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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용하여 분석하

고, 과거 산재당시 종사상지 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해 경제  노후 비의 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산재보험패 조사(PSWCI)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선행요인에서는 학력이 높고 정규직인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근로자

에 비해 경제  노후 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근로소

득이 많을수록 노후 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연  가입여부는 경제  노후 비에 도움을 주지 

못하 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욕구요인에

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

제  노후 비에 취약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정책  함의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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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factors affecting economic preparation of the elderly with 

industrial injury using Andersen model. In addition, it is also to explore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mployment status between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The authors analyz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PSWCI)’s 1st wave data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authors found gender and education were related to 

economic preparation. In addition, earned incom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degree to 

which pain interferes with daily life and the liv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re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 But national pen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economic 

prepa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ers addressed poli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financial security of injur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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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속한 출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7.1%

로 고령화사회에 어든 이후 지속 으로 노인인구가 증

가하여 2013년에는 체인구 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2.2%로 증가하 다[1].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

는 노인빈곤  부양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퇴직으로 인한 주 소득원의 상실과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년기의 지속 인 증가는 노

인들에게 경제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11년 기  

65세 노인의 기  여명은 남성 17년, 여성 22년으로 나타

났는데[1],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48.4%는 노후

비를 하지 않고 있고, 노후 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능

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8.1%에 달했다[1]. 이에 따라 

2014년 고령자통계에서는 건강문제(65.2%) 다음으로 경

제  문제(53.0%)가 노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

타나, 은퇴 이후에 노후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두 차례

에 걸친 국민연  개 과 기 노령연  도입 그리고 기

노령연 의 기 연 으로의 환 등 다층연 체계에 

한 다각 인 논의가 진행되어왔다[2-6]. 그러나, 연

개 이 진행되면서 필연 으로 연 체계에서 소외되는 

상이 생기게 되는데[7], 이 때 특히 일반 고령자보다도 

근로활동  산업재해 경험이 있는 고령자가 연 가입상

태  유지기간 등에서 다른 고령자에 비해 특히 취약하

게 되었다[8]. 은퇴 이후 고령자에게는 연 이나 근로소

득을 통한 경제  안정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산업재해

를 경험한 노인들은 일반 노인들에 비해 경제 으로 불

안정할 확률이 높아졌다. 즉, 과거에 직장에서 산업재해

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안정 인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고, 임  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낮은 근로소득으로 인

해 노후빈곤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산재근로자로 지칭되는 근로자는 근로  업무상의 재

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하며, 업무상의 사유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는 사망 등을 의미한다[9][10]. 2012년 

기 ,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92,256명(재해율 

0.6%)이었으며, 사망 1,864명, 부상 83,349명, 업무상질병

이환자는 6,742명이었다[11]. 이들 산업재해자 에는 남

성이 80.9%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연령별로는 

50-54세가 16.9%, 55-59세가 14.7%, 60세 이상 근로자가 

16.8%로 특히 50  이상 고령 근로자의 재해율이 높았

다. 이 게 고령층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산업재해 이후 휴직 혹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질 경우, 노후에도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

되어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산재근로자는 산재경험 이후에 기존의 직업

보다 더 임 수 이 낮고 불안정한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났다[12][13]. 한, 박수경[14]은 산업재해 이

후 1-7등 의 증장애 정을 받는 상자의 83.1%가 

무직이고, 8-14등 의 경증장애 정을 받은 상자들 

에서도 52.2%가 무직임을 지 하며, 산업재해 이후 근

로자들의 근로상황에 변화가 있음을 지 하 다. 

