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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산재근로자가 처한 노동시장이 분절적(segmented)이고 이

중적(dual labor)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인적자본 측면을 강조하는 직업

훈련에 집중되는 정책과 평가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여러 가지 한

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

족, 동료, 지역사회, 직장과 주고받는 상호환경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한

다. 특히 장애인의 생태학적 직업행동 모델(ecological model)은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

단이 수행하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어떻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형의 내생성(endogeneity)을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이용하고, 변수들 간의 선후관계 확보를 위해 1～4차 패널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직접효과가 일관적이지 못했던

부분과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심리요인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직업

복귀를 촉진하는 인과 경로를 반영하여 매개모형을 대안으로 선택하였

다.

연구대상은 산재보험 패널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참여한 1,588명이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이 가능한 균형 있게 구성

되어 선택편의가 통제될 수 있도록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을 예측

확률로 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558명을 최종 선별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 여부이며, 매개변수는 자아존

중감이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장해등급, 요양기

간, 직종, 지위, 근속기간, 사업장규모이다. 종속변수는 원직장복귀(모델

1), 직업복귀(모델 2), 고용유지기간(모델 3)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향점수 매칭 전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성향점수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성향점수 매칭

전후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이 원직장복귀, 직업복귀, 고용유지기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일부 선행연구와 같이 성향점수 매칭 전후 모두 사회심리재

활 프로그램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사회

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

과는 세 가지 모델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성과는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

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행태변화를 통해 정책

목표에 이르게 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매개모형은 다른 재활 프로

그램의 효과성 평가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입증된 효과를 통해 심리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공단이 직업재활과 더불어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자아존중감, 직업복귀, 성향점수매칭

학 번 : 2017-21231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 6

제 1 절 이론적 논의 ····························································· 6

1. 사회모형관점의 노동시장 분절이론 ································· 6

2. 장애인의 생태학적 직업행동 모델 ··································· 8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매개효과 ········································· 11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 13

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 13

2. 자아존중감과 직업복귀 ······················································· 14

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과 직업복귀 ································· 15

4.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18

5. 정책평가에서 내생성 문제 ················································· 19

제 3 장 연구모형과 연구설계 ································ 23

제 1 절 연구모형: 매개모형 ············································· 23

제 2 절 연구가설 ································································· 24

제 3 절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 26

제 4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27

1. 종속변수: 원직장복귀, 직업복귀, 고용유지기간 ············ 27

2. 독립변수: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 28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 32

4. 통제변수: 성별, 연령, 교육, 소득, 장해, 요양기간, 직종,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사업장 규모 ······························· 33

제 5 절 분석방법 ································································· 37



제 4 장 분석 결과 ····················································· 40

제 1 절 성향점수 매칭 ························································· 40

제 2 절 성향점수 매칭 전후 집단 비교 ·························· 42

제 3 절 기술 분석 ································································· 47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47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50

제 4 절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 ·········································· 52

1.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 52

제 5 절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력 검정 ······················· 56

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과 주요변수의 연관성 분석············ 56

2. 다중공선성 확인 ··································································· 58

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59

1) 모델Ⅰ.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59

2) 모델Ⅱ.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64

3) 모델Ⅲ.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67

4.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 70

1) 모델Ⅰ. 자아존중감의 원직장복귀에 대한 매개효과 ·· 71

2) 모델Ⅱ. 자아존중감의 직업복귀에 대한 매개효과 ······ 73

3) 모델Ⅲ. 자아존중감의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매개효과 75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77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77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논의 ································ 82

제 3 절 연구의 한계 ····························································· 84

참고문헌 ····································································· 85

Abstract ····································································· 94



표 목차

[표 1] 산재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 31

[표 2] 변수의 측정 ····································································· 35

[표 3-1] Propensity Score의 추정방정식 ······························ 41

[표 3-2] 매칭 전 집단 비교 ····················································· 43

[표 3-3] 매칭 후 집단 비교 ····················································· 45

[표 3-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48

[표 3-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51

[표 3-6] 직업복귀 세분화 통계 ··············································· 51

[표 4-1] 자아존중감 요인분석 결과 ······································· 54

[표 4-2] 신뢰도 분석결과 ························································· 55

[표 5-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 여부별 주요변수 간 연관성 · 57

[표 5-2] 독립변수 간의 공선성 진단 ····································· 58

[표 5-3]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성향점수 매칭 전) ···· 62

[표 5-4]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성향점수 매칭 후) ···· 63

[표 5-5]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성향점수 매칭 전) ······ 65

[표 5-6]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성향점수 매칭 후) ······ 66

[표 5-7]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영향요인분석(성향점수매칭전) ·· 68

[표 5-8]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영향요인분석(성향점수매칭후) ·· 69

[표 5-9] 원직장복귀에대한자아존중감매개효과유의성검정(매칭전) · 72

[표 5-10] 원직장복귀에대한자아존중감매개효과유의성검정(매칭후) · 72

[표 5-11] 직업복귀에대한자아존중감매개효과유의성검정(매칭전) · 74

[표 5-12] 직업복귀에대한자아존중감매개효과유의성검정(매칭후) · 74

[표 5-13] 고용유지기간에대한자아존중감매개효과유의성검정(매칭전) · 76



[표 5-14] 고용유지기간에대한자아존중감매개효과유의성검정(매칭후) · 76

[표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 81

그림 목차

[그림 1] 산업재해 및 산재 장해자 현황 ······························· 3

[그림 2] 매개효과의 경로도 ····················································· 12

[그림 3] 조사유형별 직업복귀율 ············································· 16

[그림 4] 연구모형 ······································································· 23

[그림 5] 사회심리재활 예측확률 분포 ··································· 42

[그림 6-1] 단순매개모형의 개념모형 ····································· 70

[그림 6-2] 원직장복귀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전) ·············· 72

[그림 6-3] 원직장복귀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후) ·············· 72

[그림 6-4] 직업복귀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전) ·················· 74

[그림 6-5] 직업복귀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후) ·················· 74

[그림 6-6]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전) ·········· 76

[그림 6-7]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후) ·········· 76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산재보험은 1964년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 군사정권이라는 정

치적 환경에서 정부가 계획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김상호 등, 2014). 이렇게 도입된 산재보험은 1990년대

까지 적용범위와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운영과

정에서 산재보험의 취약한 예방기능과 재정 불안정, 재활기능의 취약점

에 대하여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김상호, 2011). 이러한 문제의식 속

에서 산재보험 정책은 2000년대 들어서 현금급여 중심의 보상체제에서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체제로 변화하여 왔다. 2000년 7

월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이 포함되고, 재활사업 5개혁 계획 수립(2001~2005년), 제1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6~2008년)에 이어 현재 제4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2015~2017년)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7년 12월 개

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재활치료가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면서 산재근로

자의 치료에 심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포함되고, 직업재활급여1)를 

예산사업2)에서 법정급여로 전환하여 재활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한 해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 사업비의 

41.5%(2조2천억 원), 인력의 14.8%(767명)이 재활사업에 투입되었다(근로

1) 직업재활급여는 산재장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

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공단은 직업훈련기관에 직접 훈련비를 지급(직업훈련비)하고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직업훈련수당)하는

형태이다.

2) 기존에는 복지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보험연도 중에 예산

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김상호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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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2017).  

  OECD(2010)는“질병, 장애, 노동”(Sickness, Disability and Work) 보고

서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장애인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현금

급여를 위주로 하는‘보상’중심의 정책은 다소 퇴조하고 노동시장으로

의 ‘(재)통합’정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OECD(2010)는 “장애

인 정책 지표(disability policy indicators)”를 구축한 후, 회원국들의 장애인 

정책을 사회민주주의 모델, 조합주의 모델, 자유주의 모델의 세 유형3)으

로 분류하였고, 한국은 캐나다, 미국, 일본과 함께 자유주의 모델에 속한

다. 2005년 기준 114개국 중 3분의 1은 장애 재활서비스에 예산을 할당

하지 않거나, 할당 하더라도 OECD 회원국의 재활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

규모는 GDP의 0.02%에 불과하다(권기돈, 김용탁, 2016). 

  한국의 산업재해 근로자 수는 매년 9만여 명, 사망자수는 1천7백여 명

에 이르고, 요양이 끝난 뒤에 장애가 남은 산재근로자는 여전히 연간 3

만여 명을 넘어선다. <그림 1>은 최근 10년간의 산업재해 및 산재 장해

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는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완전히 상실하게 함으로써 요

양이 끝난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로 되돌아가기(return-to-work)란 쉽

지 않다. 이러한 산재근로자의 장애는 산업현장의 근로위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단 산재근로자 개인의 신체기능 제약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

다. 고용주나 노동시장 상황, 사회제도적 차별 요인 등과 결합된 다원적

이고 복합적 문제로 사회모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Hook & 

Paolucci, 1970: 이승욱, 박혜전, 2007 재인용). 

  사회모형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생태학적 직업행동 모델(Szymanski & 

Maxwell, 1996)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개입적 요인(mediating 

factor)으로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다.

3)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가장 관대한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는 모델이며, 자유주

의 모델은 세 모델 중 관대함이 가장 낮은 모델이다. 사회민주주의 모델 국가

중 독일은 보험사고 발생 시 요양치료와 재활급여를 연금보다 우선하여 제공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독일 산재보험법 제26조 제3항). 공단은 재활사업 초기 독

일 산재보험 의료시설과 재활시설 및 제도를 집중 벤치마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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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산업재해 및 산재 장해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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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 사망자수 장해자

출처: 2016년 산업재해현황분석(고용노동부, 2017).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산재보험 재활정책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

회심리재활로 구분되어 산재근로자의 노동력 회복과 직업능력의 학습뿐

만 아니라 심리 회복 지원을 포함한 총체적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찍이 높은 실업률에서 탈피하기 위해 1960년대

부터 구직자 개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job search assistance)과 훈련

(provision of training),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subsidization of 

creation in the private sector), 공공부문의 직접적 고용창출(direct job 

creation in the public sector)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수행해왔다(김지원, 2013). 산재보험 재활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직장복귀지원금 프로그램이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에 해당된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프로그램에 참

가하는 개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인데, 

이러한 개개인의 행태 변화는 정책적 수단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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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확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많

은 제약이 따른다(이석원, 2001). 그러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 사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창출한‘부가

가치’로서의 효과성(effectiveness)이 엄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정책수단과 목표 사이에 인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정책수단이 제대로 선택되었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정정길 등, 2017).

  공단의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재활 프로그램이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복귀의 질, 그리고 삶의 만족도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

고 있다. 재활 프로그램이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까지는 직업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류만희, 김송이, 2009; 김장기, 

2012; 김지원, 2013), 직업복귀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이승욱, 박혜전, 2007)와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신혜리, 김명일, 2015)가 함께 보고되고 있다. 

  직업복귀의 질과 삶의 만족도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받는 분야이며, 

그 결과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재활서비스 간 중

첩적 혜택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고, 특히 선택편의 등 내생성 통제를 

위한 비교집단의 구축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치중된 효과성 평가는 노동시장의 분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많은 한계점을 갖는다. 실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 간의 직업복귀율과 원직복귀율

은 2~5배가량의 격차를 보인다(근로복지공단, 2017). 대체로 한국 노동시

장은 정규직․대기업․고임금 중심의 시장과 그렇지 않은 주변부 시장으로 

경계가 나뉜 상태로 이해된다(정이환, 2013). 이러한 노동시장의 분절적 

속성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형태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직업복귀 후 

고용조건․근속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활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인적자본이론 관점에서 직업훈련이 직업능력을 향상시

키고, 그 결과가 고용성과로 귀결되는지를 검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의 분절적 특징을 고려하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개인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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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지역사회, 직장과 주고받는 상호환

경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Turner, kessler 그리고 House(1991)는 낮은 자존감(self-concept)은 실

업자들의 구직활동을 방해하므로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개입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rouwer 등(2010)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사회적지지(Perceived 

Social)는 직업복귀 기간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심리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거나(권석만, 2003; 박수경, 2012; 안준기, 오세미; 2014), 사회심리

요인이 삶의 질이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임정연, 2016) 정도이다. 

반면, 사회심리재할 프로그램이 심리적 요소 향상과 직업복귀나 직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이 분절된 환경에서 인적자본 측면을 강조하

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효과성 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일차적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향상이며, 이를 통한 최종적인 목표가 직장복귀와 직업 

질 향상이다. 그럼에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인과적 경

로를 연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모형과 생태학적 직업

행동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사회심리요인

의 향상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자아존중감은 직업복귀와 고용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직업복귀와 고용유지기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직업복

귀와 고용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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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사회모형(social model)관점의 노동시장 분절이론  

  장애 문제를 접근하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은 개인모형(individual 

model)관점과 사회모형(social model) 관점(Oliver, 1996)이다. 개인모형은 

장애의 문제를 기능적 한계, 심리적 손상으로 야기되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반면, 사회모형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한계보다는 장애인에

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회의 문제로 접근한다(최무현, 

2003). 개인모형 관점에 따르면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는 개인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인종 등)이나 인적자본 속성(건강, 학력, 숙련된 

기술보유, 경력 등)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 개인의 

인적자본 속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이

다. 인적자본이론은 개인의 고용기회, 고용수준 및 임금수준의 차이는 

개인의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며, 개인의 생산성은 교육수준, 전문기술, 

노동시장 경력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량의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본다

(Mincer, 1974: 김지원, 2013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인적자본이론은 장

애인의 직업훈련과 생산성의 관계에서 한계가 제기되면서 1970년대 선별

이론(screening theory)이 새로 등장한다. 이는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증가로 연결된다기보다는 단지, 고용주

에게 근로자 선발에 필요한 명시적인 신호(signal), 정보 내지 선발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이다(Collins, 1979: 김지원, 2013 재인용). 

