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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직업 복귀 형태(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와 유지기간

(복귀 이후 복귀가 지속된 기간)이 어떤 상태일 때 성공적인 직업복귀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기준으로 평가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산재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하는 주요 경로인 원직장 복귀(산업재해 발

생 직장으로 복직)와 타직장 복귀(원직장 외의 취업) 중 어떤 복귀형태

가 산재근로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 현재 산재보험의 직업재활급

여는 원직장 복귀자에게만 치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직

업에 복귀한 이후의 사후 관리가 없는 현재의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서 현 정책의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런 의문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직업 복귀의 질적 요소인 복귀 형태(원직

장 또는 타직장 복귀여부),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 기간은 산재근로자가

삶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된다. 복귀형태 중 원직장 복귀는 타직

장 복귀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보이고 있고 복귀형태

의 유지기간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삶의 질에 대한 상향확산이론

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1·2·3을 설정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종속변

수는 산재보험 패널조사 자료 중 6개 항목의 일상생활만족도의 3개 조사

연도 합계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복귀형태(원직장 복귀, 타직장 복귀)

와 복귀형태 유지기간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산재보험 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1차(2013년)∼3차(2015

년)동안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를 경험한 1,296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분석 결과,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복귀의 유지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원직장 복

귀의 유지기간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었으나 타직장 복귀의 유

지기간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현재 원직장 복귀시 지원되고 있는 재활급여는 적정한 정책인 반면 복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특

히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에는 복귀상태의 유지기간이 더욱 큰 성공적인

복귀 요소임이 증명되었다.

주요어 : 산재보험, 직업재활, 직업복귀, 유지기간, 삶의 질

학 번 : 2016-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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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IMF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국가 중 명목GDP순

으로 11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엔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의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 155개 국가 중

56위에 그친 것으로 발표하였다.1) 최근 우리나라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에서도 소득을 비롯해 소비, 고용, 임금, 사회복지, 건강등 12개

영역의 8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기준 연도인 2006년에 비해

11.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실질GDP는 28.6% 증가해서 삶의

질 향상 속도가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GDP등의 경제중심 개념이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더 이상 정량적인 수치와 목표로

는 사회현상을 표현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 경제적 여건의

향상이 자동적으로 개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정

이 무너지면서 경제지표를 보완하는 사회지표로서의 ‘삶의 질’ 개념이 등

장하게 되었다(임희섭, 1996).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정책 수혜자들의

삶의 질,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등으로 평가·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렇다면 산재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가? 산재보험 정책서비

스를 받은 산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책효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고,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본인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느끼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196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

1) 김아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노르웨이…한국은 56위”, 연합뉴스, 2017.3.20자
2) 하남현, “10년간 GDP 29% 늘었지만, 삶의 질 향상은 12%”, 중앙일보, 2017.3.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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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산재근로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신체적인 손상

을 치유시키고 치료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00년도 산재보험법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의 문구가 명시되고 2001년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치료와 소득보전 이외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이라는

개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산재보험에서의 재활은 산재근로자가 산

업재해 이전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삶으로의 복귀와 더불어 직업을 다시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귀의 요소가 된다. 비장애 근로자에게 있어 취업

과 실업, 재취업은 매우 힘든 과정인 것이 사실이지만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 산업재해, 치료, 재활, 그리고 직업복귀의 과정은 더욱 힘들고 어

렵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업 복귀는 재활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된다.

직업 복귀의 구성요소를 더 세분화하면 직업 복귀 형태와 유지기간이

라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직장으로 복귀

하여 일하고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복귀 형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사고 당시에 근무하던 사업

장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자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이 운영하던 가업을 잇는 경우도 있다. 어떤

유형으로 복귀하느냐는 일반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하는 것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비장애인이 취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본인의

능력에 맞는 회사에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산재근

로자는 재해 이후에 주어진 제한된 능력과 심리적 위축 상태로 인해 직

장 선택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좁아지게 된다. 또

한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통해 적응력을 키워온 선천적 장애인과 비교했

을 때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유지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신체적·심리적

장애가 생긴 산재근로자는 장애를 극복해야할 시간은 짧은데 반해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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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직업복

귀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귀 유형의 선택도 극히 제한적이다.

복귀 유지기간은 고용의 안정성과 유사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산재근

로자가 직장에 복귀하였더라도 개인적 요소에 의해서나 복귀사업장의 여

러 요인으로 인해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일반 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재취업의 방해요소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직업 복귀

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직업 복귀는 직업 복귀의 질적

인 요소, 즉 직업복귀 형태와 유지기간이 뒷받침되어야한 비로소 성공적

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질적인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었을 때 산재근로자는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런 직업복귀의 질적 요소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의 영

향관계를 분석하여 현재의 산재보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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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산재보험의 정책 결과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로 귀결되고 직업 복

귀의 형태와 유지기간은 직업복귀의 세분화된 질적 요소이다. 어떤 특정

요소가 산재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킨다면 정책방향과 목표는 그 요소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업복귀와 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또는

조건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과 연관 지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류만희 김송이(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복귀가 어

렵고,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졸 이상인 경우가 직업복귀에 용이하

며, 미혼에 비해 기혼인 경우가 직업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정원미 외(2003)의 연구에서도 요양기간이 181일 이상인 경우가 이

내인 경우보다 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수경 안치민

(2006)의 연구에서도 요양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보다 6개월 미만인

경우 원직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정도와 관련하여서

는 재해정도가 낮을수록 직업복귀 가능성이 높고(류만희 김송이, 2009;

전보영 외, 2010),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해등급 8∼14등

급인 경우에는 직장복귀 비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장해등급 1∼7등급인

경우에는 유의하게 직장복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희태 외,

2006). 정원미 외(2003)의 연구에서도 장해등급이 1∼4등급인 경우가 10

∼14급인 경우보다 직업 복귀율이 낮았다.

변용찬(2005)은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비

단 장애인의 고용 여부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취업 후 직업 생활을 얼

마나 성공적으로 유지해 나가는지에 있다고 했으며, 김경선(2014)은 고용

이후 해당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

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성공적인 고용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이



- 5 -

다. 또한 단순한 고용 여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유지에 대한 검토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 중에서 대부분의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고용안정성은

현재의 고용관계가 특정기간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말하며, 임금 못지않

게 근로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방하남 외, 2007).

고용 이후 해당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

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성공적인 고용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이다. 또한 단순한 고용 여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유지에 대한 검토는 장

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점검될 필요가 있다(김경선 외, 2014).

선행연구는 직업 복귀를 종속변수로 하여 직업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 일반 장애인의 고용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직업 복귀와 기간이 산재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복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직업복귀의 형

태와 유지기간을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기준으로 평가하여 성공적인 직

업복귀를 위한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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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Quality of life)

계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 도시문제, 범죄문제, 환경

문제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점차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경

제적 여건의 향상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리와 행복을 당연히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기존의 가정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임희섭, 1996). 우리나라에서 삶

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일게 된 것은 성장제일주의적인 개발을 추

구한 나머지 사회적 형평이나 사회복지의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는 반성이 일면서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제4차 5개년계획(1976∼1980)에

서 고용, 보건, 교육,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소득분배의 개선에도 관심

을 기울이기 시작했다(임희섭, 1996).

삶의 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접근법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명철(2013)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삶의 질은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회 발전 지표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국부(wealth)의 증가로 이어지고 삶의 질 제고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구시각에서 보면 삶의 질은 특정 사회나 국가 단

위에서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경제재(economic goods)의 총

합이다(고명철, 2013; Lambiri et al., 2007). 반면,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행복감 등과 삶의 질을 유사 동일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강, 사회활동, 직장, 여가, 지역사회, 대인관계, 가

족관계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life domains)에서의 경험과 개인의 타고

난 기질을 통해 형성된,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혹은 심리적 안녕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고명철, 2013; Sirgy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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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삶의 질의 개념은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통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허철행·김도엽, 2000; 하혜수, 1996). 객관적 측

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인간의 만족스러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인 삶의 조건”으로 정의하는 입장으로 객관적·물리적 삶의 상태가 인간

의 주관적·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성을 전제로 한

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내면적인 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는

입장으로 인생에 있어서 규범적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측면과 더불어 복지 또는 정신 건강 요소에

의해서도 측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형적인 생활 상태는 물론 내면적

심리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허철행·김도엽, 2000; 하혜수, 1996).

