, 재구성>

나. 의료재활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재활서비스는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원, 한·양방 병행진료 및 상급병원에 대한 특별진찰 등 집중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치료의 적정여부, 입·통원

의 적정여부, 요양기간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정한 양질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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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종 요양지원을 위한 상담

안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을 받은 자 혹은

장해가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병5)으로 요양이

종결된 경우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그 후유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

증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경우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근로복지공단은 예방관리 해야할 후유증상별로 총 43개의 상병을 정

하고 각 증상별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하고 의학적으로 예방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분한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진료는 입원이 아닌 통원진료를 원칙으로 하여 예방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단위기간 및 유효기간6)을 정하여 상병마다 필요한 진료기간

등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활서비스 도입 이래 최근 2010년 이후

부터 2015년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및 지급액

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 > 연도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

연도
진료카드
발급자 수급자

지급액
(요양중)

지급액
(요양종결후)

2010 14,415 33,861 37,593,390

2011 16,048 33,163 37,314,087

2012 18,196 34,612 37,414,412

2013 18,392 36,109 39,268,642

2014 19,681 39,167 42,641,069

2015 19,920 41,051 44,045,153 36,955

계 256,095 427,983 396,373,151 36,955

<출처: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통계연보, 재구성>

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로는 급성기 산재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불안·우

울 증세, 대인기피 등 심리적인 상태를 측정하고 적정한 상담안내를 통

5) 심근경색증, 협심증, 기관지천식 등

6) ※ 단위기간: 각 증상별로 1년부터 5년까지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찰기

간으로 증상별로 의학적 필요시 연장 또는 연장 불가

※ 유효기간: 단위기간의 범위 내에서 예방관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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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리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안내를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는 소속기관의 심리상담 담당자가 실시하는 기초

심리상담서비스와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심리상

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실시하는 집중심리상담서비스가 있다.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차원

심리검사(L형)를 실시하게 되며 그 검사 결과에 따라7) 기초심리상담과

집중심리상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상담 이외에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재근로자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회복귀·직업복귀 및 사회통합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1999년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한 취미활동반을 시작으로 2001년 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08년에는 산재근로자 역량을 강화하는 프

로그램 “희망찾기”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에 심리재활프로그램 “희망키

움”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희망키움”제도를 흡수하여 “희망찾기프로

그램”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즉,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위탁기관을 선

정하거나 또는 병원 자체 운영 등을 통해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하고 있다. 외부위탁운영기관 등은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정

서안정프로그램, 감성프로그램, 우울·불안·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 분노조

절프로그램, 의사소통훈련, 재활의욕 향상프로그램 등 희망찾기프로그램

운영반을 만들고 각 운영반별로 1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운

영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희망찾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홍보비,

장소대여비, 소모품비 등을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

았거나 2년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

기 위해 자기관리능력, 지역사회 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을 향상하기 위

해 외부위탁기관 등을 통해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산재

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2001년 시범운영

7) ① 60점 미만(정삼범위)인 경우: 일반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재활프로그램(희망찾기/사

회적응) 지원

② 60점~69점(경증이하)인 경우: 기초심리상담 실시, 심리재활프로그램(희망찾기/사회적

응)지원

③ 70점(중증이하)인 경우: 집중심리상담 실시(전문심리상담기관에 위탁), 심리재활프로

그램(희망찾기/사회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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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희망찾기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반수 교육인원 지원금액 위탁기관수 참여인원 지원금액

2010 223 1,957 535,373 32 593 456,834

2011 236 2,200 504,589 31 549 436,984

2012 511 2,766 896,000 27 399 407,320

2013 536 3,055 1,104,000 23 373 333,704

2014 532 2,809 1,299,518 19 339 298,428

2015 465 2,334 1,058,265 18 297 287,389

계 2,503 15,121 5,397,745 150 2,550 2,220,659

후 2002년부터 확대 운영되었으며, 2010년 32개소의 외부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다가 2015년에는 20개소로 축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2015). 외부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및

선정기준은 “희망찾기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및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프로그램은 심리기능향상8), 사회기능향상9), 직업기능향상10)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이 30%이상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외부위탁기관의 운영에 따른 비용으

로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교통비·다과비 등 기타 비용을 근로복지공단

이 지원하는 구조이다. 연도별 희망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5 > 연도별 희망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명, 개소, 천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통계연보, 재구성>

그 밖에 산재근로자의 사고발생 부위에 대한 기능강화와 신체적인 잔

존능력 회복을 통한 자신감 고취를 위해 일정요건에 맞는 산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등 재활스포츠에 대한 지원

을 하고 있다. 또한 입원하고 있는 진폐 등 진행성 직업병으로 장기간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취미활동반 등을 운영하여 정서안정과 재

8) 산재근로자의 정신적 능력을 회복시키고자 장애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건

강하게 해소하고 자존감 및 자기효능을 증진하게 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

9) 장애로 인한 소외감을 줄이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지각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증

진 및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고 가족관계를 강화하여 사

회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10) 산재근로자의 강점으 분석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을 하여 직업생활의 재참여를 유도하

고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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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선발 수강중 종료 중도탈락 지원금액 의료기관수 취미활동반 참여인원 지원금액

2010 3,265 491 2,136 585 707,097 22 81 1,938 237,931

2011 3,333 769 1,984 543 722,782 20 70 1,791 270,432

2012 2,740 597 1,682 413 714,391 15 63 1,581 252,000

2013 2,800 637 1,707 456 750,000 19 59 1,559 285,403

2014 2,234 399 1,503 332 545,873 16 46 1,124 286,409

2015 1,989 386 1,311 292 461,319 15 43 1,034 229,933

계 16,361 3,279 10,323 2,621 3,901,462 107 362 9,027 1,562,108

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직업복귀에 성공

한 산재근로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위기극복 노하우 등 공유를 통해 조기

에 직업복귀가 될 수 있도록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을 하고 있다. 연도별 재활스포츠 지원 및 취미활동반 지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6 > 연도별 재활스포츠 및 취미활동반 지원 현황
(단위: 명, 개소, 천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통계연보, 재구성>

라. 직업재활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이 종결된 이후 직장·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사업과 직장복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8. 7. 1. 개정산재

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사업으로 운영되었다가 개정이후에는 직업재활급여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지원과 보험급여지원을 병행하고 있

다. 즉, 직업재활급여의 종류에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해급여자에게 직

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훈련과 재해가 발생

한 당시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

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

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이란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자립의지 고취

와 기능습득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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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정 요건11)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직업훈련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회까지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

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수강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현장훈

련비 등을 직업훈련기관에 지원하게 되고,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직업

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가 출석률이 100분의 80이상이고 그 직업훈련으

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산

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복귀지원사업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비, 재활운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

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

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

여자가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는

훈련비를 의미한다. 재활운동비는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가 그 직

무수행이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는 운동비를 의미한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8. 7. 1. 이전에는 예산사업으로 한정해서

운영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직업재활급여로 확대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그 밖에 구직 등 취업알선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작업능력평가 및 작

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이

아닌 창업을 원하는 산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창업 컨설팅, 소상공인지원

11) ①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③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이라는 공통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이어야 하고, 요양중인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유 후에도

12급 이상의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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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목적 대상 운영방식 지원

의료
재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요양종결
이후에도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합병증
예방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지정의료기관
을 통한

정기적인 진료

예방관리비용
을 청구한
의료기관,
약국에 지급

연도
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0 1,303
(2,076)

2,438,344
(3,362,899)

666
(95)

2,022,190
(557,971)

20
(17)

9,502
(9,600)

30
(0)

4,171
(0)

2011 3,008
(653)

6,349,272
(1,327,367)

2,862
(24)

8,474,316
(122,461)

158
(7)

71,950
(50)

234
(0)

30,553
(0)

2012 2,700
(361)

11,726,025
(1,097,054)

2,407
(9)

6,719,416
(36,839)

74
(0)

39,755
(0)

108
(0)

15,131
(0)

2013 2,943
(592)

13,614,238
(1,663,368)

2,258
(15)

6,733,533
(69,747)

77
(0)

47,670
(0)

90
(0)

7,119
(0)

2014 1,899
(348)

9,539,830
(1,285,321)

2,282
(7)

7,264,939
(34,865)

32
(0)

16,712
(0)

117
(0)

10,735
(0)

2015 1,916
(378)

8,792,690
(901,198)

1,943
(5)

6,166,223
(23,400)

1
(0)

1,350
(0)

49
(0)

4,415
(0)

계 10,829
(2,332)

52,460,399
(6,274,308)

12,418
(155)

37,380,617
(845,283)

362
(24)

186,939
(9,650)

628
(0)

72,124
(0)

센터 등 유관기관의 창업교육 연계지원, 창업을 위한 점포 등 경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직업재활급여 지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7 > 연도별 직업재활급여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통계연보, 재구성, ( )의 내용은 직업재활급여가

