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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개인-환경 합성, 업무 스트 스  만족도

의 차이를 분석하고, 개인-환경 합성(개인-직무, 조직, 동료 합성)과 업무 스트 스  만족도의 향

계와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설문조사는 서울 지역에서 택시운 기사로 직업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성을 상으로 2013년 2월 15일에서 3월 20일까지 실시하 고, 총 35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개인-환경 합성, 업무 스트 스 

 만족도에 부분 인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개인-환경 합성은 업무 스트 스에는 부(-)  향을 

데 반해, 업무 만족도에는 정(+)  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자아효능감은 개인-조직 합성과 업무 

스트 스의 계에서 조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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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work stress and work 

satisfaction according to a demographic factors of elderly people under participation in job 

activities. And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s on person-environment fit, 

work stress and work satisfaction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5 to March 20, 2013 among the male taxi drivers aged 60 or 

older in the Seoul areas, and 358 responses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As a results, there 

were partially differences in the person-environment fit, work stress and work satisfaction 

according to a demographic factors. The person-environment fit had a negative impact on work 

stress, but it had a positive impact on work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self-efficacy had a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of the person-organization fit and work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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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서 노인의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면서 퇴직 이후 노인의 직업활동이 사회  문제

가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노년기의 삶과 직결되는 직업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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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있다. 정책 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

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  업무 역에서 비용 

고효율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비용 감

을 목 [1]으로 하지만 단기간의 일자리에 불과하여 장

기  에서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 지출

이 경제 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을 뿐 아니

라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 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

선이 필요[2]하므로 노인 빈곤율 완화를 한 정책수립

이 시 하다.

노인의 직업활동은 실내보다는 야외작업 장에서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 지역의 경우 

농림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고 도시에서는 폐지수거 

등에 종사하는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추정[3]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어들면서 70∼80  택시운 기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법인·개인

택시 운 사의 경우  매년 40  이하는 감하는 반면 

50  이상이 가 르게 증가하고 있다[4].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 황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서울시 

체 택시기사 에서 60∼80  고령 택시기사가 2만

3000여 명에서 3만700여 명으로 증가[5]한 것으로 밝

지고 있다. 

택시운 기사의 고령화는 평균 수명에 비해 정년이 

낮고 재취업 기회는 소한 노동시장 특성에서 빚어지

는 상이며, 택시회사에서는 청장년 운 사의 이탈로 

인력기근을 겪고 있어 더욱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노년층이 택시기사로 취업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

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이 어든다는 정

인 평가[4]가 있으나 노년기의 신체 , 정서  특성과 

운 기사 업무의 특성  합성, 노동시간 비 낮은 

수입 등으로 인해 스트 스가 유발되거나 업무 만족도

가 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택시운

기사로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업무 스트 스는 개인의 욕구, 능력  자

원과 업무환경과의 부 합[6]으로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7]. 업무 만족도는 업무

에 한 조직 구성원의 인지, 정서, 행 의 복합체이며, 

개인이 업무에 해 만족하는지 혹은 불만족하는지를 

악하는 것은 동기부여와 업무 성과를 측하는 기

이 된다[8]. 이러한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가 삶 자체

에 한 자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 직업활

동에서의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 연구는 노인복지분

야의 연구에 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인구사회학  특

성은 노년기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9][10], 직업활동을 하는 개인과 조직 

환경과의 합성, 업무 특성  동료와의 계 등으로 

인해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환경 합성은 개인과 조직 환경이 조화를 이

루는 정도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치 의 유사성을 

보이거나 개인의 특성이 환경이 요구하는 을 보완할 

경우, 개인이 요구하거나 선호하는 을 조직이 제공하

거나 조직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을 개인이 충족시

키는 능력이 있을 때 개인과 조직의 합성이 이루어진

다[11]. 개인이 직업활동을 하면서 업무환경이 자신의 

욕구와 선호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는가에 따라 개인-환

경 합성이 달라지며[12], 개인-환경 합성에 한 

연구[11][13][14]에서는 조직과 직무 합성 에서 

개인-환경 합성을 규명하거나 상사 혹은 동료 합

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악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

들은 업무에서의 스트 스를 낮추고 만족도를 높이는 

환경  변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인석 등[15]의 연구에

서는 합성과 만족  스트 스 간의 계에서 자기효

능감의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분석 상자가 다양하고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한 실증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택시운 기사로 직업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노인의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의 향요인

으로 개인-환경 합성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개인과 직무와의 합성, 개인과 조직과의 합성, 

개인과 동료와의 합성이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업무 

스트 스를 낮추고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인지를 확인

하는데 목 이 있다. 더불어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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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개인-환경 합성, 업무 스

트 스  만족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노년기에 직업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개인-환경 적합성
개인-환경 합성(person-environment fit)은 환경과 

개인의 동기, 목표  가치와의 합성 혹은 환경  요

구와 개인의 기술, 능력과의 합성을 의미하며[16], 업

무 환경 자체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차원의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다. 개인-환경 합성에 

한 연구에서는 조직, 직무 차원에서 개인과의 합성

을 확인[17][18]하거나 조직, 직무  상사와의 합성

을 분석한 연구[19] 등이 있으며, 개인이 일상 으로 

하는 직무와 상사, 조직과 같은 환경만이 아니라 동료 

합성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동료 합성은 

제가 확산되고 조직의 계서열이 감소되는 등 수평

 조직구조로의 변화가 오면서 부각되기 시작하 으

며, 동료의 경우 정확한 의사소통이나 건설 인 행동을 

통해 정 인 작업 환경을 조성해 으로써 개인의 

정 인 행동을 지원하고 진시킬 수 있다[20]. 택시운

기사는 직업의 특성상 조직 환경에서의 인 계가 

상사보다는 동료들 간의 계에 집 되어 있다는 에

서 동료와의 합성이 보다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개인-환경 합성을 개인과 직무, 개인과 조직  개

인과 동료의 에서 근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직무 합성(person-job fit)은 특정 직무

와 개인 간의 유기  조화 계[15]로 정의되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요구간의 합성 는 개인의 요구와 직무 

속성간의 합성을 나타낸다[21]. 개인이 자신의 직무

에 얼마나 합된다고 느끼는지와 조직에 얼마나 합

된다고 느끼는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직무 

합성은 개인-조직 합성과 구분되는 개념[15]이며, 황

규선[20]에 의하면 개인-직무 합성은 수요-공

(needs-supplies)의 으로 악할 수 있다. 즉, 직무

가 제공하는 것과 개인의 요구 간의 계가 합하게 

이루어질 때 개인과 직무의 합성이 확보되는데, 여기

서 개인의 요구는 심리  요구, 목표, 가치, 심 등 여

러 가지 형태로 표 되고 직무 공 은 일반 인 직업 

특성에서부터 역할 명확성, 책임 정도, 직무 다양성  

독립성 등과 같은 구체 인 직무 특성까지 포 한다.

