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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와 

삶의 질의 구조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2012)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은 삶

의 질에 직 으로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은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을 통하여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쳤다. 한 경제상태만족과 삶의 질의 계에서 자기가치감이 간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있어 정책 ・실천  함의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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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job satisfactio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change of self-worth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the ‘2012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Surve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job satisfactio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change of self-worth had positive effects to quality of life. The 

job satisfaction had mediator effect to quality of life through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and 

change of self-worth. Also, change of self-worth had indirect effect betwee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lderly Employment 

Program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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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은 ‘압축  고령화’라는 표 까지 생길 정도

로 유래 없는 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1]. 

국가의 고령화 상은 생산성 하와 사회  부담 증

가, 세  간 갈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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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입의 필요성이 차 증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에 한 비책으로 다양한 노인인력정책이 수행 되고 

있으며, 그 표 인 사업은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규모가 

차 확 를 거듭하여 국가 고용지표에 향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 인구에 

한 일자리 제공이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에서 

정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2].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양 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서, 참여자들의 만족과 삶의 질이라는 질 인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의 약 85%가 경제  도움을 받기 해서라고 밝히고 

있는 데 반하여[3], 평균 보수는 월 20만원 정도 수 으

로 생계유지를 한 충분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4], 

근무시간도 월 36시간으로 일반 인 직업과 비교하

을 때 충분하지 않은 편에 속한다. 결과 으로 노인일

자리사업의 참여를 통해 노인들은 생산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며, 사업의 목

인 소득보장의 효과 한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들이 참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 일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노인에게 있어 일의 의미는 소득창출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역할 수행에 한 자부심과 유용감을 갖게 해주

어[5] 삶의 질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와 양극화가 고착화 되어감에 따라 

직업 상태나 경제상태 등 경제 인 요인이 개인의 자기

가치감과 삶의 질 등 개인의 심리·정서  요인들에 매

우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한 일자리에 한 만

족은 노인의 삶의 질에 정 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6]. 즉, 노인에게 일자리와 일

자리 만족은 경제상태만족에 한 만족감을 높여주며

[7], 사회 으로 역할을 부여하여 정 인 자기가치감

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8]. 

이제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한 연구는 사

업의 효과성  효율성 평가  발 방안[9][10]이나 참

여자의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상의 변화[11-13], 사업 

자체에 한 만족[14][15] 등이 련 연구로써 수행되어 

왔다. 선행된 연구들에서는 사업에 한 안으로 일

으로 여수 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

고 있다[1][2][9]. 그러나 이러한 안은 실성 없는 정

치 인 수사에 그치기가 쉽다. 왜냐하면 통 으로 복

지재정에 한 요구는 확실한 명분 없이는 극 인 확

가 요원한 상황이고, 다양한 복지 상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상존해 왔기 때문이

다. 

그 기 때문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 재정 인 측면을 다룰 때는 사업과 련된 요인

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구조 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한 이러한 부분들이 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용이하게 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야한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6-8][13]  기존 연구의 

사회  심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과 련된 주요 요인들을 사업 참여와 

직 으로 련된 직무 요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 

이를 통한 소득과 한 경제  요인(경제상태만족), 

사업 참여를 통해 변화된 정서 요인(자기가치감 변화)

을 선정하 다. 그리고 이 요인들이 삶의 질에 서로 어

떻게 계를 가지며, 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와 경로

를 밝히고자 하 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법  근거로 두

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4  핵심 국정과제’가 두되면

서 본격화되었다[2].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

정  산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신규 일자리 개발과 표 화된 일자리 보 , 일자리사업 

참여자 상 교육훈련  지역 착형 사업 수행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  등

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모집, 선발 등의 

리 업무를 수행한다[16].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연령 별 참여자

는 60  참여자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70  이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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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계속 으로 증가하여 참여자 평균연령 가 

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

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유형별로는 사회공헌형에 체 참여자의 89.7%가 참

여하고 있어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보 다[17].

2. 노인의 삶의 질 관련 변인 
삶의 질은 주로 신체 , 정서 , 물질 , 개인 , 가족

, 사회 , 환경   반  차원을 일부 는 부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해왔다[18-21]. 그리고 노인일자

리사업 참여를 통한 만족과 삶의 질의 인과 계를 설명

하는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일자리에 한 만족이 

삶의 질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일 된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자리 만족은 곧 일자리사업 참

여에 따른 직무만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으로 

반 인 만족, 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

료 계 등[6] 일자리와 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한 

만족을 의미한다.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그 지 

않은 노인보다 주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2][23], 일자리에 한 만족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