삶의 질에 대한 정의의 다양함과 더불어 측정지표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 측정지표와 주관적 측정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김영섭, 1994; Carley, 1983). 객관적 측정지표는 물리적 제 조건

을 있는 그대로 측정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비교

대상간 횡단면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시계열 자료형태에 따른 삶의 질

의 지표 개발 등도 가능하다. 반면 주관적 측정지표는 개개인이 실제 생

활경험을 통하여 얻은 개인적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가치 또

는 심리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므로 원래 의미의 삶의 질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생활경험과 주관적인 지각에서 오는 복지, 만족, 행

복감 등을 전체 생활이나 생활영역에서 평가하고 기술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허철행·김도엽, 2000; 김상균·진재문, 1996).

삶의 질의 인식측면에서는 하향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

TD)과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BU)에 의해 설명이 가

능하다(김병섭, 2015; Sirgy, 2001). 하향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 TD)은 우울감, 활동성, 낙관성 같은 개인의 기질이 전반적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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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수준을 결정하며, 각 삶의 영역에서의 효용 역시 이러한 개인의

기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고명철·최상옥, 2012). 즉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에 따라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

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부정적인 상황도 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

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상황까지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인

식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 매사를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BU)은 각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고 각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한

효용의 합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생활에서

또는 삶을 영위해 오면서 개개인이 느끼고 겪은 상황들이 삶을 대하는

인식을 정한다는 것으로 즐거운 경험, 행복한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이 풍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출처: 고명철·최상옥(2012)

[그림 1] 상향·하향 확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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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성이라는 내재적 요소를 강조하는 하향확산이론은 삶의 질

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력을 과소평가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상향확

산이론은 외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즉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가 수혜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부합했을 때, 이는 삶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된

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삶의 질은 훼손된다.(고

명철·최상옥, 2012) 이에 많은 연구들이 공공정책과 삶의 질의 관계를 상

향확산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Sirgy et al.,2001; Hagerty et al.,

2001; Sirgy, 201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삶의 질은 삶의 영역(life domains)에서의 경

험들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평가(Andrews and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이기 때문에 삶의 영역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Evans는 삶의 질의 주요 영역들로 결혼만족, 직업만족, 재정만족, 지역

사회만족, 결혼적응, 종교적 만족, 가족생활의 질, 가족의 복지 등을 들고

있다(임희섭, 1996). 이를 바탕으로 임희섭(1996)은 자아실현 만족의 영

역, 경제적인 가계생활 만족의 영역, 가족생활 만족의 영역, 여가생활만

족의 영역, 지역사회만족의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Lehman(1988)은 거주

환경, 가족관계, 사회관계, 여가활동, 건강상태, 업무, 재정상황, 안전, 종

교 활동으로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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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삶의 영역(life domains)

Flanagan

(1978)

물질적 편안함(material comforts), 건강(health), 일(work), 여가

(recreation), 학습(learning), 감정 표현(creative expression)

Campbell

(1981)

결혼생활(marriage), 가족(family life), 인간관계(friendships), 생

활환경(standard of living), 일(work), 교육(education), 자아(self), 

이웃관계(neighbourhood), 거주지역(city or town of residence), 

사회환경(the state of the nation), 주택(housing), 건강(health)

Felce &

Perry

(1995)

물질적 환경(physical wellbeing), 경제 상황(material wellbeing), 

사회관계(social wellbeing), 자아실현 활동(development and 

activity), 감성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

Cummins

(1996)

건강(health), 물질적 안녕감(material wellbeing), 안전(safety), 사

회 소속감(community), 경제 활동(work/productivity activity), 감성

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ion)

출처: 고명철·최상옥(2012)

[표 1] ‘삶의 영역’의 여러 정의

2. 산재보험과 재활지원사업

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

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

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라고 산재보험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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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사고 또는 질

병으로 고통 받는 산재근로자에게 치료와 휴업에 따른 임금보전,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전을 위한 각종 요양·보상급여 제도를 갖추고 있고 원활

한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의료재활·사회심리재활·직업재활 등의 제도

를 갖추고 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3)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정의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의 청구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하여 인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한다.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

는 산업재해 유형은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뉘는데 그 유형에 따른 인

정기준은 [표 2]와 같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를 포함

하여 [표 3]과 같이 8가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요양급여는 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근

로자가 직접 지급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산재보

험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통해 보상받게 하는 급여이다. 현물급여로 지

급하기 어려운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지불한 요양비를 지급기준에 따

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임금4)의 7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

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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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부상이나 질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그 상태가

폐질등급5)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장기요

양 중인 근로자와 가족의 요양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 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급여로서 휴업급여보다

보상수준이 높다.

장해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

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

해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평균임금의

138일∼329일분) 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55일∼1,474일분)으로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증상의 고정으로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상시 또는 수시

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을 받은 날에 해당 금

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병 정도에 따라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된다.

유족급여는 사망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유족에게 근로자의 사망

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고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인원수에 따라

평균임금 365일분의 52%∼67%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 균분 지급하

게 된다. 장의비는 사망 근로자의 장제에 드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으

로서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고 유족이 없어 유족을 대

신하여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한다. 마지막

으로 직업재활급여는 장을 달리하여 별도 설명하고자 한다.

5) 산재근로자의 신체 기능 손상의 정도에 따라 3등급 체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등급 안에 기능별로 기능 손상의 정도가 구분되어 있다. 팔 기능을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1등

급)’,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2등급)’,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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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생리적 필요 행위·업무에 따르는 필

요적 부수행위·사업장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

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출장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중 사고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

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및 시행령제27조~34조 재구성>

[표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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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급여 성격 및 산정 방식

2015년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수급자 지급금액

요양급여
치료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 및 요양급

여 산정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185,202 783,256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평균임금

의 70% 지급

111,078 816,881

상병보상

연금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치유

가 안 된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

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폐질 상태(1~3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일~329일분 지급

4,853 162,572

장해급여

치유 후 노동력 상실을 보전하는 급여로서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평균임금의 

138~329일분)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55~1,474일분)으로 지급

94,003 1,710,784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간병 필요정

도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 또는 수시간병급

여(고시금액) 지급

5,485 57,279

유족급여

사망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연

금(평균임금 365일분의 52%~67%를 12개월 균

분 지급) 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25,259 508,938

장의비
사망근로자의 장례비에 대한 급여로 평균임

금의 120일분 지급
2,080 24,344

<출처 : 산재보험법 및 2015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재구성>

[표 3]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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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책

임졌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재해근로자에게 만족

스럽고 안정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산업사회

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업재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

하고, 이를 통해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소득·

건강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없던 시기에는 작업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

상은 개별 사업주의 책임이었다. 이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민법상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 때문에 사용자는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용이하여 재해근

로자를 보호하는데 불충분했다. 그리고 사용자의 개별 책임이 인정되더

라도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은 필요한 의

료처치와 소득보장을 받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작

업 중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으로 사업이 파산에 이르는 사업주도 생겼

다. 작업 중 재해의 발생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 같은 상황은 사회 안정화는 물론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상

당한 부담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산재보

험제도라는 결과물로 나타났다.

박종희(2005)는 산재보험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의

손해배상 측면에서의 민사상 청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

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고 개별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공동책임의

분담 및 국고의 투입을 통한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오선균(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산재사고를 보험사

고로 보고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지만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다

고 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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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무과실책임에 의한 정률․정액보상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과 손해배상의 중간 영

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나. 재활지원사업

산재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3백여만 명에 달하는 산재근로자의 치료

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재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현금 위주의 보상체계 운영을 통한 사업 운영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

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의 직

업 및 사회복귀 등 장기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상대

적으로 취약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산재근로자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에서도 재활사업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2000년 7월 시행된 산재보험법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게 되었고 2001년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재활사업 추진에 진입하였다.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복귀

로 이어지는 재활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2006년 3월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6∼2008)’이 확정되면

서 산재근로자 자립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산재근로자 직업·사회복귀

촉진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의료재활 활성화, 직업재활 확충, 사회재활

내실화,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등 4개 부문 22개 항목이 추진과제로 구

성되었다.

의료재활 부문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2005년 10월 시행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요양과 재활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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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산재근로자의 불안감 해소와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심리상담 프

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산재의료원 산하병원 내에 재활전문센터 5개소를

설치했고, 요양 종결 이후 합병증 및 후유증상을 재요양 절차 없이 신속

하고 간편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종합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5개 권역별로 재활보조기 서비스센터를 설

치 및 운영하였고, 수중운동치료·언어치료 등 27개 재활수가를 개발해

시범 실시하여 의료재활을 강화하였다. 직업재활 부문에서는 원직장, 재

취업, 창업 등 직장복귀 경로별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산재장해인의

직업 복귀율이 크게 향상되어 계획 추진 이전인 2005년 직업 복귀율이

42.3%이던 반면, 2008년에는 53.7%로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원직장 복

귀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켰으며 원직장 미복귀자에게는

적극적인 직업훈련과 함께 취업 알선을 통해 직업 복귀율을 제고하였다.