홍백의[15]는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

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경제  상태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즉,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의 

직 인 원인이 되며, 과거의 근로형태에서 비정규직에 

종사하 던 사람은 노후에 계속 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산재경험 이후에 근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산재근

로자는 산재경험으로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을 겪게 되고, 재활 이후의 재취업시 원직장의 복귀가 어

렵고, 정규직 고용형태의 일자리로 취업이 어려울 것으

로 상된다. , 산재당시 종사상지 상태에 따라서도 

산재 이후에 일자리 복귀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상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종사

상 지 에 따른 경제  노후 비를 악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경우 근로사업장에 따라 종사상지

가 상이하여 이에 따른 고용형태  노년기 경제  노

후 비 여부가 다르나[12][16][17], 그동안 경제  노후

비 연구에서는 고령자, 고령자, 65세 이상 노인,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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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부머 등 연령 에 따른 노후 비 연구들이 있었을 

뿐이다[18-21].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산업재

해를 경험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으로 하여, 그들

의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

을 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 산재경험 고령자의 

종사상지 에 따른 경제  노후 비의 차이 을 악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앤더슨모형
앤더슨모형(andersen model)은 의료서비스 이용 측

을 한 표 인 연구모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행동모

델(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이라고

도 한다[22]. 앤더슨모형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 행

동이 일어나게 하는 측요인을 악하는 것이다. 앤더

슨모형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선행요인

(predisposing factors), 자원요인(enabling factors), 욕구

요인(need factor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23-25], 이  선행요인은 의료서비스에 한 욕구가 발

생하기 이 부터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성으로 인구사

회학  특성이나 사회경제학  특성을 포함한다[25-27]. 

자원요인은 서비스에 한 근성을 높여 그 결과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소득, 공식 /비공

식  지지, 건강보험에 한 근성 등을 의미한다

[25-27]. 욕구요인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주 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실재하는 질병

의 유무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25-27].

앤더슨모형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22][24][25][27]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28]의 행동을 측하는 모형

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Willis, Glaser와 Price[29]가 

노인의 비공식  지지의 이에 미치는 향을 앤더슨모

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등 최근 들어 앤더슨모형이 다

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제  노후

비는 의료서비스 이용 행동과 유사하게 선행요인, 자

원요인, 욕구요인의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앤더슨 

모형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왔다[18-20][30-33]. 

Yuan[30]은 경제  노후 비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

는데 앤더슨모형을 용하 고, 박창제[19]는 45세에서 

59세의 고령자의 재무  노후 비 행동을 악하는데 

앤더슨모형을 용하 다. 박창제[20]의 다른 연구 역시 

앤더슨모형을 용하여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비한 사

 재무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요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

을, 자원요인으로 경제활동, 가계소득, 자녀수, 집소유

여부, 고이자 축, 주식  투자신탁, 유산상속, 경제만

족도, 부채를, 욕구요인으로 공  노후 미보장, 건강불만

족, 장애, 주거지역을 포함하 다. 나지나 등[31]의 연구

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을 상으로 

경제  노후 비에 미치는 향을 역시 앤더슨모형을 활

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박창제[21]는 베이비부머와 

(前)베이비부머의 경제  노후 비에 미치는 요인에 

해 집단별 비교연구를 하 다. 즉, 고령층  비고령

층에 한 경제  노후 비에 한 연구에서 앤더슨모형

을 지속 으로 활용하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하 다. 따라서 앤더슨모형이 노후 비를 분석하는데 

합한 모형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앤더슨모형에 기반하여 고령 산재근로자

의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고

자 한다.

2.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예측요인
노년기의 경제 인 능력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사회  계망을 유지하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자원이다[34]. 노후 비에 있어서 경제  측

면은 노년생활에 소요되는 자 을 공 , 사  기제를 통

해 장기  차원에서 비하는 것을 의미한다[35]. 이 듯 

노년기의 경제  안정을 해서는 은퇴 부터 장기 으

로 계획해야 하지만[36], 우리나라 장년층의 경우 자녀

교육  결혼자 마련 등으로 은퇴 이후의 수입지출규모

를 측하기 어려워 부분 단기 지출에 집 하고 있다

[37]. 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연령 와 달리 60

세 이상 인구 에는 충분한 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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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36], 경제  노후 비에 해 개

인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실이다. 권 창 등[38]의 국민

노후보장패  분석에서도 60  이상 고령자는 60  이하 

연령 에 비해 노후에 한 독립  경제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일반 으로 고령자의 경제  노후 비와 연 된 인구

사회학  측요인으로 성별[18][20][34][39-41], 학력

[18][20][31][34][42], 결혼상태[40]가 지속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체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