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경분․주민경․송선

희[24]는 일반 노인의 직업만족도와 직업인식이 높을수

록 삶의 질에 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일자

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반 인 직무 만족과 여, 동료 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며[6],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임을 보고

하고 있다[25].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제상태는 노후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다[18]. 선행연

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노인의 경제상태에 해 빈곤

가구의 소득수 과 같은 객  변수나 주 인 생활

수 과 같은 주  변수가 사용되어 왔으며, 이 두 변

수 모두 노인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18][2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부분은 

소득층으로, 참여 동기가 생계비 유지나 용돈벌이이

며, 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 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응

답한 비율이 약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측면에서 여를 포함한 일자리 만족은 곧 참여자의 경

제상태에 한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  효과와 심리‧사

회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경제  효과로는 노인일자

리사업 참여 이후 참여자의 소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계

층이 상방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율 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심리‧사회  효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삶의 만족이나 주

 행복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 등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2][4][18]. 그리고 생산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은 경제  만족과 정 인 자기가치감을 얻게 

되며, 이것은 다시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27][28]. 일

자리를 통한 경제상태만족 향상은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상태만족이 자기

가치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한다[29]. 즉, 일자리는 자기실 의 주요한 토

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노인은 자기가치감이 높아

지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듯 일자리는 소득 확보  생계 유지라는 일차  목  

이외에도 사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을 

갖게 한다는 에서 삶의 질 향상에 요한 향을 미

치는 요인이 된다[30][31].

그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상으로 한 

경험  연구에서 일자리와 삶의 질의 계에 있어 정

인 자기가치감의 매개 인 역할이 나타났다. 이재

․김진숙[8]의 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만족이 높을수

록 노인은 노년에 한 정 인 의미를 부여하고, 뚜

렷한 삶의 목 의식을 가졌으며, 정미 ․심미 [32]은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 감에 정  향

을 미치며, 이것이 삶의 질 향상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구조  계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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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과 

련된 변수로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

기가치감 변화를 선정하 으며, 경제상태만족, 자기가

치감 변화가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삶의 질의 계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1.2 연구가설
가설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

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3. 자기가치감 변화가 정 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

상태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

가치감 변화가 정 일 것이다.

가설6.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 변화가 

정 일 것이다. 

가설7.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와 삶의 질의 계에 

있어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는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2년 노인일자

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 다. 데

이터의 모집단은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

인 222,381명으로, 이들은 제주시, 세종시를 제외한 

국에서 참여한 상자이다. 이  각 일자리사업유형별

로 200명씩 최소 할당한 후 비례배분 한 뒤, 모집단의 

시도별‧지역크기별 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하여 표본

을 추출하 다[17]. 본 연구에서는 표본 체인 2,005명

의 노인을 연구 상으로 하 다.   

3. 측정도구
3.1 삶의 질
삶의 질은 총 6문항으로, ‘가족 계, 사회 계, 건강상

태, 사회·여가활동, 주거상태, 반 인 삶의 질’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ɑ 계수가 .81로 나타나, 문항 간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 이었다.   

3.2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은 ‘ 여수 , 일의 난이도, 근로

시간, 일자리에 한 반  만족’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Cronbach‘s ɑ 계수가 .68로 나타났다. 

3.3 경제상태만족
경제상태만족은 응답자가 자신의 경제상태에 한 

주  인식을 측정하 다. 한 문항을 5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된 것이다.

3.4 자기가치감 변화 
자기가치감 변화는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었다, 스스로 발 하는 계기가 되었다’로 구성

되어 있다. ‘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다, 변화

없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로 측정되어 수가 높

을수록 자기가치감이 정 으로 변화된 것이다. 

Cronbach's ɑ 계수가 .87로 신뢰도가 높았다.  

3.5 통제변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13][18][24] 매개변수와 종속변

수에 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성별과 연령을 선정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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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95 34.7
여성 1,310 65.3

연령

60-64세 156 7.8
65-69세 412 20.5
70-74세 747 37.3
75-79세 512 25.5
80세 이상 178 8.9

교육수준
무학 446 22.2
초졸 792 39.5
중,고졸 604 30.1
대학이상 163 8.1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609 30.4
노인부부가구 858 42.8
자녀동거가구 466 23.2
기타 72 3,6

국민기초
생활보장 신청하지 않음 1,890 94.3

구분 빈도 비율

신청 및
받은 경험

신청했으나 받지 못함 81 4.0
사업 참여 전 6개월 미만 동안 받음 6 0.3
사업 참여 전 6개월 이상 동안 받음 28 1.4

의사진단
만성질환
갯수

없음 719 35.9
1개 789 39.4
2개 375 18.7
3개 이상 122 6.1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기 통계자료 악과 변수간의 계를 분석하