또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중증 산재장해인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된 직업평가체계를 운영하여 산재장해인 개개인에

게 적합한 훈련이 되도록 하였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창업점포 지원자에게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사회재활 부문에

서는 잔존노동력 극대화 및 사회적응력강화를 위해 요양 중인 환자 중심

으로 재활스포츠 지원을 확대했으며, 산재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집단 상담을 지원했다. 또 고령 중증 산재장해인을

위한 케어센터를 2개소 운영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대학학자금 융자, 생

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사업도 강화했다.

2012년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2∼2014)’이 수립·

시행되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더욱 세밀하게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요양단계에서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맞춤형 재활계

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요양단계에서부터 재활계획을 수립해 치료부터

직업·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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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활까지 고려한 치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료과정에서부터 재활서

비스가 연계되도록 주치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특성별로 재활프로그

램을 유형화해 이를 확산해 나갔다. 심리재활 프로그램은 직장동료 및

가족, 재활에 성공한 산재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

고 요양 초기부터 직장·사회복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해 나갔다.

둘째, 의료기관의 전문재활치료를 활성화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하는 산재병원의 재활치료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체능력 뿐만 아니

라 작업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능력까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전문재

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산재환자 재활치료 효과

성을 제고해 나갔다. 또 지정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해 산

재환자 진료 실적이 많은 병원을 중심으로 산재환자 재활치료 노력에 대

한 평가 확대 및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재활치료비용 지

원 확대와 관련하여 산재환자 재활에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진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적극적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셋째,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와 산재발생

사업장간 중간매개 역할을 강화하고 원직장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갔다. 또한 전직을 원하거나 직무전환이 필

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해

직업복귀 준비를 지원했다. 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

산재근로자의 직무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훈련할 수 있

도록 훈련과정을 유도하고, 훈련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여 나갔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개발 측면에서는

산재근로자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영역을 적극 개발했다.

넷째, 요양 종결 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재요양을

방지하고 직업 및 사회생활이 안정적이 되도록 지원하였다. 사회재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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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확충 측면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및 사회적

응을 위해 복지지원의 현실화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

다.

2000년도부터 단계별 확장을 통한 재활지원사업은 현재 [표 4]와 같은

사업 영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구분 내용

의

료

재

활

집중재활치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향상을 위해 산재

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중재활치료, 심리재활치료, 특수재활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제공 
합병증등 

예방관리제도

요양 종결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증상이 악화 

또는 합병증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기적 관찰, 간

단한 의학적 처치 등 제공

케어센터 운영
중증, 무의탁 진폐장해인 및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거주 및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 운영

사

회

심

리

재

활

심리상담

산업 재해로 인한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

회적응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

초심리상담(다차원심리검사 60점 이상), 집중심리상담

(65점 이상) 제공

희망찾기프로그램

요양 중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동료산재근로자와 함께 하는 집단활동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 프로그램, 강점 찾아보기, 구

직계획세우기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자기관리능력, 지

역사회적응능력 및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활

동프로그램(심리기능, 사회기능 및 직업기능 향상 등) 

[표 4] 재활지원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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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균(2013)은 재활 및 사회복귀는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더불어

산재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헌법 제 34조)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목적 사업으로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 사업으로의 일반적인 사

항이 아닌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

회

심

리

재

활

가족화합프로그램

요양 중 가족 간 화합을 통해 요양 중 스트레스와 심

리불안을 치유하고 원직장 복귀를 위한 재활의욕을 고

취하는 프로그램(리마인드웨딩, 멘토특강, 가족휴양비 

지원, 영화보기, 외식 등)

재활스포츠지원

재해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강화를 위한 스

포츠 활동 프로그램(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취미활동반

진폐증으로 입원요양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취미활동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

비, 강사료, 다과비, 그밖에 운영비 등 지원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산재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직업복귀에 

성공한 산재근로자(멘토)가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멘티)

를 대상으로 위기극복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직

업

재

활

직업훈련지원사업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

직장복귀지원사업

원직장에 복귀하려는 산재근로자 또는 소속 산재근로

자를 다시 원직장에 복귀시킬 계획이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대체

인력지원금)

창업지원사업
직업훈련직종, 취득 자격증 등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 희망자에게 임차보증금 지원 또는 사업자금 융자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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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법상 8개 급여 중 하나인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지원사업

과 직장복귀지원사업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훈련사업은 산재장해인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

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1998년 처음 근로복지공단의 예산사업으로 도

입했다. 종전에 직업훈련은 안산과 광주의 재활훈련원을 통해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7년에 훈련원을 폐쇄하고 민간기관에 훈련을 위

탁하고 있다. 직업재활 지원은 2008년 7월 법정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

면서 직업재활급여와 예산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 직업

재활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통원요양중인

자, 예산사업 대상은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하고 있다.

직업훈련지원사업에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

비용 지원과 직업훈련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

는 훈련수당이 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제도는 일정 조건6)을 만족한 산

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12개월 동안 1인당 6백만원 한도에서 수강료·재료비·교재비

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훈련수당 제도는 직업 훈련과정을 80%이

상 출석한자에 대해서 훈련 기간 동안 1일당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는 제

도이다.

6) 장해등급 1∼12급 해당자 또는 예상자, 미취업자, 직업복귀계획 수립자, 타직

업훈련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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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직업훈련비 직업훈련수당

계
급여 예산 급여 예산

2008 11 4,746 7 7,749 12,513

2009 540 3,919 621 2,321 7,401

2010 1,247 2,209 1,191 1,154 5,801

2011 2,998 839 3,351 489 7,677

2012 4,825 658 6,901 439 12,823

2013 5,115 896 8,500 767 15,278

계 14,736 13,267 20,571 12,919 61,493

<출처: 고용노동부「산재보험50년사」>

[표 5] 연도별 직업훈련비·직업훈련수당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직장복귀지원사업은 장해급여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003

년 7월 도입했다. 사업 초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

작했다가 2006년 9월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해급여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 장해

급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비와 직장적응훈련비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직장복귀지원사업 역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다가

2008년 7월부터 직업재활급여로 전환했다

직장복귀지원사업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 다시 복귀한 산재근로자

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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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직장복귀지원금은 직업훈련지원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자 중 원직장

에 복귀한 자를 치료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게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별로 일정금액7)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직업훈련지원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자에게 재해당시의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자체시설 또는 외부위탁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최

대 3개월 동안 월 4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재활운동비는 직장적응훈련

비와 동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실시할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15만원

을 지원한다.

7) 장해 1∼3급: 월60만원, 4∼9급: 월45만원, 10∼12급: 월30만원

연  도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재활운동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08
11

(638)

10,350

(2,781,233)

0

(48) 

0

(19,671)

2

(51)

118

(4,090)

2009
255

(345)

799,961

(2,313,996)

16

(6)

12,399

(2,706)

22

(3)

3,206

(166)

2010
666

(95)

2,022,190

(557,971)

20

(17)

9,502

(9,600)

30

(0)

4,171

(0)

2011
2,862

(24)

8,474,316

(122,461)

158

(7)

71,950

(50)

234

(0)

30,553

(0)

2012
2,407

(9)

6,719,416

(36,839)

74

(0)

39,755

(0)

108

(0)

15,131

(0)

2013
2,258

(15)

6,733,533

(69,747)

77

(0)

47,670

(0)

90

(0)

7,119

(0)

2014
2,282

(7)

7,264,939

(34,865)

32

(0)

16,712

(0)

117

(0)

10,735

(0)

2015
1,943

(5)

6,166,223

(23,400)

1

(0)

1,350

(0)

49

(0)

4,415

(0)
<출처: 2015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괄호 안은 예산사업 지원현황>

[표 6] 직업재활급여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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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복귀 형태

근로를 통해서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근로가 단절되었을 때 가장 좋은 치유 또는 원상복귀는

직업을 다시 가지고 단절 되었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재근로자의 직업능력 회복과 직업복귀는 주

요 재활목표인 동시에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

다(Johansson & Bernspang, 2003).

