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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서비스 욕구 및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 1~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원직장복귀자 2,642명, 재취업자 3,742명이다. 분석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

과 재활서비스 욕구는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욕구 분석을 통한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의 고도화와 통합적 재활프로세스의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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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creating a daily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plan by using motivation 

for seeking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elf-efficacy in individuals who returned-to-work 

and reemployed injured work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42 returnees and 3,742 

reemployed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to fifth year survey of the first cohort of the 

Panel Surve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analysis checked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The result indicated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had negative impact on self-efficacy and daily life satisfaction whereas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daily life satisfaction and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daily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a need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rogram and establishing an integrative 

rehabilit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Key Words : Industrial injured worker,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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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해 업

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으로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중도 장애인근로자를 말한다[1]. 산재

장애인은 직장생활 중에 재해로 인해 장애를 갖는 중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인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재장

애인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급적 빠

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의 과정이 필요하다[2]. 특

히,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가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중

요한 직업기능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고 

이후 가능한 직업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2차 장애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3].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654,107개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19,073,438명 중 

산재로 인해 보험급여 수급자는 297,239명이고, 

364,928건이 지급되었으며, 지급액은 5,033,90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다[4]. 산업재해보상

보험은 산재장애인이 치료 이후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선적으로 원직장복귀

가 고려되고 원직장복귀가 곤란한 경우 전직을 위한 재

활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직장복귀를 하는 방법

이 있다[5].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활서

비스를 요양 초기, 요양 중, 요양 종결 후, 직업복귀의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요양 초기에는 재활상담

을 통해 치료부터 직장복귀까지 재활서비스를 안내하

고 있다. 둘째, 요양 중에는 의료재활, 심리재활, 재활스

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산재직영병원에서의 직장복귀

프로그램(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셋째, 요양이 끝난 이후에는 사회재활을 위해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넷째, 직업복귀를 돕

기 위해 원직장복귀,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6].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초기에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책개발

[7-9], 재활서비스 만족도[2,10]에 초점을 두다가, 이후 

재활서비스 욕구 요인 분석과 변동[11-14], 직업복귀 

및 고용성과[5,15-17]에 집중한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선행연구

들은 산재근로자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유용한 재활서

비스가 무엇인지 밝히고, 제공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

석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김미옥(2005)

은 2004년에 실시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재활

사업을 위한 조사’를 활용해, 산재근로자는 성 및 산재

이전 직업에 따라 욕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화 전략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9]. 조성재 외(2015)는 

산재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통

해 재활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잡코디네이트 등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확충, 심리재활프로그램과 직업능력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13]. 배화숙(2018)은 

산재보험패널 1차 ~ 3차년도(2014-2016) 자료를 활

용해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 변동을 분석하였

다[11]. 전동일과 김상용(2017)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서

비스 욕구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무관심형, 저욕

구형, 재취업욕구형, 사회복귀형, 고욕구형으로 유형화

하고 설명요인을 분석하였다[12]. 이윤진과 이다미

(2015)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재활서비스 욕구는 성공적인 직업

복귀의 정도를 낮추며,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유경석(2016)은 산재근로자

의 재활서비스 욕구 및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재활서비스 욕구는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직업복귀 등에 미치는 영향도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왔고,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

비스 욕구를 통해 일상생활만족도를 밝힌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통

해 일상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일상생활

만족도에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는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18,19]. 일반적으로 일상생

활만족도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직업 및 소득에 따른 경

제적 수준,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성이 높다[20-22]. 

Medley(1976)는 일상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

강 즉 심리적 요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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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23,24]. 따라서 일상생활만족도는 개인의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는가에 관한 평가로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심리적 요인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 자기효능감은 미래상황에 관한 

행동 및 판단력과 관련성이 깊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업무를 보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

인의 능력에 관한 자신감 및 신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5,26].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동일한 재해를 

겪어도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

으며, 잘 극복해나갈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아

지면 도전을 회피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

지 않으며, 업무를 손쉽게 포기하여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28]. 즉 산재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도전을 회피하게 되면서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29]. 