기 해 빈도분석, 기술통계와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

가치감 변화, 삶의 질의 구조  계를 밝히고자 구조

방정식모형(SEM)을 분석에 활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
의 기술통계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 다. 성

별은 여성(65.3%)이 남성(34.7%) 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 는 70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

, 80  순이었다.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 노인

(39.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고등학

교 졸업(30.1%), 무학(22.2%), 학 졸업 이상(8.1%) 순

으로 나타났다. 국민기 생활보장 신청  받은 경험을 

보면, 부분의 참여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 후 

국민기 생활보장을 받았던 노인은 체의 1.7%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1개

(39.4%)가 가장 많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005)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구조방정

식 모형을 용하는 데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결과,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 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 = 2,005)
요인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1.500 5.000 3.478 .555
경제상태만족 1.000 5.000 2.96 .876

자기가치감 변화 1.300 5.000 3.805 .610
삶의 질 1.670 19.500 3.300 .843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하여 사

용된 모든 투입 변인들 간의 상 계를 피어슨상 분

석을 통해 확인하 다. 투입된 모든 변수들의 상 계

를 보면, 유의수  .01에서 정(+) 인 상 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1
② .112** 1
③ .289** .103** 1
④ .115** .371** .157** 1
⑤ -.006 .091** .023 .030 1
⑥ .065** -.093** -.013 -.066** .116** 1

 **p<.01,①일자리사업 참여만족 ②경제상태만족 ③자기가치감 변화 ④삶
의 질 ⑤성별 ⑥연령

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측정변인들이 이론  개념을 

얼마나 잘 반 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 다. 확인

 요인분석을 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의 잠

재변수들의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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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합도는 X²=601.30***(df=72), TLI= .927, CFI= 

.942, GFI= .956, RMSEA= .061로 나타나 합성이 검

증되어 잠재변수들이 구조모형을 형성하기에 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잠재
변수

측정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값

일자리
만족

급여수준(A1) 1.000 .570 -
일의 난이도(A2) 1.637 .769 21.740***
근로시간(A3) 1.583 .771 21.741***
전반적 만족(A4) .971 .361 13.226***

자기
가치감
변화

아직 할 일이 있음(B1) 1.000 .836 -
사회에 보탬(B2) 1.092 .887 42.675***
발전하는 계기(B3) .926 .783 38.762***

삶의 
질

가족관계(C1) 1.000 .086 -
사회관계(C2) 1.310 .644 3.563***
건강상태(C3) 1.547 .582 3.556***
사회・여가활동(C4) 1.426 .572 3.555***
주거상태(C5) 1.998 .641 3.563***
전반적 삶의 질(C6) 1.769 .844 3.575***

 ***p<.001
 X²=601.30***(df=72), TLI= .927, CFI= .942, GFI= .956, 
RMSEA= .061

4. 구조모형 검증
검증된 측정모형을 기반으로 인과 계에 따라 구조

모형을 형성하 다.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을 외생변수

로,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를 매개변수로, 삶

의 질을 내생변수로 한 구조모형을 분석하 다. 

합도 지수는 X²=698.126***(df=95), TLI= .917, 

CFI= .935, GFI= .956, RMSEA= .056으로 나타나 본 연

구의 합도는 합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과 [표 5]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와 삶의 질

의 계에서 직 효과는 경로계수가 각각 .124(t=.2.940, 

p<.01), .591(t=.3.564, p<.001), .180(t=3.237, p<.01)로 외

생변수, 매개변수 모두 삶의 질에 정(+) 으로 유의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 2, 3이 모두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 변화

가 정 일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01
 X²=698.126***(df=95), TLI= .917, CFI= .935, GFI= .956, 
RMSEA= .056

그림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결과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측정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S.E C.R.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 삶의 질 .115 .124 .039 2.940**
경제상태만족 → 삶의 질 .223 .591 .062 3.564***
자기가치감 → 삶의 질 .105 .180 .032 3.237**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 경제상태만족 .282 .115 .062 4.554***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 자기가치감 .534 .335 .046 11.548***
경제상태만족 → 자기가치감 .046 .072 .015 3.081**

 **p<.01, ***p<.001, S.E=Standard Error(표준오차), 
 C.R.=Composite Reliability(성분신뢰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

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의 계를 보면,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의 경로계수는 .115(t=4.554, 

p<.001),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경

로계수는 .335(t=11.548, p<.001)로 일자리사업 참여만

족이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에 정(+) 으로 

유의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 5가 

지지되었다. 즉,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경제

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가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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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계에서 경로계

수는 .072(t=3., p<.01)로 나타나 정(+) 으로 유의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자의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 변화가 

정 이라는 연구가설 6이 지지되었다. 