Rubin and Roessler(2007)은 직업복귀를 산재 이전 근무하던 동일직

장에서 동일직무 복귀, 동일직위 복귀, 타직위/타직무 복귀의 3단계로,

산재 이전 근무하던 직장과 다른 직장에서 동일직위/동일직무 복귀, 타

직위/타직무 복귀의 2단계로, 단기 직업훈련 이수 후 복귀, 자영업으로의

복귀의 총 7단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 이전 근무하던 동일

직장 복귀를 원직장 복귀로 정의하고 다른 직장에 복귀를 타직장 복귀로

정의한다. 2016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재요양

종결자 대비 원직장 복귀는 36.1%, 타직장 복귀는 33.5%, 자영업자는

2.8%로 추정되어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가 직업복귀의 주요 형태임

이 확인된다(근로복지공단, 2016).

복귀 형태 중 원직장 복귀는 산재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하는 주요한

경로이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

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되는 원직장 복귀가 다른 복귀형태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원직장 이외의 직장을 통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는 산재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에 맞는 직업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사업주는 재훈

련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원직장 복귀에는 그런 비용이 불필요하다(류

만희·김송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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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직장 복귀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친숙한 직업생활로 돌아감으

로써 보다 빠른 직업복귀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의 회복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아진다(이승렬, 2004).

셋째,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2011년 미국 미네소타주 산재보험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 임금율이 101.6%인 반면, 타사업장에 복귀했을 경우 임금율이

78.7%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승욱·김선규, 2014).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2007년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 형태에 따른

가정의 월평균소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원직장 원직무복귀자의 가정 월

평균소득이 24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타직장복귀는 186만원으로 나타나

동일 사업주에게 복귀할 경우 다른 사업주에게 복귀할 때보다 소득 수준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욱, 2008).

직업 복귀의 형태
전체 산재요양종결자 대비

 직업 복귀 추이 (단위: %)

Rubin and Roessler의

단계별 직업복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산재 이전 

근무 직장

동일직무

원직장

복귀
36.5 38.3 39.1 36.1동일직위

타직위/타직무

그 외의 

직장

동일직위/동일직무 타직장

복귀
22.3 23.1 27.4 33.5

타직위/타직무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0.9 0.8 2.6 2.8

<출처: 2016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재구성>

※ Rubin and Roessler(2007)의 구분 중 “단기 직업훈련 이수 후 복귀”는 원직장 복귀 및

타직장 복귀 양쪽에 해당할 수 있어 상기 표에서 제외함

[표 7] 직업 복귀의 형태 및 복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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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재취업산재근로자 집단

의 직무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한, 2015).

이러한 이유로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직복귀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원직복귀의무제도와 원직복귀지원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재해발생 이전 직책 근무가 가능하면 법으로 재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승욱·김선규, 201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에 비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원직장 복귀가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임을 전

제하고 상향확산이론에 따라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산재근로자에게 있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론한다.

4. 직업복귀 유지기간

2015년 조사된 19세 이상자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61%(매우 불안 16.4%, 약간 불안 44.6%)가 고용 안정이 불안하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장애인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 1위는 일자리의 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9). 이것은 취업 상태와

더불어 취업 상태의 유지가 근로자들에게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재활 성공여부를 판단할 때 직업 복귀율이 일정 시점의

성과를 양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라면, 직업복귀의 유지기간은 재활 성공

여부를 질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얼마나 양질의 재활이 이루어졌는

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업복귀의 형태와 그것의 유지기간이 복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산재근로자 중 23.7%가 6개월 이내에 첫 복귀직장을 그만두고

8) 출처: 통계청
9) 출처: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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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는 12개월 이내에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박은주,

2014) 재해 이후 다시 직장에 복귀한 사실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첫복귀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Butler et al., 1995; Baldwin and Butler,

2006).

직장에 복귀해서 10일을 근무한 산재근로자와 10개월 근무한 자를 똑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없다. 같은 관점에서 특정 시점에서의 직업 복귀

여부를 측정하는 현재의 복귀율로는 정확한 정책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복귀를 평가할 때 단순히 직업 복귀율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야 성공적인 복귀를 판단할 수 있다(박은주, 2014).

직업복귀 형태와 더불어 직업복귀의 유지기간도 긍정적인 일상생활에

서의 경험이 된다면 상향확산이론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삶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고용의 안정성, 일자리 유지는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최지

선(2009)은 중증장애인의 생활만족 영향 분석을 통해 정규직이면서 현재

일자리의 유지가능성이 있고 근속기간이 긴 경우, 직업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수준도 높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안정성보다는 고용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고용정책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은정(2009), 박

자경,김종진,강용주(2010)도 일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안

정성이 보장되어야만 직무만족도가 높고 일상생활에서도 만족한다고 주

장한다. 이런 연구결과로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복귀의 유지기간은 고

용의 질 차원에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고용유지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인 3M 모델(3M model of job

retention)(Roessler, 2002)에 의하면, 고용 유지는 직무와 사람의 매칭

(match), 연차별 업무 숙련도(maturity), 일상적 적응력(mastery)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직무와 사람의 매칭’ (match)은 사람과 직무

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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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업무 숙련도’ (maturity)는 직무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드러나는 예

상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고 ‘일상적 적응력’ (mastery)

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이지

수·서정희, 2014). 이 조건을 직업 복귀 형태에 적용해 본다면 원직장 복

귀는 고용유지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원직장 복귀는 산업재해가 발

생하기 이전부터 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 왔고 업무환경에도 익숙하다.

비록 재해 이전과 같은 직무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

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이런 복귀 환경은 위에서 말한 직무와의

매칭, 업무숙련도, 적응력 모두 부합되는 것으로 고용유지에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박은주(2014)에 의하면 원직장 복귀자가 1년 이내

그만 두는 경우는 22.73%인 반면, 타직장 복귀자는 54.5%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승렬(2004)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고 타직장 복귀는

원직장 복귀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주장한다.

상기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복귀형태별로 직업복귀의 유지기간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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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종합적 고찰

대다수 선행연구는 직업 복귀율과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

귀 형태 및 유지기간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삶의 질, 산재근로

자의 복귀형태, 유지기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 직업 복귀는 산업재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삶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상생활의

경험이 된다.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BU)에 따르면

성공적인 직업복귀는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직업 복귀의 질적 요소인 복귀 형태와 유지기간은 어떻게 긍

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가?

산재근로자의 복귀형태 중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에 비해 재진입

비용이 적어 진입이 용이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응도

쉬우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직무만족도도 높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직업 복귀 형태 중에서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에

비해 산재근로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재근로자의 복귀 유지기간은 고용의 안정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일자리 불안과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이는 복귀 유지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직장 복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속기간이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타직장 복귀자가 원직장 복귀자보다 유지기간이

짧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두 복귀형태에서 유지기간이 가지는 비중

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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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와 복귀 유지기간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복귀 형태별로 유지기간의 영향력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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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산재보험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산재보험 패널조사는 제주도 거주자 및 외국인 산

재근로자,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기간 동안 산재병원 등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요양이 종결된 근로자 82,493명을 모집단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장해등급(6개 범주)별로 우선 할당 하고, 지역(9개 권

역)별로 나누어 비례배분을 통해 층화계통추출의 방법을 이용하여 총

2,000명(유장해 산재근로자 1,650명, 무장해 산재근로자 350명)을 표본으

로 추출하여 면접원이 직접 패널을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서

베이 조사를 실시한다. 2013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3차 조사(2015

년) 결과까지 나와 있고 2018년도 조사부터 새로운 패널로 조사될 예정

이다(근로복지공단 패널 분석보고서, 2016).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패널조사’의 패널 2,000명 중 1·2·3차 조사기

간 동안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를 경험한 1,296명을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 모형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재활사

업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직업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를 지원한다.

결국 산재보험의 정책적 결과물은 산재근로자의 복귀로 귀결된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질적으로 나타내는 요소인 복귀 형태와 유지기간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이것으로부터

성공적인 복귀의 요소를 삶의 질로 판단해 보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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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복귀 형태 중 원직장 복귀와 타

직장 복귀가 대표적인 직장복귀형태이고 이 중 원직장 복귀는 다양한 장

점과 복귀 용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 유지기간은 고용

의 안정성 또는 고용의 질을 반영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추론

된다.