아닌 예산사업에 의한 지원 현황을 의미>

이처럼 재활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인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

활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활시비스의 최종목표인 직업복귀에 초점

을 두고 서비스 내용이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

활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8 > 재활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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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리
재활

심리상담

산재근로자의
불안·우울, 가족
및 대인관계 등
개별 심리상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

기초심리상담
과

집중심리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무료실시

희망찾기프
로그램

요양초기
심리재활프로그
램제공으로

조속한 직업복귀
촉진

요양 중인
산재환자 또는

가족

외부위탁기관
운영대행

1주 1~2회
주기로 4회차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프
로그램

자기관리능력,
지역사회적응능

력 및
직업복귀와
창업지원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장해판정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

외부위탁기관
운영대행

연간
2,000만원을
위탁운영기관
에 지급

재활스포츠
지원

손상부위
기능회복 및
잔존능력 향상

척추,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해자

비용청구방식
수영 등 1종목
또는 1패키지
비용지원

취미
활동반

진폐 등 진행성
직업병으로 장기
요양중인
근로자의
정서안정과
재활의욕 고취

10명 이상
진폐근로자등
이 입원중인
의료기관에서
시행

의료기관내
취미활동운영

의료기관에
취미활동비용
지급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
그램

사회·직업복귀
성공한

산재근로자와의
위기극복 노하우
등 공유

우선상담대상
자 중

멘티대상자

멘토와 멘티간
멘토링 제공

개별상담
집단교육
상담강연

직업
재활

원직장
복귀지원

원직장복귀율
제고

원직장에
복귀하려는
산재근로자
또는 복귀시킬
계획이 있는
사업주

사업장 방문
또는 재활상담

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제공

직업재활
급여

직업훈련에 드는
훈련비용과
수당지급

장해12급 이상
또는 12급
이상으로
예상되는
산재근로자

수강료,
교재비,

실습재료비,현
장 훈련비 등
지급

훈련비용
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급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산재장해인으
로 창업희망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발

창업점포지원

취업알선
사업

구직알선 및
지원상담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취업상담 및
워크넷
전산등록

정보제공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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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서비스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다변화 및 경제 저성장의 기조로 인해 과거 국

부의 척도로 사용되던 물질적 풍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및 국민총행복

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서비스만족도와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 연구(이영균·김동규, 2007, 최말옥·문유석, 2011;

고명철, 2013; 김병섭 외, 2015 등) 및 일반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에 대

한 연구(조경호·김미숙, 2000; 양호인, 2012; 손지현, 2013)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고명철(2013)은 삶의 질에 대한 상향확산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서

비스만족도와 삶의 질 및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 간 영향관계에 대해 구

조모형 분석을 한 결과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정부성과와 삶의 질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김병섭(2015)은 전

국 성인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삶

의 질 및 국민행복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정

연구를 한 결과 교육, 편의, 생활환경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행

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매개변수로 하여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행복과의 관계 연구 이

외에도 일반근로자에 대한 행복 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

구를 보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질이 삶의 질

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이명신, 1997),

또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주거, 여가, 정부정책 등이 삶의 만족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었다(김왕배, 1995). 또한 엄혜정(2009)은 건강관

련 공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삶의 질 예측 요인 연구에서 삶의 질은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은 역상관관계이고,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건강증진생활양식은 순상관관계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규(2003)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

로조건 격차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낮은 고용안정성은 근

로조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형직(2008)의 제조업 근로자의 교대근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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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우울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종

교가 있는 경우,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복임·정혜선(2011)은 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와 물리적 작

업환경 및 건강수준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생물학적 요인인 연령과 성향요인인 자기효능감, 강화요

인인 보건관리자의 활동정도, 가능요인인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은 근로

자의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많

은 선행연구들은 재활서비스에 관련된 요인과 원직장 복귀 간의 정적인

관계에 주요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Balckwell et al., 2003; 이달엽·

이현주, 2006; 류만희·김송이, 2009). 재해 직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

은 재해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3.3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박수경·안치민, 2006), 류만희·김송이(2009)는 산재

근로자는 타 서비스보다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직업복귀의 가

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Blackwell et al(2003) 역시 산업재해

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가 직장복귀의 가능성

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미옥 외(2013)는 산재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사례관리서비스의 효과에 대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재활

간호사를 활용했을 때 더 높은 직업 복귀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보다

신속한 재활서비스 제공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조기 개입이 직업복귀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옥 외, 2013; 김지원, 2014).

한편,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에 대한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상반된 연

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승욱·박혜전(2007)의 연구에서는 재활상담

수준, 직업훈련, 재활스포츠 등과 같은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직업복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이고, 김미옥 외(2013)도 심

리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 및 원직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라이(Lai, 2007)도 직업복귀 관점에서 사례관리를 받은

근로자는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직업복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직업복귀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

하고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대해 류만희·김송이(2009)는 재활서비

스가 재해근로자 개인별 욕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직업복귀율 제고 효과성의 한계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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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치민(2006)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의 제공이 직업

복귀에 긍정적인 작용이 가능함을 전제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 2 절 선행연구의 종합적 고찰

본 연구의 행복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앞서 본 김병섭(2015)

의 연구에서처럼 행복과 삶의 질은 독립적인 개념으로 물리적 조건, 인

지적 평가, 정서적 평가 간의 관계에 대해 서로 구별하여 논의될 실익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고명

철, 2013) 경험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소득, 연령, 성별 등 여

러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행복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을 통제하면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행복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이성윤,

2014)와 공공서비스만족도는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개인행복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병섭, 2015)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산재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활서비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지, 관 주도의 서비스 제공이 개인행복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아

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직장 복

귀 또는 재취업을 통한 사회복귀를 하고 궁극에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

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선행연구들의 대

다수는 그 초점이 재활서비스 제공이 직업복귀율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재근로자들의 재활서비스 경험이 직업복귀 및

원직장 복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재활서비스 경험이 직업복

귀 및 원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고(이승

욱·박혜전, 2007; 신혜리·김명일, 2014), 재활서비스 경험이 직업복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류만희·김송이, 2009; 이달엽·이현주, 2006)고 분

석되기도 하는 등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서비스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또는 원직장 복귀에 대한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는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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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개인행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세밀하게 검정된 연구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

요인과 여러 요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선미·김

은하, 2014) 및 재활서비스가 원직장 복귀 또는 직업복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연구결과

에서도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보는 관점도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활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위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재활서비스가 산재

근로자의 행복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

는지에 대해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된 시점 이후부터 몇 년 후까지

추적조사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수준 제고

및 재활정책 점검을 위한 방향 모색 연구의 필요성은 향후 근로복지공단

의 대국민서비스 방향모색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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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2013년과 2014년에

조사된 산재보험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제주도

거주자 및 외국인 산재근로자 및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기간 동

안 산재병원 등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요양이 종결된 근로자

인 82,493명을 모집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장해등급(6개 범주)별로 우

선 할당 하였고, 지역(9개 권역)별로 나누어 비례배분을 통해 층화계통추

출의 방법을 이용하여 총 2,000명(유장해 산재근로자 1,650명, 무장해 산

재근로자 35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면접원이 직접 패널을 방문하

여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근로복지공단 패널

분석보고서, 2015)

제 2 절 연구모형

산재근로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패널자료 설문조사 내

용 중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으로 정의하

고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앞선 재활서비스, 삶의 질, 행복

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객관적 조건 및 인지적 평가와 행복이 서로 연

결되어 있고, 개인의 주관적·인지적 경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보

는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을 근거로 하였다. 갑작스

런 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져 불행하다고 여기는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재활서비스 경험

에 따라 행복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 즉,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이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고(류만

희·김송이, 2009; 이달엽·이현주, 2006), 재활서비스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이현주, 2004),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삶의 질

의 매개를 통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병섭, 2015).는 연구

결과처럼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이 삶의 질을 매개로 일상생활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Diener(1984)는 욕구(또는 욕망)이론의 경우처럼 즐거운 경험이 생기는

경우를 욕구 또는 욕망의 충족 여부로 보고 이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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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산재근로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이기 때

문에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삶의 질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2013년 조사된 의

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경험여부에

대해 서열 변수화 하여 측정하였고,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 대해서는

2014년 패널조사 시점에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

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매개변수에 해당

하는 삶의 질은 우리나라와 OECD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

하고 있는 12개의 지표12) 중 패널조사 설문내용과 매칭을 하여 삶의 질

에 대한 구성요소를 일자리,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가족관계, 친인척관

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로 결정하여 2014년 조사된 설문자료를 가지

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 연구모형도 

H1(+)
H2(-) H3(+)

H4(+) H5(-)

12) 물질적조건: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비물질적조건: 건강, 교육, 문

화와 여가, 가족과 커뮤니티,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웰빙

 재활서비스
경험 및 욕구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행 복

삶의 질(만족도)
일자리, 수입, 여가, 

가족, 친인척, 

사회적 친분

통제변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요양기간별, 종교유무, 장해유무, 현

재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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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의 설정

위와 같은 맥락에서 행복을 주관적 안녕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삶

에 대한 만족이 행복감으로 연결된다(Diener, 1984; Veenhoven, 1991a,

1991b). 여기에 행복에 관한 상향확산이론을 적용하여 주관적인 재활서

비스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주관적인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1: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일자리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여가생활 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친인척관계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행복과 불행의 결정요소를 욕구 또는 욕망의 충족 여부로 보는

Diener(1984)의 연구처럼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산재근로자가 재활서비

스에 대한 욕구 또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현 상태에 불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2: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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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1: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일자리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여가생활 만족도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5: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친인척관계 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6: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삶의 질의 매개를 통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병섭, 2015).는 연구 결과처럼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

및 재활서비스 욕구는 경험여부 및 욕구정도에 따라서 일자리·가족의 수

입·여가생활·가족관계·친인척관계·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고 이러한 만족도가 결국 개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재활서비스 경험 및 욕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삶의 질은 조

절변수가 아닌 매개변수에 해당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

은 가설3과 가설4, 가설5를 설정하였다.