 노후 비의 가능성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경제  노후

비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최명화 등[39]은 40세 이상의 

산업공단근로자의 노후 비에 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연령, 학력, 자녀수가 노후 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소득, 가구소득[18][20][31][36][39][40][43], 연 수

[42], 국민연  가입[21][33][43]이 지 되고 있다. 즉, 

소득이 많고, 연 을 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인 

노후 비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은 

선행연구에서 다른 변수보다 요하게 노후의 경제  안

정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정화[36]의 연구에서

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소득이 경제  노후 비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융소득

[21], 취업여부[31], 경제상태[41], 부채[20][31][44], 부동

산소유여부[20] 역시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박창제[20]의 연구에서는 부채가 

있는 사람이 노후 비가 더 되어있다고 나타나 부채가 

노후 비의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정순둘 등[32]

은 자원요인으로 민 보험(암, 실손 보험, 교통상해, 실

버보험, 종신보험, 치과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기타 

등) 가입여부를 조사하 다. 특히, 비노인집단의 신체

 노후 비를 살펴보았는데, 산재근로자의 경우, 다른 

일반노인들과 달리 장해로 인한 신체  어려움이 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민 건강보험가입을 

투입하여 노후 비 정도를 살펴보았다.

욕구요인과 련된 변인으로는 질병유무[18], 장애 여

부[20], 주  건강상태[39][40] 등이 경제  노후 비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44]의 연구에

서도 가계총소득과 융소득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은 

베이비부머 연령 가 경제 인 비를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16][17]가 근로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산재 이후 복귀직장의 고용에 향을 주

는 변수로 지 되었고, 정순둘 등[32]도 건강으로 인한 

업무지장정도를 살펴봤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별, 학력 등의 인구사

회학  요인  소득, 연 , 주택소유 등이 노후 경제력

의 주요 측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한 건강상태 역시 

노후의 경제력을 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 하 다. 

그러나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원요인으로 근로소득

과 주택여부를 주로 포함하고,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부

채  연 , 건강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요인을 분석

하지 못 하 다는 한계가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노인들[19-21][33]과 베이

비부머집단[20]에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산재경

험이 있는 고령자에 한 노후 비 연구는 드문 실정이

다. 산재근로자는 다른 고령자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

재사고(혹은 질병)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의

료서비스의 이용이 잦아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특성

이 있다[12][16][39]. 한 산재 이후 직업력에서도 변화

가 나타나는데, 박은주와 홍백의[12]는 상용직은 산재 후

에도 종사상지 가 유지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종사상의 지 가 하락하는 것을 분석하 다. 산재근로자

의 경우, 산재로 인한 장해, 재활서비스, 건강보험, 민간

의료보험,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등이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지 되었다[45][46]. 이 듯 산재근로자에 한 선

행연구가 몇몇 진행되어 왔으나, 산재 당시의 종사상지

에 따른 고령자의 경제  노후 비 여부를 악한 논

문이나 인구사회학  요인 외에 다양한 자원요인과 욕구

요인을 포함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재 당시 사업장의 종사상

지 를 기 으로 정규직집단과 비정규직집단으로 구분

하여 두 집단간 분석을 실시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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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선행연구에서 포함한 인구사회학  특성인 성

별, 학력  결혼상태를 선행요인으로 구성하는 한편, 타 

연구와 차별되게 자원요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경제

 노후 비와의 계를 악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

들은 국민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서 

60세에 도달하면 노령연  수령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

의 상자를 산재경험이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한

정하여 이들의 경제  노후 비를 악하고자 한다. 이

에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

을 용하여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선행 요인
- 성별
- 학력
- 결혼상태

자원 요인
- 소득
- 연금
- 건강보험
- 부채
- 부동산소유

⇒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욕구 요인
-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그림 1. 연구의 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산재보험패 조사의 조사 상

자로 하 다. 산재보험패 조사(PSWCI,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는 2012년 1-12월동

안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를 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산재요양종결자들의 재해 이후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 으로 악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한 패

자료를 제공하기 해 개발되었다. 산재보험패 조사

는 그동안 산재근로자에 한 국 인 조사가 없었던 

계로 산재근로자에 한 실증연구가 부족하 던 부분

을 보완하기 해 생산되었다. 패 조사의 체모집단은 

2012년 산재보험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82,493명이고, 그 

에 장해등 (6개 범주)별 우선 할당 후 지역(9개 권역)

별 비례배분하여 1차년도의 연구 상자 2,000명을 선정

하여 조사를 실시하 고, 매년 실시될 정이다[47][48]. 