최근 산재근로자들의 직장복귀에 관한 관심이 증가

하였지만,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

구[19,22,30-34]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특

히,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심리적 요인 즉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는 송진영

(2016)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19]. 따라서 장애인 대상

으로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35-38]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미영(2014)은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의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

능감이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박연주와 하경희(2014)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 만족도와 

사회참여를 정적으로 완전매개함이 분석되었다[39]. 송

진영(2016)은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영향관

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직장복귀자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9].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재

활서비스 욕구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이

유진과 이다미(2015) 연구에서 재활서비스 욕구는 자

기효능감을 감소시키며, 부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산업재해를 입은 

원직장복귀자만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 더욱

이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간

의 영향요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

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산재 이후 원직장복귀자와 함께 재취업자를 대상으

로 일상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분야의 학문적 공백으로 메꾼다

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앞서 논의한 재활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들이 산재장

애인의 재활서비스 이용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등의 

자립에 관심을 두다보니, 재해 이후 자신의 장애를 수

용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내적 변인 요인 등의 

고려에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

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일상생활만

족도 향상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19]이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산재 이후 

원직장복귀 및 타직장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의 재활

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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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Panel 

Surve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의 

1차 코호트 1~5차년도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재보

험패널조사는 업무상 재해를 겪은 이후 2012년도 요양

을 종결한 패널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산

재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사항, 노동시장 참여, 개인 

및 가구 특성, 건강, 일상생활과 삶의 질 등에 관해 추

적하여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4].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1차 코호트 1~5차년도 산재보험패널조사

(2013~2017년)에 참여한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 

2,642명, 재취업 산재근로자 3,742명이다. 

2.3 연구도구

2.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자신

의 삶에 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된다[40]. 일상생활만족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친인척관

계,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의 수입에 관한 만족도를 

묻고 있다. 그리고 답변은 매우 만족(1점)에서 매우 불

만족(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석이 보다 

명료하도록 역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6개 문항의 신뢰

도 검증 결과, 원직장복귀자의 Cronbach’s 값은 

.8061, 재취업자의 Cronbach’s 값은 .8094로 나타

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재활서비스 욕구이다. 재활서

비스 욕구는 재활서비스의 어떠한 영역이 본인에게 필

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이다. 재활서비스 욕

구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 적응과 

활동을 위한 지원, 심리 및 가족상담 지원, 재발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재취업을 위한 지

원, 창업을 위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보조기 관련 지원 등에 관한 필요 정도를 묻

고 있다. 그리고 답변은 매우 필요(1점)에서 전혀 필요 

없음(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석이 보다 

명료하도록 역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활서비스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개 문항의 신

뢰도 검증 결과, 원직장복귀자의 Cronbach’s 값은 

.9378, 재취업자의 Cronbach’s 값은 .9177로 나타

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3.3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

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뜻한다[28]. 자

기효능감 23개 문항은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로 측정되었다[41]. 그리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

서는 역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3개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

증 결과, 원직장복귀자의 Cronbach’s 값은 .8895, 

재취업자의 Cronbach’s 값은 .9012로 나타나 신뢰

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19,33,22,2,34]들에

서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재해 관련 요인, 사

회경제적 요인으로 보았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은 ‘0=여성, 1=남

성’으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1=20대 이하, 2=30대, 3=40대, 5=60대 이상’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력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0=배우

자 없음, 1=배우자 있음’으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산업재해 관련 요인으로 재해유형은 ‘0=질병, 

1=사고’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요양기

간은 ‘1=3개월 이하, 2=3개월 초과~6개월 이하, 3=6개

월 초과~9개월 이하, 4=9개월 초과~1년 이하, 5=1년 

초과~2년 이하, 6=2년 초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

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장해등급은 ‘1=1~3급, 

2=4~7급, 3=8~9급, 4=10~12급, 5=13~14급, 6=무장

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는 ‘0=하층, 중하층, 1=중상층, 상층’으로 더미

(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월평균임금은 원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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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자 및 재취업자의 월평균임금으로 로그로 변환하

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에서는 ‘1=100만원 

이하, 2=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

상~3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6=5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디시 분석하였다. 종교

유무는 ‘1=개신교(기독교), 2=카톨릭(천주교), 3=불교, 

4=유교, 5=기타, 6=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으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

하였다. 

