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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 업무특성, 지속근무 의도,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을 통해 장애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

브 6차년도 패널데이터 중 15세이상 임금 장애근로자 1,58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속근무 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둘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업무특성은 지속근무 의도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

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지속근무 의도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섯째, 장애 임

금근로자의 업무특성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근로환경(working environment), 업무특성(job characteristics), 

지속근무 의도(intention to continue work),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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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보건복지부(2020) 장애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

라 등록장애인은 2,633,026명, 이중에서 15세이상 장애 임금근로자는 

621,041명이다[1]. 장애인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고용 이후의 업무특성에 맞게 일자리 유지와 그에 

따른 직무만족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각종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에

서 장애인이 업무특성, 근로환경, 지속근무 의사,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6차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의 연구문

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임금 장애근로자의 업무특성과 근로환경, 지속근무 

의사,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임금 장애근로자의 업무특성과 근로환경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속근무 의사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6차년도 패널데이터 

중 15세이상 임금 장애근로자 1,58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업무특

성 측정변인은 3문항(주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기능)수준, 응답자 

기술(기능)수준 대비 주업무 수준 각각 5점척도, 주업무의 응답자 

적성 부합정도 4점척도), 근로환경 측정변인은 2문항(근무장소의 

안전성, 근무장소의 쾌적한 정도 각각 4점척도), 현 일자리 지속근무 

의도 1문항, 직무만족도 측정변인은 2문항(주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점척도)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MART-PL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

였다. 

연구모형은 Figure1과 같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임금 장애근로자의 업무특성은 지속근무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임금 장애근로자의 업무특성은 직무만족도에 정(+)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348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3] 임금 장애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지속근무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4] 임금 장애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직무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5] 임금 장애근로자의 지속근무 의도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임금 장애근로자의 업무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데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임금 장애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데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III. The Research results

연구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결과는 Table1과 같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지속근무 의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 되어 제외하

고, 근로환경과 직무만족도의 Cronbach’s α와 rho_A 그리고 CR값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다[2]. 다만, 업무특성은 기준값보다 다소 낮게 

분석되었다. 또한, 근무환경, 업무특성, 직무만족도 변수의 AVE가 

임계치인 0.5이상으로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3].

Cronbach's 

Alpha

(.>60)

rho_A

(.>60)

Composite 

Reliability

((.>70)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50)

Job 

Characteristics
0.538 0.566 0.758 0.513

Working 

Environment
0.763 0.772 0.894 0.808

Intention to 

Work
1.000

Job 

Satisfaction
0.736 0.736 0.883 0.791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verification

다음은 측정변인의 교차적재치 분석결과를 통해 판별타당도 확보여

부를 평가하였다. 교차적재치 값이 .60이상으로 분석되어 판별타당도

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Table2 참조).

Intention 

to Work

Job 

Characteristics

Job 

Satisfaction

Working 

Environment

Intention to 

Work
1.000

Job 

Charactersitics_1
0.646

Job 

Charactersitics_2
0.687

Job 

Charactersitics_3
0.807

Job 

Satisfaction_1
0.887

Job 

Satisfaction_2
0.892

Working 

Environment_1
0.885

Working 

Environment_2
0.912

Table 2. Cross-Loadings 

다음은 연구모형에 근거한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ure2와 Table3에 제시하였다.

Fig. 2. Path Analysis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장애근로자의 업무특성은 지속근무 의도(t=5.428,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1-1 

채택).

둘째, 임금 장애근로자의 업무특성은 직무만족도(t=12.894,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1-2 

채택).

셋째, 임금 장애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지속근무 의도(t=0.183,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1-3 

기각)

넷째, 임금 장애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직무만족도(t=14.939,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1-4 

채택).

다섯째, 임금 장애근로자의 지속근무 의도는 직무만족도(t=5.428,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1-5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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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Mean (M)

Standard 

Deviation 

(STDEV)

T Statistics 

(|O/STDEV|)
P Values

Intention 

to Work -> 

Job Satisfaction

0.142 0.026 5.428 0.000

Job 

Characteristics -> 

Intention to Work

0.184 0.032 5.749 0.000

Job 

Characteristics -> 

Job Satisfaction

0.290 0.022 12.894 0.000

Working 

Environment -> 

Intention to Work

0.004 0.023 0.183 0.855

Working 

Environment -> 

Job Satisfaction

0.322 0.022 14.939 0.000

Table 3. Path Analysis Results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가설검증을 위한 예측적 접합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내생변수(Intension to Work, Job Satisfaction)의 Q2 

값이 0보다 커야 한다. 분석결과 Q2 값이 0보다 크게 나타나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Table4 참조). 

SSO SSE
Q² 

(=1-SSE/SSO)

Intention to Work 335.825 325.689 0.030

Job Characteristics 816.369 816.369

Job Satisfaction 480.345 401.649 0.164

Working 

Environment
537.585 537.585

Table 4. Predictive Fit Analysis Results

한편,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Bootstrapping 분석결과는 Figure3에 

제시하였고,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Table5와 같다. 두가지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임금근조자의 근로환경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연구가설 2-1 기각). 

둘째, 업무특성과 직무만족도 사이에 지속근무 의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연구가설 2-2 채택). 따라서 장애 임금근로자

의 업무특성이 기능과 기술수준이 적절하고 적성의 부합도가 높을수록 

지속근무 의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 Bootstrapping Analysis

Standard 

Deviation 

(STDEV)

T Statistics 

(|O/STDEV|)
P Values

Working Environment 

-> Intention to Work 

-> Job Satisfaction

0.003 0.179 0.858

Job Characteristics 

-> Intention to Work 

-> Job Satisfaction

0.007 3.754 0.000

Table 5. Mediation effect hypothesis test result

Ⅳ. Conclusions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장애 임금근로

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은 선행연구 분석과 

추가적인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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