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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자리특성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무내용, 근로환경, 교육 및 서비스환경의 네 일자리특성 변수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급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직무만족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증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사회적 지지(자녀지지와 외부지지)는 일자리특성과 직무
만족 및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특성, 직무만족, 생활만족도, 사회적지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n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mong the 
Senior Job Replacement Project participan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enior Job Replacement Project 
Participants" data collected by the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were used and 
analyzed employ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 This study found that four out of five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job requirements, working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and service environment)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articipants' job satisfaction, whereas pay did not; that job satisfaction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participants' life satisfaction; and that two social support 
variables(children support and outside support) did not play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nts' job satisfaction and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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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활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 발달로 인간의  기

수명이 증가하면서 격한 고령화 상이 야기되었고, 

이와 더불어 성공  노화에 한 요성도 함께 두하

게 되었다. 노인 련 연구문헌들은 생산  활동참여는 

노년기의 삶의 질과 성공  노화에 결정하는 요한 요

인 일뿐 아니라 성공  노화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참고문헌 36참조>. 한편 늘어난 노년기는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

서 노인들의 상당수가 수입감소로 인한 경제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노년기의 무 와 무료, 사

회생활의 단 로 인한 소외와 고독감 등을 겪고 있다. 아

울러,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해 사회 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노인부양  보호문제, 경제활동인

구의 감소로 의한 사회와 경제활력의 하, 의료  연

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  등을 지 할 수 있다<참고

문헌 29참조>.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이제 한 개인

의 수 에서 벗어나 사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노

인일자리사업을 노인문제 해결을 한 핵심정책의 하나

로 선정하게 되었다<참고문헌 22참조>.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민간 사업수행기 이 사업운 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노인 합형 일자리’를 창출․제

공함으로써 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방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 를 통한 사회  가치창출의 

극 화, 노인인력활용에 한 사회  인식개선  민간 

참여도모, 노인의 극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한 교

육  훈련의 강화 등을 목 으로 하고 있다<참고문헌 

22참조>.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동기는 생계비마련이 60.6%, 용돈마련

이 23.7%, 사회참여의 수단이 4.8%, 건강유지의 수단이 

4.4%, 여가시간활용 수단이 2.8%, 자아실   자기발  

수단이 1.7%, 일을 통한 즐거움이 1.7%, 지식․기술 활용

이 0.2%, 계형성  소외감 해소가 0.1%, 기타가 0.1%

로 나타났다. 이들 참여이유들 에서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사회참여의 수단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에서 생

계비 마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

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가장 큰 변화는 여가 경제 으

로 보탬이 되었다가 37.0%,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가 

10.3%, 인간 계가 좋아졌다가 12.4%,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가 24.7%,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었다가 7.7%, 스스로 발

하는 계기가 되었다가 4.8%, 없음이 3.2%로 가장 큰 변

화는 경제 인 보탬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

았다<참고문헌 24, 25참조>. 

이처럼 노인일자리참여가 개인   국가  차원에서 

지니는 요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경제  독립  건

강상태의 호  방안의 하나로 학문   실무  측면에

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참여는 노인들에게 경제  자립뿐만 아니

라 건강상태의 호 , 그리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하

여 노년기의 삶의 질 제고와 련된 제반 측면에 정

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참고문헌 43

참조>.

본 연구의 심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특성이 참

여노인의 직무만족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사회

 지지의 조 역할을 탐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노인

일자리특성과 직무만족  생활만족도 간의 계에 한 

연구는 그동안 다수 수행되었으나, 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노인일자리특성과 직무만족  생활만족도에 

을 맞추어져 있다<참고문헌 15, 3, 23참조>. 선행연구들

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특성이 직무만족  생활

만족도간에 계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이들 계에서 

사회  지지가 조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문헌들에 따르면, 일자리특성이 직무만족과 생활만

족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계를 사회

 지지가 조 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참고문헌 33, 

52참조>. 그러나 노인일자리특성과 직무만족  생활만

족도 간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조 역할을 탐구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

인인력개발원이 수집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

인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특성이 노인인일자

리사업의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은 물론 일자리특성과 직무만족  생활만족도 간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조 역할도 함께 경험 으로 규

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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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민간 사업수행기 이 사업운 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노인 합형 일자리’를 창출・제
공함으로써 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를 

방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 를 통한 사회  가치창출의 

극 화, 노인인력활용에 한 사회  인식개선  민간 

참여도모, 노인의 극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한 교

육  훈련의 강화 등을 목 으로 하고 있다<참고문헌 

22참조>.