가설3: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일자리 만족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가족의 수입 만족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여가생활 만족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 가족관계 만족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5: 친인척관계 만족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6: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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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로 하

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가족의 수입 만족도를 매개

로 하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3: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4: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5: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친인척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6: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1: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로 하

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를 매개

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3: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4: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5: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친인척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6: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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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측정도구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조사된 산재보험 패

널자료를 가지고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순서는 먼저 각 요인들이 분석도구로써 신뢰할 수 있고 조사하고

자 하는 바를 제대로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

른 각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실시

하였으며, ANOVA검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

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보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재활서비스 경험은 아래와 같이 2013년 산재보험

1차 패널조사 설문문항 문1)에서 조사된 사항을 각 재활서비스별로 구분

하고 다른 변수로 코딩하여 재활서비스 경험 유무(유 1, 무 0)에 따라 서

열화 변수화 하여 측정하였다. 의료재활서비스(1-9), 사회·심리재활서비

스(1-1부터 1-3까지) 및 직업재활서비스(1-4부터 1-7까지)13) 3가지 서비

스 모두에 대해 경험 유(3), 2가지 서비스에 대한 경험 유(2), 1가지 서

비스에 대한 경험 유(1), 재활서비스 경험 무(0)으로 서열 변수화 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 대해서는 2014년 산재보험 2차

패널조사 설문문항 문7)에서 조사된 10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그 평균값

을 구한 후에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행복은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향확

산이론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개인 만족도로서 2014년 2차 패널조사자료

중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된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조사

된 설문조사 항목을 매우불만족 5(=매우 불행, 1), 불만족 4(=불행, 2),

보통 3(=보통, 3), 만족 2(=행복, 4), 매우만족 1(=매우 행복, 5)로 역코딩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13) 1-8) 생활안정자금융자,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대학교 학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안

내는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서비스로 재활서비스 비해당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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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

독립
변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경험 유무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서비스 항목별로
3개 서비스 모두 경험=3
2개 서비스 경험=2
1개 서비스 경험=1
서비스 경험 무=0

재활서비스
욕구정도

현재 받고 싶은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 정도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10개
항목별로

1=전혀 불필요, 2=별로 불필요,
3=조금 필요, 4=매우 필요

(원자료에서 역코딩하여 평균값)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요인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종교

유무, 장해유무, 취업여부, 전반적인 건강상태,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삶의 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OECD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12개의 지표 중

패널조사 설문내용과 매칭을 통해 일자리 만족도,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 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로 측정된 값을 역코딩 하였으며 이 6개의 만족도의 평

균값을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Baron&Kenny(1986)의 기준을

활용하여 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② 매개변

수와 관계없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유의미하게 존재하

며, ③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도 인과관계가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④

매개변수가 존재할 경우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 값이 매개

변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 인과관계 값보다

적거나 유의하지 않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표 9>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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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일자리
만족도

취업(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자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원자료에서

역코딩)

가족의 수입
만족도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정도

여가 생활
만족도

현재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

가족 관계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정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에 대한
만족정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친구나 지인관계에
대한 만족정도

삶의 질 삶의 질 수준 일자리, 수입, 여가, 가족, 친인척,
사회적 친분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

종속
변수 행복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
1=매우 불행, 2=불행, 3=보통, 4=행복,
5=매우 행복(원자료에서 역코딩)

통제
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자=1, 여자=0

연령 응답자의
연령

1=20대 이하,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교육수준 응답자의
최종학력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이상

지역별 응답자의
권역별 거주지

1=서울, 2=부산, 3=대구/경북, 4=강원,
5=경남/울산, 6=경기, 7=인천, 8=전라,

9=충청

요양기간 응답자의
병원요양기간

1=3개월 이하, 2=3개월 초과~6개월
이하, 3=6개월 초과~9개월 이하,
4=9개월 초과~1년 이하, 5=1년
초과~2년 이하, 6=2년 초과

장해유무 응답자의
장해유무 1= 장해 유, 0= 장해 무

종교유무 응답자의
종교유무 1= 종교 유, 0= 종교 무

건강상태
응답자의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
느끼는 정도

1=좋지 않은 편, 2=좋은 편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자의 현재의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해

느끼는 정도

1=중하, 2=중상
(원자료에서 역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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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

성별
여자 201 13.9

남자 1244 86.1

<표 10>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결과

1. 인구통계 분석

조사대상자는 처음에는 표본 추출한 2000명 이었는데 2014년에는 197

명이 응답하지 않아 1803명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삶의 질의 하위 구

성요소인 일자리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자리가 없는 조사대상자는

무응답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결측값을 모두 제거한 이후 최종적으로

1,445명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응답 자료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 201명

(13.9%), 남자 1244명(86.1%), 연령은 20대 이하 63명(4.4%), 30대 226명

(15.6%), 40대 391명(27.1%), 50대 545명(37.7%), 60대 이상 220명(15.2%)

이었으며, 학력은 무학 43명(3.0%), 초졸 204명(14.1%), 중졸 273명

(18.9%), 고졸 677명(46.9%), 대졸 이상 248명(17.2%), 거주지별로는 서

울 183명(12.7%), 부산 131명(9.1%), 대구/경북 157명(10.9%), 강원 42명

(2.9%), 경남/울산 183명(12.7%), 경기 343명(23.7%), 인천 113명(7.8%),

전라 147명(10.2%), 충청 146명(10.1%)으로 수도권이 36.3%를 차지하였

다. 요양기간별로는 3개월 이하 253명(17.5%),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명(44.0%),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명(23.5%), 9개월초과~1년이하 110명

(7.6%), 1년초과~1년이하 93명(6.4%), 2년초과 14명(1.0%), 장해유무에서

는 장해가 없다 268명(18.5%), 있다 1177명(81.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

가 무 972명(67.3%), 유 473명(32.7%), 건강상태별로는 매우 좋지 않다

25명(1.7%), 좋지 않은 편이다 408명(28.2%), 좋은 편이다 929명(64.3%),

매우 좋다 83명(5.7%), 사회경제적지위에서는 하층 511명(35.4%), 중하층

815명(56.4%), 중상층 116명(8.0%), 상층 3명(0.2%) 으로 91.8%가 중하층

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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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대 이하 63 4.4

30대 226 15.6

40대 391 27.1

50대 545 37.7

60대 이상 220 15.2

학력

무학 43 3.0

초졸 204 14.1

중졸 273 18.9

고졸 677 46.9

대졸이상 248 17.2

거주지

서울 183 12.7

부산 131 9.1

대구/경북 157 10.9

강원 42 2.9

경남/울산 183 12.7

경기 343 23.7

인천 113 7.8

전라 147 10.2

충청 146 10.1

요양기간

3개월이하 253 17.5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44.0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23.5

9개월초과~1년이하 110 7.6

1년초과~1년이하 93 6.4

2년초과 14 1.0

장해유무
없다 268 18.5

있다 1177 81.5

종교유무
무 972 67.3

유 473 32.7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25 1.7

좋지 않은 편이다 408 28.2

좋은 편이다 929 64.3

매우 좋다 83 5.7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511 35.4

중하층 815 56.4

중상층 116 8.0

상층 3 0.2

전체 14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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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

어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충족시켜야할 요건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이 거론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론

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검정과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

당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먼저 각 요인들이 조사도구로써 신뢰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0.897, 재활서비스

욕구정도 0.912, 삶의 질 0.785으로 모두 0.6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본 조사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신뢰도 검정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9 0.897

재활서비스 욕구정도 10 0.912

삶의 질 6 0.785

한편, 타당성(validity)이란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조

사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을 의미하는데 타당성의 유형에는 측정도구와

관련된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 변수들 간 인과관계와 관련된 내

적타당성(internal validity), 분석단위 및 표본추출과 관련된 외적타당성

(external validity), 측정하려는 속성과 실제 속성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등이 있다. 이 중 구성타당성은 측