따라서 복귀형태와 고용유지기간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복귀형태(원직장/타직장)

⇨ 삶의 질↕

복귀형태 유지기간

(통제변수)

인구학적 

요인

개인 능력 

요인

산업재해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참여

요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지역

학력

자격증 유무

요양기간

장해유무 

건강상태

가구소득

부동산 소유

사교활동 참여

종교활동 참여

 [그림 2]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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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가설의 설정

삶의 질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BU)’에 따르면 삶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해 만족하게 될

때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및 행복을 얻게 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산재

근로자의 삶의 질, 삶에 대한 만족감은 직업복귀라는 영역에서의 질적인

조건, 즉 직장복귀 형태와 고용유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직장복귀 형태 중 원직장 복귀는 직업복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복귀 소요시간이 짧고

그리고 임금보존율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원직장 복귀의 경우 타직장 복귀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확

률이 높고 이는 삶의 질을 인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1 >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을 것이다

고용의 안정성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에게 구직 조건 중 가장

선호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재해 이전 상태와 같이 직업을 구

하고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생활의 복귀를 의

미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삶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긍정

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성향은 일자리의 유지가능성과 근속기

간, 고용안정성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로 입

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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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한 이후 복귀상태의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지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이

라는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2 >

복귀형태의 유지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더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직장 복귀 그룹과 타직장 복귀 그룹에서 고용유지기간은

삶의 질에 어떤 영향력 차이가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직장

복귀는 삶을 이루는 객관적인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부 연

구에서는 고용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나타나고 실제로 첫

복귀사업장을 1년 이내에 그만 두는 경우가 타직장 복귀자가 많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지기간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이 두 그룹에

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 고용유지기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3 >

원직장 복귀의 유지기간과 타직장 복귀의 유지기간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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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측정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3·2014·2015년에 조사된 ‘산재보

험 패널조사’ 자료를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

형을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수가 동시에 한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상용되는 통계기법으로,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측정된 회귀계수를 통하여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설 1에서는 복귀 형태(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고 통제변수로 인구학적 요인, 개인능력 요인, 산업재해 요인, 경

제적 요인, 사회참여 요인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의 영향 관

계를 분석하였다. 가설 2에서는 복귀 형태의 유지기간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가설 1과 같은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의 영

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 3에서는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의 영향

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므로 가설 2와 같은 분석모형으로 원직

장 복귀 그룹과 타직장 복귀 그룹별로 구분지어 회귀분석을 하였다.

  Y(삶의 질)

   = β0 + β1·x1                                       (독립변수)

     + β2·x2 + β3·x3 + β4·x4 + β5·x5               (인구학적 요인)

     + β6·x6 + β7·x7                                     (개인능력 요인)

     + β8·x8 + β9·x9 + β10·x10                        (산업재해 요인)

     + β11·x11 + β12·x12                                 (경제적 요인)

     + β13·x13 + β14·x14  + ε                         (사회참여요인)

(독립변수) 가설1     x1 복귀형태
           가설2,3   x1 복귀형태 유지기간
(통제변수) x2 성별, x3 연령, x4 혼인상태, x5 지역, x6 학력, x7 자격증유무,  

       x8 요양기간,  x9 장해유무, x10 건강상태, x11 가구연소득,      
       x12 부동산소유여부, x13 사교활동참여,  x14 종교활동참여

[그림 3]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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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 삶의 질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인 삶의 질로서, 산재보험 패널조사 설문

항목과 임희섭(1996)·Lehman(1988)의 삶의 영역(life dormains)을 매칭

하여 6개 항목(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의 일상생활만족도 합계를 ‘삶의 질’로 정의하였다. 독

립변수가 1차 조사(2013년)에서 3차 조사(2015년)까지의 상태를 반영하

고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도 이에 대응하여 일상생활만족도의 3개년도 합

계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된 설문조사 항목을 매우불

만족 (5 → 1), 불만족 (4 → 2), 보통 (3 → 3), 만족 (2 → 4), 매우만족

(1 → 5)로 역코딩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나. 독립변수 : 복귀 형태, 유지기간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직업 복귀의 질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직업

복귀형태와 유지기간이다.

복귀형태는 대표적인 직업 복귀 형태인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1차 조사(2013년)에서 3차 조사(2015년)기간

중 원직장 복귀로 1차례 이상 응답한 자는 원직장 복귀자로, 타직장 복

귀로 1차례 이상 응답한 자는 타직장 복귀자로 구분하였다. 두 형태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원직장과 타직장 복귀

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거나, 모두 경험한 근로자는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특정시점에서의 복귀형태가 성공적인 복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복귀형태의 유지기간을 복귀형태와 더불어 별도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

다.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로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해당 복

귀형태를 유지했다고 응답한 횟수를 유지기간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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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형태는 설문문항에서 조사된 사항을 원직장 복귀형태를 ‘1’로, 타

직장 복귀를 ‘0’로 변수화 하였고 복귀형태 유지기간은 응답한 횟수 1∼3

회로 변수화 하였다.

다. 통제변수: 인구학적 요인, 개인능력 요인, 산업재해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참여요인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함에 있어 다른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

다. 선행연구(류만희·김송이, 2009; 박수경·안치민, 2006)를 바탕으로 요

양종결 시점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1차 조사(2013년)에서 조사된 인

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상태, 지역), 개인능력 요인(학력, 자격증유

무), 산업재해 요인(요양기간, 장해유무, 건강상태), 경제적 요인(가구소

득, 주택소유여부), 사회참여요인(사교활동, 종교활동)을 통제변수로 설정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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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 방법

종속변수

(Y) 
삶의 질

일상생활만족도 

6개 항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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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수

(x)

복귀 형태d 원직장/타직장 복귀
1 = 원직장 복귀
0 = 타직장 복귀

복귀형태

유지기간

조사 차수별 

원직장/타직장 

복귀에 대한 

응답횟수

연속변수값(단위: 회)

통제변수 성별d 응답자의 성별 
1 = 남성
0 = 여성

인구학적 

요인

연령 응답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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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상태d 응답자의 혼인상태
1 = 미혼
2 = 혼인
3 = 기타(이혼, 별거등)

지역d

응답자의 

권역별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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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능력 

요인
학력d 응답자의 학력

1 = 초등학교 졸 이하
2 =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3 = 전문대 졸 이상

[표 8] 변수 구성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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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 여부d

응답자의 

자격증 소지

1 = 유
0 = 무

산업재해

요인

요양기간 
응답자의

 병원요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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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유무d 응답자의 장해유무
1 = 유
0 = 무

건강상태

응답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느끼는 정도

1 = 매우 좋지 않다
2 = 좋지 않은 편이다
3 = 좋은 편이다
4 = 매우 좋다

경제 요인

가구

연소득

응답자 가구구성원의 

연소득
연속변수값(단위: 만원)

부동산소유

여부d

응답자의 

부동산소유 유무

1= 소유
0= 미소유

사회참여

요인

사교활동

참여여부

응답자의 

친목모임 참여 횟수

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 한 달에 1회 미만
3= 한 달에 1회 정도
4= 한 달에 2~3회 정도
5= 일주일에 1회 정도
6= 일주일에 2회 이상

종교활동

참여여부

응답자의 

종교활동 참여 횟수

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 한 달에 1회 미만
3= 한 달에 1회 정도
4= 한 달에 2~3회 정도
5= 일주일에 1회 정도
6= 일주일에 2회 이상

주) d: 더미변수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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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본 통계 분석

1. 주요 변수의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요인별 분포는 [표 9]와 같다.

성별은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남성 84.8%, 여성 15.2%, 타직장 복귀

자는 83.6%, 여성은 16.4% 비율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

은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50대 35.2%, 40대 30.0%, 30대 19.2% 순서로

분포되어 있고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50대 37.8%, 40대 25.1%, 60대

18.8% 순서로 많았다. 30·40대의 경우 원직장 복귀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타직장 복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는 원직장 복

귀자가 혼인 78.1%, 미혼 12%, 기타(이혼 등)9.9% 순서이고 타직장 복귀

자의 경우에는 혼인 67.5%, 기타(이혼 등) 17%, 미혼 15.5% 순으로 분포

하였다. 혼인비율은 원직장 복귀자가 타직장 복귀자보다 높았고 미혼율

및 기타(이혼 등)는 반대로 타직장 복귀자가 높았다. 지역은 원직장 복귀

자의 경우 경기 23.6%, 경남/울산 16%, 대구/경북 11.6% 순서로 분포되

어 있고 타직장 복귀자는 경기 22.1%, 서울 13%, 대구/경북 11.3% 순서

로 복귀형태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구분
원직장 타직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446 84.8% 644 83.6%

여 80 15.2% 126 16.4%

연령
20대이하 24 4.6% 52 6.8%

30대 101 19.2% 89 11.6%

[표 9] 인구학적 요인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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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의 개인능력 요인별 분포는 [표 10]과 같다.