노인일자리사업의 법 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 

제23조의 2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②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 ․장기발 계획인 ‘새로마지

랜 2010’, ‘국가재정운 계획(2006-2010)’, ‘함께하는 희

망한국 비  2030’, ‘새로마지 랜 2015’ 등에 반 ․시행

되고 있는 국가 주요과제 의 하나이다<참고문헌 22참

조>.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이 있다. 

사회공헌형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이 있는데, 공

익형은 공공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안문제 해결 등

을 하는 일자리이고, 교육형은 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

양한 계층을 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달함으로

써 세  간 문화 승의 효과를 살리는 일자리이며, 복지

형은 사회․경제․문화  소외계층을 상으로 제공되

는 사회서비스를 확 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

응  안정  생활을 유지할 수 일자리이며, 이에 소요

되는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 경비는 정부에서 액 지원

한다. 한편 시장진입형에는 인력 견형과 시장형이 있는

데, 인력 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견하여 근무하여 근무기간에 한 일정 보수를 지 받

는 일자리이며, 시장형은 노인에게 합한 업종  소규

모 창업  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 하여 창출

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  운 하는 일자리

이다. 이들 산은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

비를 지 하고 정부의 노인일자리 산에서 부 경비를 

지원한다<참고문헌 26참조>.

노인일자리사업 제1기(2004-2007)의 주요성과는 ‘노

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  공감 를 확산시키고, 선제

 투자로 노인일자리 가능 역 확 의 토 를 구축하

으며, 공공과 민간의 기능  보완과 건설  상호 력 

에 기본 인 수행 인 라를 성공 으로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7년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기 으로 수요충족률이 19%에 불과하고 이마 도 공익

형, 교육형, 복지형 등 사회참여 확 를 목 으로 한 사회

공헌형 일자리에 편 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는  노인세 가 지닌 학력․ 숙련의 특성과 사업목

을 소득보장보다는 사회참여에 을 두었기 때문으

로 제2기(2008-2012)노인일자리사업에 한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문헌 26참조>.

제2기 ‘새로마지 랜 2015’ 에서는 에서 나타난 문

제 들을 계속 수정․보완하 는데, 2012년도 노인일자

리 사업 략방향은 5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노

인일자리 창출 ․확 , 체 사업량 220천개 증가,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완화, 사회  이슈 선

을 통한 략사업 기획  보 , 일자리사업의 사회  

유용성 강화, 즉, 단순작업 주의 획일  일자리 지양, 

사업운   리가 어려운 사업 운 폐지, 셋째, 참여노

인에 한 연계서비스 확 , 소양교육 시간 내, 어르신 

심분야에 한 교양교육 필수 수강, 일자리를 통한 지속

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그리고 어르신 자조모임  문

화체험 활동지원, 넷째, 달체계 간소화  리․평가 

강화, 시도에 권한과 책임 부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사업운 에 한 상시․통합  리체계 구축, 노인일자

리 모니터링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강화, 다섯째, 시장

형 사업 내실화도모, 부진사업 단기 안 마련  서

터즈 연계 컨설  실시, 략아이템사업 육성을 통한 공

동 랜드 사업추진  노인생산품 매 경로 확  등을 

추진하고 있다<참고문헌 26참조>.   

2.2 일자리특성

조직구성원이 어떤 일자리, 즉 직무에 동기부여가 되

고, 어떤 직무를 맡으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은 조직 리의 주요한 과제 의 하나이다<참고문헌 14

참조>. <참고문헌 12참조>은 일자리특성, 즉 직무특성

을 일반 으로 직무가 가지는 다양한 요소의 정도를 말

하는 것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에게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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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결과에 한 인지 등을 느끼

게 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참고문헌 8참조>

은 직무특성을 직무자체가 종업원의 직무동기, 만족  

성과 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참고문헌 34참조>도 “특정한 직무의 

특성이 종업원의 요한 심리상태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심리상태가 개인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생산향상성이라는 기업의 목표

를 달성”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학자들은 직무

특성은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은 물론 성과에 향

을 미친다는 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s theory)은 직무특성

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 에 향을 미치는 핵심 인 직

무설계이론 에 하나이다. 직무특성에 한 요성은 

<참고문헌 51참조>에 의해 본격 으로 연구되기 시작했

는데, 그들은 <참고문헌 37참조>의 동기 생이론에 바

탕을 두고 직무특성을 다양성, 자율성, 선택  상호작용, 

요구되는 상호작용,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책임감을 가

리키며, 직무가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게 될 때 종업원의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주장하 으며, 이를 하나의 체계