둘째, 개인-조직 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은 

개인과 조직이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격이나 규범, 가치 등의 일치 

정도[11]를 말한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 욕구와 조직의 

가치, 지원 간의 일치성 정도[12]로서 개인  특성과 조

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므로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이 유사하면 조직성과가 향상되

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과 조직 간의 가

치 합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내  불만족이나 자기비

하 같은 부정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업무성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22][23].

셋째, 개인-동료 합성(person-coworker fit)은 개

인과 작업 집단(work group) 간의 인  합성에 

을 둔 개념[11]으로, 목표나 가치, 성격 등의 측면에

서 동료들과의 합성 정도를 나타낸다[14]. 개인은 자

기와 비슷한 태도나 의견을 지닌 동료를 유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사한 특성이나 

경험을 지닌 사람들은 서로 간에 더 나은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에는 작업태도와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다[20]. 그러나 조직 내 개인이 다른 구

성원들과 잘 맞지 않을 경우 갈등과 불화가 발생[24]할 

뿐 아니라 부정 인 태도와 행동이 형성될 수 있다.

2. 업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
업무 스트 스(work stress)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로서 개인과 업무환경과의 

계가 부 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크고[25], 직무환경

에서 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을 스스로 조 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26]. 이에 해서는 스트 스를 일으키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직무와의 

합성[27], 역할 갈등과 업무 과 [28], 동료, 부하  상

사와의 계[10], 사회인구학  특성과 직무 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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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등이 스트 스원인 것으로 밝 지고 있다. 업

무 스트 스가 조직 운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근무의욕 하, 자신감 상실, 불안 등으로 인하여 이직

률  결근률 증가, 업무  손상비율 증가로 이어져 조

직의 생산성을 하시키기 때문이다[10]. 

택시 운 기사는 과 한 업무 부담과 사고 험, 앉

아서 일하는 불편한 자세, 근무 시간  근로 조건 등의 

업무 환경으로 인해 스트 스를 인지할 수 있다. 버스 

운 자를 상으로 근무  사고경험에 따른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와 련요인을 분석한 연구[31]에서는 근

무  사고경험이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와 련이 있

고, 외상 후 스트 스가 우울증상이나 업무에도 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 다. 한 특수형태근로자의 개별

근로 계 보호에 한 연구[32]에 따르면 화물이나 덤

운송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높고 

직장 내에서 폭행 을 받거나 실제 폭행을 당한 경우

도 더 높았으며, 통, 복통  두통 등이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에서 택시 운 기사 역시 

업무로 인한 스트 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업무 만족도(work satisfaction)는 사람들이 일을 하

면서 자신의 업무에 해 갖고 있는 정 인 태도로

서, 업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이루

어 냈고  이룰 수 있는지에 한 느낌과 인식, 그리고 

기 되는 행동 등의 산물이다[33]. 일반 으로 업무 만

족도는 업무에 해 인지하는 반 인 만족도 외에 업

무의 양이나 성, 임 , 복리후생 등의 측면에서 측정

할 수 있다. 고령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요인에 한 

탐색  연구[9]는 고령화패 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활용하 고, 

고령화패 조사의 직무만족 척도는 임  만족도, 고용

안정도, 근무환경 만족도, 업무내용 만족도, 재 일자

리에 한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내

버스 운 기사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에 한 연구[34]

에서는 높은 교통사고율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운 기

사를 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연구는 요한 의미를 지

닌다고 주장하 고, 경 진의 민주성, 경 진의 사원 배

려, 경 진의 경 능력 등 ‘경 진 인식’과 배차시간 만

족, 휴식시간 만족, 임  만족을 포함하는 ‘근로조건 만

족’, 가정형편 만족과 건강만족의 ‘삶의 질 만족’이 직무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하 다. 이외에도 업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등의 인구

사회학  변인[33]과 개인  특성[35], 동료와의 계

[36], 조직  직무특성[37][38], 업무 환경과의 합성

[13]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개인-환경 적합성과 업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
의 관계

노동인구의 다양성과 직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무

와 조직에 한 합성이 요[15]해짐에 따라 개인-환

경 합성과 업무 스트 스  만족도에 한 심이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환경 합성은 직무 

만족을 높여 조직의 미래에 해 낙 인 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조직을 떠나지 않으려는 결정에 요한 

향을 미치며[39][40], 직무와의 합성에 한 지각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보다 극 인 직무 태

도를 가지는 반면 스트 스 련 증후군이 더 은 것

으로 밝 지고 있다[24]. 개인-환경 합성은 직무 만

족과 련이 있음과 동시에 스트 스를 낮추는 요인으

로서, 이러한 계는 택시운  등의 직업활동을 하는 

노인에게서도 성립될 수 있다.

