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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제1회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산재 근로자의 경제 활동

유형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12년도에 산재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이며 총 2,000명이

지역, 장해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로 층화계통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 후 참

여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으로 원직장복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러한 경제활동으로의 이동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원직장복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1,463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경쟁위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 유형 (산재 근로자의 특성, 재해 사업장의 특성, 산업

재해의 특성)으로 나누어 통합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학력이 높고 근로기간이 길수록

원직장복귀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에 종사자이며, 장해

의정도가심한산재근로자가원직장복귀까지더오랜시간이걸렸음을알수있었다.

주요용어: 경쟁위험분석, 경제활동유형, 누적발생함수, 산재보험.

1.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관계된 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소

득상실에 대비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재

의 예방과 산재 근로자의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Ahn, 2006). 산업재해는 노동력 상실 또는 하락을 야

기하므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용의

발생과 직무 중단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산재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 고용주와 더 나아가 사회전반

에 영향을 미친다. Lee 등 (2003)은 산재 근로자의 재훈련 보다 산재 근로자의 원직장복귀가 상대적으

로낮은비용을수반한다며, 원직장복귀야말로산재근로자의사회복귀를위한유효한정책이라고한다.

따라서 산재 발생 후 근로자의 향후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의미

를가진다.

여러 연구에서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다양한 변수들을 채택하고 분석해왔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단변량 분석을 하거나, 원직장복귀에 대한 이분적법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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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시켰다 (Kang 등, 2006; Byeon, 2009; Yee, 2003; Lee와 Park, 2007). 하지

만이연구들은산재근로자들이경제활동상태를가질때까지걸린시간을고려하지못했다. 산재로인

한 여러 가지 상실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산재 근로자

가 재해를 당한 후에 얼마나 빨리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직장복귀

와 경쟁할 수 있는 재취업은 고려하지 않고 원직장복귀만을 고려하였다. 많은 산재 근로자들이 재해 당

시 근무하던 직장이 아닌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속성의 산재 근로자가 요양 후

에 산재를 당한 원직장으로 돌아갔으며 어떤 속성의 산재 근로자는 재해 당시 사업장이 아닌 새로운 일

자리를갖는지분석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1차 산재보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대한 패턴을 연구하

고, 산재 근로자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제활동군에 포함되는 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 취업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근로자가 산

재 후 참여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으로 원직장복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의 가능성을 고려

하며이러한경제활동유형으로의이동에어떤요인이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한다. 본연구는앞선연

구의단점들을보완한다. 첫째, 요인별로산재근로자가재해후얼마나빨리취업상태로복귀하는지복

귀 소요기간을 고려한다. 둘째, 종전의 연구가 원직장복귀 여부만을 조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

동 상태를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이라는 두 가지 경제활동상태를 동시에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두 경제활

동상태로진입할때걸리는소요시간이여러가지요인에따라얼마나다른지알아보고자한다.

산재 후 직장복귀 시간과 경제활동 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이 연

구가 산재 근로자의 원직장복귀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전 연

구들이 주로 이분적인 사건 (원직장복귀 여부)으로 나눠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한 반면에, 본

연구는 생존분석의 경쟁위험분석법 (competing risk analysis)을 적용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대상자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절에서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두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산재 근로자의 경제활동 복귀 시점에 대한 패턴과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누적위험함수 (cumulative incidence function)를 고려한다. 4절에

서는 원직장복귀와 재취업 경우의 요인별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 5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

론을맺고향후연구에대해서술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제 1차 산재보험 패널자료이다. 조사 대상자는 2012년도

에 산재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이며 총 2,000명이 지역, 장해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로 층화계통추

출되었다. 계통추출의 정렬기준으로 성별, 연령, 요양기간이 이용되었다. 전체 표본 중 조사 당시 경제

활동상태가 자영업주 (67명), 무급가족종사자 (8명)인 표본을 제외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유무를 모르는

근로자 (112명)도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응답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산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시점

부터 원직장복귀 또는 재취업한 시기까지의 기간 측정 시에 오차가 생긴 관측치 (481명)을 제외하였다.