인 이론으로 종합 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참고문헌 35

참조>이다. 이들은 직무특성이론의 확장과 수정을 통해 

다양성, 정체성, 자율성, 요성 환류성이라는 5가지 차

원의 직무특성 요인을 제안하고, 이 5가지 요인을 핵심  

직무차원(core job dimension)으로 간주하 다. 이와 유

사하게, <참고문헌 51참조>는 직무특성요인을 다양성, 

자율성, 선택  상호작용, 요구되는 상호작용,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책임감 등 6가지로 구분하 다. 

이처럼 다양한 직무특성 요인들은 크게 내재  특성

요인과 외재  특성요인으로 나  수 있다. 자는 직무

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과업 그리고 직무가 제공하는 

자기표 의 기회에 을 맞추고 있으며, 후자는 상황 

는 작업환경과 계가 있고 외 인 상이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참고문헌 49참조>. 본 연구에서는 일자

리특성 요인들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

조사에 포함된 여, 직무내용, 근로환경, 교육, 서비스 

환경 등 5가지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2.3 직무만족

<참고문헌 46>는 직무만족을 사회 체의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직무참여자로서 지니는 감정의 정  지향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참고문헌 48참조>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자체  직무와 련한 다양한 

양상들에 해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듯 직무만족은 각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조직에 

소속되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요한 부분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Maslow의 욕구체계

이론(Need Hierarchy Theory), Herzberg의 동기 생이

론, Alderfer의 생존- 계-성장이론(ERG), 기 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Locke의 목표설정이론 등이 있다. 

련문헌들을 검토해보면, 직무만족 결정요인들은 크게 

개인․문화  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으로 나 어진다

<참고문헌 13참조>. 개인․문화  특성에는 개인 인 

성격, 성, 연령, 재직기간, 직 , 담당업무, 결혼여부 등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문화  배경 등이 포함된다<참고

문헌 17참조>. 직무특성 요인들로는 개인의 성취감, 다

양성, 도 성, 안정감, 책임감, 성장기회, 직무의 범 , 역

할모호성, 역할갈등, 업무량 등이 있고, 조직특성에는 직

무와 련된 환경 ․복합  요인으로써 감독, 작업조건, 

임 , 환경요인, 상 자, 감독스타일, 의사결정, 복지후생, 

과업수행, 감독, 리정책, 동료와의 계, 사회  공헌 

등이 포함된다<참고문헌 44참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 련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참고문헌 2참조>은 노인일자리사업

과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사회참여수   주  효과

성과 한 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참고문헌 

27참조>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특성과 련하여 

일자리에 한 만족, 업무의 내용  강도에 한 만족, 

동료와의 계만족은 반 인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6참조>은 노

인일자리 사업의 ․소도시별 비교 연구에서 소도시에

서는 일자리참여유형이 반 인 만족도와 여만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반면에, 도시에서는 성별과 

참여유형이 기 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발견하 고, <참고문헌 4참조>는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사업 교육

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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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이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여, 직무내용, 근로환경, 교육, 서비

스 환경 등 5가지 일자리특성요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고자 한

다. 련문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특성들인 

여, 직무내용, 근로환경, 교육, 서비스 환경이 만족스러

울수록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 다.

2.4 생활만족도

재 삶에 한 주 인 인지에 따른 생활만족감이 

궁극 으로는 노인자신의 일생에 한 행복도  생의 

목표달성과도 직  연결되기 때문에 노년기의 생활만족

도 여부는 한 개인의 성공 인 삶을 악하는데 요한 

개념이다<참고문헌 10참조>. 생활만족도의 개념이 일반

화된 것은 .<참고문헌 45참조>이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을 검증하

기 해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생활만족도를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

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면서 자신의 생활에 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효율 으로 주 환경에 

잘 응해 나가 정서   사회 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

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한편, <참고문헌 40참조>는 생활만족도를 삶을 의

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 했던 목 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고, <참고

문헌 47참조>은 노인생활만족도를 노인의 일상활동, 의

미, 목표, 기분, 자아개념 등의 분야로 나 고 이 분야에

서  생애에 걸친 만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생활만족

도는 생활 반에 걸쳐 느끼는 한 개인의 주 인 감정

에 한 단 혹은 자신의 기 에 한 충족의 정도를 의

미한다.