본 조사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에서 201

4년부터 공개한 “산재보험패 ”데이터(http://kcom.gall

up.co.kr/)를 활용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산재보험패 의 조사 상자  60

세 이상의 고령자 360명(정규직 127명, 비정규직 233명)

이다. 그러나 산재보험패 조사는 1차조사의 특성상 가

값 투입이 강하게 권고되어, 산재보험패 조사 분석지

침에 따라 데이터 상의 가 치 변수를 용하여 가 값

을 산출하 다[49]. 가 값은 추출단 의 상이한 추출률

을 보정하거나 무응답이나 추출틀의 부정확 등으로 발생

하는 편향을 감소시켜 추정의 정도를 제고하기 해 사

용된다[50]. 한 가 값을 사용하면 조사시 의 모집단 

특성을 제 로 반 하여 추정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표

본의 결과가 아니라 모집단 체에 한 추정  측이 

가능하다[50]. 특히 산재보험패 의 경우 상자를 선정

할 때 증장해인의 비율을 높게 설정하 기 때문에 실

제 모집단에서의 비율과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하기 

해 가 값 투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패

조사에서 제시된 가 값을 용한 최종 분석 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13,929명(정규직 5,508명, 비정규직 8,421명)

이다. 

2. 변수의 측정
종속변수인 경제  노후 비는 산재보험패 조사

(PSWCI) 1차 조사표[44]에서 만 60세 이상자에게만 질

문한 “노년 비 실태에 하여 노후자  비를 했습니

까?”라는 질문을 사용하 다.  질문에 해 '매우 열심

히 비하 다', ' 비하 다'는 ‘노후자  비를 하

다(1)’로, ' 비하지 않았다', '  비하지 않았다'는 

‘노후자  비를 하지 않았다(0)’로 재코딩하 고, 이 이

분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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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인으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학

력, 결혼상태를 포함하 다. 성별은 남성(1), 여성(0)의 

이분변수로 측정하 다. 학력은 무학(1)에서 졸이상

(5)으로 측정하 으며,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1)과 배

우자 없음(0)으로 재코딩한 더미변수를 활용하 다.

자원요인은 소득, 연 , 건강보험, 부채, 부동산 련 

변수들을 포함하 다. 소득으로는 근로소득과 융소득

의 2가지를 포함하 으며, 각각 2012년 기  액을 연

속변수로 포함하 다. 연 과 건강보험 련 변수로는 

국민연 , 국민건강보험,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여부에 

해 가입함(1)과 가입하지 않음(0)의 이분변수로 측정

하 다. 부채는 가구부채액을 연속변수로 투입하 으며, 

부동산 소유여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1)과 부동산

을 소유하지 않음(0)의 더미변수를 투입하 다.   

욕구요인으로는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

해하는 정도를 포함하 다.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는  없음(1)에서 항상 있음(4)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변수 구분 변수설명

선 행
요인

성별 - 남성(1), 여성(0)

학력 -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이상(5)

결혼
상태 -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자 원
요인

소득
근로소득 2012년 기준, 연속변수
금융소득 2012년 기준, 연속변수

연금 국민연금 가입함(1), 가입하지 않음(0)

건강
보험

국민
건강보험 가
입여부

가입함(1), 가입하지 않음(0)

민간
의료보험 가
입여부

가입함(1), 가입하지 않음(0)

부채 가구 총 부
채액 조사당시 기준, 연속변수

부동산
소유
여부

- 있음(1), 없음(0)

욕 구
요인

건강
상태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
해하는 정도

전혀없음(1)-항상있음(4)

종속변수 경제적 노후
준비여부

노후준비 하였음(1), 
노후준비하지 않았음(0)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로지스

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기술통계분석을 해서는 이

분변수와 더미변수들의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연속변

수들의 경우 평균과 표 편차를 구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서 선행요인으로 성별, 학력, 결혼상태를 포