정도구가 이론적 구성개념(theoretical construct) 및 가설과 얼마나 일치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김병섭, 2010).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정하

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통해 문항들의 구성타당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요인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모집단의 정규성과 타당한 척도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을 보면 .893으로써 타당성

이 입증되었다. Bartlett's의 구형성 검정 결과 근사카이제곱 값은

18437.287(p<.001)로 본 조사도구로 요인분석을 실시해도 무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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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재활서비스
욕구정도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삶의 질

A6 0.853 0.019 -0.046

A4 0.818 0.005 0.021

A3 0.807 0.013 -0.094

A5 0.771 0.025 -0.115

A2 0.739 0.046 -0.087

A7 0.729 0.062 -0.004

A8 0.728 0.080 0.003

A10 0.706 0.122 -0.181

A1 0.701 0.053 0.015

A9 0.608 0.085 0.041

C5 0.078 0.793 -0.054

C6 0.084 0.792 -0.058

C7 0.098 0.774 -0.012

C4 0.079 0.758 0.065

C3 0.017 0.744 0.004

C2 0.041 0.743 0.001

C8 0.055 0.718 0.068

C9 0.065 0.715 0.099

C1 -0.022 0.665 0.017

B5 -0.030 0.039 0.781

B4 -0.028 0.063 0.760

B6 -0.045 0.080 0.758

B3 -0.009 -0.065 0.655

B2 -0.051 -0.010 0.607

B1 -0.091 0.018 0.601

고유치 5.661 5.061 3.012

설명변량(%) 22.644 20.245 12.049

누적변량(%) 22.644 42.889 54.938

Kaiser-Meyer-Olkin 측도 : .893
Batlett's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 제곱 : 18437.287, 자유도 : 300, 유의확률 : .000]

나타났다.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PCA)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

식은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

는 총 설명량은 약 54.938%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의 고유치는 5.661로 약 22.644%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고,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의 고유치는 5.061로 약 20.245%의 설명력

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질의 고유치는 3.012로 약 12.04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조사도구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타당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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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일자리
만족도

여자 201 3.40 0.65
2.217* 0.027

남자 1244 3.29 0.67

가족의
수입
만족도

여자 201 2.79 0.85
-0.968 0.334

남자 1244 2.85 0.77

여가생활
만족도

여자 201 2.97 0.79
-1.126 0.261

남자 1244 3.03 0.72

가족관계
만족도

여자 201 3.69 0.71
0.091 0.927

남자 1244 3.68 0.71

친인척
관계
만족도

여자 201 3.60 0.63
0.947 0.344

남자 1244 3.55 0.66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자 201 3.58 0.60
-0.336 0.737

남자 1244 3.60 0.59

행복
여자 201 3.41 0.65

-0.092 0.927
남자 1244 3.42 0.60

삶의질
여자 201 3.34 0.49

0.110 0.913
남자 1244 3.33 0.48

재활서비
스경험여
부

여자 201 0.83 1.06
-1.345 0.179

남자 1244 0.94 1.10

3. 각 요인별 평균 비교분석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ANOVA검정을 실시하였고 ANOVA검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

후검정 duncan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만족도에서 여자 3.40, 남자

3.29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17, p<.05). 그러나 나머지 가족의 수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행복, 삶

의 질,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및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성별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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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
스욕구정
도

여자 201 2.13 0.68
1.183 0.237

남자 1244 2.07 0.70

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일자리
만족도

없다 268 3.38 0.67
2.122* 0.034

있다 1177 3.29 0.66

가족의
수입
만족도

없다 268 2.92 0.83
1.906 0.057

있다 1177 2.82 0.77

여가생활
만족도

없다 268 3.16 0.77
3.247** 0.001

있다 1177 2.99 0.72

가족관계
만족도

없다 268 3.71 0.70
0.684 0.494

있다 1177 3.68 0.71

친인척
관계
만족도

없다 268 3.60 0.68
1.227 0.220

있다 1177 3.55 0.65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없다 268 3.61 0.57
0.512 0.609

있다 1177 3.59 0.60

행복
없다 268 3.48 0.61

1.927 0.054
있다 1177 3.40 0.61

삶의 질
없다 268 3.40 0.50

2.337* 0.020
있다 1177 3.32 0.47

* p<.05

2) 장해유무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장해유무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없다 3.38, 있다 3.2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2.122, p<.05), 여가

생활 만족도에서는 없다 3.16, 있다 2.9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247, p<.01), 삶의 질에서는 없다 3.40, 있다

3.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37,

p<.05). 또한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서는 없다 0.54, 있다 1.01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443, p<.001). 그러나

가족의 수입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행복 및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장해유무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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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
스경험여
부

없다 268 0.54 0.89
-7.443*** 0.000

있다 1177 1.01 1.11

재활서비
스욕구정
도

없다 268 2.02 0.76
-1.309 0.191

있다 1177 2.09 0.68

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일자리
만족도

무 972 3.32 0.66
1.012 0.312

유 473 3.28 0.68

가족의
수입
만족도

무 972 2.84 0.77
0.076 0.940

유 473 2.84 0.81

여가
생활
만족도

무 972 3.01 0.72
-0.729 0.466

유 473 3.04 0.75

가족
관계
만족도

무 972 3.68 0.72
0.139 0.889

유 473 3.68 0.67

친인척
관계
만족도

무 972 3.55 0.66
-0.327 0.744

유 473 3.56 0.64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무 972 3.59 0.60
-0.706 0.480

유 473 3.61 0.58

행복
무 972 3.43 0.60

1.292 0.196
유 473 3.39 0.62

삶의 질
무 972 3.33 0.49

-0.117 0.907
유 473 3.34 0.46

재활서비
스경험여
부

무 972 0.91 1.09
-0.462 0.644

유 473 0.94 1.09

재활서비
스욕구정
도

무 972 2.06 0.70
-1.224 0.221

유 473 2.11 0.69

* p<.05, ** p<.01, *** p<.001

3) 종교유무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종교유무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나 일자리 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여가생활 만

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행

복, 삶의 질,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및 재활서비스 욕구정도 어디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종교유무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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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일자리
만족도

좋지않은 편 433 3.03 0.70
-10.171*** 0.000

좋은 편 1012 3.42 0.61

가족의
수입
만족도

좋지않은 편 433 2.51 0.80
-10.415*** 0.000

좋은 편 1012 2.98 0.73

여가생활
만족도

좋지않은 편 433 2.81 0.77
-7.191*** 0.000

좋은 편 1012 3.12 0.70

가족관계
만족도

좋지않은 편 433 3.51 0.75
-6.056*** 0.000

좋은 편 1012 3.76 0.67

4)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

도에서는 좋지않은 편 3.03, 좋은 편 3.4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0.171, p<.001).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서는 좋

지않은 편 2.51, 좋은 편 2.9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10.415, p<.001).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좋지않은 편

2.81, 좋은 편 3.1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7.191, p<.001).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좋지않은 편 3.51, 좋은 편

3.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056,

p<.001). 친인척관계 만족도에서는 좋지않은 편 3.42, 좋은 편 3.6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117, p<.001). 사회

적 친분관계 만족도에서는 좋지않은 편 3.44, 좋은 편 3.66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215, p<.001). 행복에서는

좋지않은 편 3.11, 좋은 편 3.5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12.031, p<.001). 삶의 질에서는 좋지않은 편 3.12, 좋은

편 3.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1.597,

p<.001).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서는 좋지않은 편 2.17, 좋은 편 2.04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47, p<.001).

<표 16>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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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계
만족도

좋지않은 편 433 3.42 0.69
-5.117*** 0.000

좋은 편 1012 3.61 0.63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좋지않은 편 433 3.44 0.65
-6.215*** 0.000

좋은 편 1012 3.66 0.55

행복
좋지않은 편 433 3.11 0.66

-12.031*** 0.000
좋은 편 1012 3.55 0.54

삶의 질
좋지않은 편 433 3.12 0.49

-11.597*** 0.000
좋은 편 1012 3.43 0.44

재활서비
스경험여
부

좋지않은 편 433 0.95 1.07
0.572 0.567

좋은 편 1012 0.91 1.10

재활서비
스욕구정
도

좋지않은 편 433 2.17 0.65
3.347** 0.001

좋은 편 1012 2.04 0.71
** p<.01, *** p<.001

5)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도에서

중하 3.27, 중상 3.7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7.552, p<.001).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서 중하 2.79, 중상 3.4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059, p<.001). 여가

생활 만족도에서 중하 2.98, 중상 3.4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7.900, p<.001).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중하 3.66,

중상 3.9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435, p<.001). 친인척관계 만족도에서 중하 3.54, 중상 3.79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867, p<.00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서 중하 3.57, 중상 3.8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006, p<.001). 행복에서 중하 3.38, 중상

3.8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419,

p<.001). 삶의 질에서 중하 3.30, 중상 3.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0.383, p<.001).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서

중하 2.10, 중상 1.8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3.332, p<.001).