본 연구의 주된 심사 의 하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간의 계의 탐구

에 있다.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참고문헌 3참조>

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이 미참여노인들에 비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 고, <참고문헌 11참조>

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과 일자리특성

이 모두 주  행복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9참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학력, 경제상태, 연령 등이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

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참고문

헌 19참조>은 일자리사업 직무만족이 생활만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한<참고

문헌 28참조>은 일자리 참여노인들은 일자리사업에 

한 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상 으로 높

게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고, <참고문헌 7참조>는 신체  

직무요구와 내용  직무요구  직무만족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

견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검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이 증가할

수록 참여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 다.

2.5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참고문헌 32참조>는 사회  지지를 “다른 사람에 의

해서 제공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참고문헌 41

참조>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돌 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는 이용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으며, <참고문헌 38참조>

는 정서  심, 도구  도움, 정보, 칭찬  한 개 는 

둘 이상의 포함된 인 계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이

듯 사회  지지는 학자들의 연구목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사회  지지의 모든 요소들은 구조  

 기능  측면으로 나 어 설명이 가능하다<참고문헌 

32, 50참조>.  구조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인 계 

구조의 객  측면을 가리키는데, 한 개인이 어떤 사람

과 얼마나 많은 인 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

으로 측정함으로써 얻어진다. 반면에 기능 인 측면은 

개인이 자신이 맺고 있는 실제 인 인 계의 질에 

한 평가  지각과 련된다.

사회  지지는 그 제공주체가 구냐에 따라 원천별

로,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

될 수 있다.  지지의 원천의 측면에서 <참고문헌 31참

조>는 사회  지지를 상사, 작업동료, 가족  친구의 지

지로 구분하고,  <참고문헌 30참조>는 사회  지지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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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의 상사, 동료, 부하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을 말하는 

직무 련 지지와 가족, 친구, 정신요법치료사, 카운슬러 

등에게 의해 제공되는 지원을 가리키는 비직무 련 지

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참고문헌 50참조>는 지지의 

기능의 측면에서 사회  지지를 애정, 이해, 수용, 자존

감, 고양 등을 의미하는 사회 정서  지지와 정보, 조언, 

책임 있는 도움, 경제  도움 등을 가리키는 도구  지지

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  지지 련 연구에서 일반 으로 지지의 원천을 

기 으로 한 사회  지지의 분류유형을 많이 사용한다.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자료에는 따

로 떨어져 사는 (손)자녀들의 사회  지지인 자녀지지와 

따로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 친척, 친구, 이웃 등 직계가

족 이외의 사회  지지를 가리키는 외부지지의 두 변수

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지의 원천의 

측면에서 사회  지지 변수로서 자녀지지와 외부지지의 

두 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노일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사회  지지 련 연구

들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노인들의 사

회  지지에 미치는 향에 한 탐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컨 , <참고문헌 20참조>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 가족․친지․친구 등 사회  계를 개선시키는 정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참고문헌 6참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사회  계에 도움이 되고 어

려운 시기에 사회  지지를 교환함으로써 개인의 심리 , 

신체  안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 하

고 있으며, <참고문헌 18참조>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 노인들에게 신뢰, 계망  사회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심은 사회  지지의 

조 효과에 있다. 사회  지지 련 문헌들은 사회  지

지가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도 간의 계를 조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참고문헌 42, 

33, 52참조>. 다시 말해서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 직무

만족에 한 직무특성들의 정  향  생활만족도에 

한 직무만족의 향이 한층 더 커진다고 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지지의 조

효과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련 문헌에 근거하여 사회  지지의 두 유형

인 자녀지지와 외부지지가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 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Fig 1]에 

제시된 연구모형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한 분석자료로는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

업의 정책효과와 안마련을 한 기  근거를 마련하

기 한 목 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집한 ‘2012

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 본 자료의 모집단은 2012년 7월 31일 기  국(제

주, 세종시 제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222,381명이

며, 표본의 크기는 2,005명이다. 조사를 한 표본은 각 

일자리사업유형별로 200명씩 최소 할당 후에 비례배분을 

하고, 이어서 모집단의 시도별  지역크기별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하는 방식으로 추출하 다 본 자료는 구

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약 6주간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개별면 조사방식을 사용하 다<참고문헌 24참조>.