조직 구성원과 환경과의 합성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 인 변수로서 선행연구[15][17][41]에서는 

개인과 조직  직무와의 합성이 직무 만족과 유의한 

정  계가 있다고 하 다. 김경희, 정은주[37]는 학력

과 같은 개인  특성은 물론 조직특성인 동료의 지지가 

직무 만족의 향요인이라 하 고, 장정훈, 조문수[42]

는 호텔직원이 인지하는 개인-직무, 개인-동료 합성

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 다. 김태성, 

허찬 [43]은 개인-환경 합성을 개인과 직무, 조직 

 동료 합성으로 구분하여 KTX기장의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으며, 연구 결과 개인-

직무  개인-동료 합성을 제외한 개인-조직 합성

이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만족도 간의 계를 분석

한 연구는 많은데 비해 업무 스트 스에 한 개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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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합성의 향력을 밝힌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하

다. 윤종훈 등[44]은 개인  조직 성향의 부합 정도가 

직무 수행에 향을 주어 직무 스트 스의 원인으로 작

용한다고 하 고, 서 희, 김미원[10]은 조직 내 인간

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동료 간의 계 등에 한 지

각을 나타내는 상호 계가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쳐 상호 계에 한 지각이 높을수록 업무 스트 스

가 낮아진다고 하 다.  다른 연구[27]에서는 개인과 

직무와의 합성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 스가 높아진

다고 하 으나, 이들 연구는 개인-환경 합성을 다차

원의 에서 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를 모두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개인과 조직, 직무  동료 합성의 측면에서 개인-

환경 합성을 분류하여 업무 스트 스  만족도와의 

향 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4.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한 개인의 

단[45]이며,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도 인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성공 으로 수행할 능력이 높을 것으

로 측되고 있다[38]. 따라서 자아효능감은 개인은 물

론 조직 체의 업무수행 실 을 좌우하는 주요변수

[46]로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의 결정요인이나 

성과  조 효과를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작업 

통제와 직무만족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 

분석[47], 역할 갈등과 심리  긴장  직무 만족간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향력[48], 직무 스트 스와 

직무 만족  이직의도와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49] 등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직무특

성모형을 설계한 연구[38]에서는 직무특성과 태도  

행동 간의 계에서 자아효능감이 요한 조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문유석[46]은 자아효능감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

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한 스스로의 단

인 동시에 목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지속 으로 수행

할 수 있는가에 한 신념이라고 하면서 자아효능감이 

직무에 한 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요한 변인이

므로 조직 리에 있어 자아효능감에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이인석 등[15]은 개인의 욕구

와 직무특성간의 합성 는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

과 직무요건 간의 합성이 높고, 개인과 조직간 가치

유사성, 목표유사성  개인성격과 조직분 기 등의 일

치 정도가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조직유효성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는 정 인 조 효과(강화요인)를, 이직의도에

는 부정 인 조 효과(약화요인)를 나타낼 것으로 측

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개

인-조직 합성과 직무만족의 계, 개인-직무 합성

과 이직의도의 계에서 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년 기 지각이 조직몰입과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 연구[50]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년 기의 지각에 따른 조직몰입의 하락과 이직의도의 

증가를 완화하는 조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으며, 자

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트 스를 더욱 높게 지각한다

는 연구결과[51]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아효능감이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스트 스  

만족도 간의 향 계에서 조 효과를 지닐 것으로 

단하 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개인-환경 합성에 한 선행연구들이 

개인과 직무, 조직  상사와의 합성에 을 둔 것

과 달리 택시운 기사의 직업 특성상 상사보다는 동료

와의 합성이 요한 업무 환경  요소일 것으로 단

하 다. 이에 따라 개인-환경 합성을 개인-직무, 개

인-조직, 개인-동료 합성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업무 스트 스  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개인-환경 합성과 업

무 스트 스  만족도 간의 계에서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본 연구는 이

인석 등[15]의 연구를 기 로 하여 자아효능감이 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측하 다. 한 인구사회학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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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개념변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악하여 연

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의 연구모형을 토 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

라 개인-환경 합성(개인-직무 합성, 개인-

조직 합성, 개인-동료 합성), 업무 스트

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개인-환경 합성(개인-

직무 합성, 개인-조직 합성, 개인-동료 

합성)은 업무 스트 스  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가?

셋째,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개인-환경 합성(개인-

직무 합성, 개인-조직 합성, 개인-동료 

합성), 업무 스트 스  만족도 간의 계에서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가 있는가?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직업활동 참여노인

의 개인-환경 합성, 업무 스트 스, 업무 만족도, 자

아효능감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항목으로 구성

하 다. 개인-환경 합성의 측정항목은 Kristof-Brown 

등[11]이 제시한 개념을 토 로 하여 국내의 선행연구

[14][19][43]에서 발췌하 으며, 개인-직무, 개인-조직, 

개인-동료 합성에 한 총 18문항으로 되어 있다. 구

체 으로, 개인-직무 합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 

심사, 목표  가치 과 직무와의 합성에 한 항

목으로 구성하 고, 개인-조직 합성은 개인과 조직의 

성격이나 목표, 가치  욕구 간의 일치성 정도로, 개인

-동료 합성은 목표나 가치, 성격, 행동  일처리 방

식 등의 측면에서 동료와의 합성 정도로 측정하 다. 

이들 문항은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개인과 직무, 조직  동료와의 합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개인-환경 합성에 한 신뢰성 분

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개인-직무 합성 .927, 

개인-조직 합성 .941, 개인-동료 합성 .929로서 높

은 수 의 신뢰도를 보 다.

업무 스트 스는 한국산업공단에서 제시한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44]와 련 연구[10][27]

를 참조하여 업무로 인한 갈등  심리 , 신체  스트

스에 한 8문항으로 구성하 고, 업무 만족도는 고

령화패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무만족척도를 사용

한 연구[9]와 운 기사의 직무만족도 연구[34] 등을 참

고하여 보수(임 )나 일의 양, 근무환경  조건, 일로 

인한 보람, 성과의 일치성 등의 만족 정도에 한 6문

항으로 구성하 다. 한 업무 수행의 자신감  능력

을 나타내는 자아효능감은 선행연구[38][49]를 기 로 

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이들 문항은 모두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업무 스트 스 .912, 업무 만족도 

.899, 자아효능감 .848로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인구사회학  특성인 연령, 결혼상태 유무, 학

력, 생활수 , 흡연/음주 유무, 운동여부, 운 경력  

근속년수에 한 8문항은 명목척도로 측정하 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하여 서울시에서 택시운

기사로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3년 2

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지역의 택시운송조합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직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다

음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총 

380부 으며, 이 에서 결측값이 없는 총 358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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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으로 악하 고, 둘째, 인구사회

학  특성에 따른 개인-업무 합성, 업무 스트 스  

만족도 차이는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분석하 으며, Scheffé test를 

사용한 사후검증을 하 다. 셋째, 개인-업무 합성이 

업무 스트 스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 고,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는 조 회귀분

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 다.