- 42 -

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일자리
만족도

중하 1326 3.27 0.66
-7.552*** 0.000

중상 119 3.74 0.60

가족의
수입
만족도

중하 1326 2.79 0.77
-9.059*** 0.000

중상 119 3.45 0.62

여가생활
만족도

중하 1326 2.98 0.73
-7.900*** 0.000

중상 119 3.49 0.66

가족관계
만족도

중하 1326 3.66 0.71
-4.435*** 0.000

중상 119 3.92 0.61

친인척
관계
만족도

중하 1326 3.54 0.66
-4.867*** 0.000

중상 119 3.79 0.53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중하 1326 3.57 0.60
-6.006*** 0.000

중상 119 3.84 0.45

행복
중하 1326 3.38 0.61

-9.419*** 0.000
중상 119 3.82 0.47

삶의 질
중하 1326 3.30 0.47

-10.383*** 0.000
중상 119 3.70 0.40

재활서비
스경험여
부

중하 1326 0.93 1.09
1.378 0.168

중상 119 0.79 1.10

재활서비
스욕구정
도

중하 1326 2.10 0.69
3.332** 0.001

중상 119 1.87 0.69

<표 1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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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령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연령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친인척 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30대 3.50으로 가장 높게, 50대 3.23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F=7.761,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

시한 결과, c=d=e<a<b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서는 30대

3.04으로 가장 높게, 60대 이상 2.6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8.561, p<.001) 차이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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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

일자리
만족도

20대 이하 63 3.41 0.66

7.761*** 0.000 c=d=e
<a<b

30대 226 3.50 0.67

40대 391 3.32 0.65

50대 545 3.23 0.67

60대 이상 220 3.25 0.64

전체 1445 3.31 0.67

가족의
수입
만족도

20대 이하 63 3.00 0.65

8.561*** 0.000 c<d=e
<a=b

30대 226 3.04 0.71

40대 391 2.81 0.81

50대 545 2.83 0.79

60대 이상 220 2.65 0.78

전체 1445 2.84 0.78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c<d=e<a=b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20대 이하 3.17으로 가장 높게, 60대 이상 2.98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F=2.866, p<.05).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

한 결과, c=d=e<a=b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30대 3.88으

로 가장 높게, 50대 3.6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5.623,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c=d=e<b으로 나타났다. 행복에서는

20대 이하 3.67으로 가장 높게, 60대 이상 3.3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10.358, p<.001). 차

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c=d=e<a=b으

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는 30대 3.48으로 가장 높게, 60대 이상 3.28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F=7.023,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

시한 결과, a=c=d=e<b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서는 40대

1.07으로 가장 높게, 20대 이하 .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4.630, p<.01) 차이가 있다는 결

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e<d으로 나타났다.

<표 18> 연령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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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생활
만족도

20대 이하 63 3.17 0.68

2.866* 0.022 c=d=e
<a=b

30대 226 3.15 0.72

40대 391 2.98 0.75

50대 545 3.01 0.73

60대 이상 220 2.98 0.74

전체 1445 3.02 0.73

가족
관계
만족도

20대 이하 63 3.63 0.73

5.623*** 0.000 a=c=d
=e<b

30대 226 3.88 0.72

40대 391 3.67 0.72

50대 545 3.62 0.70

60대 이상 220 3.66 0.64

전체 1445 3.68 0.71

친인척
관계
만족도

20대 이하 63 3.41 0.69

2.016 0.090 -

30대 226 3.63 0.64

40대 391 3.57 0.66

50대 545 3.52 0.66

60대 이상 220 3.59 0.64

전체 1445 3.56 0.66

사회적
친분관
계만족
도

20대 이하 63 3.57 0.56

2.037 0.089 -

30대 226 3.69 0.57

40대 391 3.58 0.61

50대 545 3.58 0.60

60대 이상 220 3.57 0.58

전체 1445 3.60 0.59

행복

20대 이하 63 3.67 0.54

10.358*
** 0.000 c=d=e

<a=b

30대 226 3.59 0.54

40대 391 3.42 0.61

50대 545 3.34 0.61

60대 이상 220 3.34 0.62

전체 1445 3.42 0.61

삶의
질

20대 이하 63 3.37 0.43

7.023*** 0.000 a=c=d
=e<b

30대 226 3.48 0.45

40대 391 3.32 0.50

50대 545 3.30 0.49

60대 이상 220 3.28 0.44

전체 1445 3.33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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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
비스
경험여
부

20대 이하 63 0.63 0.99

4.630** 0.001 a<b=c
=e<d

30대 226 0.86 1.09

40대 391 1.07 1.14

50대 545 0.94 1.08

60대 이상 220 0.76 1.02

전체 1445 0.92 1.09

재활서
비스
욕구정
도

20대 이하 63 1.98 0.79

0.387 0.818 -

30대 226 2.07 0.80

40대 391 2.06 0.69

50대 545 2.09 0.67

60대 이상 220 2.10 0.62

전체 1445 2.08 0.70
* p<.05, *** p<.001

a=20대 이하, b=30대, c=40대, d=50대, e=60대 이상

7) 학력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학력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대졸이상 3.51으로 가장

높게, 무학 3.0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8.669,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

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d<e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 만족

도에서는 대졸이상 3.08으로 가장 높게, 무학 2.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14.644,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d<e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대졸이상 3.19으로 가

장 높게, 초졸 2.8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6.558,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

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d<e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

도에서는 대졸이상 3.83으로 가장 높게, 무학 3.5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4.956,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d<e

으로 나타났다. 친인척관계 만족도에서는 대졸이상 3.65으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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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

일자리
만족도

무학 43 3.09 0.87

8.669*** 0.000 a<b=c
=d<e

초졸 204 3.20 0.61

중졸 273 3.24 0.66

고졸 677 3.30 0.65

대졸이상 248 3.51 0.67

전체 1445 3.31 0.67

가족의
수입
만족도

무학 43 2.53 0.83

14.644*** 0.000 a=b<c
=d<e

초졸 204 2.60 0.78

중졸 273 2.75 0.81

고졸 677 2.88 0.77

대졸이상 248 3.08 0.70

전체 1445 2.84 0.78

무학 3.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F=2.697, p<.05)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d<e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친분 관계 만족

도에서는 대졸이상 3.69으로 가장 높게, 무학 3.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4.789,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d<e으로 나타났다. 행복에서는 대졸이상 3.62으로 가장 높게, 무

학 3.0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F=17.104,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d<e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는 대졸

이상 3.49으로 가장 높게, 무학 3.1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13.806,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d<e으로 나타났

다.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서는 대졸이상 .98으로 가장 높게, 무학 .49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F=5.129,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

시한 결과, a<b=c=d=e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력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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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생활
만족도

무학 43 2.91 0.84

6.558*** 0.000 a=b=c
=d<e

초졸 204 2.88 0.69

중졸 273 2.94 0.78

고졸 677 3.05 0.71

대졸이상 248 3.19 0.73

전체 1445 3.02 0.73

가족
관계
만족도

무학 43 3.51 0.77

4.956**　 0.001 a=b=c
=d<e

초졸 204 3.60 0.75

중졸 273 3.62 0.72

고졸 677 3.69 0.69

대졸이상 248 3.83 0.67

전체 1445 3.68 0.71

친인척
관계
만족도

무학 43 3.40 0.58

2.697* 0.029 a=b=c
=d<e

초졸 204 3.49 0.69

중졸 273 3.53 0.67

고졸 677 3.56 0.65

대졸이상 248 3.65 0.63

전체 1445 3.56 0.66

사회적
친분관
계만족
도

무학 43 3.40 0.69

4.789** 0.001 a<b=c
=d<e

초졸 204 3.50 0.61

중졸 273 3.55 0.66

고졸 677 3.62 0.57

대졸이상 248 3.69 0.53

전체 1445 3.60 0.59

행복

무학 43 3.07 0.80

17.104*** 0.000 a<b=c
<d<e

초졸 204 3.26 0.60

중졸 273 3.30 0.65

고졸 677 3.46 0.57

대졸이상 248 3.62 0.56

전체 1445 3.42 0.61

삶의
질

무학 43 3.14 0.57

13.806*** 0.000 a<b=c
<d<e

초졸 204 3.21 0.46

중졸 273 3.27 0.52

고졸 677 3.35 0.46

대졸이상 248 3.49 0.45

전체 1445 3.33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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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
비스
경험여
부