본 자료의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가 33.0%, 여자가 67.0%이며, 연령은 60 가 21.4%, 

70-74세가 38.5%, 75-79세가 29.0%, 80세 이상이 11.1%

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25.9%, 등학교가 

41.4%, 학교가 16.5%, 고등학교가 10.7%, 문  이상

이 5.5%이고, 가구유형은 노인독거가구가 33.9%, 노인부

부가구가 41.1%, 자녀동거가구가 21.5%, 기타가 3.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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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응

답이 반이 넘는 55.9%, 보통이라는 응답이 29.3%, 건강

하지 않다는 응답이 14.8%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

 경제상태는 나쁘다는 응답이 반에 가까운 41.7%, 

보통이라는 응답이 거의 반에 해당하는 48.0%, 그리고 

좋다는 응답은 10.3%의 작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거주

지는 수도권이 33.0%, 지방이 77.0%의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규모는 도시가 39.8%, 소도시가 38.0%, 

농어 이 2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형이 61.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

로 복지형이 19.2%, 교육형이 11.6%의 순이며, 시장형과 

인력 견형은 각각 5.3%와 2.3%의 작은 비 을 차지하

고 있다.

3.2 변수의 측정

일자리특성 변수인 여는 여수   사업유형별 

여의 공평성의 두 항목, 직무내용은 일의 난이도, 근로

시간  일의 내용흥미도의 세 항목, 근로환경은 작업환

경의 안 성, 작업환경의 편의성, 작업장 이동의 편의성

( 근성)의 세 항목, 교육은 교육내용의 흥미도  교육

의 직무활용도의 두 항목, 서비스환경은 참여신청부터 

참여하기까지의 차의 간편성, 소속기 (수행기 ) 실

무자의 문성, 소속기 (수행기 ) 실무자와의 계, 소

속기 (수행기 )의 요구사항 반  정도, 그리고 일자리 

련 정보제공ㆍ상담의 성의 다섯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각 항목은 ‘① 매우 불만족’에서 ‘⑤ 매우 만족’까

지의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사회  지지 변수  자녀지지는 지난 1년간 따로 사

는 (손)자녀의 만남 빈도  연락 빈도를 묻는 두 문항으

로 측정하 으며, 외부지지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친구, 이웃의 만남 빈도  연락 

빈도를 묻는 두 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각 문항은 ‘① 거

의 하지(만나지) 않았다’에서 ‘⑦ 거의 매일’까지 7개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직무만족은 ‘일자리에 한 반  

만족도’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이 문항은 

‘① 매우 불만족’에서 ‘⑤ 매우 만족’까지의 5개의 응답범

주를 갖는다. 생활만족도는 김종숙(1987)의 연구에서 사

용되었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7문항으로 측정하 으

며, 각 문항은 ‘①  그 지 않다’에서 ‘⑤ 매우 그 다’

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도를 악하기 

해서  요인분석을 사용하 으며,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 고, 요인수 결정방법으

로는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의 수를 기 으로 하는 

카이 규칙을 사용하 다. 그리고 요인회 방법으로는 

직각 회 인 베리맥스 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분석 결

과 측정문항들이 모두  .50 이상의 높은 요인부하량으로 

해당요인에 하게 재되고 있어 측정도구들이 모두 

한 수렴  별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추정방법으로 Cronbach's α를 사

용하 다.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의 

경우 이 계수값이 0.6이상이면 수용가능하다고 보며, .70 

이상이면 만족, .80 이상이면 매우 만족스러운 신뢰도 수

을 지닌 것으로 단한다.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계산한 결과, 

여는 .748, 직무내용은 .816, 근로환경은 .829, 교육은 

.894, 서비스환경은 .879, 자녀지지는 .776, 외부지지는 

.848, 생활만족도는 .801로 나타나, 모든 척도들이 만족스

러운 신뢰도 수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타당도  

신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분석에서는 각 척도

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한 응답의 합의 평균을 계산

하여 각 변수의 척도값으로 삼았다. 

3.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한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

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의 표본은 각 사업유형별 ‘최

소할당후 비례배분’ 방식을 사용하여 추출하 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과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

의 분포가 모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도록 원자료에 

사업유형별, 시도별  지역규모별 가 치를 용한 가

자료를 사용하 다.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분석을 

해서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 연구모형 

 가설의 검증을 한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계  

회귀분석방법(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을 이용

하 고, 설정오류로 인한 모수추정치의 왜곡을 최소화하

기 해서 성별, 연령, 학력, 가구유형, 주  건강상태, 

주  경제상태, 거주지, 지역규모의 7개의 인구통계학

 변수와 사업유형 변수 등 모두 8개의 변수를 통제변수

로 사용하 다. 