4. 연구대상의 특성
[표 1]은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제시한 것

이다. 연령분포에서 60-64세가 209명(58.4%)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는 101명(28.2%), 70세 이상은 48명

(13.4%)이었다. 이들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

우가 285명(79.6%)으로 그 지 않은 73명(20.4%)보다 

더 많았으며, 학력은 등학교 졸업이하 38명(10.6%), 

학교 졸업 76명(21.2%), 고등학교 졸업 163명(45.6%), 

문 학교 졸업이상 81명(22.6%)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체의 6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 은 

어렵다 191명(53.3%), 보통이다 133명(37.2%), 좋다 34

명(9.5%)으로서 생활수 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흡연과 음주 유무에서는 모두 하는 경우

가 136명(38.0%)으로 가장 높은 비 을 보 으며, 음주

와 흡연을 안한다는 76명(21.2%), 흡연만 한다는 75명

(21.0%), 음주만 한다는 71명(19.8%)이 응답하 다. 

운동여부에서는  안한다 77명(21.5%), 보통이다 

206명(27.5%), 자주 한다 75명(21.0%)이었고, 업용 운

경력은 5년 미만 78명(21.8%), 5-10년 미만 97명

(27.1%), 10-15년 미만 68명(19.0%), 15-20년 미만 40명

(11.2%), 20년 이상 75명(20.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 직장 근속년수는 3년 미만 126명(35.2%), 3-5년 

미만 74명(20.7%), 5-7년 미만 41명(11.4%), 7-10년 미

만 54명(15.1%), 10년 이상 63명(17.6%)이 응답하 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58)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60-64세 209 58.4
65-69세 101 28.2
70세이상 48 13.4

결혼상태
유무

아니다 73 20.4
그렇다 285 79.6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38 10.6

중학교 졸업 76 21.2
고등학교 졸업 163 45.6

전문대학교 졸업이상 81 22.6

생활수준
어렵다 191 53.3
보통이다 133 37.2
좋다 34 9.5

흡연/음주
유무

안한다 76 21.2
흡연만 한다 75 21.0
음주만 한다 71 19.8
모두 한다 136 38.0

운동여부
전혀 안한다 77 21.5
보통이다 206 57.5
자주 한다 75 21.0

영업용 운전경력

5년미만 78 21.8
5-10년미만 97 27.1
10-15년미만 68 19.0
15-20년미만 40 11.2
20년이상 75 20.9

현직장 근속년수

3년미만 126 35.2
3-5년미만 74 20.7
5-7년미만 41 11.4
7-10년미만 54 15.1
10년이상 63 17.6

Ⅳ.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환경 적합성, 
업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 차이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환경 적합성 차이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개인-환경 합성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운동여부, 생활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2]. 첫째, 개인-직무 합성

은 생활수 (t=3.56, p<.05)과 운동여부(t=5.62, p<.01)

에서 통계 인 차이를 보 으며, 운동을  안하는 

집단보다 자주 하는 집단에서, 생활수 이 어려운 집단

보다는 좋은 집단에서 개인-직무 합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개인-조직 합성은 생활수

(t=7.05, p<.01)에서만 통계 인 차이를 나타내 생활수

이 어려운 집단보다 좋은 집단에서 더 높았고, 셋째, 

개인-동료 합성도 생활수 (t=7.72, p<.01)에서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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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 차이가 있어 생활수 이 보통이거나 어려운 집

단에 비해 좋은 집단에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운동을 자주하거나 생활수 이 높은 집단에

서 개인-환경 합성이 가장 높았으므로 택시운 기사

로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운동여부와 

생활수 이 자신과 직무, 조직  동료와의 합성 차

이를 나타내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환경 적합성 차이 분
석 결과

구분
개인-직무 합성 개인-조직 합성 개인-동료 합성

M SD t/F M SD t/F M SD t/F

연령

60-64세 
(n=209) 3.04 .83

0.76

3.14 .71

2.07

3.06 .69

0.6165-69세
(n=101) 3.06 .73 3.12 .68 3.05 .68
70세이상
(n=48) 3.20 .87 3.36 .87 3.17 .74

결혼
상태
유무

아니다
(n=73) 3.00 .89

-0.82
3.20 .73

0.41
3.16 .78

1.15그렇다
(n=285) 3.09 .79 3.16 .73 3.05 .67

학력

초졸이하
(n=38) 3.16 .77

1.61

3.00 .64

2.10

2.98 .73

0.66
중졸

(n=76) 3.19 .67 3.29 .71 3.15 .59
고졸

(n=163) 3.07 .85 3.20 .75 3.05 .69
전문대졸이
상(n=81) 2.92 .85 3.06 .71 3.09 .75

생활
수준

어렵다
(n=191) 

2.96
b .78

3.56*

a>b

3.04
b .68

7.05**

a>b

3.01
b .67

7.72**

a>b
보통이다
(n=133)

3.18
ab .80 3.27

ab .69 3.06
b .70

좋다
(n=34) 

3.22
a .89 3.46

a .96 3.50
a .57

흡연/음
주
유무

안한다
(n=76) 3.08 .84

1.78

3.17 .61

0.87

3.09 .69

1.35
흡연만한다
(n=75) 3.25 .85 3.24 .91 3.16 .77

음주만한다
(n=71) 2.98 .82 3.05 .65 3.12 .63
모두한다
(n=136) 3.01 .76 3.18 .71 2.98 .67

운동
여부

전혀안한다
(n=77)

2.84
b .89

5.62**

a>b

3.10 .86

1.21

3.04 .75

2.03보통이다
(n=206) 