무학 43 0.49 0.74

5.129** 0.001 a<b=c
=d=e

초졸 204 0.78 0.99

중졸 273 0.90 1.05

고졸 677 0.98 1.12

대졸이상 248 0.98 1.16

전체 1445 0.92 1.09

재활서
비스
욕구정
도

무학 43 2.16 0.67

2.184 0.071 -

초졸 204 2.02 0.58

중졸 273 2.18 0.71

고졸 677 2.06 0.70

대졸이상 248 2.05 0.76

전체 1445 2.08 0.70
** p<.01, *** p<.001

a=무학, b=초졸, c=중졸, d=고졸, e=대졸 이상

8) 거주지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거주지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요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만족도에서 경남/울산 3.36으로 가장 높게,

강원 3.0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F=3.058, p<.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d<a=h=c=b=f<e=g=i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서는 부산 2.96으로 가장 높게, 서울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2.378, p<.05) 차

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d=f=h=c<g=e=i=b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대구/경북

3.06으로 가장 높게, 강원 2.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3.555,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d<b=f=a=e=h=c<i=g으로 나타났

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서울 3.72으로 가장 높게, 강원 3.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F=4.004,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

한 결과, d<b=c=e=f=h<a=i<g으로 나타났다. 친인척관계 만족도에서 서

울 3.62으로 가장 높게, 강원 3.2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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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

일자리
만족도

서울 183 3.23 0.73

3.058** 0.002
d<a=h
=c=b=f
<e=g=i

부산 131 3.29 0.61

대구/경북 157 3.25 0.57

강원 42 3.07 0.84

경남/울산 183 3.36 0.66

경기 343 3.30 0.67

인천 113 3.41 0.61

전라 147 3.24 0.70

충청 146 3.49 0.64

전체 1445 3.31 0.67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10.706, p<.001) 차이가 있다는 결

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d=c=b<e=a=h=f<g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서는 서울 3.72으로 가장 높게, 대구/경

북 3.3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F=9.217,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c<d=b<g=h<f=i=e=a으로 나타났다. 행복에서는

경남/울산 3.42으로 가장 높게, 강원 3.2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3.826, p<.001) 차이가 있

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d=c<a=h=b=e<f=g=i

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는 경남/울산 3.37으로 가장 높게, 강원 3.1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F=4.848,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d=c=b<a=f=h<e=i=g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

서는 서울 1.08으로 가장 높게, 강원 .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5.871, p<.001) 차이가 있다

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d=g<f=h=c=b=e=a<i으

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서는 강원 2.33으로 가장 높게, 경남/

울산 1.9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F=6.711, p<.001)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g=e=h=f<b=a=i=c<d으로 나타났다.

<표 20> 거주지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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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수입
만족도

서울 183 2.66 0.80

2.378* 0.016
a=d=f=
h=c<g
=e=i=b

부산 131 2.96 0.82

대구/경북 157 2.86 0.71

강원 42 2.74 0.89

경남/울산 183 2.90 0.84

경기 343 2.80 0.81

인천 113 2.89 0.49

전라 147 2.82 0.84

충청 146 2.95 0.73

전체 1445 2.84 0.78

여가
생활
만족도

서울 183 3.00 0.82

3.555** 0.001
d<b=f=
a=e=h
=c<i=g　

부산 131 2.92 0.85

대구/경북 157 3.06 0.65

강원 42 2.86 0.78

경남/울산 183 3.05 0.67

경기 343 2.93 0.74

인천 113 3.27 0.65

전라 147 3.06 0.65

충청 146 3.12 0.74

전체 1445 3.02 0.73

가족
관계
만족도

서울 183 3.72 0.71

4.004*** 0.000
d<b=c
=e=f=h
<a=i<g

부산 131 3.50 0.69

대구/경북 157 3.59 0.57

강원 42 3.43 0.86

경남/울산 183 3.67 0.66

경기 343 3.67 0.70

인천 113 3.94 0.80

전라 147 3.69 0.77

충청 146 3.79 0.66

전체 1445 3.68 0.71

친인척
관계
만족도

서울 183 3.62 0.63

10.706*
** 0.000

d=c=b
<e=a=
h=f<g

부산 131 3.32 0.67

대구/경북 157 3.29 0.50

강원 42 3.26 0.80

경남/울산 183 3.54 0.64

경기 343 3.64 0.63

인천 113 3.80 0.80

전라 147 3.63 0.60

충청 146 3.62 0.64

전체 1445 3.56 0.66

사회적
친분관
계만족
도

서울 183 3.72 0.53

9.217*** 0.000
c<d=b
<g=h<f
=i=e=a

부산 131 3.47 0.59

대구/경북 157 3.31 0.54

강원 42 3.43 0.89

경남/울산 183 3.68 0.55

경기 343 3.66 0.57

인천 113 3.58 0.55

전라 147 3.59 0.57

충청 146 3.66 0.67

전체 1445 3.60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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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서울 183 3.37 0.65

3.826*** 0.000

d=c<a
=h=b=
e<f=g=

i

부산 131 3.41 0.58

대구/경북 157 3.26 0.54

강원 42 3.21 0.78

경남/울산 183 3.42 0.59

경기 343 3.45 0.63

인천 113 3.50 0.52

전라 147 3.40 0.60

충청 146 3.58 0.61

전체 1445 3.42 0.61

삶의
질

서울 183 3.33 0.49

4.848*** 0.000
d=c=b
<a=f=h
<e=i=g

부산 131 3.24 0.49

대구/경북 157 3.23 0.39

강원 42 3.13 0.63

경남/울산 183 3.37 0.45

경기 343 3.33 0.49

인천 113 3.48 0.49

전라 147 3.34 0.48

충청 146 3.44 0.46

전체 1445 3.33 0.48

재활서
비스
경험여
부

서울 183 1.08 1.16

5.871*** 0.000
d=g<f=
h=c=b
=e=a<i

부산 131 0.98 1.03

대구/경북 157 0.93 1.06

강원 42 0.50 0.74

경남/울산 183 1.03 1.10

경기 343 0.82 1.10

인천 113 0.58 0.82

전라 147 0.90 1.06

충청 146 1.19 1.23

전체 1445 0.92 1.09

재활서
비스
욕구정
도

서울 183 2.15 0.76

6.711*** 0.000
g=e=h
=f<b=a
=i=c<d

부산 131 2.13 0.74

대구/경북 157 2.20 0.58

강원 42 2.33 0.56

경남/울산 183 1.91 0.52

경기 343 2.07 0.75

인천 113 1.90 0.46

전라 147 1.99 0.64

충청 146 2.18 0.89

전체 1445 2.08 0.70
*** p<.001

a=서울, b=부산, c=대구/경북, d=강원, e=경남, 울산, f=경기, g=인천, h=전라, i=충청

9) 요양기간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요양기간에 따라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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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duncan

일자리
만족도

3개월이하 253 3.34 0.69

0.634 0.674 -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3.32 0.67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3.28 0.69

9개월초과~1년이하 110 3.26 0.57

1년초과~1년이하 93 3.26 0.59

2년초과 14 3.43 0.65

전체 1445 3.31 0.67

가족의
수입
만족도

3개월이하 253 2.89 0.77

1.028 0.404 -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2.86 0.81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2.80 0.76

9개월초과~1년이하 110 2.83 0.66

1년초과~1년이하 93 2.76 0.88

2년초과 14 2.57 0.76

전체 1445 2.84 0.78

여가
생활
만족도

3개월이하 253 3.15 0.74

2.847* 0.015 b=c=d
=e=f<a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3.03 0.73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2.95 0.76

9개월초과~1년이하 110 3.00 0.64

1년초과~1년이하 93 2.95 0.76

2년초과 14 2.79 0.70

전체 1445 3.02 0.73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행복, 삶의 질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3

개월이하 3.15으로 가장 높게, 1년초과~1년이하 2.95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2.847, p<.05)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b=c=d=e=f<a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서는 9개월초과~1년

이하 1.49으로 가장 높게, 3개월이하 .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20.198, p<.001). 차이가 있

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 duncan을 실시한 결과, a<b=c=f<d=e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에서는 1년초과~1년이하 2.32으로 가장 높

게, 3개월초과~6개월이하 2.0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429, p<.05).