계  회귀분석은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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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

여 8개의 통제변수들을 회귀시켰다. 둘째 단계에서는 8

개의 통제변수에 덧붙여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각각의 

인과  선행변수들을 회귀시켰다. 셋째 단계에서는 조

변수인 사회  지지 변수를 회귀시켰으며, 넷째 단계에

서는 직무만족  생활만족도 각각의 인과  선행변수들

과 조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들을 회귀방정식에 추가하

다. 조 효과를 검증하는데 직면하는 문제는 선행변수 

 조 변수들과 그 변수들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항들 

간에 심각한 다 공선성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이다. 

따라서 다 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해서 <참고문헌 39

참조>의 제안에 따라 회귀방정식에 들어가는 모든 이론

 변수들을 평균값이 0, 표 편차가 1이 되도록 표 화

시켰으며, 표 화된 변수들을 가지고 상호작용항을 만들

었다.

4. 연구결과

4.1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변수

들의 영향분석 결과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구모형  가설검증을 한 자

료분석방법으로는 계  회귀분석방법(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을 이용하 고, 설정오류로 인한 

모수추정치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8개의 인구학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통제변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성별변수는 ‘여자’는 1, ‘남자’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로 

환하 고, 학력변수는 무학을 거범주로 하여 등학

교, 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세 범주는 각각 1의 값을 

갖는 3개의 가변수로 환하 으며, 가구유형은 노인독

거가구를 거범주로 하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

구(기타포함)의 두 범주가 각각 1의 값을 갖는 2개의 가

변수로 환하여 분석에 투입하 다. 그리고 거주지 변

수는 수도권은 1, 지방은 0의 값을 갖는 가변수로 환하

고, 지역규모는 농어 을 거범주로 하여 도시와 

소도시의 두 범주가 각각 1의 값을 갖는 2개의 가변수

로 환하 으며, 사업유형 변수는 사례수가 매우 은 

시장형  인력 견형을 거범주로 하여 공익형, 교육

형  복지형의 세 범주가 각각 1의 값을 갖는 3개의 가

변수로 환하여 회귀식에 투입하 다.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직무만족  생활만족도에 

한 선행변수들의 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1>에 제

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 화회귀계

수값이다. 우선 직무만족 련 분석 결과인 <Model1>에

서 통제변수들을 직무만족에 회귀한 결과인 <EQ1>을 

보면, 통제변수들이 직무만족 변이의 3.8%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

별 변수들의 유의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주  건

강상태(β=.092, p<.01)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향

을 미치는 반면에 D수도권(β=-.130, p<.01) 은 직무만족

에 유의미한 부의 향을 미치며, D공익형(β=.157, 

p<.01), D교육형(β=.103, p<.01), D복지형(β=.117, p<.01)

의 세 사업유형 변수도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Q1>에 5개의 일자리특성 변수를 추가로 회귀한 결

과인 <EQ2>를 보면, 이들 5개 변수는 직무만족 변이의 

58.4%를 추가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01 수 에서 

유의미하다. 개별 변수들의 유의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

면, 직무내용(β=.101, p<.01), 근로환경(β=.182, p<.01), 

서비스환경(β=.531, p<.01), 교육(β=.111, p<.01)의 네 변

수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반면

에, 여 변수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내용, 근로환경, 

서비스환경  교육이 만족스러울수록 직무만족이 증

하는 반면에 여는 직무만족의 증 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생활만족도 련 분석결과인 <Model2>에

서 통제변수들을 생활만족도에 회귀한 결과인 <EQ1>을 

보면, 통제변수들이 생활만족도 변이의 21.2%를 설명하

고 있으며, 이는 .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들의 유의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D여자(β

=.077, p<.01), D등(β=.118, p<.01), D 등(β=.138, p<.01), 

D고등(β=.190, p<.01), D노인부부(β=.125, p<.01), D자녀

동거(β=.091, p<.01), 주  건강상태(β=.087, p<.01), 주

 경제상태(β=.192, p<.01), D수도권(β=.132, p<.01), 

D 도시(β=.082, p<.01), D교육형(β=.062, p<.05)는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반면에, 연령(β

=-.058, p<.05)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Q1>에 직무만족을 추가로 회

귀한 결과인 <EQ2>를 보면, 직무만족이 생활만족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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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3.8%(p<.01)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며, 생활만족

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β=.200, p<.01)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

는 것을 가리키다. 