함하 다. 자원요인으로 소득(근로소득, 융소득), 국민

연  가입상태, 건강보험 가입상태(국민건강보험, 민간

의료보험), 부채, 부동산 소유여부를 포함하 다. 욕구요

인으로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

를 포함하 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연구 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산재당시 정규직

이었던 산재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와 산재당시 비

정규직이었던 산재근로자(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

분하여 살펴본다. 정규직 근로자의 남성과 여성은 각각 

3,782명(68.7%)과 1,726명(31.3%)이었으며, 비정규직 근

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보다 남성의 비율이 조  더 

높았다(남성 78.8%, 여성 21.2%). 학력은 정규직 근로자

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졸, 졸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났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무학과 졸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요인  소득요인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융소

득은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소득 기 으

로 1,157만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120만원으로 나타났

으며, 융소득은 연간소득 기 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만3천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9천원으로 나타

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가 있었다. 

보험가입여부를 살펴보면, 국민연  가입자는 정규직 

근로자 4,192명(76.1%), 비정규직 근로자 2,098명(24.9%)

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도 정규직 근로자 4,980명(90.4%),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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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명(36.8%)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반면, 민간의

료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비율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

직 근로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정규직 근로자, 

49.4%, 비정규직 근로자 48.9%). 가계의 부채는 정규직 

근로자 1,476만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816만원보다 

높았고, 부동산소유여부는 정규직(76.0%)이 비정규직

(6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을 살펴보면,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

을 방해하는 정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  노후 비 여부를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경제  노후 비를 하지 않은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  노후 비를 한 사람은 정규

직 근로자가 1,780명(32.3%)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589

명(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명(%) 명(%)

성별 남성 3,782(68.7) 6,639(78.8)
여성 1,726(31.3) 1,782(21.2)

학력

무학 563(10.2) 1,334(15.8)
초졸 1,735(31.5) 3,406(40.4)
중졸 1,684(30.6) 2,099(24.9)
고졸 1,272(23.1) 1,566(18.6)
대졸이상 254(4.6) 17(0.2)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1,060(19.2) 1,446(17.2)
배우자 있음 4,448(80.8) 6,975(82.8)

국민연금 가입안함 1,315(23.9) 6,323(75.1)
가입함 4,192(76.1) 2,098(24.9)

국민
건강보험

가입안함 528(9.6) 5,326(63.2)
가입함 4,980(90.4) 3,095(36.8)

민간
의료보험

가입안함 2,660(50.6) 4,271(51.1)
가입함 2,600(49.4) 4,093(48.9)

부동산 
소유여부

무 1,324(24.0) 3,005(35.7)
유 4,184(76.0) 5,416(64.3)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전혀없음 1,497(27.2) 919(10.9)
어느정도 2,118(38.4) 4,529(53.8)
상당기간 825(15.0) 1,063(12.6)
항상있음 1,069(19.4) 1,910(22.7)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아니오 3,728(67.7) 6,832(81.1)
예 1,780(32.3) 1,589(18.9)

구분 평균금액 (표준편차) 평균금액 (표준편차)
근로소득(만원) 1,157.7(948.9) 1,120.0(740.1)
금융소득(만원) 2.3(19.0) 0.9(4.6)
부채(만원) 1,476.2(3,820.5) 815.7(2,264.3)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산재당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  

노후 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선행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성

별과 학력이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쳤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05배 경제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높았

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1.876배 경제  노후 비를 할 확

률이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성별, 학력 외에 

결혼상태가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쳤다. 남성이 

여성보다 0.448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

하 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0.890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 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그 지 않

은 자보다 0.519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

하 다. 