<표 21> 요양기간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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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만족도

3개월이하 253 3.72 0.66

1.380 0.236 -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3.71 0.72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3.59 0.74

9개월초과~1년이하 110 3.73 0.60

1년초과~1년이하 93 3.71 0.67

2년초과 14 3.64 0.84

전체 1445 3.68 0.71

친인척
관계
만족도

3개월이하 253 3.59 0.66

1.811 0.108 -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3.59 0.63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3.49 0.68

9개월초과~1년이하 110 3.55 0.64

1년초과~1년이하 93 3.45 0.70

2년초과 14 3.43 0.76

전체 1445 3.56 0.66

사회적
친분관
계만족
도

3개월이하 253 3.64 0.56

0.663 0.652 -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3.60 0.60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3.57 0.59

9개월초과~1년이하 110 3.56 0.55

1년초과~1년이하 93 3.56 0.68

2년초과 14 3.64 0.63

전체 1445 3.60 0.59

행복

3개월이하 253 3.50 0.56

1.790 0.120 -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3.42 0.64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3.37 0.61

9개월초과~1년이하 110 3.37 0.54

1년초과~1년이하 93 3.41 0.59

2년초과 14 3.29 0.61

전체 1445 3.42 0.61

삶의
질

3개월이하 253 3.39 0.46

2.085 0.065 -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3.35 0.49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3.28 0.50

9개월초과~1년이하 110 3.32 0.40

1년초과~1년이하 93 3.28 0.48

2년초과 14 3.25 0.52

전체 1445 3.33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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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
비스
경험여
부

3개월이하 253 0.53 0.92

20.198*
** 0.000 a<b=c

=f<d=e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0.84 1.05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1.02 1.12

9개월초과~1년이하 110 1.49 1.11

1년초과~1년이하 93 1.48 1.15

2년초과 14 1.14 1.17

전체 1445 0.92 1.09

재활서
비스
욕구정
도

3개월이하 253 2.06 0.77

2.429* 0.033 -

3개월초과~6개월이하 636 2.05 0.69

6개월초과~9개월이하 339 2.07 0.68

9개월초과~1년이하 110 2.08 0.65

1년초과~1년이하 93 2.32 0.64

2년초과 14 2.08 0.63

전체 1445 2.08 0.70

　 1 2 3 4 5 6 7 8 9

1. 일자리 만
족도

1 　 　 　 　 　 　 　 　

2. 가족의 수
입 만족도

.418** 1 　 　 　 　 　 　 　

3. 여가 생활
만족도

.353** .505** 1 　 　 　 　 　 　

4. 가족 관계
만족도

.299** .255** .312** 1 　 　 　 　 　

* p<.05, *** p<.001

a=3개월 이하, b=3개월초과~6개월이하, c=6개월초과~9개월이하, d=9개월초과~1년이하, e=1년초과~1년

이하, f=2년초과

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

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수

행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의 수입 만족도, 여

가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p<.01),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값은 모두 0.7 미만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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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인척 관
계 만족도

.280** .246** .310** .686** 1 　 　 　 　

6. 사회적 친
분 관계 만
족도

.330** .271** .342** .537** .632** 1 　 　 　

7. 행복 .456** .488** .460** .507** .504** .544** 1 　 　

8. 재활서비스
욕구정도

-.122** -.090** -.058* -.071** -.075** -.084** -.132** 1 　

9.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0.035 0.014 -0.040 .076** 0.042 .067* .063* .124** 1

* p<.05, ** p<.01

제 2 절 재활서비스, 삶의 질과 행복과의 관계

1. 일자리 만족도의 매개효과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및 재활서비스 욕구정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일자리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Step1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약 1.6%(R²=0.016)으로 나타났

고,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12.730, p<.001). 재활서비스 욕구정도

는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4.865, p<.001). 그러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보는 Step3에서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2.450, p<.01), 재활서비스 욕

구정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3.607, p<.001), 매개변수인 일자리 만족도가 행복에 유의미한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18.888, p<.001). 결과적으로 Step1

에서 유의했던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일자리 만족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은 기각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욕구는 일자리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1은 채택되었다. 또한 일자리 만

족도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1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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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Step2 Step3

일자리 만족도 행복 행복
　

Β t Β t Β t

(상수) 3.532 63.900*** 3.634 71.954*** 2.196 24.807***

재활서비스경험여부 0.031 1.932 0.045 3.058** 0.032 2.450**

재활서비스욕구정도 -0.122 -4.865*** -0.125 -5.424*** -0.075 -3.607***

일자리 만족도 　 　 　 　 0.407 18.888***

F 12.730*** 17.602*** 133.545***

R2 0.016 0.022 0.216

아울러 재활서비스 경험은 일자리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1은 기각되었고 재활서비스 욕구는 일

자리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5-1은 채택되었다.

<표 23> 재활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일자리 만족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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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의 수입 만족도의 매개효과

가족의 수입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법으

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Step1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약 0.7%(R²=0.007)으로 나타났고, 유의

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6.281, p<.01).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3.506, p<.001). 그러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보는 Step3에서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2.965, p<.01), 재활서비스 욕

구정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4.242, p<.001), 매개변수인 가족의 수입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0.902, p<.001). 결과적으로

Step1에서 유의했던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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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Step2 Step3

가족의 수입만족도 행복 행복

　
Β t Β t Β t

(상수) 3.039 46.528*** 3.634 71.954*** 2.501 35.726***

재활서비스경험여부 0.018 0.952 0.045 3.058** 0.038 2.965**

재활서비스욕구정도 -0.104 -3.506*** -0.125 -5.424*** -0.086 -4.242***

가족의 수입 만족도 0.373 20.902***

F 6.281** 17.602*** 160.911***

R2 0.007 0.022 0.249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경험이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는 기각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욕구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2는 채택되었다. 또한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2

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경험은 가족의 수입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2는 기각되었고 재

활서비스 욕구는 가족의 수입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2은 채택되었다.

<표 24> 재활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가족의 수입 만족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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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가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여가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

는 Step1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약 0.3%(R²=0.003)으로 나타났고, 유의미

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3.208, p<.05).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여가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023,

p<.05). 그러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보기 위한 Step3에서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행복에 유의

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4.100, p<.001), 재활서비

스 욕구정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t=-5.053, p<.001), 매개변수인 여가 생활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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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Step2 Step3

　
여가생활 만족도 행복 행복

Β t Β t Β t

(상수) 3.162 51.515*** 3.634 71.954*** 2.433 32.213***

재활서비스경험여부 -0.022 -1.261 0.045 3.058** 0.053 4.100***

재활서비스욕구정도 -0.056 -2.023* -0.125 -5.424*** -0.103 -5.053***

여가생활 만족도 0.380 19.751***

F 3.208* 17.602*** 144.929***

R2 0.003 0.022 0.230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19.751, p<.001). 결과적으로

Step1에서 유의했던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여가생활 만족도가 부분매

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경험이 여가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1-3은 기각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욕구는 여가생활 만족

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3은 채택되었다. 또한 여가

생활 만족도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3도 채택

되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경험은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3은 기각되었고 재활서비스

욕구는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3은 채택되었다.

<표 25> 재활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여가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 p<.05, ** p<.01, *** p<.001

4.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

는 Step1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약 1.1%(R²=0.011)으로 나타났고, 유의미

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9.024, p<.001).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가족관

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3.256,

p<.01),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11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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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Step2 Step3

　
가족관계 만족도 행복 행복

Β t Β t Β t

(상수) 3.804 64.714*** 3.634 71.954*** 2.000 23.133***

재활서비스경험여부 0.056 3.256** 0.045 3.058** 0.021 1.645

재활서비스욕구정도 -0.083 -3.111** -0.125 -5.424*** -0.089 -4.451***

가족관계 만족도 0.430 21.914***

F 9.024*** 17.602*** 175.716***

R2 0.011 0.022 0.266

매개효과를 보기 위한 Step3에서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행복에 유의

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4.451, p<.001), 매개변

수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1.914, p<.001). 결과적으로 Step1에서 유의했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가족 관계 만족도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서

비스 욕구정도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경험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1-4는 채택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욕구는 가족관계 만족

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4도 채택되었다. 또한 가족

관계 만족도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4도 채택

되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경험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4는 채택되었고 재활서비스

욕구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4도 채택되었다.

<표 26> 재활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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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친인척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친인척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

는 Step1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약 0.7%(R²=0.007)으로 나타났고, 유의미

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6.021, p<.01).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친인척관

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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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Step2 Step3

친인척관계 만족도 행복 행복
　

Β t Β t Β t

(상수) 3.687 67.390*** 3.634 71.954*** 1.939 21.727***

재활서비스경험여부 0.031 1.954 0.045 3.058** 0.031 2.400*

재활서비스욕구정도 -0.077 -3.088** -0.125 -5.424*** -0.089 -4.465***

친인척관계 만족도 0.460 21.802***

F 6.021** 17.602*** 174.032***

R2 0.007 0.022 0.264

p<.01). 그러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친인척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보기 위한 Step3에서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행복에 유의

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2.400, p<.05), 재활서비

스 욕구정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t=-4.465, p<.001), 매개변수인 친인척관계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1.802, p<.001). 결과적으로

Step1에서 유의했던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서비스 경험여부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경험이 친인척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5는 기각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욕구는 친인척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5는 채택되었다. 또한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5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경험은 친인척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

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5는 기각되었고 재활

서비스 욕구는 친인척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5는 채택되었다.