3.08
ab .76 3.15 .66 3.03 .67

자주한다
(n=75) 

3.27
a .81 3.28 .75 3.21 .69

영업용
운전 
경력

5년미만
(n=78) 2.99 .84

0.35

3.19 .61

2.25

3.07 .68

1.02

5-10년미
만(n=97) 3.06 .74 3.10 .67 3.04 .67
10-15년미
만(n=68) 3.10 .59 3.02 .57 3.17 .56
15-20년미
만(n=40) 3.10 .84 3.16 .56 2.90 .71
20년이상
(n=75) 3.13 1.00 3.36 1.03 3.10 .82

현직장
근속
년수

3년미만
(n=126) 2.99 .81

1.61

3.15 .69

2.35

3.04 .74

0.96

3-5년미만
(n=74) 3.07 .76 3.08 .72 3.21 .54

5-7년미만
(n=41) 2.91 .74 2.95 .74 3.01 .60

7-10년미
만(n=54) 3.16 .80 3.29 .65 3.02 .65
10년이상
(n=63) 3.25 .89 3.32 .83 3.0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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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차이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 스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업무 스트 스는 생활수

(t=5.67, p<.01)과 운동여부(t=8.98,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생활수 이 보통이거나 

좋은 집단보다 어려운 집단에서 업무 스트 스가 더 높

게 나타났다. 한 운동을 자주 하거나 보통인 집단에 

비해  안하는 집단에서 업무 스트 스가 더 높았으

며, 운동을  안하거나 생활수 이 어려운 집단에서 

업무 스트 스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령의 택시운 기사의 경우 운동을 조 이라도 하거

나 생활수 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이 업무 스트 스를 

낮춘다고 할 것이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업무 스트 스

M SD t/F

연령
60-64세(n=209) 3.07 .71

0.8665-69세(n=101) 3.06 .71
70세이상(n=48) 2.92 .69

결혼상태
유무

아니다(n=73) 3.00 .83 -0.55그렇다(n=285) 3.05 .67

학력

초졸이하(n=38) 2.94 .71

0.90
중졸(n=76) 2.97 .65
고졸(n=163) 3.07 .70
전문대졸이상

(n=81) 3.10 .77

생활
수준

어렵다(n=191) 3.16
a .71

5.67**

a>b
보통이다(n=133) 2.91

b .69

좋다(n=34) 2.92
b .65

흡연/음주
유무

안한다(n=76) 3.01 .73
1.69흡연만한다(n=75) 3.12 .73

음주만한다(n=71) 2.89 .59
모두한다(n=136) 3.10 .73

운동
여부

전혀안한다(n=77) 3.30
a .76

8.98***

a>b
보통이다(n=206) 3.03

b .67

자주한다(n=75) 2.83
b .68

영업용
운전
경력

5년미만(n=78) 3.13 .71

1.69
5-10년미만(n=97) 3.07 .67
10-15년미만(n=68) 3.13 .66
15-20년미만(n=40) 2.86 .61
20년이상(n=75) 2.94 .81

현직장
근속
년수

3년미만(n=126) 2.99 .72

1.52
3-5년미만(n=74) 3.21 .54
5-7년미만(n=41) 3.01 .60
7-10년미만(n=54) 3.02 .65
10년이상(n=63) 3.05 .83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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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 만족도

M SD t/F

연령

60-64세(n=209) 2.92
b .73

4.07*

a>b
65-69세(n=101) 3.06

ab .74

70세이상(n=48) 3.24
a .75

결혼상태
유무

아니다(n=73) 2.97 .78 -0.40그렇다(n=285) 3.01 .73

학력

초졸이하(n=38) 3.06 .69

0.86
중졸(n=76) 3.07 .58
고졸(n=163) 3.01 .78
전문대졸이상

(n=81) 2.90 .81

생활
수준

어렵다(n=191) 2.88
b .71

12.02***

a>b
보통이다(n=133) 3.04

ab .70

좋다(n=34) 3.53
a .85

흡연/음주
유무

안한다(n=76) 2.91 .73
0.80흡연만한다(n=75) 3.07 .79

음주만한다(n=71) 3.06 .77
모두한다(n=136) 2.98 .71

운동
여부

전혀안한다(n=77) 2.76
b .76

7.79***

a>b
보통이다(n=206) 3.01

ab .64

자주한다(n=75) 3.23
a .89

영업용
운전
경력

5년미만(n=78) 2.90
b .75

4.66**

a>b

5-10년미만(n=97) 2.98
ab .61

10-15년미만(n=68) 2.87
b .61

15-20년미만(n=40) 2.89
b .76

20년이상(n=75) 3.31
a .89

현직장
근속
년수

3년미만(n=126) 3.04 .71

0.82
3-5년미만(n=74) 2.93 .68
5-7년미만(n=41) 2.91 .68
7-10년미만(n=54) 2.96 .69
10년이상(n=63) 3.11 .92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업무 만족도 차이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업무 만족도 차이를 분석

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연령(t=4.07, p<.05), 생활수

(t=12.02, p<.001), 운동여부(t=7.79, p<.001), 업용 

운 경력(t=4.66,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60-64세에 비해 

70세 이상에서 업무 만족도가 더 높았고, 생활수 이 

어려운 경우에 비해 좋은 집단에서, 운동을  안하

는 경우보다 자주 하는 집단에서 업무 만족도가 더 높

게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업용 운 경력이 5년 미

만이거나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인 집단보다는 20

년 이상인 집단에서 업무에 한 만족도가 더욱 높았

다. 이 결과는 택시운 기사들의 연령 가 높거나 생활

수 이 높으면서 운동을 자주하고, 업용 운 경력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업무 만족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업무 만족도에 한 선행연구[33]에서는 연령,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  특성이 업무 만족도의 결정요인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만이 아니라 

생활수 , 운동여부, 업용 운 경력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났다. 이와 같이 택시운 기사로 직업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업무 만족도 차이

를 밝힌 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차별성을 지

닌 결과라고 할 것이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업무 만족도 차이 분석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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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환경 적합성이 업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개인-환경 합성이 업무 스트 스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계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의 효과를 통

제하기 하여 연령, 결혼상태 유무, 학력, 생활수 , 흡

연/음주 유무, 운동여부, 업용 운 경력, 직장 근속

년수를 통제변수로 하 으며, 결혼상태 유무와 흡연/음

주 유무는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 다. 