  사회모형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한계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

경과 구조적 속성에 대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최무현, 2003). 사회모형 

관점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는 산재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태도(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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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조주현, 김은숙, 2001)나 작업환경, 직장 내 배려와 지원(신은경, 

2010),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조금 지원과 같은 고용정책 등 제도

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이렇듯 사회모형 관점에서 산재장애인

의 성공적 직업복귀는 개인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와 더불어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이론으

로 이중노동시장이론과 노동시장분절이론이 있다.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4)은 노동시장을 하나의 연

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진 1차 노동시

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정이환, 2013). 이렇듯 

노동시장이 두 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즉, 1차 노동시장

(primary labor market)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다양

한 내부 승진 기회, 고용안정성 등의 특징을 지니며 인적자본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인적자본차이(교육투자, 훈련, 경험 등)에

서 비롯된 생산성 차이가 고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은 저임금, 낮은 부가 급여, 열악한 근

로조건, 고용의 불안정성, 승진 기회의 결여 등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에 속한 근로자들에게는 승진이나 1차 노동시장과 같이 보다 나은 일자

리로의 진입기회(mobility on promotional ladders)가 제한되며 교육 및 직

업훈련 등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Doeringer & Poire, 1979: 김지원, 

2013 재인용). 실상 노동시장 내 고용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며 개인의 능

력과 속성 또는 고용주의 판단이나 구조적 제약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친 

설명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분절이론(segmented labor market)은 노동시장의 단일구조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노동시장론을 비판하

면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인적 자본 소유자

4) 이중노동시장이론과 노동시장분절론은 1960년대 중반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대빈곤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축소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등

장하였다(백승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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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수준은 개인의 교육, 기술, 경력 등 인적 자본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 노동시장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듯 노동시장간의 낮

은 이동성은 실업과 저임금 노동의 고착화 역할을 하며, 노동시장의 분

절과 불평등을 강화하게 된다(백승호, 2015). 이러한 노동시장분절의 관

점에서 보면, 산재근로자들이‘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s)5)’으

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전 일반 근로자 지

위부터 재해 이후 산재근로자라는 소수집단에 속하게 되어 상기 이론적 

관점들에 따르면,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

동시장 분절관점에 따라 재해당시 원직장이 2차 부문에 속한 경우는 1차 

부문의 경우와 비교하여 직업훈련 등 개인에 대한 인적자본 향상 노력만

으로는 원직복귀와 같이 괜찮은 일자리로의 직업복귀는 더 곤란하고 한

계가 존재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

에 관한 연구들에서 재해당시 종사한 사업장의 규모, 노동조합 여부, 종

사상 지위, 재해당시 근속기간 등 고용조건과 환경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욱, 2009; 박수경, 2012; 정이

환, 2013; 박은주, 2014; 이정화, 2017; 배화숙, 2017). 즉, 노동시장의 이

중적, 분절적 특성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의 생태학적 직업행동 모델 

  산재장애인은 선천성 장애인들과는 달리 대부분 중장년층까지 비장애

인으로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해왔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5) 이행노동시장은 교육과 근로 사이, 임금 근로와 자영업 사이, 실업과 고용 사

이, 유급 근로와 무급 근로 혹은 퇴직 사이를 이동하는 개인의 근로 생활의 결

정적 분기점에서 제도화된 ‘다리’건설을 통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을 추구

하는 것이다(Schmid, 2006: 배화순, 2017, p19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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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이후에도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

려우며, 그에 따라 사회복귀와 직업복귀에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윤

희(2003)는 산재환자 중 61%가 우울 증상을 보였고 이들 중 28.4%는 중

증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했으며, 박수경 등(2005)의 산재근로자 정

신건강 조사결과 역시 입원 및 통원환자의 72.3%, 치료종결자의 71.9%가 

우울문제가 있다고 나타났다. 

  김미옥과 박은주(2013)는 다차원심리검사를 받은 산재근로자 2,399명의 

분석결과 16.17%가 심리재활 개입이 필요하고, 하위 임상 척도별로는 신

체화 증상6) 28.39%, 불안 23.43%, 우울 15.21%, 분노 11.71%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재활과정에서 심리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Cacciacarro 

& Kirsh, 2006). 이렇듯 산재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증

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가족과의 관계에

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적인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과거에는 주로 의학적인 

장애개념에 근거한 개인적 특성에 관심을 두었다면 지금은 개인적 특성

은 물론 다양한 환경특성들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

  Bronfenbrenner(1995: 이영 역)의 인간발달의 생태학7) 모형은 능동적

으로 성장하는 개체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간과 환경이 점진적

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무슨 힘이 어떻게 중재하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 생태학적 접근의 핵심문제이다. 윤종희(2007)는 소수집

단의 능력강화(empowerment)를 위한 정책 모색을 위해 생태학적 개입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소수집단의 역기능에 개입하여 순기능으로 전

환시키는 중재변수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말한다. 특히 능력강화가 

6) 신체화 증상이란 사고 부위의 통증이나 이후에 생긴 다른 부위의 통증, 통증

으로 인한 불면, 피로감, 현기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 등을

말한다(김미옥, 박은주, 2013).

7) 원래 생태학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주변의 사회 물리적 환경 간에 존재하

는 복잡한 상호 의존적인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윤종희, 2001,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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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면에서 심리학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Szymanski와 Hanley-Maxwell(1996)이 구성한 장애인의 생태학적 직업

행동 모델(ecological model)은 인간이 처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생태학적 직업행동 모델은 인구학적인 특성

을 개인 자신의 직접적인 특징만을 나타내는 개인요인과 후천적으로 형

성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개입적 요인(mediating factor)이라는 구체적인 변수

를 사용하여 접근한다. 이러한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은 다시 개인적 

개입요인과 사회문화적 개입요인으로 분류된다. Szymanski와 Hershenson(1996: 

임정연, 이영민, 2016 재인용)는 개인적 개입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

용 속에서 발생하는 개인 내적인 심리수준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이 포함되고, 사회문화적 개입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외부적 노출수준으로 조직적 차원에서의 대인

관계, 배려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이상에 대해 열등감이 있기 때문

에 비장애인에 비해 대인 관계에서 긴장감이 높은 경향이 있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김기태, 박병헌, 

강철희, 이성규, 이경희, 2002). Turner, Kessler, 그리고 House(1991)는 낮

은 자존감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방해하므로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개입전력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산재장애인들은 산재발생 후 처음에는 자신이 장애인이 되

었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를 인정하게 된

다(김기원, 김승아, 1995). 이러한 장애수용과 심리적 자신감 회복이 직업

복귀의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이승욱, 박혜전, 2007). 

  생태학적 직업행동 모델과 사회모형에서 보듯이 개인적 차원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은 상호작용하여 직업복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회심리 요인의 개입은 노동시장의 분절적 특성을 생각할 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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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매개효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인간의 행태변화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되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정책의 효과성 측정 역시 힘들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역시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안

정과 향상이라는 일차효과를 통하여 산재근로자가 괜찮은 일자리로 복귀

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수

단과 최종 목표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할 때 매개효과를 통한 정책 효과

성 검증은 타당한 조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균, 2007).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체계

를 설명하는 효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입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MacKinnon, 1994; Mackinnon & Dwyer, 1993: 이상균, 

2007 재인용). 첫째, 매개효과의 분석은 개입 프로그램의 일차 목표가 달

성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의 일차 목표인 사회심리 수준이 향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어느 단계에서 정책집행

이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사회심리재

활 프로그램이 매개변수인 사회심리 요인의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면 

정책 실패 원인을 매개변수 향상 실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연된 효과(delayed effect)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라는 투입변수와 최종 결과

변수인 직업복귀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개효과 분

석은 합리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매개효과 분석은 최종 

사업결과(Outcome)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경로는 

최종 사업결과에 대한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정책 개입에 기반하

고 있는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개효과 분석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모형설계와 전제

조건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Hayes, 2015). 전제조건의 검토는 매개모

형 선택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특히 매개효과 계수만을 검증하여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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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입증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림 2>과 같이 만일 두 개의 계수 

a나 b가 유의하지 않아도 매개효과 계수 ab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이론을 근거로 한 매개효과의 전제조건 검토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박선미, 박병기, 2014).

<그림 2> 매개효과의 경로도  

  Baron과 Kenny(1986)는 매개효과 분석의 전제조건은 <그림 2>에서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상관관계 a,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b,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c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a와 b 두 가지면 매개효과로서 전제조건이 충분하다고 한다

(Gelfard, Mensinger & Tenhave, 2009; Kenny, 2012: 박선미, 박병기, 

2014 재인용; 서영석, 2010; Hayes, 2015).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들은 이러한 매개변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본 요소의 한계에서 접근한 사회모형

(social model)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속성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

적, 구조적 속성에 대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특히 장애인의 생태학적 

직업행동 모델(ecological model)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

생하는 심리수준, 개인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지지 등 매

개적 요인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성과 도출을 접근하고 있기 때

문이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매개효과의 전제조건을 위한 연구결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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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산재근로자의 사회심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는 

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재해 및 요양과 관련된 요인 등이 논의되어온 

반면,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등 심리요인의 향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김미옥과 박은주(2013)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미혼에 비해 기혼이나 

별거․이혼․사별이 정신건강 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Stice와 

Moore(2005)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나타낸다고 하였

다. 학력의 경우 낮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산재근로자는 심리적 대처전

략에서 적응성이 부족하고 감정적 적응에 서툴어 통증에 대한 생각을 가

지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Roth & Geisser, 2002). 

  재해 및 요양과 관련된 요인은 요양기간, 신체손상 정도 등이 정신건

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요양기간이 길어질수

록 우울점수가 높아 심리재활 개입이 더 필요하며(김미옥, 박은주, 2013), 

노동상실 기간 역시 우울증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tice & Moore, 2005). 장정미 등(2009)은 요양기간이 13~24개월, 25~36

개월인 재해근로자들이 1~12개월인 근로자보다 사건충격과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신체손상정도의 차이는 산재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미옥과 박은

주(2013)는 산재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장해 정도가 심할수록 정신

건강이 위험하여 심리재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현혜진 등(2003)은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장애인의 손상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일상

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고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주요 독립변수로 고려한 이윤진과 이다미

(2015)는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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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면, 산재환자를 단일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 연구

한 김미란과 소희영(2011)은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이 우울감과 상태불

안 상태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임성견 등(2012)은 입원 

및 통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심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한 결

과 스트레스 반응(분노, 우울, 사회적지지 결여)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

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재해와 관련된 다양

한 요인들이 산재환자의 우울, 자살 등 심리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초

점이 맞춰져 진행된 반면,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사회심리요인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2. 자아존중감과 직업복귀 

  산재근로자의 사회심리 요인은 직업복귀, 삶의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직무몰입 등 다양한 종속변수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갖는 인지

와 감정의 총체로서, 자신에 대한 가치성, 사랑 및 인정을 받고 싶어 하

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좋게 여기고 미워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상태이다(Rosenberg, 1965: 김선미, 김은하 2015 재인용; 

Bandura, 1997: 이준우 등 2010 재인용). 특히, 장애인은 사회의 부정적

인 인식이나 편견을 내면화하기 쉽고, 이로 인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

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정책 개입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

되고 있다(이준우 등 2010).

  이지수(2007)는 일반 장애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장애의 심각성이라는 객관적 조건보다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대

한 인식 등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산재장애인 역

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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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김선미, 김은하, 2015). 이현주(2001)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산

재근로자의 기능장애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원직

장복귀 산재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이

정한, 2015). Szymanski와 Hershenson의 생태학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임

정연과 이영민(2016)은 개인심리 개입요소 중 자아존중감이 일자리만족

도와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같은 수

준의 우울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우

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행동방식이 달라지고 그 결과 취업욕구도 달

라질 수 있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재활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

다(Cohen & Wills, 1985: 임정연, 2016에서 재인용). 