<Table 1> Regression results for the effects of 
antecedents 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s

Model1: DV=job 

satisfaction

Model2: DV=life 

satisfaction

Beta t Beta t

E

Q

1

control variables.

Dsex(Women) -0.028 -0.955 0.082** 3.454

Age -0.018 -0.671 -0.052* -2.339

Dschool1(elementary) -0.078* -2.468 0.103** 4.024

Dschool2(middle) -0.040 -1.262 0.137** 5.454

Dschool3(high) 0.010 0.289 0.201** 7.196

Dhousehold1(elderly 

couple)
-0.025 -0.785 0.120** 4.719

Dhousehold2(child 

coresidence)
-0.020 -0.680 0.085** 3.575

health condition 0.092** 3.546 0.118** 5.662

economic condition -0.028 -1.096 0.196** 9.461

Darea(capital area) -0.130** -4.855 0.087** 3.981

Dsize1(metropolis) -0.006 -0.172 0.076* 2.701

Dsize2(S/M-sized city) 0.004 0.116 0.031 1.154

project type

Dtype1(public good) 0.157** 3.140 -0.016 -0.425

Dtype2(education) 0.103* 2.581 0.092** 3.026

Dtype3(welfare) 0.117** 2.653 0.018 0.530

 038** .213**

E

Q

2

job characteristics

pay(PA) 0.009 0.486

job requirements (JR) 0.101** 4.722

working 

environment(WE)
0.182** 8.528

service 

environment(SE)
0.531** 26.169

education program(EP) 0.111** 5.602

intervening variable

job satisfaction(JS) 0.200** 10.090

 .584** .038**

(adj.  ) 623(.618)** .251(.245)**

* P<.05, ** P<.01

4.2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Table2>

에 제시되어 있다. <Model3>은 일자리특성 변수와 직무

만족 간의 계에 한 자녀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 모형에서 <Model1>의 <EQ2>에 조 변수

인 자녀지지를 추가하여 회귀한 결과인 <EQ3>를 보면, 

조 변수인 자녀지지는 직무만족 변이의 0.3%(p<.01)를 

추가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향(β=.052,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녀지지가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

다. <EQ3>에 5개의 일자리특성 변수와 자녀지지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5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추가된 <EQ4>

를 보면, 5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직무만족 변이의 0.1%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05 수 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지지 변수가 

일자리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계를 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자리특성 변수와 직무만족 간의 계에 

한 자녀지지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인 <Model4>

에서 <Model1>의 <EQ2>에 조 변수인 외부지지를 추

가하여 회귀한 결과인 <EQ3>을 보면, 조 변수인 외부

지지는 직무만족 변이의 0.2%(p<.01)를 추가 으로 설명

하고 있으며,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향(β=.043,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지지가 많을

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EQ3>에 5

개의 일자리특성 변수와 외부지지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5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추가된 <EQ4>를 보면, 5개의 상

호작용항들이 직무만족 변이의 0.2%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05 수 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지지 변수가 일자리특성과 직

무만족 간의 계를 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간의 계에 한 사회  지

지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Model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Model2>의 <EQ2>에 조 변수인 자녀지지

와 외부지지의 두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한 결과인 

<EQ3>을 보면, 2개의 사회  지지 변수는 생활만족도 

변이의 1.3%(p<.01)를 추가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는 .01 수 에서 유의미하다. 개별 변수들의 유의성을 살

펴보면, 자녀지지(β=.063, p<.01)와 외부지지(β=.091, 

p<.01)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지지와 외부지지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EQ3>에 2개의 사회  지지 변수와 직무만족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2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추가된 <E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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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2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생활만족도 변이의 0.1%

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05 수 에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지지가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간의 계를 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Analysis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variables

Model3: 

DV=job 

satisfaction

Model4: 

DV=job 

satisfaction

Model5: 

DV=life 

satisfaction

Beta t Beta t Beta t

E

Q

3

moderating var.

child support(CS) 0.052** 3.268 0.063** 3.115

outside 

support(OS)
0.043** 2.654 0.091** 4.430

 .003** .002** .013**

E

Q

4

interaction terms

CS*PA -0.009 -0.556

CS*JR -0.016 -0.751

CS*WE 0.042 1.940

CS*SE -0.028 -1.347

OS*EP 0.022 1.114

OS*PA -0.020 -1.161

OS*JR -0.005 -0.253

OS*WE 0.048 2.290

OS*SE -0.003 -0.141

OS*EP 0.009 0.433

CS*JS -0.025 -1.254

OS*JS 0.003 0.163

 .001 .002 .001

 (adj.  ) .627(.620)** .627(.620)** .265(.257)**

* P<.05, ** P<.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 직무내용, 근로환경, 교육  서비스

환경의 다섯 가지 일자리특성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

인들의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다. 