2.1 개인-환경 적합성이 업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개인-환경 합성이 업무 스트 스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업무 스트 스를 종속변수

로 하고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  특성과 개인-환경 

합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  특성

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3.610으로서 p<.001

에서 유의하 고, VIF값이 1.048∼1.965로서 5이하를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업무 스

트 스에 한 요인의 체 설명력은 9.4%(R2=.094)이

었다. 인구사회학  특성 에서 운동여부(t=-3.437, 

p<.01)와 업용 운 경력(t=-2.357, p<.05)이 업무 스

트 스에 부(-)  향을 미침으로써 운동을 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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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용 운 경력이 짧을수록 업무에 한 스트 스

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  특성과 함께 개인-환경 

합성의 요인, 즉, 개인-직무, 개인-조직, 개인-동료 

합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 다. 그 결과 회귀모형

의 F 통계값이 4.401로서 p<.001에서 유의하 고, VIF

값이 1.046∼1.982로서 5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

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업무 스트 스에 한 요인의 

체 설명력은 14.3%(R2=.143)로서 1단계보다 4.9%(△

R2=.049) 증가하 으며, 인구사회학  특성  운동여

부(t=-2.818, p<.01)와 업용 운 경력(t=-2.336, 

p<.05), 직장 근속년수(t=2.294, p<.05)가 업무 스트

스에 부(-)  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업무 스트 스

를 낮추기 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 이며, 

업용 운 경력이나  직장에서의 근속년수가 오래될

수록 업무에서의 스트 스가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 개인-환경 적합성이 업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
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
회학적 
특성

연령 -.001 -0.022 -.002 -0.043
결혼상태 유무1)  .053  1.018  .052  1.013

학력  .101  1.840  .082  1.516
생활수준 -.109 -1.941 -.077 -1.363

흡연/음주 유무2)

흡연/음주유무1  .041  0.622  .065  1.012
흡연/음주유무2 -.036 -0.557 -.053 -0.836
흡연/음주유무3  .045  0.624  .061  0.865

운동여부 -.185 -3.437** -.151 -2.818**
영업용 운전경력 -.133 -2.357* -.129 -2.336*
현직장 근속년수  .107  1.857  .130  2.294*

개인-
환경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175 -3.337**
개인-조직 적합성 -.147 -2.842**
개인-동료 적합성 -.024 -0.469

F 3.610*** 4.401***
R2 .094 .143
△R2 .049

*p<.05, **p<.01, ***p<.001
1)결혼상태 유무(아니다=0, 그렇다=1), 2)흡연/음주유무(안한다=0), 흡연/
음주유무1(흡연만 한다=1), 흡연/음주유무2(음주만 한다=1), 흡연/음주유
무3(모두 한다=1)

개인-환경 합성에서는 개인-동료 합성을 제외하

고 개인-직무 합성(t=-3.337, p<.01)과 개인-조직 

합성(t=-2.842, p<.01)이 업무 스트 스에 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의 상  

향력은 개인-직무 합성(β=-.175), 개인-조직 합성

(β=-.147)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신의 

성격이 회사의 특성과 잘 맞을 뿐 아니라 회사가 추구

하는 목표, 가치  운 방식이 잘 맞으며, 직무가 자신

의 흥미나 심, 성에 합하다고 인식할수록 노년기 

택시운 기사의 업무에 한 스트 스가 더욱 낮아짐

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인-동료 합성은 업무 스트

스의 향 요인이 아니었으므로 동료와의 합성이 낮

을지라도 업무 스트 스가 상 으로 높아지지는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2.2 개인-환경 적합성이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환경 합성이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업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  특성과 개인-환경 합성을 독립

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5.067로서 p<.001에서 유의하

고, VIF값이 1.048∼1.965로서 5이하를 보여 다 공

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업무 만족도에 한 

요인의 체 설명력은 12.7%(R2=.127)이었으며, 인구사

회학  특성 에서 생활수 (t=3.489, p<.01), 운동여

부(t=3.352, p<.01), 업용 운 경력(t=2.678, p<.01)이 

업무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택시운 기사로 직업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생활수 이 높고 운동

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업용 운 경력이 많을수록 

자신의 업무에 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  특성과 함께 개인-환경 

합성의 요인인 개인-직무, 개인-조직, 개인-동료 

합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 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2.648로서 p<.001에서 유의하 고, VIF값

이 1.046∼1.982로서 5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

는 없었으며, 업무 만족도에 한 요인의 체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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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2.3%(R2=.323)로서 1단계보다 19.6%(△R2=.196) 증

가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 에서는 생활수

(t=2.429, p<.05), 운동여부(t=2.266, p<.05), 업용 운

경력(t=2.918, p<.01)이 업무 만족도에 정(+)  향을 

으로써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생활수 이 

높음은 물론 운동을 하고 업용 운 경력이 오래된 것

이 바람직하다. 개인-환경 합성의 경우 개인-직무 

합성(t=7.367, p<.001), 개인-조직 합성(t=5.026, 

p<.001), 개인-동료 합성(t=4.489, p<.001) 모두가 업

무 만족도에 정(+)  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들 요인

의 상  향력은 개인-직무 합성(β=.342), 개인-

조직 합성(β=.230), 개인-동료 합성(β=.204)의 순

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과 직무와의 합

성이 높을 뿐 아니라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  

운 방식과 잘 맞고 동료와의 합성이 높다고 인지할

수록 업무에 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택시운 기사로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업무 스트 스를 낮추고 만족

도를 높이는 요인이 운동여부와 업용 운 경력, 직무 

 조직과의 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업활동

의 참여를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직무와 조직 

혹은 동료와의 합성이 요한 요인으로 밝 졌다. 이 

결과는 개인-환경 합성과 직무 만족도에 한 선행

연구[15][17][42]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개인-환경 합

성은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김태성, 허찬 [43]의 연구에서는 개인

과 직무, 동료 합성이 직무 만족의 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43]가 KTX기장을 분석 상으로 하

고 있어 본 연구와 연구 상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다. 한편, 개인과 직무, 조직 환경과의 합성이 업무 스

트 스의 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10]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업무 스

트 스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시 에서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스트 스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직업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이다.