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과 직업복귀   

  최근 직업복귀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새로운 

장애개념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바탕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Young et al., 2005).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직업복귀의 성과는 단순히 

고용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생산성, 직무만족도, 승진, 장애관리

활동(disability management activities)에 대한 만족 등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Young et al., 2005).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역시 직업복귀 자체만으로 평가하던 한계를 넘어서 직무만

족도, 삶의 질, 고용유지 기간, 임금변화 등 다양한 지표로 확대하여 평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단의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성과는 취업

률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2 ~ 2016년의 

직업복귀율8)은 48.8%, 50.9%, 52.5%, 56.8%, 61.9%이다(근로복지공단, 

8)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산재요양종결자수

직업복귀자수
× . 직업복귀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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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52.5 56.8 
61.9 

58.2 59.1 

69.4 
72.9 

76.7 
83.8 83.8 85.4 

2 0 1 3 2 0 1 4 2 0 1 5 2 0 1 6

경영평가 실태조사 패널조사

2017). 이러한 직업복귀율이 정책 효과성 지표로서 한계를 갖는 부분은 

정책 투입에 대한 순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

업의 정의를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만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엄밀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

다. <그림 3>은 최근 4년간의 경영평가, 산재보험 패널조사, 산재보험 취

업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취업률이다. 경영평가 지표와 달이 패널조사

와 취업실태조사는 방문면접조사로서 고용보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통

계청의 경제활동상태 판별기준9)에 따라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다. 각 조

사별로 취업률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패널조사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조사유형별 직업복귀율            (단위: %)

출처: 경영실적보고서,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보고서10), 산재근로자 패널조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2017).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직업에 복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 및

신규 취득자. 산재요양종결자 수는 전년도 12.1부터 당해연도 11.30.까지 요양종

결한 산재근로자 수(근로복지공단, 2017).

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취업자의 정의는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

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분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

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로 정의하고 있다.

10) 취업실태조사의 경우 2013~14년은 1년 2회 조사된 자료를 연구자가 단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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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평가연구에서 정의하는 사업의‘효과’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value-added)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사업의 효과는‘그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성과와 만약 동일한 참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성

과와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Angrist & Krueger, 1999: 이석원, 

2001 재인용).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

하는 과제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개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효

과’를 창출해 내는 것인데, 이러한 개개인이 행태변화는 정책적 수단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재활 프로그램을 통

한 정책 개입과 직장복귀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박수경과 

안치민(2006)은 재해 직후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은 재해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원직복귀 가능성이 3.3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 류만희

와 김송이(2009)의 연구에서는 타 서비스보다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받

았을 때 직업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Blackwell(2003)

은 산재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조속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이 직장복귀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미옥, 박은주, 김지혜(2013)도 신속

한 조기 개입이 직업복귀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지원

(2014)의 내부집단 비교 연구에서 요양기에 제공되는 상담 및 구직지원 

서비스는 다른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상

위부문’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재활프로그램이 직업복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상반된 연구결과

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승욱과 박혜전(2007)은 상담수준, 직업훈련, 재활

스포츠 등과 같은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직업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고, 신혜리와 김명일(2014)은 직업재활과 의료

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및 원직장 복귀와 영향관계가 

없으며,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직장복귀와 부적인 관계가 있다

균하여 사용하였다.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 데이터는 고용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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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배화숙(2017) 역시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오히려 

미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4.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고려한 연구는 흔치 

않다. 심현진과 이현실(2016)은 재활 프로그램 정보격차와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과 일상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은 존재하지만, 매개효과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완석, 김보경, 문옥곤, 김기도, 염동문(2015)은 산재보

험패널 1차 자료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의 통증자극횟수와 생활만족도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증자극횟수가 증가할수

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고, 감소한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연구가 활발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폭 

넓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만족도라는 결과변수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김은라, 박재국, 박량은(2015)은 지체장애인이 지각한 차별인식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자아존중감은 차별인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오형(2015)은 제5차 

장애인고용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주관적 사회경제

적 지위와 일상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두 변

수간의 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고민석과 김동주(2014)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일상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취업한 여성장애인은 미취업자와 비교하여 자아존중

감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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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일상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완

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노년층 근로자의 생활만족도 연구에서도 매개변수로 고

려되는데, 김동배, 유병선, 이은진(2013)은 근로 노인의 근로만족이 노인

의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두 변인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은 정적인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들의 근로만족

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윤명숙과 이묘숙(2012)은 노인의 경제상태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

아존중감은 노인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

기민(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간

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가 검증되는데, 특히 고독무위해소활동은 자아존

중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산재장애인,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 독립변수가 자

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5. 정책평가에서 내생성(Endogeneity) 문제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일관적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

는 원인 중의 하나는 원인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내생성이란 선형 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Model)에서 식(5.1)

과 같은 추정모형이 있을 경우 원인변수 d가 오차항 ε와 체계적인 관계

가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 ‘���(��, ��)≠ 0’ 인 상황에서 추정된 β는 

과장되거나 과소 추정된다(강창희, 이정민, 이석배, 김세움, 2013).

yi = β0 + β1di + εi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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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성의 네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설명변수가 누락되는 경우이다. 문제는 누락한 설명변수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

째,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이다. 원인변수 d가 y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y가 d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자기선

택(self-selection)이다. 마지막은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s)다. 이러한 

내생성의 적절한 통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반드시 필요하다(강

창희 등, 2013).

  김지원(2013)은 산재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단순 비교하

지 않고,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으나 선정 제외된 집단을 내부비교집단으

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11)를 통제한 후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김미란과 소

희영(2011)은 공단 직영병원12)에서 수행하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일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 설계를 통해 연구하

였다. 임성견 등(2012) 역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단일집단 

사전, 사후 유사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신혜리와 김명일(2014)은 재활

프로그램 이용자 집단에 선택편의가 있다고 가정하고 재활프로그램 이용 

확률을 성향점수화 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한 후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은 프로그램 이용자와 유사

한 특성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을 찾아 매칭

(matching)하여 내생성을 통제하는 과정을 말한다(윤윤규, 2012). 여기서 

성향점수(p^(Xi)는 프로그램 참가여부를 종속변수로, 산재근로자의 여러 

특성을 X라는 설명변수로 놓고 로짓 모형(Logit Model)에서 구한 추정치

의 예측 확률값(Predicted Probability Value)이다.  

  만일 산재근로자의 재활프로그램의 참가여부가 무작위 배정(random 

11)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유발시키는 관찰할 수 없는 특성들(동기, 성취의욕

등)이 미참여 집단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12) 공단은 전국의 10개 근로복지공단 병원(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

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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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ment)으로 이뤄졌다면 식 (5.2)와 같이 무조건부 독립성 가정

(Un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이 성립되어 회귀분석 결과 도

출된 처지변수의 회귀계수를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으로 인정할 수 있

다. 

무조건부 독립성 가정: [��(0), ��(1)] ∐ ��13)                 (5.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작위 배정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내

생성 문제로 인해 무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성

향점수 매칭의 경우 식 (5.3)과 같이 조건부 독립성(Conditional 

Independence)을 가정한다. 즉 이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X� 이

‘동일한 값으로 주어져 있다면’이 독립성 가정을 위한 조건절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독립성 가정의 타당성은 X� 에 포함되는 변

수는 많아질수록 높아진다고 믿어진다(Smith & Todd, 2005: 강창희 등 

2013 재인용). 그런데 X� 에 포함되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가상적 대응치

가 발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X� 대신 1차원 변수인 

성향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성향점수를 이용할 경우 조건부 독립성 가정

의 식은 (5.4)와 같다. 성향점수는 연속변수로 구성되는데 Pr(�� = 1∣X� )

과 같이 정확히 동일한 성향점수를 갖는 표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Pr(�� = 1∣X� )와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가진 프로그램 미참여

자를 찾게 된다. 이러한 매칭 방법을‘최근거리 매칭법(Nearest Neighbor 

Matching)’이라고 한다(강창희 등, 2013).  

조건부 독립성 가정: [��(0), ��(1)] ∐ �� ∣ X�   (5.3) 

조건부 독립성 가정: [��(0), ��(1)] ∐ �� ∣ Pr(�� = 1∣X� )  (5.4)

  

13) 이 식에서 ‘∐’는 좌측의 변수들과 우측의 변수가 각각 확률적으로 서로 독

립임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 참가여부가 잠재적 성과와는 독립적으로 결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창희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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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희 등(2013)은 이러한 ‘조건부 독립성’이 매칭법의 장점이자 한

계라고 말한다. X�는 Pr, 즉 성향점수의 설명변수임과 동시에 성과평가를 

위한 회귀식의 설명변수이기도 하다. 즉 조건부 독립성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근본적으로 관찰되는 X� 들에 의해서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구분이 충분히 통제되어야 한다. 결국‘���(��, ��) = 0’성립되지 않아 

프로그램 참가여부에 내생성이 있다면 매칭법을 이용한 추정역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매칭법을 사용하더라도 처치변수

(프로그램 참가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선택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만일 매칭을 사용하여 인과효과나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자료에 대한 매칭 전 추정치를 함께 보고할 필요가 

있다(강창희 등, 2013, p.169).

  김지원(2013)은 재활프로그램 참여과정에 대한 공단 실무자와 심층면

접 결과 산재근로자가 재활프로그램을 인지하는 과정과 참여대상자의 선

정이 외생적인 행정요인들(프로그램 운영시기 및 장소, 민간위탁 기관과

의 계약기간,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고 하였다. 즉, 산재근로자가 프로그램을 인지한 후 참여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기선택에 의한 내생적인 요소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에 외생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산재근로자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는 자기선택의 내생적 요소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요양기간, 장해등급, 근속기간, 재활 프로그램 욕구 등 관찰 

가능한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확률에 

대한 성향점수를 산정한 후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1:1 매칭한 후 회귀분

석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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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과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고용유

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로와 각 경로별 간접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는 제3차 산재보험 패널조사에서 조사된 자아존중감이다. 독

립변수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 여부이며, 노동시장의 분절적 관

점의 사회모형과 장애인의 생태학적 직업행동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적 

요인, 상황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원직장복귀 여부, 직업복귀 여부, 고용유지기간이다.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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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연구모형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 � 〓 0

Ha : � ≠ 0

M = β0 + �X1 + β2X2 + βkXk + … + εi

(X1은 독립변수, X2…Xk는 통제변수)

• 연구문제 2.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고용유지기간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 �1〓�2〓�3〓 0

Ha : �1〓�2〓�3≠ 0

Yi = β0 + �´X1 + �iM + β2X2 + βkXk + … + εi

(i= 1~3, X1은 독립변수, X2…Xk는 통제변수)

• 연구문제 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고용

유지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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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 3-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유

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유의

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 �´1〓�´2〓�´3〓 0

Ha : �´1〓�´2〓�´3≠ 0

Yi = β0 + �´X1 + �iM + β2X2 + βkXk + … + εi

(i= 1~3, X1은 독립변수, X2…Xk는 통제변수)

• 연구문제 4.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직업복

귀와 고용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4-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원직

장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직업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고용

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0 : ��� 〓 0

Ha : ��� ≠ 0

M = β0 + �X1 + β2X2 + βkXk + … + εi

Yi = β0 + �´X1 + ��M + β2X2 + βkXk + … + εi

(i = 1~3, X1은 독립변수, M는 매개변수, X2…Xk는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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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본 연구는 1차(2013년) ~ 4차(2016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재보험패널 조사는 재해 이후 산재근로자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상태와 그 동태적 흐름을 파악하고, 산재근로자의 개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모형에 적합한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12년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 2,000명을 선정

하여 산재발생 사업장 특징,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건강, 삶의 질, 소득, 가구 현황 등에 관하여 5년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표본추출은 2012년 1월부터 12월 동안 산재 요양종결 근로자 82,493명

을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 연령(5개 범주), 지역(9개 권역), 장해등급(6개 

범주),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를 층화변수로 설정 후 비례배분 하였다(근로

복지연구원, 2017). 조사방법은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를 활용한 대인면접방식으로 한국갤럽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1~4차 산재보험패널조사에 모두 참여한 1,588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독립변수는 공단이 행정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사회심리재

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사용한다. 통제변수는 제1차 데이터를 사용하

며, 매개변수는 독립변수(1차 년도)와 종속변수(4차 년도) 중간 시기의 

데이터인 3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간의 시간

적  선행성을 확보하였다. 종속변수인 원직장복귀, 직업복귀는 4차 데이

터 기준, 고용유지기간은 1~4차 기간의 고용기간을 합산한 데이터이

다14). 패널 데이터는 노동시장 복귀의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이정화, 2017), 특히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연된 효과(delayed 

effect)일 경우 패널 데이터 분석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이상균, 2007). 

종속변수 중 고용유지기간은 패널데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직업이력 조사

가 반영된 종속변수라는 점에서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살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14) 고용유지기간 데이터는 산재보험패널조사 항목 중 직업이력 조사내용을 이

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가공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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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원직장복귀, 직업복귀, 고용유지기간  

  ILO는 ‘괜찮은(decent)’일자리는 고용보장(employment), 사회적 안전망

(social protection), 사회적 대화와 사업장과의 관계(social dialogue), 근로

자의 권리(rights at work)를 축으로 하여 적정 수준의 안정성과 기회와 

대가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향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acNaugton & Frey, 2011: 이정화, 2017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원직장복귀, 직업복귀, 고용유지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는 직무만족도, 익숙한 환경, 동일한 임금수

준 등 여러 면에서 최상의 직업복귀 형태이다(이상진, 2011). 4차 패널데

이터(2016년) 기준으로 원직장복귀자와 원직장미복귀자로 구분하여 이분

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직업복귀 여부는 제4차 패널데이터 기준으로 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직업복귀자로 정의하고, 실업, 비경제활동인

구는 미직업복귀자로 구분15)하여 분석하였다.  