여를 제외한 직무내용, 근로환경, 교육  서비스환경

의 네 일자리특성변수들은 상 로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노인들의 직무만족 증 에 정 인 기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 연구결과는, 상과 달리, 보수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 증 에 의미있

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가 요한 향요인이 아

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참여노인들의 월평균 여의 변

이가 20만원 내외로 매우 작아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과 련하여 

흥미로운 발견은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의 일자리 참여노인들이 시장진입형(시장형  인력 견

형) 일자리 참여노인들보다 더 높은 직무만족 수 을 보

여주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

회공헌형 일자리 참여노인들의 여, 직무내용, 근로환

경, 교육  서비스환경 등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

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는 민간형 일자리 참여노

인들이 상 으로 더 낮은 여와 높은 노동강도, 열악

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로, 노인생활만족도 련 문헌들은 생활만족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건강요인, 경제  

요인, 사회  요인  심리  요인 등을 지 하고 있다

<참고문헌 5참조>.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건강요인(주  건강상태), 경제  요인(주  경

제상태), 사회  요인(자녀지지와 외부지지)이 노인의 생

활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덧붙여,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노인의 직무만족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으로 상하 다. 상 로, 본 연구결과는 노인일자리사

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

의 생활만족도 증가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노인일자

리사업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  지지가 일자리특성과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간의 계를 

조 할 것으로 상하 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경험 으로 지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특성과 직무만족, 그

리고 직무만족과 생활만족도 간의 계에 있어서 사회  

지지가 조 변수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  지지 척도가 지닌 한계로 인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 변수를 만남  연락 회수의 

측면에서 측정하 는데, 련 문헌들은 본 연구처럼 양

인 측면이 아니라 정서   도구  지원 등의 질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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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사회  지지 변수를 측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참고문헌 1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  지

지의 조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측정 상

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 가

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  지지의 조 효

과와는 별개로, 본 연구결과는 사회  지지의 두 유형인 

자녀지지와 외부지지가 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

만족과 생활만족도 증 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직무내용, 

근로환경, 교육 등의 일자리특성이 직무만족에 정  

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지지는 직무

만족과 생활만족도 증 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

 문제로 두된 노인문제 해소에 정  효과를 주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하고 확 하기 한 노력이 필요

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 을 다. 첫째, 노인일자

리사업의 효과성을 증 시키기 한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세 의 은퇴 등 미래 노인에 비

하여 다양한 직무분야  교육과정 개발, 노인이 활동하

기 합한 근로환경  서비스환경의 발  개선이 필

요할 것이다. 아울러, 직무만족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여는 2004년부터 20만원 내외로 정착되어 변별

력이 없었던 것으로 직무 등 근로조건의 다양화를 통해 

각 분야마다 정한 수 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비해 직무만족 수 이 낮게 나타난 

시장진입형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를 들면, 시

장진입형 사업의 인건비 보조 확 를 통한 여수 을 

높인다거나, 부 경비 지원확 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

하여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안정 인 사회  계망 유지  

확 를 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 비록 사회 지

지가 일자리 특성과 직무만족 간,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도 간의 계를 조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

무만족과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자리사업 내 참여자의 사회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는 방안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 과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수집한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 이 자료는 체 모

집단에서 확률표집된 표성 있는 표본이라는 장 을 지

니지만, 2차자료로서 본 연구를 한 변수  척도의 선

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컨 , 타당도와 신뢰

도가 이미 확립된 다양한 직무만족 척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반  만족을 묻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여 직무만족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에 유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사용하여 일자리특성

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향과 사회  지지의 조 효과를 탐구하

다. 그러나 횡단  연구에서 변수들간의 인과 계를 명

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컨 , 참여노인

들의 생활만족도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보다 명확

하게 악하기 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들간의 

인과  향을 탐구하는 종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외생변

수와 내생변수들을 동일한 응답원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변수들간의 계의 강도를 강화

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

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해서 변수들의 측

정에 있어서 다양한 원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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