학력은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65.0%,

전문대 졸업 이상이 24.2%,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0.8% 순서로 분포되

어 있고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64.7%,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9.0%, 전문대 졸업 이상이 16.3% 순서로 많았다.

자격증 유무는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있음이 44.9%로 나타났고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있음이 41.4%로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가 다소 높았다.

40대 158 30.0% 193 25.1%

50대 185 35.2% 291 37.8%

60대이상 58 11.0% 145 18.8%

혼인상태

미혼 63 12.0% 119 15.5%

혼인 411 78.1% 520 67.5%

기타

(이혼,별거등)
52 9.9% 131 17%

지역

서울 60 11.4% 100 13.0%

부산 48 9.1% 78 10.1%

대구/경북 61 11.6% 87 11.3%

강원 12 2.3% 34 4.4%

경남/울산 84 16.0% 76 9.9%

경기 124 23.6% 170 22.1%

인천 42 8.0% 65 8.4%

전라 49 9.3% 74 9.6%

충청 46 8.7% 8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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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직장 타직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력

초등학교 졸 이하 57 10.8% 146 19.0%

중학교 졸 ~ 

고등학교 졸
342 65.0% 498 64.7%

전문대 졸 이상 127 24.2% 126 16.3%

자격증

소유

있다 236 44.9% 319 41.4%

없다 290 55.1% 451 58.6%

[표 10] 개인능력 요인별 분포

연구 대상의 산업재해 요인별 분포는 [표 11]과 같다.

요양기간은 복귀형태와 상관없이 3∼6개월 이하, 6∼9개월 이하, 3개

월 이하 순서로 분포되어 있고 6개월 이하 요양한 자는 원직장 복귀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6개월 초과 요양한 자는 타직장 복귀자가 많았다.

장해 유무는 복귀형태와 상관없이 장해가 남은 경우가 81%이상 차지하

였다. 건강상태는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좋은 편이다’ 67.7%, ‘좋지 않은

편이다’ 26%로 나타났고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좋은 편이다’ 48.6%, ‘좋

지 않은 편이다’ 42.3%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원

직장 복귀자 비율이 타직장 복귀자 비율에 비해 높았고 좋지 않다고 인

식하는 사람은 타직장 복귀자 비율이 높았다.

연구 대상의 경제적 요인별 분포는 [표 12]와 같다.

가구소득은 원직장 복귀자가 ‘천만원∼3천만원 이하’ 42.2%, ‘3천만원

∼6천만원 이하’ 35.4%로 나타났고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천만원 이하’

39.1%, ‘천만원∼3천만원 이하’ 37.9%, ‘3천만원∼6천만원 이하’ 19.5%로

나타났다. 부동산소유 여부는 원직장 복귀자가 ‘있음’ 72.4%, 타직장 복

귀자가 ‘있음’ 5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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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직장 타직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요양기간

3개월이하 102 19.4% 117 15.2%

3개월초과
~6개월이하 259 49.2% 311 40.4%

6개월초과
~9개월이하 105 20.0% 200 26.0%

9개월초과
~1년이하 29 5.5% 78 10.1%

1년초과
~2년이하 26 4.9% 58 7.5%

2년초과 5 1.0% 6 0.8%

장해유무
있다 426 81.0% 631 81.9%
없다 100 19.0% 139 18.1%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다 8 1.5% 40 5.2%

좋지 않은 편이다 137 26.0% 326 42.3%

좋은 편이다 356 67.7% 374 48.6%
매우 좋다 25 4.8% 30 3.9%

[표 11] 산업재해 요인별 분포 

구분
원직장 타직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구소득

천만원 이하 78 14.8% 301 39.1%

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222 42.2% 292 37.9%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6 35.4% 150 19.5%

6천만원 초과 40 7.6% 27 3.5%

부동산소유

여부

있다 381 72.4% 412 53.5%

없다 145 27.6% 358 46.5%

[표 12] 경제적 요인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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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의 사회참여 요인별 분포는 [표 13]과 같다.

사교활동 횟수는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한달 1회’ 34.2%, ‘한달 1회

미만’ 28.9%,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3.2%로 나타났고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한달 1회’ 32.2%,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30.8%, ‘한달 1회 미만’

27.3%로 나타났다. ‘한달 1회’ 이상 참여자는 원직장 복귀자가 타직장 복

귀자보다 많았고 ‘한달 1회’ 미만 참여자는 타직장 복귀자가 많았다. 종

교활동 횟수는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81.4%, 타

직장 복귀자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75.7%로 나타났다.

구분
원직장 타직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교활동

횟수

미참여 122 23.2% 237 30.8%

한 달에
1회 미만 152 28.9% 210 27.3%

한 달에
1회 정도 180 34.2% 248 32.2%

한 달에
2~3회 정도 56 10.6% 56 7.3%

일주일에
1회 정도 12 2.3% 12 1.6%

일주일에
2회 이상 4 0.8% 7 0.9%

종교활동

횟수

미참여 428 81.4% 583 75.7%

한 달에
1회 미만 26 4.9% 56 7.3%

한 달에
1회 정도 8 1.5% 20 2.6%

한 달에
2~3회 정도 6 1.1% 15 1.9%

일주일에
1회 정도 43 8.2% 75 9.7%

일주일에
2회 이상 15 2.9% 21 2.7%

[표 13] 사회참여 요인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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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2·3차 조사로 나타난 일상생활만족도 6개 항

목의 합계로서 특성은 [표 14]와 같다. 원직장 복귀자 그룹이 평균 62.35

로 타직장 복귀자 그룹의 평균 58.41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일상생활만족도

합계10)

원직장 62.35 6.34 40 81

타직장 58.41 7.41 25 78

[표 14] 종속변수의 특성 

연도별 일상생활만족도 합계의 특성은 [표 15]와 같다. 각 연도별 일

상생활만족도 합계의 평균의 변화는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1차 조사’

20.64, ‘2차 조사’ 20.82, ‘3차 조사’ 20.89로 증가 하였고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1차 조사’ 19.28, ‘2차 조사’ 19.38, ‘3차 조사’ 19.74로 증가 하였다.

각 조사 차수별 일상생활만족도 합의 평균은 원직장 복귀자가 타직장 복

귀자를 상회한다.

10)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된 일상생활만족도 6개 항목의 3개년도 합계[최소

18점(1점*6개항목*3년) ~ 최대 90점(5점*6개항목*3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1차 조사

일상생활만족도 합계11)

원직장 20.64 2.61 12 29

타직장 19.28 3.00 10 30

2차 조사

일상생활만족도 합계

원직장 20.82 2.69 11 27

타직장 19.38 3.08 6 30

3차 조사

일상생활만족도 합계

원직장 20.89 2.55 13 27

타직장 19.74 2.97 7 27

[표 15] 연도별 일상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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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위한 예비적 분석으로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s)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을 측정하는 변수들 간의 방향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삶의 질은

복귀형태 유지기간과 가구연소득, 사교활동참여횟수, 종교활동참여횟수와

유의수준 이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연령과 요양기간은

유의수준 이하에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모두 선행연구 및 가

설에서의 예측과 대체로 일치하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1)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된 일상생활만족도 6개 항목의 합계[최소 6점(1점*6

개항목) ~ 최대 30점(5점*6개항목)]

구분
일상만족도

합계
유지기간 연령 요양기간

가구

연소득

사교활동

참여 횟수

종교활동

참여 횟수

일상만족도 

합계

1 　

　 　

유지기간
0.23629 1 　

(<.0001) 　 　

연령
-0.09451 -0.11215 1 　

(0.0007) (<.0001) 　 　

요양기간
-0.0903 -0.14226 0.04148 1 　

(0.0011) (<.0001) (0.1356) 　 　

가구연소득
0.36862 0.1384 -0.15411 -0.17583 1 　

(<.0001) (<.0001) (<.0001) (<.0001) 　 　

사교활동

참여 횟수

0.1828 0.08229 0.01348 -0.01036 0.1337 1 　

(<.0001) (0.003) (0.6278) (0.7094) (<.0001) 　 　

종교활동

참여 횟수

0.05977 -0.04285 0.10993 0.01792 0.03193 0.12129 1

(0.0314) (0.1231) (<.0001) (0.5193) (0.2507) (<.0001) 　
주) 괄호 안 숫자는 유의수준

[표 16]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N =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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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분석을 이용한 영향력 분석

1. 복귀형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본 연구에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형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을 확인하기 위하여 1∼3차 조사연도 중 원직장과 타직장에 복귀한 자를