  방하남 등(2007)은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고용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현재의 고용관계가 특정기간동안 지속될 가능성, 즉 고용안정

성 지표가 임금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산재보험패널 데이

터는 직업이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고용유지기간은 제1차 

~ 제4차 조사 기간의 임금 근로기간(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 기간은 제

외)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단, 조사대상 중 1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된 

경우만 인정하여 포함하였다16). 총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산출하였

15) 재해당시 자영업을 영위하던 자가 요양종결 후 자영업으로 답한 경우는 원

직장복귀자로 인정하여 변수에 포함하였다(패널 id 519, 1310 등 2명). 마찬가지

로 고용유지기간에도 포함하였다.

16) 고용유지 기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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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고용유지기간 변수는 앞서 정의했던 원직장복귀, 직업복귀 

등 이분형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4차 기준으로 동일하게 직업복귀자라고 하더라도 A는 잦은 이직과 

직업복귀 어려움으로 고용유지기간이 8개월인 반면, B는 요양종결 직후 

직업복귀하여 고용유지기간이 56개월로 측정 가능하여 분석결과의 타당

성을 높일 수 있다.  

2. 독립변수: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의 주요 변수는 조사자료가 아닌 행정데이터를 이

용하여 배포되고 있다. 데이터에 포함된 재활 프로그램 이용여부는 공단

에서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실제 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재

활 프로그램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의료재활 프로그램, 사회심리재활 프

로그램으로 세분된다. 이 변수들은 조사대상이 요양 종결한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여부는 

본 프로그램에서 다시 세부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상담, 다차원심

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등 사회심리재

활 프로그램 중 한 개라도 이용한 경우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자로 

정의하였다. 패널 데이터에서는 이용자를 “1”, 미이용자를 “0”으로 

한 이분형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심리재활 세부 프로그램 중 심리상담은 산업재해 이후 불안, 우

울, 가족 및 대인관계 등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

자의 심리안정과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신

련 통계에서는 1개월 이상을 임시직 근로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6개월을

성공적인 고용유지 기간으로 본다. 미국의 장애인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최

소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유지 관련 다수의 연구들은 최소 1개월 이상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고려하고 있다(임종호, 황연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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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되면 공단 직원은 재해상담을 실시하여 직업복귀 가능성 및 심리적 어

려움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상담

을 하게 된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이 지원상담 과정

에서 심리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상담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다차원심리검사(L형)17)를 실시하고,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

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기초심리상담을, 65점 이상인 경우 집

중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심리상담은 공단의 

심리상담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며, 집중심리상담은 전문심리상담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기초심리상담은 4회차 이내의 단기 심리상담이며, 

집중심리상담은 3개월 이내로 10회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 분노조절훈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훈

련, 가족상담, 심리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2016년 한 해 4,978명이 이용하였다.  

  희망찾기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집단프로그램이다. 집단프

로그램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을 원하는 개인들에게 의도적으

로 집단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발달 및 사회화에 기여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이다. 심리검가 결과 60점 이상으로 심리상

태가 불안한 경우와 더불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희망

찾기 프로그램은 요양중인 산재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심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전문심리상담사의 진행에 

의해 최대 10명 이내의 동료 산재환자와 함께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정서안정․감성프로그램, 우울․불안․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 분노조

절 프로그램, 자존감향상․장해수용 프로그램, 의사소통훈련, 재활의욕 향

상 프로그램, 직업복귀 계획 세우기, 원직장 복귀 가능 탐색 등이다. 

2016년 한 해 2,442명이 이용하였다.  

17) 산재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

으로 파악하여 산재사고 이후부터 체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

검사도구. 검사태도척도(비일관성, 긍정인상, 부정인상) 15문항, 임상척도(분노,

불안, 우울, 신체화, 사회적 지지결여 등) 75문항 등 총 90문항으로 구성(근로복

지공단,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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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산재 장해등급이 있거나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

자 중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참가 가능하다. 전문기관에 의해 위탁운영

되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공단이 자체 개발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직업기능향상 프로그램, 심리기능향상 프로그램, 사회기능향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1개월 ~ 3개월 이내

이며, 운영반별 6명 ~ 12명까지 가능하다. 2016년 한 해 338명이 이용하

였다.   

  재활스포츠 프로그램의 목표는 산재근로자의 수상부위에 대한 기능강

화와 신제적 잔존능력 회복을 통해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자신감

을 높이는 것이다. 지원은 요양종결 후 팔, 다리 등 기능장해 및 척주, 

신경장해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재활스포츠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일반재활스포츠와 특수재활스포츠로 구성되어 있다. 일

반재활스포츠는 3개월, 특수재활스포츠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

며, 각 1개월 내 연장이 가능하다. 2016년 한 해 1,866명이 이용하였다

(근로복지공단, 2017b).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별 목적, 대상, 운영방식, 

주요내용 등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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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리상담

(다차원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

스포츠

목적
심리안정과 재활

의욕 고취

스트레스, 심리불

안해소 및 심리

안정

자기관리능력 강

화, 사회 및 직업

적응 능력 향상

수상부위 기능회

복 및 잔존능력 

회복

대상
요양중인

산재환자

요양중인

산재환자

산재장해인으로 

판정일부터 3년

이내, 요양기간이 

2년 이상 통원환

자

팔, 다리 등 기능

장해 및 척추, 신

경장해 대상자

운영

방식

기초상담: 일선지

사 심리상담 담

당자

집중상담: 전문기

관 위탁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

4회기 또는 6-8

회기 프로그램 

운영. 10명 이내 

참가

전문기관위탁

1~3개월 내 운영

6명 이내 

재활스포츠 기관 

위탁

3개월+ 1개월

주요

내용

불안검사, 우울검

사, 자아개념 검

사, 대인관계 척

도 검사 등을 통

해 향후 사회심

리재활 서비스 

개입 계획 수립

정서안정감성프

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

램,

재활의욕향상 프

로그램,

의사소통훈련

직업복귀계획 세

우기, 

직무능력탐색

심리기능향상

사회기능향상

직업기능향상

을 위한 위탁기

관 자체프로그램 

편성

수영, 헬스, 아쿠

아로빅, 수중재

활, 척추재활, 재

활운동

이용자

(2016년)
4,978명 2,442명 338명 1,866명

<표 1> 산재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출처: 2016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근로복지공단 재활실무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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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는 Rosenberg(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자영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총 10개의 문항 중 8번 째 문항 “나는 내 자

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 다른 문항과 달리 매우 낮은 

상관을 보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패널 데이터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 김선미, 김은하(2015)에 따르면 9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83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구성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8번 문항을 제외한 9개의 문항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

의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3번, 5번, 9번, 10번은 부정문항으로 역코딩 

후 9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도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은 제4

장 분석결과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패널 데이터에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관계(친구, 이웃, 친척, 종교모임, 

친목목임, 동호회)의 접촉 빈도를 조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척도

의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매우 낮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 Jacobs(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995)이 번역한 자료이다. 홍혜영(1995)은 Sherer 등

(1982)이 원척도에서 얻은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2개의 요인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의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4개로 

확인되어 본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반면, 국내의 

자기효능감 연구는 차정은(1997)이 Sherer 등(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에 

‘과제난이도 선호’를 추가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제작하

였으며, 이 척도는 교육 및 임상 분야의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수한 환경 내에서는 차정은(1997)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도 개인의 수행수준을 잘 예측하지 못하였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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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맥락 내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맥락-특수적인 

자기효능감(context-specific self-efficacy) 척도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 

  사회적지지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도구도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박지

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지

지 척도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로 유형화되

어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에 포함된 사회적지지 

척도는 사회적 관계의 빈도를 측정하는 정도로 그쳐 본 연구에서는 사용

하지 않았다.    

   

4. 통제변수: 성별, 연령, 교육, 소득, 장해, 요양기간, 직종, 

직위, 근속기간, 사업장 규모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장애인의 생태학적 직업행동모델에 따라 개인

자신의 직접적인 특징만을 나타내는 개인적 요인, 후천적으로 형성된 개

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적 요인, 재해사업장 사업종류, 물리적 특성

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별, 신체적․정신적 능력

과 손상 등이다(Szymanski & Hershenson, 1998: 이승욱, 2007 재인용).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다.  

  성별은 여성(기준범주)과 남성으로 한 더미변수이다. 연령은 범주형 변

수로 사용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

다. 소득수준은 균등화개인소득을 사용하였다. 균등화개인소득은 가구자

산 자료를 OECD 제곱근지수 방법(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눔)을 적용한 후 정규분포 가정을 위해 자연로그(log)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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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특성으로, 특히 산업재해 후 

형성된 특징이다. 주요 변수는 장해등급과 요양기간이다. 장해등급은 1

급~14급과 무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1급이 중증장해이며, 14급이 가장 

경증장해이다. 따라서 등급별로 역코딩하여 서열척도 형태로 사용했다. 

요양기간은 6개 구간으로 범주화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3)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재해당시 사업장의 일자리의 산업적, 물리적 특성 및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다. 특히 노동시장 분절적 관점에 따라 원직장 직

종을 독립된 1차 직업부문(independent primary jobs segment)과 하위 1

차 직업부문(subordinate primary jobs segment), 2차 직업부문(secondary 

jobs segment)으로 범주화 하였다(김지원, 2014). 재해당시 직종의 경우 2

차 직업부문인 서비스․판매직․단순노무직을 기준범주로 하여, 1차 직업부

문(관리자․전문가․사무직)과 하위 1차 직업부문(농어업․기능원․장치조작원)

을 각각 더미변수 형태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재해당시 근속기간과 재해

사업장 규모는 7개 범주로 유형화하여 서열변수로 사용하였다. 

  자세한 변수의 구분과 구성은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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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의 구성

종속변수

원직장복귀

재취업,자영업,무급가족종사,

실직, 비경제활동 = 0

원직장복귀 = 1

직업복귀

실직, 비경제활동= 0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 1

고용유지기간
1개월 이상 임금근로

기간 합산 

독립변수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미이용= 0

이용= 1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4점 척도)

9개 문항 평균

통제변수 개인적 요인

성별
여= 0

남= 1

연령

20대 이하 = 1

30대 = 2

40대 = 3

50대 = 4

60대 이상 = 5

교육수준

중졸 이하 = 1

고졸 = 2

대졸 이상 = 3

소득수준 ln(가구원 수

가구 소득
)

<표 2>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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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요인

장해등급
무장해= 0

1급 ~ 14급 역코딩

요양기간

3개월 이하 = 1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 2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 3

9개월 초과~1년 이하 = 4

1년 초과~2년 이하 = 5

2년 초과 = 6

환경적 요인

재해당시

직종

서비스직․판매직․단순노무직=기준

농어업․기능원․장치조작 =더미

관리자․전문가․사무직 = 더미

재해당시

종사상 지위

임시직, 일용직 = 0

상용직, 자영업․고용주 = 1

재해당시 

근속기간

1개월 미만 = 1

1개월 ~ 6개월 미만 = 2

6개월 ~ 1년 미만 = 3

1년 ~ 3년 미만 = 4

3년 ~ 5년 미만 = 5

5년 ~ 10년 미만 = 6

10년 이상 = 7

재해사업장 

규모

5인 미만 = 1

5 ~ 9인 = 2

10 ~ 29인 = 3

30 ~ 99인 = 4

100 ~ 299인 = 5

300 ~ 999인 = 6

1000인 이상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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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 중 선택편의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매

칭을 실시했다. 처리집단(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과 통제집단(사회

심리재활 프로그램 미이용)간 처치변수(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이 가능한 균형 있게 구성되기 위해 독립변수(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를 예측확률로 나타내서 성향점수를 구한 뒤 비슷한 값을 

갖는 표본들을 대응시켜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2 버전에서 사용가능

한 퍼지 함수를 이용, 1:1매칭을 실시하며, 일치허용오차는 .000518)이다. 

매칭 후 교차분석 및 �-test를 통하여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균등성을 

확인하였다.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회귀분석은 처치변수(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야 하는 또 다른 내생성 문제라

는 한계가 있지만(강창희 등, 2013), 매칭을 통한 회귀분석은 선택편의 

감소와 더불어 검정 통계량과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분명한 장점

이 있다(김소연, 백종일, 2016).    

  매개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한다. 매칭 전후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과 주요변수의 기

술통계를 실시한 후 주요변수의 교차분석과 �-test 분석을 한다. 주요 변

수 간 다중공선성 점검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다.  

  요인별 영향력 검증을 위해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매개효과는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선행변수 X가 매개변수 M을 경유

하여 최종 결과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X→Y)와 간접효과(X→

M, M→Y)로 구분하여 매개모형으로 분석한다. 매개효과의 계수 검정은 

18) 보통 일치허용오차는 .01~.00001이 사용되고 있다. 허용오차는 매칭 대상을

제한하는 오차범위로서 허용오차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매칭되는 표본수가 많

이 상실되기 때문에 표본 수와 효율성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한다(김소연, 백종

일. 2016).