둘째, 자원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

로소득, 국민연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민간의료보

험 가입, 가계부채, 부동산소유가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OR=1.001), 가계부채

액이 높을수록(OR=1.000)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

이 높았다. 반면, 국민연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0.438배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 고,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0.107배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 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

에 비해 0.265배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가계부채, 국민

연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민간의료보험 가입, 부동

산소유가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OR=1.001), 가계부채액이 높을수록(OR=1.00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OR=11.658), 

부동산 소유한 자가 그 지 않은 자보다(OR=5.579)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11.658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동산소유자는 미소유자에 비해 

5.579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국민연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0.014배 경제  노

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 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가 미가입자에 비해 0.431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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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B OR
95% CI

B OR
95% CI

Lower Upper Lower Upper
성별(여성) .835 2.305*** 1.668 3.185 -.803 .448*** .345 .582
학력 .629 1.876*** 1.653 2,130 -.117 .890* .804 .986
결혼상태(무) -.181 .835 .587 1,186 -.657 .519*** .383 .703
근로소득 .001 1.001*** 1.001 1.001 .001 1.001*** 1.001 1.002
금융소득 -.004 .996 .985 1.007 -1.791 .167 .000 2.297
국민연금 
가입여부(미가입) -.826 .438*** .308 .622 -4.262 .014*** .010 .021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미가입) -2.234 .107*** .066 .173 2.456 11.658*** 8.733 15.564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미가입) -1.326 .265*** .208 .339 -.841 .431*** .345 .538
가구부채 .000 1.000*** 1.000 1.000 .000 1.000*** 1.000 1.000
부동산소유여부
(소유하지 않음) -.296 .744* .568 .974 1.719 5.579*** 4.222 7.372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
을 방해하는 정도 -2.118 .120*** .101 .143 -1.419 .242*** .201 .291
Log likelihood 2133.459 3166.373
LR X² (df) 3320.370 (11)*** 2512.529 (11)***
Nagelkerke R-제곱 .756 .559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  )은 기준집단을 의미함
* <.05.  ** <.01,  *** <.001

표 3. 산재당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대한 추정결과

성이 감소하 다. 즉, 자원요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오즈비가 11.658배로 높게 나타나

는 특징이 있었다.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근로소득

액이 증가할수록, 가계부채액이 증가할수록 경제  노후

비를 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도 지 하

듯 근로소득은 경제  노후 비에 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20][31][36][51]. 선행연구에서 

융소득이 노후 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재근로자에게는 융소득이 향을 미치지 않았다

[20].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동산소유가 노후 비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정규직 근로

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동산소유가 노후 비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연 과 민간의료보험의 경

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경제  노후 비와 부  계를 보 는데 이는 경제  

노후 비의 의미가 노후자 을 비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연 과 보험은 노후자 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다.  

셋째, 욕구요인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는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경

제  노후 비에 향을 미쳤다.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

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0.120배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 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재

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경제  노

후 비에 향을 미쳤다.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

을 방해하는 정도가 증가할수록 0.242배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 다. 즉, 욕구요인 에서는 산

재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노후 비에 취

약하여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 다[40].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령근로자의 산재 경험 이후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용하여 분

석하고, 산재당시 정규직이었던 정규직 근로자와 산재당

시 비정규직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교분석을 통해 

종사상지 별 노후 비의 차이 을 분석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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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연구결과, 체 연구 상자  정규직 근로자의 32.3%, 

비정규직 근로자의 18.9%만이 경제  노후 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선행요인 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성별과 학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성별, 학

력, 결혼상태가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쳤다. 즉, 

학력이 높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학력이 낮고 배우자

가 없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경제  노후 비의 확

률이 높았다. 학력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노후 비에 

향을 미쳤으나[11][13][15][25][40], 정규직의 경우 고

학력일수록 경제  노후 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오히려 학력일수록 경제  노후 비

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상의 지 에 따라 학력

이 경제  노후 비에 미치는 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

었다. 한 결혼상태와 경제  노후 비의 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배우자가 노후 비에 미흡할 가능

성이 있었는데, 이는 귀연 등[38]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선행연구와 달리 비정규직 산재근로자는 다른 고령자들

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자원요인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국

민연  가입여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계부채, 부동산 소유여부가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

득, 국민연  가입여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민간의

료보험 가입여부, 가계부채, 부동산 소유가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쳤다. 산재근로자인  60  이상 고령

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는 근로소득액이 높아질수

록 노후 비 자 을 비할 여력이 있었다. 이는 산재경

험 이후 산재근로자는 원직장복귀, 재취업 등을 통해 근

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요한 노후 비 소득원임을 

다시  확인하 다[18][20][31][36][40][42][51]. 그리고 

부채액이 증가할수록 노후 비 자  비를 하고 있어 

부채가 경제  노후 비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는데, 이는 박창제[20], 이승신[44], 원서진 등[33]의 연