<표 27> 재활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친인척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 p<.05, ** p<.01, *** p<.001

6.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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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Step2 Step3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행복 행복
　

Β t Β t Β t

(상수) 3.722 75.216*** 3.634 71.954*** 1.596 16.871***

재활서비스경험여부 0.043 2.964** 0.045 3.058** 0.022 1.733

재활서비스욕구정도 -0.080 -3.558*** -0.125 -5.424*** -0.081 -4.146***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0.548 24.131***

F 9.565*** 17.602*** 210.571***

R2 0.012 0.022 0.303

법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보는 Step1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약 1.2%(R²=0.012)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9.565, p<.001).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t=2.964, p<.01),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558, p<.001).

매개효과를 보기 위한 Step3에서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행복에 유의

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4.146, p<.001), 매개변

수인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t=24.131, p<.001). 결과적으로 Step1에서 유의했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 서비스 욕구정도에는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경험이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6은 채택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욕구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6도 채택되었

다. 또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3-6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경험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6

은 채택되었고 재활서비스 욕구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하

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6도 채택되었다.

<표 28> 재활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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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Step2 Step3

삶의 질 행복 행복
　

Β t Β t Β t

(상수) 3.491 87.504*** 3.634 71.954*** 0.539 5.950***

재활서비스경험여부 0.026 2.241* 0.045 3.058** 0.022 2.081*

재활서비스욕구정도 -0.087 -4.804*** -0.125 -5.424*** -0.047 -2.862**

삶의 질 0.887 37.244***

F 12.915*** 17.602*** 485.376***

R2 0.016 0.022 0.502

7. 삶의 질의 매개효과

삶의 질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Baron&Kenny의 방법으로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Step1에서 모형의 설명력은 약 1.6%(R²=0.016)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12.915, p<.001).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2.241, p<.05), 재활

서비스 욕구정도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4.804, p<.001).

매개효과를 보기 위한 Step3에서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행복에 유의

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t=2.081, p<.05), 재활서비

스 욕구정도는 행복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t=-2.862, p<.01), 매개변수인 삶의 질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7.244, p<.001). 결과적으로 Step1에서

유의했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삶의 질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경험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1은 채택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욕구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채택되었다. 또한 삶의 질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경험은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도

채택되었고 재활서비스 욕구는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도 채택되었다.

<표 29> 재활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삶의 질의 매개효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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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재활

서비스 중기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서비스에 대

한 개선방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양 당시 산재근로자가 받았던

재활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매

개로 하여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또한, 요양 종

결 이후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정도가 삶의 질과 행복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거주지 유형에 따라 각 지역

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경기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산재

근로자가 전체 인원의 1/3 이상(36.4%)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

자가 86.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이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졸이 46.9%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을 한 기간별로는 3개월초과 6개월 이하를 요

양한 산재근로자가 4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장해여부는 81.5%가

장해판정을 받았고, 종교는 67.3%가 무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70%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사회경제적 지

위에 대해서는 91.8%가 중하층에 해당하여 중산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행복도는 5점 척도 중 전체 평균이 3.42로 불의의

사고에 따라 일정기간 요양을 하였을 감안할 때 비교적 행복하다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있어서는 6가지 만족도 중 가족관계 만

족도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3.6), 친인척관계 만족도(3.56), 일자리 만족도(3.31), 여가생활 만족도

(3.02) 순이었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수입 만족도는 2.84에 불과했다. 그리

고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요양기간, 장해유무, 종교유무, 전반적인 건

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삶의 질과 행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연령, 학력, 거주지,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에는 삶의 질과 행복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 장해유무, 종교유무, 요양기간별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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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삶의 질과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에는 삶의 질과 행

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정신적

인 손상을 당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재활서비스에 대

한 경험을 한 산재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산재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삶의 질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재활서비스 경험에 대해서는 49.6%가 재활서비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서비스 중 1개 서비스

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산재근로자는 20.3%, 2개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응

답한 산재근로자는 16.1%, 3개 서비스를 모두 경험했다고 한 응답자는

13.2%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활서비스 경험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과 재활서비스 욕구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넷째, 삶의 질과 행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6가지의 만족도 모두 행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산재근로자의 삶

의 질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채택되었다. 특

히 표준화된 β값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친분 만족도가 0.534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만족도 0.497, 친인척관계 만

족도 0.494, 가족의수입 만족도가 0.479, 여가생활 만족도가 0.457, 일자리

만족도가 0.4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관련된 변수 중 사회적 친

분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산재근

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개선방향도 산재근로자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섯째, 재활서비스 경험 및 재활서비스 욕구정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

향에서 삶의 질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는데, 재활서비스 경험은 가족관

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완전매개로 하여 행복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일자리 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리고 삶의 질은 재활서비스 경험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 경험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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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개인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는 채택되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욕구정도는 삶의 질을 부분매개

로 하여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도 채택되

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활서비스 경험이 행복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때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 > 연구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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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주) 실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점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관계,

끊긴선(-·-): 부분 매개효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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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

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

록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근래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 흐름의 기조에 따라 경제적 부흥이

반드시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방향에 대

해 살펴보고 산재근로자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재활서비스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높아진 삶

의 질은 궁극적으로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상향확산이론과 욕구에 대

한 만족여부에 따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욕구이론을 근거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김병섭(2015)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행복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도

재활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따라 산재근로자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행복에 긍정

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산재근로자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재활

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활서비

스에 대한 다양한 경험여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활서비스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0.4%로 과반수가 넘게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특별히 재활서비스가 필요 없는 산재근로자

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많은 산재근로자가 개인별 상병 또는 요양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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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하겠다. 현재의 재활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나 산재근로자 개인별 상병

또는 요양기간에 따라 단계적인 재활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

도록 체계적이고 자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재활서비스는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원직장 복귀

를 위한 직업훈련지원 및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산재근로자 스스로의

자생적 재활을 유도하는 서비스가 아닌 관 주도의 재활정책에 한정되어

있어 산재근로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스템 구조라는

점이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단기적인 재활서비스 도입 및 변경을

반복하고 있는 형국으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미국 등 선진국

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산재장애인 스스로 자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Club-house제도14) 도입 등 다양한 Bottom-up 재활서비스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삶의 질 측정에 있어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비

중 등을 감안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는 이러한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재활

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 주도의 금

전적인 지원에 국한한 재활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가족관계 및 사회적 친

분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연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재장애인

스스로 자생적인 조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서비스 강화시

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 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처럼 재활서비스 욕구정도와는 삶의 질 및 행복

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도 지속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서비스 A/S제도’

14) 클럽하우스 모델은 우리나라 정신보건 전문가들에게 넓게 채택된 대안들 중 하나로

민간주도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심리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태화샘솟는집’이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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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원직장 복귀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

복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6

개월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준다거나, 직장복귀지원금, 직업훈련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단편적인 금전적지원에서 탈피하여 산재장애인 원

직장복귀 의무제도 도입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MOU체결 등을 통

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장애인을 원직복귀하

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을 통해 원직장 복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금전적 시스템 도입

병행이 요구된다.

재활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재활서비스에

관련된 요인과 원직장 복귀 간의 정적인 관계에 주요 초점을 두고 연구

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재활서비스 경험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재활서비스 경험 및 욕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는데 그 시사점이 있

다. 하지만 패널데이터 자료 부족으로 다년간의 자료를 통한 시계열 분

석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요양종결 이후에도 제공될 수 있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자료 축적을 통해 양질의 재할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설정 및 자생적인 산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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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ehabilitation 
services experience and needs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on Happiness

Yoo, Kyung Seok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rehabilitation

services experience, which are Medical rehabilitation servic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Socio-psychiatric rehabilitation

servic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needs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on happiness. Specificall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quality of life as a parameter.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l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the data set was collected from

the industrial injury insurance Panel Survey in 2013 and 2014 by

extracting 2,000 samples intended for the care of injured workers to

terminate in 2012 by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The method used to analyze the data set in order to explore a

possibl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was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s a way of Baron & Kenny. In this study, a

dependent variable was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perception of

happiness, which was measured by people’s responses to the question

on their satisfaction of whole life, and a parameter was the quality of

life, which was measured by people’s responses to the question on

their satisfaction of workplace, family’s income, leisure, family

relationship, relative relationship and social friendship, of industr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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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ed workers, and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rehabilitation

services experience and needs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Demographic factor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on happiness were controlled.

In order to prove the result, Hypotheses were set by bottom-up

spillover theory and needs theory about happiness. The former was to

prove the influence of rehabilitation services experience and the latter

was to the influence of rehabilitation services needs. There were five

models for the analysis. Model 1 was that rehabilitation services

experience has positive effects on their perception of happiness. Model

2 was that rehabilitation services needs has negative effects on

their’s. And, assuming the quality of life would serve as a mediating

effect the rest of the hypotheses were set.

Results show rehabilitation services experience has positive effects

on their perception of happiness in model 1, rehabilitation services

needs has negative effects on their perception of happiness in model

2. At last, the quality of life serves as a mediating effect on

happiness in the other models.

keywords: Happiness, quality of life, rehabilitation servic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mediating effect,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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