- 38 -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2와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한다.  

  오랫동안 매개분석에 많이 사용된 Baron과 Kenny(1986)의 인과단계방

법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1단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2단계), 매개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3단계) 단계별로 유의성

을 검증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점점 폐기

(abandon)되고 있다(Hayes, 2015). 이일현(2014)은 Baron과 Kenny 방법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검정력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Hayes(2015, pp.145-151)

는 Baron과 Kenny의 인과단계방법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

다. 첫째, 간접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추론검정도 실시하지 않는다. 둘째, 3단계의 가설검정이 거듭됨으

로써 매개효과의 검정력이 떨어짐이 입증되고 있다. 셋째, X가 Y에 영향

을 미치는 총효과가 간접효과의 증거를 탐색함에 있어 더 이상 필수조건

(prerequisite)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일치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인과단계방법과 함께 계수의 검정방법으로 Sobel test가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 왔으나 최근 많이 사용되는 검정법은 부트스트랩이다. Preacher

와 Hayes(2008)는 매개변수가 포함된 매개모형에서는 특정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19) 검정방법을 제안하였다. Sobel test는 정규분포를 전제 

하고 있으나 매개효과의 간접효과는 X→M(a), M→Y(b) 두 효과의 곱이

므로 정규분포를 이루기가 힘들다(박선미, 박병기, 2014). 반면, 부트스트

래핑은 정규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개변수들 간의 효과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은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검정방법을 이용한다. 부트스트

19)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표본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통계적 모의

실험 절차를 거쳐 대규모의 가상 표본을 만들어 검정하므로 Sobel 검증방법에

비해 검증력이 높다(Preacher & Hayes, 2008). 반면, Sobel 테스트는 정규분포

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검정한다   . 여기서
a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의 계수, b는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의 계수, Sa는 a

의 표준오차, Sb는 b의 표준오차이다(박선미, 박병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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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복원추출 횟수는 통상 5,000 ~ 10,000회 사이이며, 본 연구에서는 

Hayes(2015)가 제안한 10,000회를 사용한다. 부트스트랩 검정에서 매개효

과의 유의성은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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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1~4차 패널조사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 1,588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매칭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 매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지변수

인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확률에 대한 예측변수를 선정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통제변수를 투입20)하였으나, 모

형의 기여도가 낮아‘재활서비스 욕구’변수를 추가하였다. 재활서비스 

욕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는 심리재활 프로그램과 관

련이 있는‘심리 및 가족 상담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정도만을 사용하였

다. 본 문항은 매우필요 1점에서 전혀 불필요 4점으로 조사되어 역코딩

하여 연속변수 형태로 성향점수 매칭에 투입하였다. 

  성향점수 매칭에 최종적으로 사용한 추정방정식은 <표 3-1>과 같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확률이 높았고, 요양기간

이 길수록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확률(Exp(B)=1.534)이 높게 나타났

다. 임시직․일용직 보다는 상용직과 자영업․고용주가 사회심리재활 프로

그램 이용확률(Exp(B)=1.387)이 높았다. 심리 및 가족 상담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실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확률(Exp(B)=1.180)이 

높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Hosmer 및 Lemshow 검정21)결과, 유의

수준 .299로 p< .05하에서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20) 재해당시 직종 변수는 매개분석의 경우 더미변수 형태로 투입하였으나, 성

향점수 매칭에서는 서열변수(0, 1, 2)형태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21) Hosmer 및 Lemshow 검정은 귀무가설이 ‘모형이 적합하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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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함수: Logistic Regression(사회심리프로그램 이용=1, 미이용=0)

� 추정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Exp(B)

성별(여=0, 남=1) -.418* .166 .012 .658

연령 -.087 .069 .204 .917

교육수준 .067 .107 .529 1.070

소득수준 .053 .070 .452 1.054

장해등급 -.010 .027 .712 .990

요양기간 .428*** .057 .000 1.534

재해당시 직종 -.051 .113 .654 .951

재해당시 직위 .327* .151 .030 1.387

재해당시 근속기간 -.039 .038 .317 .962

재해당시 사업장 규모 .030 .038 .435 1.030

심리재활 욕구 정도 .166* .072 .022 1.180

상수 -2.592 .693 .000 .075

관측 수

Cox-Snell(ℛ2) / Nagelkerke(ℛ2)

Log Likelihood

1588

.061 / .092

1646.906

Hosmer 및 Lemshow 검정 ℛ2 = 9.536, 유의수준 .299

<표 3-1> Propensity Score의 추정방정식

� = 사회심리프로그램 이용 확률

�(�) = ln�

�
= �0 + �1�1 + �2�2 + … + �

n=1588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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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전(n=1,588) 매칭 후(n=558)

제 2 절 성향점수 매칭 전후 집단 비교  

  성향점수 매칭 결과,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자 279명,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 미이용자 279명, 총 558명이 매칭되었다. <그림 5>은 성

향점수 매칭 전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확률 히스토그램이다. 매

칭 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확률 분포는 상이하였으나, <그림 5>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예측확률

이 유사하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칭 전후 프로그램 이용 집단과 미이용 집단의 유사성 확인을 위해 

교차분석과 �-test를 수행하였다. 매칭 전 재해자의 연령, 장해등급, 요양

기간, 재해당시 직위, 재해사업장 규모와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검정결과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 집단과 미이용 집단 간 분석결과 

재해당시 직종, 재해사업장 규모를 제외하고는 양 집단 간 유사성을 확

인할 수 있다. 재해사업장 규모의 경유 매칭 전과 비교하여 카이제곱 통

계량이 21.219에서 16.493으로 줄었으며, 재해당시 직종은 매칭 후 유의

미한 관계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검정결과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그림 5> 사회심리재활 예측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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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변수 구성

사회심리

재활 미이용

(n=1,208)

사회심리

재활 이용

(n=380)

통계치

개인적

요인

성별

여(n=268) 193(16%) 75(19.7%)

�2=2.913 
남(n=1,320) 1,015(84%) 305(80.3%)

연령

20대 이하(n=45) 34(2.8%) 11(2.9%)

�2=14.599**

30대(n=165) 130(10.8%) 35(9.2%)

40대(n=354) 260(21.5%) 94(24.7%)

50대(n=546) 394(32.6%) 152(40.0%)

60대 이상(n=478) 390(32.3%) 88(23.2%)

교육수준

중졸 이하(n=637) 495(41.0%) 142(37.4%)

�2=2.533고졸(n=702) 532(44.0%) 170(44.7%)

대졸 이상(n=249) 181(15.0%) 68(17.9%)

균등화개

인소득(로

그)

연속변수( =7.513) 7.5078 7.5307 t=-.427

상황적

요인

장해등급

(0~14)
연속변수( =2.941) 2.7732 3.4737 t=-4.558***

요양기간

~3개월(n=247) 232(19.2%) 15(3.9%)

�2=91.171***

3~6개월(n=667) 532(44.0%) 135(35.5%)

6~9개월(n=376) 256(21.2%) 120(31.6%)

9개월~1년(n=131) 88(7.3%) 43(11.3%)

1~2년(n=125) 75(6.2%) 50(13.2%)

2년~(n=42) 25(2.1%) 17(4.5%)

                    <표 3-2> 매칭 전 집단 비교             n=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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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변수 구성

사회심리

재활 미이용

(n=1,208)

사회심리

재활 이용

(n=380)

통계치

환경적

요인 

재해당시

직종

서비스,판매 

,단순노무(n=452)
351(29.1%) 101(26.6%)

�2=5.139
농어업,기능원,

장치조작(n=985)
733(60.7%) 252(66.3%)

27(7.1%)124(10.3%)
관리,전문직,사무직

(n=151)

재해당시

직위

임시,일용직(n=692) 543(45.0%) 149(39.2%)

�2=3.873*상용,자영업,고용주

(n=896)
665(55.0%) 231(60.8%)

재해당시

근속기간

~1개월(n=496) 386(32.0%) 110(28.9%)

�2=5.392

1~6개월(n=353) 260(21.5%) 93(24.5%)

6~1년(n=174) 132(10.9%) 42(11.1%)

1~3년(n=211) 164(13.6%) 47(12.4%)

3~5년(n=99) 72(6.0%) 27(7.1%)

5~10년(n=127) 102(8.4%) 25(6.6%)

10년~(n=128) 92(7.6%) 36(9.5%)

재해사업

장

규모

~5인(n=244) 204(16.9%) 40(10.5%)

�2=

21.219**

5~9인(n=280) 216(17.9%) 64(16.8%)

10~29인(n=390) 289(23.9%) 101(26.6%)

30~99인(n=324) 231(19.1%) 93(24.5%)

100~299인(n=143) 120(9.9%) 23(6.1%)

300~999인(n=86) 58(4.8%) 28(7.4%)

1000인~(n=121) 90(7.5) 31(8.2%)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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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변수 구성

사회심리

재활 미이용

(n=279)

사회심리

재활 이용

(n=279)

통계치

개인적

요인

성별

여(n=109) 60(21.5%) 49(17.6%)

�2=1.380 
남(n=449) 219(78.5%) 230(82.4%)

연령

20대 이하(n=13) 8(2.9%) 5(1.8%)

�2=4.713

30대(n=47) 24(8.6%) 23(8.2%)

40대(n=125) 60(21.5%) 65(23.3%)

50대(n=216) 99(35.5%) 117(41.9%)

60대 이상(n=157) 88(31.5%) 69(24.7%)

교육수준

중졸 이하(n=233) 120(43.0%) 113(40.5%)

�2=.417고졸(n=237) 115(41.2%) 122(43.7%)

대졸 이상(n=88) 44(15.8%) 44(15.8%)

균등화개

인소득(로

그)

연속변수( =7.503) 7.489 7.517 t=-.367

상황적

요인

장해등급

(0~14)
연속변수( =3.099) 3.050 3.147 t=-.473

요양기간

~3개월(n=41) 28(10.0%) 13(4.7%)

�2=7.439

3~6개월(n=244) 118(42.3%) 126(45.2%)

6~9개월(n=182) 87(31.2%) 95(34.1%)

9개월~1년(n=53) 26(9.3%) 27(9.7%)

1~2년(n=31) 15(5.4%) 16(5.7%)

2년~(n=7) 5(1.8%) 2(0.7%)

                   <표 3-3> 매칭 후 집단 비교             n=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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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변수 구성

사회심리

재활 미이용

(n=279)

사회심리

재활 이용

(n=279)

통계치

환경적

요인 

재해당시

직종

서비스,판매 

,단순노무(n=157)
81(29.0%) 76(27.2%)

�2=6.636*농어업,기능원,

장치조작(n=344)
161(57.7%) 183(65.6%)

20(7.2%)37(13.3%)
관리,전문직,사무직

(n=57)

재해당시

직위

임시,일용직(n=235) 121(43.4%) 114(40.9%)

�2=.360
상용,자영업,고용주

(n=323)
158(56.6%) 165(59.1%)

재해당시

근속기간

~1개월(n=176) 91(32.6%) 85(30.5%)

�2=7.376

1~6개월(n=116) 56(20.1%) 60(21.5%)

6~1년(n=61) 26(9.3%) 35(12.5%)

1~3년(n=87) 53(19.0%) 34(12.2%)

3~5년(n=36) 17(6.1%) 19(6.8%)

5~10년(n=32) 13(4.7%) 19(6.8%)

10년~(n=50) 23(8.2%) 27(9.7%)

재해사업장

규모

~5인(n=68) 35(12.5%) 33(11.8%)

�2=

16.493*

5~9인(n=96) 49(17.6%) 47(16.8%)

10~29인(n=143) 58(20.8%) 85(30.5%)

30~99인(n=123) 63(22.6%) 60(21.5%)

100~299인(n=49) 36(12.9%) 13(4.7%)

300~999인(n=40) 18(6.5%) 22(7.9%)

1000인~(n=39) 20(7.2%) 19(6.8%)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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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향점수 매칭 전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83.1% 높았으며, 매칭 후 

역시 남성의 비율이 80.5%로 높았다. 매칭 전 50대 이상이 64.5%를 차지

하였고, 매칭 후 역시 50대 이상이 66.8%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의 경

우 매칭 전후 모두 고졸 이하가 84.3%를 차지하였다. 균등화개인소득(로

그)의 평균은 매칭 전 7.513, 매칭 후 7.50322)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장해

등급은 역코딩한 값의 평균으로 높을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

하며, 매칭 전 2.941, 매칭 후 3.099이다. 

요양기간은 매칭 전후 모두 3~6개월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42.0%와 43.7%를 차지하였다. 재해당시 직종은 매칭 전후 모두 농어업, 

기능원, 장치조작원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62.0%와 61.6%를 차지하였다. 

재해당시 직위는 매칭 전후 모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재해당시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매칭 전 6개월 미만이 53.4%, 매칭 후 6개월 미만

이 5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해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매칭 전 57.6%, 매칭 후 

55.0%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50대 이상, 고졸

이하, 요양기간은 3~6개월, 재해당시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 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의 규모는 30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3-4>와 같다.   