응답상 오류의 경우, 입사시기와 근로기간, 원직장복귀의 시기가 맞지 않거나 산업재해 후 다른 사업장

에서 근무하다가 원직장복귀를 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응답 결과 자체에 오류를 가지고 있는

관측치를 제외하였다. 또한 기간 측정 시 오차의 경우, 등간격이 아닌 구간형 설문 응답에 의존하여 기

간을계산하다보니측정된기간이음수값을갖는경우가있었다. 이는분석상에부적절한자료이며, 음

수 값이 나온 자료들이 경제활동상태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

에서는 1,463명의경제활동자료를분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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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경제활동상태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먼저, 산재 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를 크

게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취업자를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로 세분화하여 경제활동을 구분할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하여 산재 이전의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제활동상태에 초점을 둔다. 요양 후 산업재해를 당한 사업장으

로복귀하는원직장복귀의경우, 재해를당한사업장이아닌새로운사업장에서경제활동을시작하는재

취업의 경우, 그리고 미취업의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제1회 산재보험 패널자료에서 조사된 자영업

주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일반적인 재취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직장복귀

자는 연구대상자 1,463명중 471명으로 전체의 약 32.2%이고 재취업자는 526명으로 약 36%이며 미취

업자는 466명으로약 31.9%이다.

산재 근로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산재 근로자의 특성, 재해사업장의 특성, 산

업재해의 특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Yee, 2003). 구체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종, 근무기간, 자격증 보유 여부가 있으며 재해 사업장의 특성으로는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유

무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의 특성으로는 장해등급이 있다. 이 요인별로 원직장복귀자와 재

취업자의 누적발생함수를 비교하고, 경쟁위험분석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각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다.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의 요인별 산재 근로자 수와 그 비율을 Table 2.1에 정

리하였다.

Table 2.1 Number and percentage of injured workers by risk factors and status

Return to original work Employed other company

Risk factors N (%) Risk factors N (%)

Gender Gender

Male 399 (84.7)) Male 468 (89.0)

Female 72 (15.3) Female 58 (11.0)

Age Age

≤ 20s 27 (5.7) ≤ 20s 32 (6.1)

30s 96 (20.4) 30s 71 (13.5)

40s 157 (33.3) 40s 147 (27.9)

50s 145 (30.8) 50s 195 (37.1)

≥ 60s 46 (6.8) ≥ 60s 81 (15.4)

Education Education

Less than primary education 10 (2.1) Less than primary education 15 (2.9)

Primary education 49 (10.4) Primary education 92 (17.5)

Middle school education 61 (13.0) Middle school education 102 (19.4)

High school education 242 (51.4) High school education 254 (48.3)

University education 109 (23.1) University education 63 (12.0)

Job Job

Skilled labor 184 (39.1) Skilled labor 277 (52.7)

Others 287 (60.9) Others 249 (47.3)

Professional certification Professional certification

Y 224 (47.6) Y 211 (40.1)

N 247 (52.4) N 315 (59.9)

Labor union Labor union

Y 88 (18.7) Y 22 (4.2)

N 383 (81.3) N 504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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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3.1. 경쟁위험분석

관심있는 반응변수가 어떤 사건의 발생시간 (time to event)일 때, 이와 관련된 총체적인 통계분석을

위해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을 적용한다 (Kim, 2013; Park 등, 2012; Kitabo와 Kim, 2014). 생

존분석에서사건발생시간 T와사건발생여부 (δ)를종속변수로하며, 관련된통계량은생존함수 S(t)와

분포함수 F (t), 위험함수 λ(t)를통해분포의형태나관심있는공변량과의관계를조사하게된다.

경쟁위험모형은 다상태모형 (multi state model)의 특별한 유형으로 더 이상의 전이 (transition)가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개의 흡수상태 (absorbing state)를 가진다. 일반적인 다상태 모형의 전이확률

(transition probability)은

Ph,j(s, t) = P (X(t) = j|X(s) = h, Fs−)

로 정의되며, s시점에 h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t시점에 j상태로 전이될 확률이다 (Andersen 등, 1993).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 (δ = 1), 발생하지 않았다 (δ = 0)가 아닌 ‘특정 원인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고차원적인모형으로각원인별로사건발생위험률또한서로다르게적용한다.