표 6. 개인-환경 적합성이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
회학적 
특성

연령  .086  1.529  .089  1.795
결혼상태 유무1) -.023 -0.457 -.008 -0.168

학력 -.060 -1.111 -.028 -0.571
생활수준  .193  3.489**  .122  2.429*

흡연/음주 유무2)

흡연/음주유무1  .121  1.890  .068  1.196
흡연/음주유무2  .067  1.055  .091  1.627
흡연/음주유무3  .118  1.680  .103  1.654

운동여부  .177  3.352**  .108  2.266*
영업용 운전경력  .148  2.678**  .143  2.918**
현직장 근속년수 -.055 -0.966 -.086 -1.699

개인-
환경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342  
7.367***

개인-조직 적합성  .230  
5.026***

개인-동료 적합성  .204  
4.489***

F 5.067*** 12.648***
R2 .127 .323
△R2 .196

*p<.05, **p<.01,***p<.001
1)결혼상태 유무(아니다=0, 그렇다=1), 2)흡연/음주유무(안한다=0), 흡연/
음주유무1(흡연만 한다=1), 흡연/음주유무2(음주만 한다=1), 흡연/음주유
무3(모두 한다=1)

3. 개인-환경 적합성과 업무 스트레스 및 만족도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스트 스  만

족도와의 계에서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조 효과를 분석

하는 방법은 선행연구[52]에서 제안한 단계별 조 회귀

분석을 사용하 고,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편차 수를 사용한 조 회귀 분석을 수행하 다. 

3.1 개인-환경 적합성과 업무 스트레스 간 자아효능
감의 조절효과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스트 스와의 계에서 자

아효능감의 조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모형1에서 인구사회학  특성으로 통제하

고 독립변수와 조 변수가 업무 스트 스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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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4.187로서 

p<.001에서 유의하 고, VIF값이 1.073∼2.007로서 5이

하를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체 설명력은 14.6%((R
2=.146)이었다. 

표 7. 개인-환경 적합성과 업무 스트레스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인 

모형1 모형2

β t β t

인구사
회학적 
특성

연령 -.001 -0.026 -.019 -0.344
결혼상태 유무1)  .054  1.054  .059  1.134

학력  .074  1.351  .070  1.263
생활수준 -.084 -1.476 -.084 -1.493

흡연/음주 유무2)

흡연/음주유무1  .060  0.932  .070  1.090
흡연/음주유무2 -.060 -0.943 -.046 -0.731
흡연/음주유무3  .052  0.731  .051  0.724

운동여부 -.158 -2.928** -.161 -2.984**
영업용 운전경력 -.142 -2.526** -.107 -1.864
현직장 근속년수  .132  2.328*  .127  2.249*

개인-
환경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186 -3.496** -.162 -2.929**
개인-조직 적합성 -.156 -2.995** -.114 -2.069*
개인-동료 적합성 -.036 -0.692  .001  0.016
자아효능감  .065  1.160  .019  0.322

개인-직무 적합성 
*자아효능감  .111  1.024

개인-조직 적합성 
*자아효능감 -.248 -2.359*

개인-동료 적합성 
*자아효능감  .044  0.630

F 4.187*** 3.916***
R2 .146 .164
△R2 .018

*p<.05, **p<.01, ***p<.001
1)결혼상태 유무(아니다=0, 그렇다=1), 2)흡연/음주유무(안한다=0), 흡연/
음주유무1(흡연만 한다=1), 흡연/음주유무2(음주만 한다=1), 흡연/음주유
무3(모두 한다=1)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 으며, 그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916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 고, VIF값이 1.111∼

2.018로서 5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

며, 체 설명력이 16.4%((R
2=.164)로서 1단계보다 

1.8%(△R2=.018) 증가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독립변수 에서는 개인-직무 합성(t=-2.929, p<.01)

과 개인-조직 합성(t=-2.069, p<.05)이 업무 스트 스

에 해 부(-)  향을 보 고, 조 변수인 자아효능

감의 향력은 없었으나, 개인-조직 합성과 자아효능

감의 상호작용항(t=-2.359, p<.05)이 업무 스트 스에 

부(-)  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명력의 변화량이 유의

하면서 개인-조직 합성과 업무 스트 스 간의 계

에서 상호작용항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개인-

조직 합성이 업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칠 때 자아효

능감이 조 효과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과 조직의 합성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업무에 

한 스트 스를 더 낮추는 것으로 해석되며, 개인과 직

무  동료 합성과 업무 스트 스 간의 계에서는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2 개인-환경 적합성과 업무 만족도 간 자아효능감
의 조절효과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만족도와의 계에서 자아

효능감의 조 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

형1에서 인구사회학  특성으로 통제하고 독립변수와 

조 변수가 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

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20.174로서 p<.001에서 유

의하 고, VIF값이 1.073∼2.007로서 5이하를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체 설명력은 

45.2%((R
2=.452)이었다. 