대상으로 독립변수는 복귀형태로 하고, 종속변수는 1∼3차 조사연도의

일상생활만족도 합계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회

귀분석 모형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을 검증한 결과 각 변

수들의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들은 정상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의 분석결과는 [표 17]과 같다.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0.3233로,

약 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이 26.43,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복귀형태 중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베타=1.560, t=4.23, p<0.001). 1∼3차 조사기간 중 한번이라

도 원직장에 복귀한 경험이 있는 산재근로자는 타직장으로 복귀한 산재

근로자보다 1.560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원직장 복귀가 직업복귀의 비용 절감, 복귀의 용이

성,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직무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

의 질 측면에서도 원직장 복귀가 타직장 복귀보다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

다.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봤을 때 원직장 복귀는 성공적인 직

업 복귀의 중요한 질적 요소임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원직장 복귀자에게 중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직업복

귀 정책(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은 산재근로자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정책 수단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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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베타 표준오차 t Value

상수 48.275 1.461 33.040***

독립변수(x) 원직장 복귀 1.560 0.369 4.230***

성별 남성 -0.249 0.497 -0.500

연령 -0.141 0.215 -0.660

결혼상태
혼인 1.840 0.580 3.170**

기타(이혼,별거등) -0.712 0.750 -0.950

지역

부산 -0.785 0.731 -1.070

대구/경북 -3.284 0.698 -4.700***

강원 -3.054 1.023 -2.990**

경남/울산 0.298 0.703 0.420

경기 -0.449 0.599 -0.750

인천 1.203 0.765 1.570

전라 -0.945 0.740 -1.280

충청 0.284 0.728 0.390

학력
중졸, 고졸 0.856 0.520 1.650

전문대 졸 이상 1.929 0.710 2.720**

자격증 소유 1.301 0.358 3.630***

요양기간 -0.117 0.169 -0.690

장해 존재 -0.176 0.470 -0.370

건강상태 2.079 0.288 7.230***

가구 연소득 0.001 0.0001 6.590***

부동산 소유 2.827 0.394 7.180***

친목모임 0.427 0.167 2.560*

종교활동 0.252 0.124 2.030*

N 1,296
F 26.43***
R2 0.3233

주)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의 경우 타직장복귀, 성별의 경우 여성,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
지역의 경우 서울, 학력의 경우 초등졸이하

[표 17] 복귀형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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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귀형태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가설 2는 복귀형태가 유지된 기간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변수는 복귀형태 유지기간, 종속변수는 1∼

3차 조사연도의 일상생활만족도 합계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2의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다.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0.3257로

약 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이 26.72,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유의미한 모형임

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복귀형태 유지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타=1.263, t=4.73, p<0.001). 유지기간 1단위 증가할 경우 산재

근로자의 삶의 질은 1.263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직업 복귀의 유지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

다. 이것은 산재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했다는 것만으로 직업 복귀의 성공

을 보장할 수 없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직업 복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주에 대한 지원과 산재근로자의 업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

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통해 특정 시점에 측정된 직업복귀율12)로

직업복귀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직

업에 복귀했는지 여부와 함께 직업복귀가 얼마나 유지되었는지도 병행

평가되어야만 직업복귀 정책의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다.

12) 요양종결자 대비 측정 시점에 관측된 직업복귀자 수



- 50 -

구분 베타 표준오차 t Value

상수 45.542 1.566 29.080***

독립변수(x) 복귀형태 유지기간 1.263 0.267 4.730***

성별 남성 -0.517 0.500 -1.030

연령 -0.118 0.215 -0.550

결혼상태
혼인 1.834 0.579 3.170**

기타(이혼,별거등) -0.677 0.748 -0.900

지역

부산 -0.687 0.730 -0.940

대구/경북 -3.089 0.698 -4.420***

강원 -2.859 1.023 -2.800**

경남/울산 0.483 0.701 0.690

경기 -0.176 0.601 -0.290

인천 1.368 0.765 1.790

전라 -0.780 0.740 -1.060

충청 0.428 0.728 0.590

학력
중졸, 고졸 0.882 0.519 1.700

전문대 졸 이상 1.978 0.709 2.790**

자격증 소유 1.305 0.357 3.650***

요양기간 -0.072 0.170 -0.430

장해 존재 -0.164 0.469 -0.350

건강상태 2.014 0.288 6.980***

가구 연소득 0.001 0.0001 7.290***

부동산 소유 2.887 0.391 7.380***

친목모임 0.405 0.167 2.430*

종교활동 0.241 0.123 1.950

N 1,296

F 26.72***

R2 0.3257

주)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 지역의 경우 서울, 학력의 경우 초등졸이하

[표 18] 복귀형태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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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귀형태별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가설 3은 원직장 복귀자와 타직장 복귀자 그룹별로 복귀형태 유지기

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원직장 복귀

자와 타직장 복귀자로 그룹을 나누어 가설 2와 같은 방법으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분석결과,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0.2755로

약 2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인 F값이 8.3,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복귀형태 유지기간은 삶의 질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분석결과,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0.3076로 약

3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회귀모형의 통계

적 유의도인 F값이 14.41,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유의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타직장 복귀의 유지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베타=1.375, t=4.16, p<0.001). 타직장 복귀 유지기간이 1단위 증

가할 경우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은 1.375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3의 검증 결과로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에는 유지기간이 삶의 질

에 영향을 못 미치지만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에는 유지기간이 길수록 삶

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복귀자 전체에 대해서 분석한 가설 1과 2에서 직업복귀 형태 중

원직장 복귀유형이, 직업복귀의 유지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산재근로자

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3에서는 원직장복귀자와 타

직장복귀자의 두그룹으로 나누어 유지기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직장 복귀자의 유지기간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 52 -

타직장 복귀자의 유지기간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복

귀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체 직업복귀자에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타

직장 복귀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원직장 복귀자에 비해 타직장

복귀자는 고용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함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가설 2에서 직업 복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산재근로자의 업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 밝혀졌다면 가설 3의 검증을 통해 그 정책은 타직장 복귀자에게 초점

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근속기간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

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적은 있으나 이번 연구와 같

이 직장 복귀 형태그룹별로 직업 복귀 유지기간과 삶의 질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특정 복귀 형태 그룹에서의 중요성을 수치적으로 입증한 적은

없었다.



- 53 -

구분
원직장 복귀 타직장 복귀

베타 표준오차 t Value 베타 표준오차 t Value

상수 51.617 2.592 19.920*** 44.803 2.043 21.930***

독립변수(x) 복귀형태 
유지기간 0.218 0.518 0.420 1.375 0.330 4.160***

성별 남성 -0.439 0.762 -0.580 -0.639 0.666 -0.960

연령 -0.334 0.322 -1.040 0.073 0.291 0.250

결혼
 상태

혼인 1.734 0.869 2.000* 1.588 0.777 2.040*

기타(이혼,별거등) -1.248 1.211 -1.030 -0.913 0.967 -0.940

지역

부산 0.020 1.098 0.020 -1.139 0.969 -1.180

대구/경북 -2.556 1.022 -2.500* -3.552 0.942 -3.770***

강원 -4.057 1.775 -2.290* -2.617 1.268 -2.060*

경남/울산 1.443 0.983 1.470 -0.682 0.997 -0.680

경기 0.872 0.897 0.970 -1.036 0.805 -1.290

인천 -0.454 1.133 -0.400 2.592 1.026 2.530*

전라 0.622 1.099 0.570 -1.881 0.991 -1.900

충청 0.831 1.104 0.750 0.156 0.966 0.160

학력
중졸, 고졸 0.287 0.875 0.330 0.861 0.652 1.320

전문대 졸 이상 0.851 1.083 0.790 2.114 0.971 2.180*

자격증 소유 1.226 0.526 2.330* 1.407 0.483 2.910**

요양기간 -0.030 0.255 -0.120 -0.051 0.226 -0.230

장해 존재 -0.284 0.671 -0.420 -0.091 0.644 -0.140

건강상태 1.685 0.458 3.680*** 1.978 0.380 5.210***

가구 연소득 0.001 0.0001 5.530*** 0.001 0.0001 4.160***

부동산 소유 1.841 0.612 3.010** 3.194 0.515 6.200***

친목모임 0.291 0.239 1.220 0.526 0.230 2.290*

종교활동 0.381 0.183 2.080* 0.158 0.166 0.950

N 526 770

F 8.3*** 14.41***
R2 0.2755 0.3076

주)
1) *p<.05 **p<.01 ***p<.001
2) 더미변수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 지역의 경우 서울, 학력의 경우 초등졸이하