2.4 분석방법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연구 절차를 활용하였다[42]. 첫 번째 

조건은 설명변수는 매개변수의 변량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설명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매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해야 

하며, 세 번째 조건은 설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위의 첫 번

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종속변수에 

관한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면 완전한 

매개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지니지만 회귀계수의 값이 줄어들었다면 부분 매개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43,44].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45]를 실시하

였다. 

3. 분석결과

3.1 일반적 특성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적 요인의 일반적 특성은 아

래의 Table 1과 같다. 첫째, 성별은 원직장복귀자의 경

우는 남성이 85.6%, 여성이 14.4% 나타났으며, 재취업

자의 경우는 남성이 85.0%, 여성이 15.0%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남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령대는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50대가 

36.8% 가장 많으며, 40대 29.3%, 30대 16.8%, 60대 

이상 14.7%, 20대 이하 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도 50대가 36.7%로 가장 많으며, 40

대 24.2%, 60대 이상 23.3%, 30대 11.6%, 20대 이하 

4.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 51.6% 가장 많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21.8%, 중학

교 졸업 15.1%, 초등학교 졸업 9.3%, 무학 2.2% 순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

이 44.3% 가장 많으며, 중학교 졸업 20.6%, 초등학교 

졸업 17.7%, 대학교 졸업 이상 13.9%, 무학 3.5% 순으

로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배우자 있음이 79.3%, 배우자 없음이 20.7% 나타났으

며, 재취업자의 경우는 배우자 있음이 67.6%, 배우자 

없음이 32.4%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

근로자 모두 배우자 있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ociological 

factors

variables category returned-to-work reemployed

gender
man 2,261(85.6%) 3,180(85.0%)

female 381(14.4%) 562(15.0%)

age group

20s or younger 66(2.5%) 156(4.2%)

30s 443(16.8%) 436(11.6%)

40s 773(29.3%) 904(24.2%)

50s 972(36.8%) 1,373(36.7%)

over 60s 388(14.7%) 873(23.3%)

education

no schooling 58(2.2%) 132(3.5%)

elementary school 246(9.3%) 661(17.7%)

middle school 399(15.1%) 772(20.6%)

high school 1,364(51.6%) 1,657(44.3%)

college or higher 575(21.8%) 520(13.9%)

spouse
no spouse 548(20.7%) 1,213(32.4%)

existence of spouse 2,094(79.3%) 2,529(67.6%)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요인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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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 

factors

variables category returned-to-work reemployed

accident 

type

accident 2,327(88.0%) 3,507(93.7%)

disease 315(12.0%) 608(16.2%)

rehabilitation

period

under 3 months 526(20.0%) 608(16.2%)

3 months~6 months 1,282(48.5%) 1,549(41.4%)

6 months~9 months 535(20.2%) 963(25.7%)

9 months~1 year 143(5.4%) 339(9.1%)

1 year~2 years 133(5.0%) 251(6.7%)

2 years or longer 23(.9%) 32(.9%)

disability 

level

1~3 5(.2%) -

4~7 90(3.4%) 99(2.6%)

8~9 151(5.7%) 290(7.7%)

10~12 1,053(39.9%) 1,581(42.2%)

13~14 829(31.4%) 1,093(29.2%)

no disability 514(19.4) 679(18.1%)

첫째, 재해유형과 관련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사고 

88.0%, 질병 12.0% 나타났으며, 재취업자의 경우도 사

고 93.7%, 질병 6.3%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

업 산재근로자 모두 질병보다 사고 재해유형이 훨씬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요양기간 관련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48.5% 가장 많으며, 6개월 초과~9

개월 이하 20.2%, 3개월 이하 20.0%, 9개월 초과~1년 

이하 5.4%, 1년 초과~2년 이하 5.0%, 2년 초과 .9% 순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도 3개월 초