모형2에서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

가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6.563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 고, VIF값이 1.111∼2.018로서 5이

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체 설명

력이 45.3%(R
2=.453)로서 1단계보다 0.1%(△R2=.001) 

증가하 다. 독립변수 에서는 개인-직무 합성

(t=5.982, p<.001), 개인-조직 합성(t=3.872, p<.001), 

개인-동료 합성(t=3.118, p<.001)이 업무 만족도에 

해 정(+)  향을 보 고, 조 변수인 자아효능감

(t=8.438, p<.001)도 정(+)  향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인-직무, 조직  동료 합성과 자아효능감의 상호

작용항의 향력이 분석되지 않았으므로 자아효능감은 

업무 만족도에 하여 독립 인 효과를 가질 뿐 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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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표 8. 개인-환경 적합성과 업무 만족도 간 자아효능감의 조
절효과 분석 결과

                  모형
 독립변인 

모형1 모형2

β t β t

인구사
회학적 
특성

연령  .095  2.117*  .097  2.132*
결혼상태 유무1)  .006  0.137  .009  0.215

학력 -.079 -1.806 -.075 -1.678
생활수준  .080  1.751  .078  1.702

흡연/음주 유무2)

흡연/음주유무1  .037  0.720  .038  0.738
흡연/음주유무2  .048  0.939  .048  0.927
흡연/음주유무3  .047  0.826  .047  0.828

운동여부  .066  1.533  .068  1.567
영업용 운전경력  .059  1.320  .063  1.367
현직장 근속년수 -.074 -1.622 -.076 -1.658

개인-
환경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271 6.366***  .267 5.982***
개인-조직 적합성  .169 4.035***  .173 3.872***
개인-동료 적합성  .129  3.085**  .136  3.118**
자아효능감  .402 8.954***  .398 8.438***

개인-직무 적합성 
*자아효능감 -.056 -0.638

개인-조직 적합성 
*자아효능감  .005  0.056

개인-동료 적합성 
*자아효능감  .029  0.518

F 20.174*** 16.563***
R2 .452 .453
△R2 .001

*p<.05, **p<.01,***p<.001
1)결혼상태 유무(아니다=0, 그렇다=1), 2)흡연/음주유무(안한다=0), 흡연/
음주유무1(흡연만 한다=1), 흡연/음주유무2(음주만 한다=1), 흡연/음주유
무3(모두 한다=1)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만족

도 간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개

인-조직 합성과 직무만족의 계에서 자아효능감이 

조 효과를 가진다고 한 선행연구[15]와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자아효능감은 연구 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일 수 있는데, 60세 이상의 노인이 분석 상인 본 연구

에서는 자아효능감이 업무 만족도에 직 인 향을 

주는 요인이고 조 요인은 아닌 것으로 밝 졌다. 따라

서 다양한 직업군을 상으로 하여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스트 스  만족도에 해 살펴보고,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의 향요인을 개인-환경 합성의 차원

에서 분석할 뿐 아니라 이러한 계에서 자아효능감의 

조 효과를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직업활동 참여

노인의 업무환경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 스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환경 합성에 한 연구[15][37][41]에서

는 개인과 직무, 조직  동료와의 합성이 업무 만족

도를 높이는 요인인지를 분석하는데 치 해 왔고, 공기

업이나 사기업, 서비스기업의 조직 구성원을 상으로 

분석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개인

-환경 합성을 분석하거나 택시운 기사의 업무 만족

도와 스트 스의 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상 으

로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택시운 기사로 직업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되며,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측되고 있으므로 

노년기의 업무 만족도  스트 스에 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업활동 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개인-환경 합성과 

업무 만족도  스트 스에 부분 인 차이가 나타났다. 

인구사회학  특성 에서도 운동여부가 요한 변인

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택시운 기사의 업무 특성상 

요통, 복통, 두통 등의 질환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32] 한 휴식과 운동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나이

가 들수록 노화에서 비롯되는 신체, 심리, 사회  취약

성을 갖기 때문에[9] 건강을 해서라도 운동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 스스로가 직업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극복하기 한 개별 노력이 요

구된다. 컨 , 간단한 산책이나 도보, 등산 등을 꾸

하게 실행하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계를 정

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다면 신체  정신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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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이다.

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 로그램을 도

입하면 노년기의 건강문제와 업무 스트 스를 해소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 부터 

근로자를 상으로 건강증진 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일본은 근로자의 고령화 경향과 운동부족, 스트 스 등

에 의한 질환 유병률 증가를 고려하여 노인건강증진계

획(Silver Health Plan)  건강만들기운동(Total 

Health Promotion Plan)을 시행하고 있다[53]. 이러한 

건강증진계획은 근로자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 이환 

근로자가 늘어나 정부, 사업주  근로자들이 자발 으

로 참여하여 실시되고 있는 건강 로그램[9]이므로 우

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고령화와 노인의 재취업 등 사

회  변화를 반 하여 고령 근로자의 건강 리를 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업무 만족

도를 높이는 동시에 스트 스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직

무  조직과의 합성인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고

령자의 직무나 조직과의 유사성 혹은 합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사업주의 의식변화  정책 제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노인의 일자리 사업 확충만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가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과 근무환경에 심을 갖고 이를 정책 으로 지원

해야 하며, 고령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결국 사업

의 성과와도 직결된다는 사업주의 의식 환 한 이루

어져야 한다. 특히 택시운 과 같은 직업활동에서 노인

의 비 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련 단체나 조합에서 고

령 근로자의 업무환경이나 요구사항을 악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개인-조직 합성과 업무 스트

스의 계는 자아효능감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 자아효능감은 업무 만족도에 직 으로 향

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직업활동 참

여노인의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노년기의 자아효능감은 삶의 만족

도와도 직결되고, 퇴직으로 인해 직업을 변경할 경우 

응력 감퇴, 건강 문제, 신체   정서  특성 등을 감

안하여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 한 업무능력에 한 자신

감을 갖고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등 직업활동에 보다 

만족하기 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한 스트 스를 완화하게끔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상은 서울 지역에서 택

시운 기사로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택시기사의 경우 업무 특성으

로 인해 상 인 업무 만족도가 낮고 과도한 스트 스

를 유발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으로까지 확  해

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연구 상의 직

업 범 를 확장함으로써 비교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보

다 다양한 에서 노인의 직업활동에 한 시사 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업무 스트

스와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사회인구학  특성과 

개인-환경 합성만을 고려하 으므로 이외의 다른 변

인들에 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컨 , 일의 특성이

나 조직구조, 사회 지지 등의 향력을 확인하거나 

합성만이 아니라 신뢰의 측면에서 근하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아효능감만이 아니라 개

인-환경 합성과 업무 스트 스  만족도 간의 계

에서 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상되는 상황  요인

에 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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