[표 19] 복귀형태별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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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어떤 직업 복귀형태와 유지기간이 성공적인 직업복귀의 요

건이 될 수 있는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기준으로 평가 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으로 산재근로자의 치유를 돕고 치

료 후 노동력 손실을 장해급여로 보전하며 재활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촉진한다.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의 지속은 경제적인 이

유와 더불어 개인의 자아실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갑자기 닥쳐온 사고·질병으로 심신이 약해진 산재근로

자에 있어서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모든 정책과 사업은 결국 직업복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직업복귀가 성공적인 복귀인가?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직업 복귀의 질적 요소인 복

귀 형태(원직장 또는 타직장 복귀),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 기간은 산재

근로자가 삶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된다.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복귀형태의 유지기간은 고

용안정성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지기간이 길어질수

록 삶의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 이런 경험은 상향확산이론에 따라 산재

근로자가 삶을 인식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1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2 ‘복귀형태의 유지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더 높

을 것이다’, 가설3 ‘원직장 복귀의 유지기간과 타직장 복귀의 유지기간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

석대상은 ‘산재보험 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1차(2013년)∼3차(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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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동안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를 경험한 1,296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종속변수는 패널조사 자료 중 6개 항목의 일상생활만족도의 1∼3차

조사연도 합계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복귀형태(원직장 복귀, 타직장

복귀)와 복귀형태 유지기간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직장 복귀는 타직장 복귀에 비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재해 발생 이전 사업장에 다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산재근로자

는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인식하므로써 삶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

다. 가설 1의 검증 결과로 원직장 복귀는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

서 성공적인 직업복귀의 요소가 됨이 입증되었으므로 원직장 복귀에 집

중하고 있는 현재의 재활급여(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

비) 구조는 성공적인 직업 복귀에 이를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원직장 복귀가 정책적으로 접근

하기 편하고 복귀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정책공급자

입장에서의 장점이 부각된 반면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도 좋은 복귀형태임이 증명되었다.

둘째, 복귀형태가 유지되는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가

치료가 끝난 후 사회 또는 직업으로 복귀했을 때 복귀 자체만으로 재활

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뜻한다. 측정 시점에 몇 명의 산재근로

자가 복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 복귀자가 얼마나 오래 그

상태를 유지했는지가 성공적인 복귀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 볼 때 직업복귀 이후 일정기간동안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산재근로자를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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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의 지원기간13)은 직장복귀를

고려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지원기간이 끝나면

지원중단에 따른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원기간의 연장

등으로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복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완

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타직장 복귀자의 유지기간이 원직장 복귀자의 유지기간보다 더

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직장 복귀자 그룹에서는 유지기간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타직장 그룹에서는 유의수

준 0.001이하로 유의미한 영향력(β=1.375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유지기간이라는 요소가 원직장 복귀자와 타직장 복귀자에게

있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 차이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원직장 복귀는 복귀의 용이성과 함께 복귀가 지속될 수 있는 환

경, 즉 3M(직무매칭, 업무숙련도, 적응력)을 잘 갖추고 있고 타직장 복귀

자의 경우보다 첫직장 유지기간이 길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박은주,

2014). 또한 2015년 요양종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실태조사에서

설문조사 당시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원직장 복귀자 92%

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 타직장 복귀자는 75%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근로복지공단, 2016).

원직장 복귀자가 타직장 복귀자보다 회사 복귀 이후의 고용안정성에

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복귀형태 유지기간이라는 요소가 타

직장 복귀자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앞서 가설 2의

결과로 언급한 복귀 이후의 사후관리나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원기간

연장 같은 보완책은 타직장 복귀자에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3) 현재 직장복귀지원금은 최대 1년,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는 최대 3개월

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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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3의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복귀형태가 원직장 복귀일

때, 복귀형태 유지기간이 길면 길수록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복귀형태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면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에는 원직장 복귀

자체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에는 유지기간, 즉 고

용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의 직업재활급여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만 지원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이라면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정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고려해 보면 다음

의 두가지 우선 순위로 나누어 정책수단을 보완하여야 한다.

직업복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전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 제

고로 두어야 한다. 원직장 복귀는 복귀 유지기간과 상관없이 복귀 사실

만으로도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므로 원직장 복귀율이 높을수록

전체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원직장

복귀 정책을 강화하여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해야 한다.

그 다음 정책 목표는 원직장 복귀에 실패한 타직장 복귀자에게 복귀

이후의 복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를 취업시킨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또는 유지기간을 늘릴 수 있는 3M 모델의 조건이 확

충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직업 복귀의 유지기간은 전체 직업복귀

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타직장 복귀자에게는 성

공적인 직업 복귀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타직장 복귀

자를 위한 지원은 크지 않은 현재의 직업 복귀 정책에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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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 제언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의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직장 복귀는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

급여제도는 산재근로자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각종 보험급여를 지

급함으로써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

험 선진국으로 불리는 외국 사례를 보면 원직복귀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

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승욱·김선규(2014)에 의하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는 원직복귀를 사업주의 의무로 법제화하고 산재근로자에게도 그에 협조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원직복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산재근로자가 협력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사업을 시작한지 12개월 이내에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6주 이상 업무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 업무복귀 관

리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 직업재활급여를 통해 산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복귀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원직장 복귀 유도

정책을 원직장 복귀 의무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 보다 원직 복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원직장 복귀 의무화에 따라 직장복귀 지원제도도 의무지원을 법

제화해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가 발생하면 치료기간동안 대체인력 인

건비를 지원하고 치료가 끝나 원직장으로 복귀하면 산재근로자의 저하된

생산능력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사업주에게 보전해 주고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운동비도 지급해야 한다. 재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원직장 복귀가 산재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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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그 효과는 비용을 상쇄할 것

이다.

둘째, 타직장 복귀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타직장 복귀자도 고용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원직장 복귀에 실패하거나 원직장 복귀를 일정기간 유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타직장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지원을 한다면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직장

복귀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현재 직장복귀지원사업을 타직장 복귀자에

게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재활

운동비는 복귀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으므로 직업재활급여 제도를

타직장 복귀자에게 확대 적용하면 타직장 복귀자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런 정책은 산재근로자 고용을 주저하고 있는 사업주에

게 거부감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고 다른 산재근로자도 재고용할 수

있는 선순환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커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타직장 복귀자를 위한 직업훈련 제도, 취업알선사업 등도

더욱 구체화·체계화 시켜서 내실 있는 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 하고 타직

장 복귀이후에도 공단이 사업주와 산재근로자간에 중간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수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에는 경제적, 시간적 자원투입이 필요하고 그것은 항상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효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책공급 주체의 숙명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이

투입자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선진국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 복귀 정책 목표의 지향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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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types

of work return and duration of their

work service on their quality of life

Kim, Kwang Ba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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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on which conditions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can successfully go back to work. The conditions

include the types of their work, which means, whether they go back

to their original workplace, or they go find a new workplace, and

also how long they have their jobs. I considered these conditions in

terms of their quality of life.

When th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go back to work, there are

two kinds they can choose, which are, whether they go back to their

original workplace or they go find a new work. The contemporary

vocational rehabilitation system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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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benefits mostly those who go back to their original

workplace. Is this desirable? Under the contemporary policy, the

returnees don’t get any follow-up services once they return to work.

Is this acceptable? Considering all these facts, what should the

contemporary policies aim for the returnees’ successful settlement in

work? This study had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preceeding research results, to which workplace

they return (the original one or a new one) and how long they stay

there, considerably affect their awareness of life. Those who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 have more advantages over those who don’t. And

the duration of staying at one workplace also affects their satisfaction

levels in life. According to the bottom-up spillover theory, these

positive experiences are expected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facts, I set up 3 hypotheses. To verify the hypotheses, I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by setting the dependent variable

to be 3 year total of 6 clauses in daily life satisfaction survey among

panel research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independent variable to be types of work return (returning to the

original one or a new one) and the duration of their staying at one

work. Subject of analysis were 1,296 workers among those who had

experienced work return to whether the original workplace or a new

one during the period of 2013 to 2015.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has shown that those who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place and those who stay longer at one workplace,

have higher level in quality of life. Though the duration of staying at

work did not really matter much for those who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 the duration of staying at work for those who fi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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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ob had significant influence in quality of life. These results

have proved that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 and staying in one

workplace long enough are two important factors in raising their

quality of life and successfully going back to work.

keywords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vocational

rehabilitation, returning to work, duration of staying at one work,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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