과~6개월 이하가 41.4% 가장 많으며, 6개월 초과~9개

월 이하 25.7%, 3개월 이하 16.2%, 9개월 초과~1년 

이하 9.1%, 1년 초과~2년 이하 6.7%, 2년 초과 .9% 순

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해등급 관련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10-12

급이 39.9% 가장 많으며, 13-14급 31.4%, 무장해 

19.4%, 8-9급 5.7%, 4-7급 3.4%, 1-3급 .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도 10-12급이 42.2% 가장 

많으며, 13-14급 29.2%, 무장해 18.1%, 8-9급 7.7%, 

4-7급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해의 정도가 심한 

1-3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첫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원직장복귀자는 하층, 중하층 88.0%, 상층, 중상층 

12.0% 나타났으며, 재취업자는 하층, 중하층 96.0%, 상

층, 중상층 4.0%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

재근로자 모두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 중하층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월평균임금 관련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200

만원 이상~300만원 이하가 34..5% 가장 많으며, 100

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6.6%, 300만원 이상~400

만원 이하 23.7%, 500만원 이상 6.2%, 400만원 이

상~500만원 이하 5.9%, 100만원 이하 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는 100만원 이

상~200만원 이하가 36.8% 가장 많으며, 200만원 이

상~300만원 이하 31.6%,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

하 17.4%, 100만원 이하 10.0%, 400만원 이상～500

만원 이하 3.3%, 500만원 이상 .9% 순으로 타나났다. 

또한 원직장복귀자의 월평균임금의 평균은 259.7만원

으로 재취업자 월평균임금의 평균 206.2만원보다 53.5

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교유무 관련해서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종

교 없음 72.4%, 종교 있음 27.6% 나타났으며, 재취업

자의 경우는 종교 없음 66.3%, 종교 있음 33.7% 나타

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종교 

있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cioeconomic factors

variables category returned-to-work reemployed

socioeconomic 

status

upper-middle 

class, upper class
317(12.0%) 151(4.0%)

lower class, lower 

middle class
2,325(88.0%) 3,591(96.0%)

average

monthly

wage

less than 1 million 

won 
81(3.1%) 374(10.0%)

1 million won~

2 million won
702(26.6%) 1,377(36.8%)

2 million won~

3 million won
911(34.5%) 1,183(31.6%)

3 million won~

4 million won
627(23.7%) 650(17.4%)

4 million won~

5 million won
156(5.9%) 124(3.3%)

5 million won or 

higher 
165(6.2%) 34(.9%)

mean(S.D) 259.7(120.0) 206.2(95.8)

religion
religious presence 1,912(72.4%) 2,481(66.3%)

no religion 729(27.6%) 1,261(33.7%)

3.2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 변화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

구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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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category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returned-to-work reemployed

N M S.D N M S.D

2013(1nd year) 695 1.92 .72 642 2.08 .71

2014(2nd year) 564 1.99 .70 778 2.15 .69

2015(3nd year) 499 1.77 .72 766 1.91 .69

2016(4th year) 458 1.78 .64 791 1.87 .63

2017(5th year) 426 1.74 .65 765 1.82 .59

첫째, 원직장복귀자의 재활서비스 욕구 평균은 2차

년도에 1.99로 가장 높고, 1차년도 1.92, 4차년도 

1.78, 3차년도 1.77, 5차년도 1.7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자가 인식하는 재활서비스 욕구는 2차년

도에 .07정도 소폭 상승하였다가 3차년도에 .22정도 

대폭 감소하였고, 4차년도에 .02정도 상승하였다가 5

차년도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재취업자의 재활

서비스 욕구 평균은 2차년도에 2.15로 가장 높고, 1차

년도 2.08, 3차년도 1.91, 4차년도 1.87, 5차년도 

1.8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재취업자가 인식하는 재활

서비스 욕구는 2차년도에 .08정도 소폭 상승하였다가 

3차년도에 .25정도 대폭 감소하였고, 4차년도에 .04정

도, 5차년도에 .05정도 계속 감소하였다. 또한 재취업

자보다 원직장복귀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더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5개년도 중 2017년도에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가 인식하는 재활서비스 욕구가 가

장 낮았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복귀지원과 관련

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복귀지원이 2013년 

2,440건, 2014년 2,438건, 2015년 1,998건, 2016년 

1,703건으로 지원되다가 2017년 1,694건으로 지원 규

모가 가장 낮았다[6]. 