22) 로그 함수 전 균등화개인소득은 매칭 전 2,229만원 매칭 후 2,19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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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매칭 전(n=1,588) 매칭 후(n=558)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268 16.9 109 19.5

남성 1,320 83.1 449 80.5

연령

20대 이하 45 2.8 13 2.3

30대 165 10.4 47 8.4

40대 354 22.3 125 22.4

50대 546 34.4 216 38.7

60대 이상 478 30.1 157 28.1

교육수준

중졸 이하 637 40.1 233 41.8

고졸 702 44.2 237 42.5

대졸 이상 249 15.7 88 15.8

균등화개인소득(로그) 평균=7.513 평균=7.503

장해등급 (0~14) 평균=2.941 평균=3.099

요양기간

~3개월 247 15.6 41 7.3

3~6개월 667 42.0 244 43.7

6~9개월 376 23.7 182 32.6

9개월~1년 131 8.2 53 9.5

1~2년 125 7.9 31 5.6

2년~ 42 2.6 7 1.3

<표 3-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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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매칭 전(n=1,588) 매칭 후(n=558)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재해당시

직종

서비스,판매 

,단순노무
452 28.5 157 28.1

농어업,

기능원,

장치조작

985 62.0 344 61.6

관리,전문직

,사무직
151 9.5 57 10.2

재해당시

직위

임시,일용직 692 43.6 235 42.1

상용,자영업

,고용주
896 56.4 323 57.9

재해당시

근속기간

~1개월 496 31.2 176 31.5

1~6개월 353 22.2 116 20.8

6~1년 174 11.0 61 10.9

1~3년 211 13.3 87 15.6

3~5년 99 6.2 36 6.5

5~10년 127 8.0 32 5.7

10년~ 128 8.1 50 9.0

재해사업장

규모

~5인 244 15.4 68 12.2

5~9인 280 17.6 96 17.2

10~29인 390 24.6 143 25.6

30~99인 324 20.4 123 22.0

100~299인 143 9.0 49 8.8

300~999인 86 5.4 40 7.2

1000인~ 121 7.6 3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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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주요 기술통계는 <표 3-5>와 같다. 매

칭 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자는 23.9%였으나 1:1 매칭 결과 프로

그램 미이용, 이용 각각 279명씩 배정되었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매칭 전 평균 3.046, 매칭 후 평균 3.016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종속변수

인 원직장복귀자는 매칭 전 443명으로 전체 1,588명의 27.9% 수준이며, 

매칭 후 원직장복귀자는 149명으로 558명의 26.7%로 확인되었다. 직업복

귀자는 매칭 전 1,296명, 81.6%, 매칭 후 453명, 81.2%이다. 고용유지기간

은 매칭 전 평균 33.34월, 매칭 후 평균 32.90월로 비슷한 수준이다. 연

속변수인 자아존중감과 고용유지기간의 경우 왜도와 첨도가  ±2 이하로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 중 원직장복귀와 직업복귀는 6개 범주로 세분화된 자료를 종

속변수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정의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

다. 

4차 조사년도 기준으로 직업복귀를 6개 범주로 나눌 경우, 매칭 전 원

직장복귀(산재발생 사업장) 443명(27.9%), 재취업(산재가 발생한 원직장이 

아닌 타 사업장으로 복귀한 경우) 754명(47.5%), 자영업 87명(5.5%), 무급

가족종사자 12명(0.8%), 실직자 32명(2.0%), 비경제활동 260명(16.4%)이다. 

매칭 후 원직장복귀 149명(26.7%), 재취업 270명(48.4%), 자영업 28명

(5.0%), 무급가족종사자 6명(1.1%), 실직자 12명(2.2%), 비경제활동 93명

(16.7%)이다. 6개 범주로 세분화된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 3-6>에 제시하였다. 



- 51 -

변수명
매칭 전(n=1588) 매칭 후(n=558)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미이용 1208 76.1 279 50.0

이용 380 23.9 279 50.0

원직장복귀
미복귀 1145 72.1 409 73.3

복귀 443 27.9 149 26.7

직업복귀
미복귀 292 18.4 105 18.8

복귀 1296 81.6 453 81.2

자아존중감

평균 3.046 3.016

표준편차 .484 .471

왜도 -.481 -.448

첨도 .037 -.013

고용유지기간

평균 33.34 32.90

표준편차 18.216 18.257

왜도 -.716 -.691

첨도 -.792 -.820

구분
매칭 전(n=1588) 매칭 후(n=558)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원직장복귀 443 27.9 149 26.7

재취업 754 47.5 270 48.4

자영업주 87 5.5 28 5.0

무급가족종사자 12 0.8 6 1.1

실직자 32 2.0 12 2.2

비경제활동 260 16.4 93 16.7

합계 1588 100 558 100

<표 3-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 3-6> 직업복귀 세분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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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

1.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SE: Rosenberg’s Self-Esteem Scale)

는 개인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그동안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다양한 문화에서 비

교적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23)를 보이고 있음이 입증 되어 왔다(이자

영 등, 2009).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와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의 쟁점

은 측정요인이 과연 단일차원으로 묶일 수 있는가와 문항 간 신뢰도이

다. 특히 자아존중감 척도를 가지고 개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할 

때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문항을 역코딩하여 긍정문항과 합산하여 사용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 척도의 측정요인 분석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리(2005)는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을 한 차원 

척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김아영과 김세영(2003)은 

심리측정 학자들이 심리척도를 제작할 때 응답자들의 반응편파성

(response set bias)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혼합

해서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요인이 구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자영 등(2009)은 서울, 경기 지역의 초, 중, 고, 대학생 총 

3,498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1개의 단일 요인

23) 측정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측정의 신뢰성이란 동일한 대상(현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비교가능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측정할 경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어떤 측정도구가 타당하다면 그 측

정도구는 신뢰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측정도구가 신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도구가 반드시 타당한 도구라고는 할 수 없다(남궁근, 2017, pp.47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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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특히 문항 8번 “나는 내

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의 경우 요인 및 신뢰도 

분석에서 다른 문항과 달리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8번 문항의 수정24) 및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Rosenberg(1979: 이자영, 2009a재인용)는 자

아존중감 척도가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일한 성격차원을 측정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구성적 타당성 검정을 위

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방법

은 직각회전방법 중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KMO 값이 .842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좋은 것

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근사카이제곱값은 4863.759이

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의 고유값은 요인1이 3.905, 요인2가 1.444로 

Rosenberg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2개의 요인(긍정부문, 부정부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자영(2009a)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요인1에 비해 

요인2의 고유값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부정적 문항 오류를 고

려했을 때 추출 가능한 요인의 수는 1개의 단일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회전된 성분행렬은 <표 4>와 같이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2요인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확인되며, 문항 8번은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

에서도 요인적재 값이 요인1에서 -.519, 요인2에서 .288로 특정요인에 포

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이자영 등(2009b)은 8번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저하는 번역상의 오류라

고 보고 있다. “나는 나를 더 존중하지 못해 안타깝다.”로 수정한 경우 타당성

과 신뢰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8번 문항의 원문은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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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자아존중감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
구성요소

1(긍정) 2(부정)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10 .199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59 .218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23 .18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46 .310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639 .315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519 .288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47 .80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09 .734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83 .684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295 .500

고유 값(Eigen value) 3.040 2.309

분산(%) 39.399 23.093

누적(%) 53.491

추출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멕스

a. 3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

  

  본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0개 문항의 표준화된 Cronbach’s 알파는 .777이고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수준 p<.05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문항 8번을 제거할 

경우 Cronbach’s 알파는 .829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문항 

8번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타 문항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8번 문

항을 제외한 경우 분석에 사용될 만큼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 55 -

설문문항
(*는 역점수 문항)

항목 삭제 시 

Cronbach의 

알파

문항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5

문항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53

문항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747

문항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745

문항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761

문항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46

문항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741

문항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829

문항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750

문항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69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항 8번을 제외한 총 9개의 문항을 합산 

후 평균값을 연속변수 형태로 사용하였다. 

    

<표 4-2>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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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력 검정  

  제 5 절에서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미이용 집단과 이용 집단 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고용

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매개모형의 직접효과(매개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매개모형의 

c′)와 간접효과(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곱: 매개모형의 

a×b)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랩 검정을 실시하였다. 

  강창희 등(2013)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시는 성향점수 

매칭 전후를 비교하는 형태로 제시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기여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성향점수 매칭의 현황을 함께 제시하였다. 

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과 주요변수의 연관성 분석

  성향점수 매칭 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미이용 집단과 이용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고용유지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심리재활 프로그램 미이용 집단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은 34.07월, 사회심

리재활 프로그램 이용 집단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은 31.03월로 유의수준 

1%에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미이용 집단의 직장유지기간이 길게 나

타났다. 

  성향점수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미이용 집단과 이용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서 확인되었다.  

미이용 집단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9717점, 이용 집단의 평균은 

3.0605점으로 유의수준 1%에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한 집단에

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성향점수 매칭 전후 모두 사회심리재활



- 57 -

프로그램 이용과 원직장복귀, 직업복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분석결과는 <표 5-1>에 제시하였다. 

<표 5-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주요변수 간 연관성      

구분 변수

매칭 전(n=1588) 매칭 후(n=558)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미이용

(n=1,208)

이용

(n=380)
통계치

미이용

(n=279)

이용

(n=279)
통계치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3.0501 3.0322 t=.631 2.9717 3.0605 t=-2.234**

종속

변수

원직장미복귀 858(71.0) 287(75.5)

�2=2.910

200(71.7) 209(74.9)

�2=.742

원직장복귀 350(29.0) 93(24.5) 79(28.3) 70(25.1)

직업미복귀 221(18.3) 71(18.7)

�2=.029

56(20.1) 49(17.6)

�2=.575

직업복귀 987(81.7) 309(81.3) 223(79.9) 230(82.4)

고용

유지기간
34.07 31.03 t=2.843** 33.48 32.33 t=.744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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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확인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ceteris 

paribus)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

생한다(고길곤, 2017). 본 연구는 독립변수 ��에 대해 다른 독립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회귀모형에 적합시켰을 때 가지는 허용도(tolerance, 

TOL)25)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26)를 이용하여 검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TOL 0.1이하, VIF 10 이상일 경우 심각한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길곤, 2017). 매칭 전후 모두 TOL, 

VIF 통계량 모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선성 진

단 통계량은 <표 5-2>와 같다.  

      

<표 5-2> 독립변수 간의 공선성 진단 

변수
매칭 전 매칭 후

TOL VIF TOL VIF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937 1.067 .978 1.022

자아존중감 .828 1.208 .827 1.210

성별 .891 1.123 .861 1.161

연령 .672 1.489 .658 1.519

교육수준 .645 1.550 .657 1.523

소득수준 .918 1.090 .890 1.123

장해등급 .688 1.454 .782 1.278

요양기간 .661 1.512 .709 1.411

재해당시직종 .833 1.201 .821 1.218

종사상지위 .659 1.519 .635 1.574

근속기간 .644 1.553 .623 1.604

사업장규모 .854 1.171 .842 1.187

25) 허용도(TOL)는 독립변수 ��에 대한 다른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R2�라고

할 때, TOL=1-R2� 이다(고길곤, 2017).

26) V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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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  

1) 모델Ⅰ.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성향점수 매칭 전 독립변수인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매개변수

인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과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024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β=.024, �=.381). 개

인적 요인 중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상황적 요인인 장해

등급, 요양기간 모두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장해등급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

타났다. 환경적 요인인 직종은 농어업․기능원․장치조작원인 경우 β=.069, 

관리자․전문가․사무직인 경우 β=.127로 기준인 서비스․판매직․단순노무직

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간은 길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았다. 

  원직장복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β=.636, p value=.000) 원직장복귀 확률이 1.889배

(EXP(B)=1.889)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 중 여성보다 남성이 원직장복

귀 가능성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복귀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 상황적 요인 중 요양기간은 요양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 확률

(EXP(B)=.713)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재해당시 직위의 경우 임시직․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자영업․고용주의 원직장복귀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

간은 길수록 원직복귀 확률이 1.508배(Exp(B)=1.508) 높게 나타났다. 