5.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질 으로 [그림 3]에서 볼 때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은 직 으로 삶의 질에 정(+)  

향을 미치고,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상

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도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두 매개모형이 직

효과와 간 효과를 동시에 갖는 다 매개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

치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33][34]재인용.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노인의 

삶의 질 간의 계에서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

화의 매개효과는 총효과와 간 효과가 [표 6]과 같이 

나타나 직 효과도 있고,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를 통한 간 효과도 있는 다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구간에서 유의수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7이 지

지되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은 직 으로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경제상태만족

과 자기가치감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에 정  향을 

미쳤다.

 

표 6.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경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BC 95% CI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삶의 질 .235 .115 .120 .062-.175**

 **p<.01, Bootstrap=2,000, BC= Bias-Corrected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삶

의 질에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 자기가

치감 변화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과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와 삶의 질 간 인과

계에서 의 변수들은 삶의 질에 직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높

을수록, 경제상태만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의 변화

가 정 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일

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

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직 인 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11][30]과 그 맥을 같이한다. 둘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의 인과 계에서 일자리사업 참여

만족이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에 정 인 유의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사업 참여

만족이 높아질수록 경제상태만족에 한 만족이 높아

지며, 자기가치감 변화가 정 이라는 선행연구[7][8]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

치감 변화의 계는 정 으로 유의하 다. 

Hochschild[35]는 경제  능력이 자기 리 능력이나 성

취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 인 만족이 노년의 삶에 

매우 큰 향을 다고 밝혔으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제상태만족이 높아질수록 자기가치감 한 

정 으로 변화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넷

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는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노인의 삶의 질 간의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소득 확보라는 경제상태만족의 만족과 역할 

부여를 통한 정  자기가치감 형성을 가져옴으로써 

결과 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다는 선행연구들

[31][36]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참

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일자리 자체에 한 

만족감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통합 으로 

동시에 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한 개입방안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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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반 인 삶의 질을 향

상시켜야 한다. 일자리사업은 소득 상자를 우선

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노인

들이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

의 기본 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의 수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수 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해 기

본 인 건강  거주의 문제 등을 개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가족/사회  유  강화, 사회  

연계 등의 사회  지지체계를 확고히 설립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참여자들의 일자리 자체에 한 만족을 높이기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은 사업의 

형식  수행의 문제, 한 리의 부재, 참여자  

리자의 문성 부재 등이 요한 문제 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시행 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상자에 

한 양  확 에만 치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 들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여 히 낮은 수 의 용돈벌이 

소일거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 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직무 만족

을 높이고, 나아가 사업 자체의 발 을 해서는 보다 

략 인 형태의 직무수행을 한 비, 역량 강화, 사

업의 다각화 등을 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직

무수행을 해 참여자와 수행기  모두를 상으로 하

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24]. 

셋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과 

삶의 질의 계에 경제상태만족과 자기가치감 변화가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해서는 우

선 한 직무를 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여 수

을 실화해야 한다. 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공공

기 이 개입한 공익형  복지형 일자리에 수요와 공

이 집 되는 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의 직

무가 제 로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그에 따른 보수가 

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무 

특성이나 내용, 수행 수 을 면 히 구분하고, 이를 형

평성 있게 여에 반 함으로써 여 수 을 실화 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수 이 확보된 일자리에 

근로하는 노인들이 일의 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자기가치감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까

지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일자리사업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소득보

장형 사업과 사회참여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보장

형 사업의 경우 추가 인 수입  노동량을 강화하고 

소득수 을 높이는 방법 한 고려해 볼 수 있다[4]. 나

아가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직무 교육  

교양 로그램 뿐 아니라 사업과 련된 고충이나 경제

인 문제 등을 상담하는 정서  지지 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재 운 되고 있는 교양 로그램

에 정서  지지 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재 직무와 

교양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교육 로그램에 정서  지

지 로그램을 포함시켜 확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용

과 질  수 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단되며, 이는 궁

극 으로 사업의 효과나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실

태조사’라는 횡단자료를 가지고 2차 자료 분석을 하

기 때문에 불가피한 연구의 한계 이 있다. 우선, 실태

조사에서 제시된 문항만을 가지고 분석하 기 때문에 

변수의 세부내용과 개념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

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한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상자의 주  인식에 

기 하 다는 에서 변수 간 계 왜곡 등과 같은 문

제 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에 한 인식과 경제상태만족과의 계, 이로 인

한 정서(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 그 요성을 도출해내고, 인과 계의 구조를 밝

히고자 하는 의도로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꾀하며,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단 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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