3.3 원직장복귀자 및 재취업자 분석결과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

구와 일상생활만족도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전에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

든 변인에서 VIF 계수가 2를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6].

먼저, 1단계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재활

서비스 욕구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모형은 원직장복

귀자의 경우 조정된  값이 .09이고 F값이 23.63(

<.001)이며, 재취업자의 경우  값이 .11이고 F값이 

42.92(<.001)로 나타나 원직장복귀자 및 취업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직장

복귀자는 1% 유의수준에서 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

을 미치며, 재취업자는 .1% 유위수준에서 자기효능감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

개효과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단계 분석으로 독립변수 재활서비스 욕구가 종

속변수인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2단계 모형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조정된 

 값이 .14이고 F값이 40.60(<.001)이며, 재취업자의 

경우  값이 .13이고 F값이 40.96(<.001)으로 나타나 

원직장복귀자 및 재취업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직장복귀자 및 재취업자 모두 재

활서비스 욕구는 .1% 유의수준에서 일상생활만족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매개효과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5. Results of analysis of returned-to-work

variables
1st stage analysis 2sd stage analysis 3sd stage analysis

 t  t  t

gender -.03 -1.59 -.09
-4.17

***
-.08 -3.90

age -.12
-4.91

***
-.01 -0.25 .02 .88

education .06
2.40

*
.05

2.40

*
.04 1.90

spouse .07
3.44

**
.11

5.88

***
.10

5.22

***

accident type -.03 -1.69 -.06
-3.47

**
-.01

-3.17

**

rehabilitation

period
-.02 -1.11 -.04 -1.76 -.03 -1.55

disability level .06
2.82

*
.03 1.50 .02 0.88

socioeconomic 

status
.06

2.96

*
.15

8.04

***
.14

7.55

***

average

monthly

wage

.15
6.17

***
.20

8.63

***
.17

7.37

***

religion .06
3.12

**
.05

2.96

**
.04

2.30

*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06
-3.36

**
-.11

-6.05

***
-.10

-5.41

***

self-efficacy .22
11.99

***

Adj 

F

.09

23.63***

.14

40.60***

.19

51.22***

N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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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7호201

셋째, 3단계 분석으로 1단계 분석 및 2단계 분석을 

통제한 상황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

단계 모형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조정된  값이 .19

이고 F값이 51.22(<.001)이며, 재취업자의 경우  

값이 .22이고 F값이 87.40(<.001)으로 나타나 원직장

복귀자 및 재취업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analysis of reemployed

variables
1st stage analysis 2sd stage analysis 3sd stage analysis

 t  t  t

gender .01 .46 -.10
-5.52

***
-.10

-5.98

***

age -.05
-2.34

*
.04 1.87 .05

2.76

**

education .11
6.04

***
.11

5.93

***
.07

4.19

***

spouse .09
5.44

***
.18

11.32

***
.16

10.07

***

accident type -.02 -1.08 -.02 -1.34 -.02 -1.04

rehabilitation

period
-.02 -1.10 -.01 -.66 -.01 -.32

disability level .09
4.91

***
.03 1.87 .01 .31

socioeconomic 

status
.09

5.92

***
.10

6.29

***
.07

4.61

***

average

monthly

wage

.18
10.07

***
.20

11.04

***
.14

8.14

***

religion .06
3.65

***
.07

4.28

***
.05

3.28

**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08
-4.83

***
-.12

-7.96

***
-.10

-6.75

***

self-efficacy .32
20.68

***

Adj 

F

.11

42.92***

.13

50.66***

.22

87.40***

N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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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원직장복귀자 =.22 

<.001, 재취업자 =.32 <.001)이 일상생활만족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독립변수인 재활서비스 욕구(원직장복귀자 

=-.10 <.001, 재취업자 =-.10 <.001)도 일상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재활서비스 욕구는 부분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