  성향점수 매칭 후 558명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매

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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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

(β=.087, p value=.020)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

향점수 매칭 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검

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개인적 요인 

중 소득수준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β=.088, p value=.000)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 요인 중 장해등급과 요양기간은 자아존중

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등급이 낮을수록(β

=-.026, p value=.003), 요양기간이 짧을수록(β=-.060, p value=.005)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요인 중 농어업․기능원․장치조작

원은 기준인 서비스․판매직․단순노무직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

타났다. 재해당시 지위, 근속기간, 소속 사업장의 규모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종속변수인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

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원

직장복귀 확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이 한 단계 상승할수록 원직장 복귀확률이 1.744배 높게(Exp(B)=1.744)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 중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원직장복귀 확률이 

2.23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Exp(B)=2.235). 상황적 요인 중 요양기간

은 원직장복귀 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 중 농어업․기능원․장치조작원은 기준인 서비스․판매직․단순노무직과 

비교하여 원직장복귀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용직․자영업․고용

주 역시 임시직․일용직에 비해 원직장복귀 확률이 높게 확인되었다. 재해

당시 소속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 확률이 1.607배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 Ⅰ에 대한 성향점수 매칭 전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매칭 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

감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아존중

감은 매칭 전후 모두 원직장복귀 확률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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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 소득수준, 장해등급, 요양기간은 매칭 전

후 모두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

수 중 성별을 제외하고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은 매칭 전후 그 영향

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요

양기간이 짧을수록, 임시일용직 보다는 상용직이, 재해당시 근속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칭 전후 모형적합도(model fit)27)를 살펴보았다. 김소연

과 백종일(2016)은 성향점수 매칭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매칭 전과 비

교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김소연과 백종일

(2016)의 검증 방법과 같이 –2Log Likelihood(-2LL)와 Hosmer-Lemeshow 검정

방법에 따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2LL은 추정된 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적합 시키는지를 보이는 척도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Hosmer-Lemeshow 검정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구한 �2값이 통상 낮

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시된 방법이다. 귀무가설은 “모형이 적합하다”이기 때문

에 P-value가 클수록 좋다. 

  매칭 전 –2LL값은 1417.554, 매칭 후 –2LL값은 468.038로 나타났고, –

2LL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므로 매칭 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

속변수인 원직장복귀 확률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ox & 

Snell, Nagelkerke �2은 매칭 전 .253과 .364, 매칭 후 .275, .401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osmer-Lemeshow 검정결과, 매칭 전후 모두 모형

이 적합성이 유의미하게 확인되나, P-value값은 매칭 전이 높게 나타났

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표 5-3>과 <표 5-4>에 제시하였다.  

        

27)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모형 적

합도 평가는 ① 분산분석의 F-통계량을 이용한 회귀모형의 유의미성 평가 ②

결정계수를 이용한 모형의 설명력의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길곤,

2017,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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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모델 Ⅰ.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성향점수 매칭 전)

모델 Ⅰ

매칭 전 (n = 1588)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원직장복귀 

β �
유의

수준
�

유의

수준

Exp

(B)

상수 2.542 20.792 .000 -9.683 .000 .000

독립

변수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024 .876 .381 -.225 .171 .799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636*** .000 1.889

통제

변수

성별(ref=여) -.022 -.663 .508 .389* .049 1.475

연령 -.042** -3.316 .001 .044 .550 1.045

교육수준 .049* 2.458 .014 .163 .166 1.177

소득수준 .092*** 7.345 .000 .598*** .000 1.818

장해등급 -.032*** -6.303 .000 .020 .536 1.020

요양기간 -.048*** -4.371 .000 -.338*** .000 .713

직종

(ref=단순노무)

직종:기능원 .069* 2.527 .012 .170 .320 1.185

직종:전문직 .127** 2.827 .005 .064 .799 1.066

지위

(ref=임시일용)
.026 .960 .337 .745*** .000 2.107

근속기간 .021** 3.011 .003 .410*** .000 1.508

재해사업장규모 -.005 -.706 .481 .075 .065 1.078

�2 / �*2 .172 / .166

ANOVA F=27.349***

-2LL 1417.554

Cox & Snell / 

Nagelkerke �2
.253 / .364

Hosmer&Lemeshow �2 = 2.529 / p value .960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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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모델 1: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성향점수 매칭 후) 

모델 Ⅰ

성향점수 매칭 후 (n = 558)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원직장복귀 

β �
유의

수준
�

유의

수준

Exp

(B)

상수 2.444 11.634 .000 -11.578 .000 .000

독립

변수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087* 2.335 .020 -.420 .080 .657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556* .048 1.744

통제

변수

성별(ref=여) .028 .548 .584 .020 .950 1.020

연령 -.036 -1.605 .109 .105 .457 1.110

교육수준 .044 1.357 .175 .223 .269 1.250

소득수준 .088*** 4.195 .000 .804** .002 2.235

장해등급 -.026** -3.036 .003 .061 .264 1.063

요양기간 -.060** -2.852 .005 -.332* .019 .717

직종

(ref=단순노무)

직종:기능원 .097* 2.152 .032 .597* .048 1.816

직종:전문직 .134 1.821 .069 .536 .218 1.710

지위

(ref=임시일용)
.057 1.225 .221 .798* .012 2.222

근속기간 .012 1.018 .309 .474*** .000 1.607

재해사업장규모 .002 .186 .853 .046 .534 1.047

�2 / �*2 .174 / .156

ANOVA F= 9.581***

-2LL 468.038

Cox & Snell / 

Nagelkerke �2
.275 / .401

Hosmer&Lemeshow �2 = 5.303 / p value .725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 64 -

2) 모델 Ⅱ.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모델 Ⅱ는 모델 Ⅰ에서 종속변수만 원직장복귀에서 직업복귀로 변경된 

모델이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델Ⅰ과 동일하다. 따라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

램과 자아존중감이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력과 모형의 적합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매칭 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직업복귀에 대한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직

업복귀 확률이 2.771배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장해등급은 낮을수록, 요양기간

은 짧을수록 직업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Ⅰ과 달리 

모델 Ⅱ는 매칭 전 상황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 직업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직업복귀 확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매칭 전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

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직업복귀 확률이 2.498배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

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장해등급이 

낮을수록 직업복귀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칭 전후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매칭 전 –2LL은 1208.663, 매

칭 후 –2LL은 406.073으로 매칭 후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x & Snell, Nagelkerke �2은 매칭 전 .176, .286에서 매칭 후 

.213, .343로 설명력이 높아졌다. Hosmer-Lemeshow 검정결과, 매칭 전  

P-value가 .000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매칭 후 

P-value가 .194로 모형의 적합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모형 Ⅱ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직업복귀 

확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별, 연령, 소득수준, 장해등급 

등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매칭 후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5-5>와 <표 5-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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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모델 2: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성향점수 매칭 전) 

모델 Ⅱ

매칭 전 (n = 1588)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직업복귀 

β �
유의

수준
�

유의

수준

Exp

(B)

상수 2.542 20.792 .000 -3.103 .001 .045

독립

변수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024 .876 .381 .225 .208 1.252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1.019*** .000 2.771

통제

변수

성별(ref=여) -.022 -.663 .508 .783*** .000 2.187

연령 -.042** -3.316 .001 -.456*** .000 .634

교육수준 .049* 2.458 .014 -.162 .224 .850

소득수준 .092*** 7.345 .000 .547*** .000 1.727

장해등급 -.032*** -6.303 .000 -.116*** .000 .891

요양기간 -.048*** -4.371 .000 -.266*** .000 .766

직종

(ref=단순노무)

직종:기능원 .069* 2.527 .012 .122 .488 1.130

직종:전문직 .127** 2.827 .005 -.290 .358 .748

지위

(ref=임시일용)
.026 .960 .337 .129 .466 1.137

근속기간 .021** 3.011 .003 .025 .600 1.025

재해사업장규모 -.005 -.706 .481 -.030 .521 .970

�2 / �*2 .172 / .166

ANOVA F=27.349***

-2LL 1208.663

Cox & Snell / 

Nagelkerke �2
.176 / .286

Hosmer&Lemeshow �2 = 34.044 / p value .000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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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모델 2: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성향점수 매칭 후) 

모델 Ⅱ

성향점수 매칭 후 (n = 558)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직업복귀 

β �
유의

수준
�

유의

수준

Exp

(B)

상수 2.444 11.634 .000 -2.961 .098 .052

독립

변수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087* 2.335 .020 -.014 .957 .986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915** .002 2.498

통제

변수

성별(ref=여) .028 .548 .584 .932** .004 2.541

연령 -.036 -1.605 .109 -.595** .001 .551

교육수준 .044 1.357 .175 -.185 .410 .831

소득수준 .088*** 4.195 .000 .656*** .000 1.926

장해등급 -.026** -3.036 .003 -.141* .011 .868

요양기간 -.060** -2.852 .005 -.257 .066 .773

직종

(ref=단순노무)

직종:기능원 .097* 2.152 .032 .442 .141 1.556

직종:전문직 .134 1.821 .069 .013 .981 1.013

지위

(ref=임시일용)
.057 1.225 .221 .300 .343 1.350

근속기간 .012 1.018 .309 .052 .547 1.054

재해사업장규모 .002 .186 .853 -.120 .144 .887

�2 / �*2 .174 / .156

ANOVA F= 9.581***

-2LL 406.073

Cox & Snell / 

Nagelkerke �2
.213 / .343

Hosmer&Lemeshow �2 = 11.133 / p value .194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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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Ⅲ.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모델 Ⅲ 역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는 동일하므로 종속변수인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매칭 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

향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고용유지기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 중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났

다. 상황적 요인은 장해등급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고용유지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 중 재해당시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

용직이 고용유지기간이 길었으며, 재해당시 근속기간이 길수록 요양종결 

후 고용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

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매칭 전과 마찬가지로 고용

유지기간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요인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용유지기간이 길었으며, 상황적 요인은 소

득수준이 길수록, 장해등급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고용유지

기간이 길었다. 환경적 요인 중 농어업․기능원․장치조작원은 기준인 서비

스․판매직․단순노무직과 비교하여 고용유지기간이 길게 확인되었다. 재해

당시 근속기간이 길수록 요양 종결 후 고용유지기간도 길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수준, 장해등급, 요양기간은 매칭 전후의 영향력이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과 수정된 �2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매칭 전 .272 ~ 

.266, 매칭 후 .272 ~ .255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모형 Ⅲ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매칭 전후 모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

감은 고용유지기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통제변수 

중 성별, 소득수준, 장해등급 등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5-7>와 <표 5-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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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모델 3: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매칭 전) 

모델 Ⅲ

매칭 전 (n = 1588)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고용유지기간 

β �
유의

수준
� �

유의

수준

상수 2.542 20.792 .000 -16.568 -3.400 .001

독립

변수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024 .876 .381 -1.406 -1.479 .139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6.157*** 6.921 .000

통제

변수

성별(ref=여) -.022 -.663 .508 3.782** 3.276 .001

연령 -.042** -3.316 .001 -.821 -1.842 .066

교육수준 .049* 2.458 .014 1.466* 2.091 .037

소득수준 .092*** 7.345 .000 3.955*** 8.808 .000

장해등급 -.032*** -6.303 .000 -.929*** -5.168 .000

요양기간 -.048*** -4.371 .000 -2.074*** -5.288 .000

직종

(ref=단순노무)

직종:기능원 .069* 2.527 .012 1.766 1.823 .069

직종:전문직 .127** 2.827 .005 1.089 .683 .495

지위

(ref=임시일용)
.026 .960 .337 2.262* 2.323 .020

근속기간 .021** 3.011 .003 1.265*** 5.061 .000

재해사업장규모 -.005 -.706 .481 .307 1.239 .216

�2 / �*2 .172 / .166 .272 / .266

ANOVA F=27.349*** F=45.274***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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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모델 3: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매칭 후) 

모델 Ⅲ

성향점수 매칭 후 (n = 558)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고용유지기간 

β �
유의

수준
� �

유의

수준

상수 2.444 11.634 .000 -11.209 -1.312 .190

독립

변수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087* 2.335 .020 -2.116 -1.560 .119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3.781* 2.425 .016

통제

변수

성별(ref=여) .028 .548 .584 3.762* 2.006 .045

연령 -.036 -1.605 .109 -1.178 -1.446 .149

교육수준 .044 1.357 .175 1.958 1.662 .097

소득수준 .088*** 4.195 .000 4.247*** 5.501 .000

장해등급 -.026** -3.036 .003 -.837** -2.675 .008

요양기간 -.060** -2.852 .005 -2.317** -2.989 .003

직종

(ref=단순노무)

직종:기능원 .097* 2.152 .032 4.165* 2.522 .012

직종:전문직 .134 1.821 .069 1.629 .605 .545

지위

(ref=임시일용)
.057 1.225 .221 2.595 1.530 .127

근속기간 .012 1.018 .309 1.654*** 3.796 .000

재해사업장규모 .002 .186 .853 -.127 -.290 .772

�2 / �*2 .174 / .156 .272 / .255 

ANOVA F= 9.581*** F= 15.634***

* p value < .05  ** p value < .01  *** p 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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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매개분석은 원인변수 X가 결과변수 Y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이다. 본 연구는 Hayes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선행변수(antecedent variable) X가 매개변수

(mediator) M을 경유하여 최종 결과변수(consequent) Y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X가 M을 거치지 않고 Y로 연결되는 경로)와 간접효과(X가 M

에 영향을 미치고 M은 다시 Y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의 연속)로 구분하

여 분석했다(Hayes, 2015). 매개분석의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의 함

수 및 개념모형은 <그림 6-1>과 식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는 간접효과

의 가설검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1> 단순매개모형의 개념모형 

직접효과:  c′= [⎥(X=�, M=�)] - [⎥(X=�-1, M=�)]

간접효과: a×b

                 a = [⎥(X=�)] - [⎥(X=�-1)] 

                 b = [⎥(M=�, X=�)] - [⎥(M=�-1, X=�)]    

총효과28) = c′+ ab

28) M=�1 + �X + � (1), Y=�2 + �′X + �M + � (2) 이 있을 때, (1)를

(2)에 대입하여 풀어주면, Y=(� +�2) + (�� + �′)X + � 로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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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 Ⅰ. 자아존중감의 원직장복귀에 대한 매개효과 

  성향점수 매칭 전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경유하여 원직장복귀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용한 간접효과(�×�=.015)검정 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172 ~ .0547)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림 6-2>에서 알 수 있듯이 매칭 전 모델 Ⅰ의 매개경로

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지 못해서 단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통제했을 때 사회심리재활 프로

그램 이용이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225, �=.171).