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는 부동산소

유가 노후 비에 부 (-)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0]

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부

동산소유자가 그 지 않은 자보다 경제  노후 비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산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국민연 이 경제  

노후 비에 도움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 다. 정규직 근

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76.1%가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

는 국민연  제도의 미성숙,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국민

연 이  60  이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아직은 노후 비

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4.9%만이 국민연 에 가입하여 정규직보다 더 취약함

을 보여주었고, 산재이후에 재취업시 어려움이 있는 비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에서 요한 가입유지의 지속성

이 취약하여 노후빈곤이 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90.4%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6.8%만이 건강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경제

 노후 비가 더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노후의 경제  안정에 

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다. 건강보험 변수는 기존 선

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로 산재근로자의 특성

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근로자는 산재경험 이

후 병원이용, 재활서비스 등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서비스 등의 이용률이 높은 특성이 있고[16][17][52], 60

 이상 고령층은 연령으로 인한 보건의료비지출도 증가

하는 측면이 있다. 

욕구요인 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은 경우 경제  

노후 비가 잘 된 경향이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

우,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은 경우 경제  노후 비 상태가 좋았다. 특히 주

으로 느끼는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  노후 비를 못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율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기존 산재보험에서는 산재근로자에 해 근로자의 산

업재해 후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목표 다. 그러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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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이념이 ‘배상’에서 ‘근로조건의 보호’로, 이어 

‘생활보장’으로 변화, 확  되고 있다. , 산업재해의 직

종범 가 확 되어가고 산재의 인정범 도 넓어지는 동

시에 근로자의 범 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차 산재보험도 생활보장이라는 범주로 확 되면서 개

인과 그 가족에 한 사회안 망이자 사회보험으로서 역

할이 차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45][46].

연구결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18.9%)가 정규직 근로

자(32.3%)에 비해 경제  노후 비가 되었다는 응답이 

낮았는데, 이에 따라 산재보험도 단순히 근로자의 재해 

후 사업장 복귀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

로자에 한 지속 인 근로활동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노후의 경제  안정도모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

이나 보험보다 아직까지는 근로소득이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볼 때,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으로서 근로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산업재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의 통

증을 느끼는 경우 경제  노후 비가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나, 산재 재활 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산재근로자의 특성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노년기에 경제  어려움이 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들이 장기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한 정

책  지원이 필요하다. 재 일부지역에서 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

해등  1-3  혹은 진폐장해인에게만 한정 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53]. 

한, 노후 비가 부족한 산재경험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의 산재근로자의 근로활동에 한 지원정

책이 필요하다[54]. 고용노동부는 2015년 기 , 60세 이

상 경비․시설 리근로자들에 한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보험법」제23조  고시제정)’제도를 

2012-2014년까지 한시 으로 시행하고, 2017년까지 3년

간 연장하여 고용지원할 정이다. 다만, 일부 직종에 

해서만 시행 이기 때문에 향후 산재경험이 있는 60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합한 지원책 개발이 요구된다. 

2013년부터 국민연 의 노령연  수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 연장되어 60  고령자에 따라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 으로 일반 고령자에 비해 

노후 비가 취약한 산재경험 고령자에 한 고용지원책 

 노후 비수단 마련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재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

 노후 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종사상지 별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 의 함

의를 이끌어 낸 데 그 의의가 있다. 한 그동안 선행연

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종사상지  구분(정규직, 비

정규직)별로 경제  노후 비의 향요인을 분석한 것

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산재패 이 구축

된 이후 처음 산재근로자의 경제  노후 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2차 자료 분석으로 인

해 종사상지  구분이나 변수의 측정  활용, 패 자료

의 특성(2014년 기  1차년도까지 구축)에 한계가 있다. 

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종사상 지 , 소득, 

연 , 자산  가계지출의 특성을 악하고, 근로자의 건

강 요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의 경제  노후 비

의 궤 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추후 산재보험패

이 3년차 이상 구축된 이후의 동태  종단연구로 남겨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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