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통제변수 중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직장복귀형태에 따라 집단별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원직장복귀자의 경

우는 배우자유무, 재해유형,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임금, 종교유무가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

귀 산재근로자가 배우자 있고, 재해유형이 질병이며, 주

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월평균임금이 높으며, 종

교가 있을 때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임금, 종교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취업 산재근로자가 여성

이고,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고, 주관

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월평균임금 높고, 종교가 

있을 때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Sobel 검증 및 부트스트래핑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자기효능감 매

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7. Results of sobel test

category

returned-to-work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reemployed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coef t coef t

indirect effect -.01 -3.23** -.02 -4.70***

direct effect -.06 -5.41*** -.07 -6.75***

total effect -.07 -6.05*** -.09 -7.96***

mediating effect -.07 -3.23*** -.02 -4.70***

**<.01, ***<.001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

는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07(<.001), 재취업자의 경

우 -.09(<.001)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욕구가 높을수

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재활서비스 욕구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01

(<.01)이고, 재취업자의 경우 -.02(<.001)이고, 매개

변인이 있음에도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06(<.001), 

재취업자의 경우 -.07(<.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202

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

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Table 8과 같이 5,000회의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직장복

귀자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Table 8. Results of bootstrapping

category coef
boottatrap

S.E.
t

95% confidence

interval

returned-to-work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direct -.01 .00
-3.07

**
-.01 -.00

indirect -.06 .01
-5.24

***
-.09 -.04

reemployed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direct -.02 .00
-4.55

***
-.02 -.01

indirect -.07 .01
-6.40

***
-.09 -.05

**<.01,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

서비스 욕구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논의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연구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42],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

스 욕구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삶

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유경석(2016)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4]. 즉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복귀 유형에 따른 차별

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는 재해유형을 고려하여 치료 중에는 의료재활을 통해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 종결 후에는 사회재활과 함께 

원직무에 적합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업재활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

가 필요하다. 또한 원직장복귀자가 직장에 복귀하여 원

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에 있어

서, 고용주들이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재

해등급별 일률적인 지원에 벗어나 차등적인 예산지원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6].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는 직업교육에 집중하여 개인특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

다. 즉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산재장애인의 전문

적인 재취업상담을 통해 개인에 적합한 훈련종목을 선

택하여 재취업 직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에게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배우자와 관

련해 가족화합프로그램 등의 지원 규모 확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

스 욕구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자기효

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이윤진과 이다미

(2015)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7]. 즉 재활서비스 욕

구가 산재근로자의 정신건강상태 내지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

는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이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산재근로자들

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능

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나

타내는 것으로 산재근로자의 업무 지속성과 업무의 질

적 향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28]. 따라서 원직

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별 맞춤형 욕

구 분석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통합적 재활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자기효능감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

겨진다[17]. 

셋째,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

스 욕구는 부분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

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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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35-38]과 원직장복

귀자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송진영(2016)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19]. 즉 재활서비스 욕구가 자기효능감과 부분적으로 

결합된다면,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근로

자의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되고 내실화를 갖춘다

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계획단계부터 재활전문가와 

산재근로자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직장복귀형태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집단별 차이가 있음이 분

석되었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선행연구[30-34,19,22,48,49]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먼저,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인구사회

학적 요인 중 배우자가 존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에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종교가 존재할 

때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산업재해 관련 요인은 원직장복귀자 그룹

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자의 산업재

해 유형이 사고가 아닌 질병일 때 일상생활만족도가 높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일

상생활만족도를 높이면서 원직장복귀를 용이하게 한다

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유형을 고려한 재활서비스 프로

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재취업자의 경우에만 여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 때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21,48-50]과 유

사한 결과이다. 이은혜 외(2017)는 재취업 산재근로자

가 여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고졸이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하였다[21]. 즉 산

재근로자가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지면서 경력이 축척되

어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옮겨갈 수 있고, 

힘든 직종에서 조금 더 편한 직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

기 때문에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추측

된다.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들의 재

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요인 중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자 자료의 특성상 기

존 문항을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다보니 구체적인 재활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에

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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