  성향점수 매칭 후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회심

리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경유하여 원직장복귀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과 같이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 이용자는 미이용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았고(�=.087, 

�=.02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원직장복귀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556, �=.048). <표 5-10>과 같이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용

한 간접효과(�×�=.0481)검정 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006 ~ .1428)이 

0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동일할 경우,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420, �=.080). 

있다. 이는 Y=�3 + �X + � 로 해석할 수 있다(Hayes, 2015,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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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원직장복귀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전)  

        

<표 5-9> 원직장복귀에 대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매칭 전) 

모델 Ⅰ

매개효과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사회심리재활 → 자아

존중감 → 원직장복귀
.0150 .0179 -.0172 .0547

<그림 6-3> 원직장복귀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후)  

<표 5-10> 원직장복귀에 대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매칭 후) 

모델 Ⅰ

매개효과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사회심리재활 → 자아

존중감 → 원직장복귀
.0481 .0335 .0006 .1428



- 73 -

2) 모델 Ⅱ. 자아존중감의 직업복귀에 대한 매개효과 

  성향점수 매칭 전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경유하여 직업복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000개의 부

트스트랩 표본을 이용한 간접효과(�×�=.0240)검정 결과 부트스트랩 신

뢰구간(-.0304 ~ .0853)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6-4>에서 알 수 있듯이 매칭 전 모델 Ⅱ의 매개경로는 사회심리재

활 프로그램 이용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단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동일한 상황에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직업복귀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25, �=.208).

  성향점수 매칭 후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경유하여 직업복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5>과 같이 사회심리재활 프로

그램 이용자는 미이용자와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았고(�=.087, 

�=.020), 자아존중감이 향상될수록 직업복귀 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915, �=.002). <표 5-12>와 같이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

용한 간접효과(�×�=.0793)검정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093 ~ 

.1940)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동일한 경우,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직업복

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014,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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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직업복귀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전)

  

<표 5-11> 직업복귀에 대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매칭 전) 

모델 Ⅱ

매개효과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사회심리재활 → 자아

존중감 → 직업복귀
.0240 .0289 -.0304 .0853

<그림 6-5> 직업복귀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후)

<표 5-12> 직업복귀에 대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매칭 후) 

모델 Ⅱ

매개효과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사회심리재활 → 자아

존중감 → 직업복귀
.0793 .0479 .009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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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Ⅲ. 자아존중감의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매개효과 

  성향점수 매칭 전 표본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회심리재활 프로

그램 이용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경유하여 고용유지기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000개의 부

트스트랩 표본을 이용한 간접효과(�×�=.1451)검정 결과 부트스트랩 신

뢰구간(-.1818 ~ .4872)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그림 6-6>에서 알 수 있듯이 성향점수 매칭 전 모델 Ⅲ의 

매개경로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해 단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동일한 경우, 사

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고용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

았다(�′=.-1.406, �=.139).

  성향점수 매칭 후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고용유지기간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7>과 같이 사회심리재활 프로그

램 이용자는 미이용자와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았고(�=.087, 

�=.020), 자아존중감이 향상할수록 고용유지기간은 길게 나타났다

(�=3.781, �=.016). <표 5-14>와 같이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

용하여 간접효과(�×�=.3274)검정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364 ~ 

.8898)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동일한 경우,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고용유

지기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2.11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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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전)

<표 5-13>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매칭 전) 

모델 Ⅲ

매개효과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사회심리재활 → 자아

존중감 → 고용유지기간
.1451 .1687 -.1818 .4872

<그림 6-7>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매개분석(매칭 후)

<표 5-14>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매칭 후) 

모델 Ⅲ

매개효과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사회심리재활 → 자아

존중감 → 고용유지기간
.3274 .2059 .0364 .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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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한국의 산재보험은 1960년대 제정 후 1990년대 적용범위와 보장성 확

대를 거쳐 오늘날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

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

된 사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엄밀한 효

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정책수단과 목표 

사이에서 정책수단이 제대로 선택되었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주로 직업복귀 확률, 직업복귀의 질,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력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그 결과는 

일관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공단의 재활 프로그램은 의료재활, 직

업재활, 사회심리 재활로 구분되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고유한 일차적인 

정책목표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프로그램의 구분 없이, 즉 

고유한 일차적인 목적달성의 고려 없이 최종 목표만을 고려한 경향이 있

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이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 중심의 시장과 주

변부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두 개의 시장 간 이동이 분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업훈련(직업재활)에만 집중하는 정책 평가는 그 효과가 과소

평가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직업능력의 회복, 잔존 

장애의 최소화와 함께 심리적 안정과 향상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 그럼에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매개효과 검정을 통하여 사회

심리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산재보험패널 1~4차 연속 참여자 1,588명이다. 

정책 효과성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매개효과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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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에 기반한 경로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

다. 성향점수 매칭 전, 회귀계수는 .024로 양수로 도출되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성향점수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이용자는 미이용자와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이 .087만큼 높았으

며, 5%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후 분석결과에 따

라 연구가설 1.‘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즉, 사회심리재활 프로그

램 이용에 대한 선택편의 제거 전 효과성은 과소 추정되었던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으며, 선택편의를 어느 정도 통제한 후 도출된 효과성은 보다 

엄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

시한 선행 연구결과 역시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심리적 개선 효과를 검증한 김미란과 소희

영(2011), 임성견 등(201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모델 Ⅰ(원직장복귀)의 성향점수 매칭 전후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칭 전 자아존중감은 원직장복귀 확률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였으나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과 원직장복귀 확률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

램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원

직장복귀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원직장복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몰입, 취업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

선미, 김은하, 2015; 이정한, 2015; 이영민, 2016)와 사회심리재활 프로그

램이 원직장복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이승

욱, 박혜전, 2007; 신혜리, 김명일, 2014; 배화숙, 2016)와 일치한다. 성향

점수 매칭 후 분석결과, 연구가설 2-1.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원

직장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1.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원직장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3-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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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지 못했다. 

  모델 Ⅱ(직업복귀)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향점수 매칭 전 

자아존중감은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심리재활 프로

그램은 자아존중감과 직업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성향

점수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고, 높아

진 자아존중감은 직업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사회심리재

활 프로그램이 직업복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성향점수 

매칭 후 분석결과, 연구가설 2-2.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

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 ‘사회심리재활 프

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직업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3-2.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

자의 직업복귀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지 

못했다. 

  모델 Ⅲ(고용유지기간)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향점수 매칭 

전 자아존중감은 고용유지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심리재

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과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성향점수 매칭 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켰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고용유지기간을 증가시켰다. 반면,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이 고용유지기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성향점수 매칭 후 분석결과, 연구가설 2-3. ‘자아존중감은 산재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3.‘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3-3.‘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지 못했다. 

  통제변수 중 상용직은 성향점수 매칭 전후 모두 임시직, 일용직에 비

해 원직장복귀 확률이 높았으며, 재해당시 근속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

귀 확률이 높았다. 성향점수 매칭 후 재해당시 근속기간은 고용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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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재근로

자의 직업복귀는 원래 소속된 노동시장에 영향을 받는 다는 선행연구(박

수경, 2012; 이정화, 2017)와 일치한다. 통제변수 중 요양기간은 그 기간

이 길수록 매칭 전후 모두 원직장복귀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장해등급과 요양기간은 고용유지기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산재근로자의 상황적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주요한 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각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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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구문제 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자아존중감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2]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고용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2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3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고

용유지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

귀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2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3.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

기간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연구문제 4]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직업

복귀와 고용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4.1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원직장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4.2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직업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4.3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고용유지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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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논의 

         

  본 연구는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수단이 직업복귀라는 정

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그 경로를 탐색하고, 어느 부분에서 

단절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

귀하거나, 원직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오랫동안 고

용을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관건은 

과연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사회심리적인 요인

을 고양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본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직장복귀나 고용유지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장애인 정책은‘장애인 취업 달성’여부에 집중하는 직업재활 프

로그램과 함께 취업한 장애인의 근속, 이직, 직업생활 만족 등‘장애인 

직업적응’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직업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근로환경,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더불어 심리적 특성(자아존

중감,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특성(사회적지지, 장애인식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이준우 등, 2010).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중적으로 분

절된 특성을 고려한다면 산재근로자의 재활정책도 직업교육이나 직장보

조금과 함께 사회심리재활이 지금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환자가 아프지만 산재환자는 특히 더 아프다. 몸과 마음이 모

두 아프다. 사고에 대한 후회, 억울함 및 분노가 마음을 더 아프게 한

다.” (원종욱, 연세대 의과대,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 상권」p.201 )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2012~2014년) 평가에 따르면, 재활사업 세부사업 중 지속․역점 사업으로 

선정된 비율은 44.4%로 나타나(조성재 등, 2014)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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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심리검사로 확인된 신체화 증상, 불

안, 우울, 분노 등 다양한 증상을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프로그램

이 제공되고 있다. 산재근로자들 중 15.3%가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이나 정작 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을 이용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김미옥, 2014). 결국 무엇보다 우선되

어야 하는 것은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다. 역량 있는 심리상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산재근로자의 이용 

접근성을 위해 상담기관의 위탁 숫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단 산재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산재병원 4곳은 해당과의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정책 효과의 지연성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정책 효과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위험을 실증적

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정책 효과의 지연성을 고려하여 종

결 후 4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를 활용했으며,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 종속변수의 시간적 선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매개분

석 역시 정책의 영향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지연성을 고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분석을 통한 효과성 평가는 의료재

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성향점수 매칭법은 그 자체가 또 다른 내생성

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선택편의를 통제하

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실업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

의 법적 근거인 직업훈련 제휴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은 

프로그램의 사후 성과를 선택편의 없이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신청자들 중 무작위로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다(강창희 등, 2013; 

Heinrich, 2007). 이렇듯 명확한 정책평가를 위한 내생성의 제거는 필수

적이며, 본 연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84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산재보험패널 1~4차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1,588

명이다. 이 표본에서 다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최종적으로 558명을 주

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패널조사에서 당초 구축한 패

널의 대표성이 일부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 사회심리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함께 자기효능감, 사

회적지지도 사용했으나 본 연구는 조사지표의 타당성 문제로 사용하지 

못했다. 매개변수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를 함께 사용하

였다면 변수들간의 간접효과의 차이 검정 등 연구결과의 시사점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직업복귀와 고용유지기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 임금의 변화 등 보다 다양한 종속변수를 사용하는 후속 연구가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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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on return

to work of injury worke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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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tarts with awareness that policies and assessments 

focused on job training emphasizing aspects of human capital may have 

limitations on return to work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given the 

fact that they are in segmented and dual labor market.

   Return to work of injury workers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ut also recipr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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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with families, colleagues, communities and, workplace. The 

ecological model of the disabled in particular emphasizes the need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mpirically how effective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implement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KCOMWEL) is for the return to work of injured workers.

   This paper adopts propensity score-matching methods to avoid 

endogeneity problems and uses 1 through 4 waves of th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ssuance (PSWCI) to examine the predictiv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e mediation model is chosen because  

the direct effects of the social psychology rehabilitation program are 

not consistent in existing literature. It is also due to the previous 

evidence that the program improves psychological factors, ultimately 

promoting return-to-work of injured workers,

   The initial sample begins with 1,588 injured workers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1 through 4 waves of the PSWCI. The propensity 

score-matching methods that predict the use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is used, in order to correct for sample selection 

bias as the variables other than the program can be balanced. This 

yields 588 injured workers for the final sample. 

   The in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or not the workers use the 

program and the parameter is self-esteem. The control variables are 

gender,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grade of disability, length of 

care, occupation, employment status, job tenure, and size of workplace. 

The dependent variables are return to original workplace (model 1), 

return to other workplace (model 2), and employment retention period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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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social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rogram on self-esteem 

improve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fore the propensity 

score-matching,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the propensity 

score-matching. Second, self-este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s both before and after he propensity 

score-matching, confirming that self-esteem is important factor in 

returning to original workplace, returning to other workplace, and 

employment retention period. Third, there is no direct effect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both before 

and after propensity score-matching ,as sugges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indirect effects of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via self-esteem  have a positive effect 

in all three model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indirectly 

through the parameter of self-esteem. From a methodological point of 

view, this model may also be appli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other rehabilitation programs, given the nature of these social welfare 

programs reaching policy goals through behavioral changes. It is 

expected that KCOMWEL will be a cornerstone for revitalizing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in addition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by the proven effectiveness of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keywords : injury worker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self-esteem, return to workers, propensity score-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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