경쟁위험분석에서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건이 관심있는 사건의 발생과 경쟁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산재 근로자가 재취업이라는 사건을 겪은 경우에 원직장복귀는 더 이상 그에게는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경우를 재취업에 의해 원직장복귀 사건이 중도절단 되었다고 말하며, 반대 경우로 원직장

복귀자는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 사건이 중도절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가 종료되었음에도 아직 어

떠한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한 미취업자의 경우도 앞의 두 사건에 대해 중도 절단된 것으로 간주

한다. 경쟁위험모형을 적용하면 단순히 산재 근로자가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가 되었다는 결과만 보

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다른 경제활동상태로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3.1과 같이 산재 후 미취업상태를 0, 원직장복귀에 의한 취업상태 회복을 1, 재취업에 의한 취업

상태회복을 2라고한다.

Figure 3.1 Competing risk model

여기서, 원직장복귀자는 중간에 다른 경쟁사건을 거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즉 산업재해를 당한 근

로자가 요양 후 처음 겪는 사건이 원직장복귀인 것으로 가정하며,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재해 당시 근무

하던 사업장으로 돌아온 경우는 원직장복귀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사된 경제활동 상태가 완전

한 흡수상태이며 다른 사건으로 전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패널조사의 이점 대로 추적 조사를 통해 산

재 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1차 패널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조사된

경제활동상태가현재로는모두흡수상태인것으로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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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산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후 취업상태를 회복할 때 까지 걸린 시간이다. 제 1차 산재보

험패널자료에서는근로자가산재당한사업장에서근무했던기간과요양기간및요양후바로직장에복

귀하였는지 여부, 직장복귀시점이 조사되었다. 이를 이용해 산재를 당한 시점과 직업복귀까지 걸린 시

간을 계산할 수 있었다. Figure 3.2에서는 산재보험패널자료를 분석에 적절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몇

가지자료를예로든것이다.

Figure 3.2 Competing risks data

1번 자료는 2011년 12월에 입사해서 6개월간 근무하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이며 재해시점은 2012년

6월로 11개월 만인 2013년 5월에 원직장으로 복귀한 경우이다. 2번 자료는 2008년 9월에 입사하여

30개월 (2년 6개월)만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재해시점은 2011년 3월이고 12개월 만인 2012년 3월

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 원직장복귀에 대해 중도절단되었고 이는 미취업과도 구분되는 중도절단 자

료이다. 마지막 3번 자료는 2010년 12월에 입사해서 18개월간 다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재해시

점은 2012년 6월이고연구종료시점까지 15개월동안미취업상태로중도절단된자료이다.

3.2. 누적 발생 함수

Tj가 j원인에 의한 사건 발생시간일 때, K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 발생시간으로부터 다음을 정

의할수있다.
T = min{Tj : j = 1, 2, . . .K} ϵ = argminj{Tj : j = 1, 2, . . .K}

즉, T는 K개의 원인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의 발생시점을 의미하며 ϵ은 이 사건의 원인이 어떤

종류인지를 보여준다. 이를 이용하여 원인별 위험함수 (cause specific hazard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λj(t) = lim
h→0

P (t < T < t+ h, ϵ = j|T ≥ t)

h
, j = 1, . . . ,K (3.1)

위의위험함수는다른모든원인들에의한사건발생가능성이존재할때, t시점에서원인 j에의한실패

가일어날확률을의미한다. 이때

λ(t) =

K∑
j=1

λj(t) (3.2)

는 t시점에 모든 원인에 의한 실패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되는 원인별 누적발생함수 (cause-

specific cumulative incidence function; CIF)는

Fj(t)=P (T ≤ t, ε = j)=

∫ t

0

λj(s)S(s−)ds

∫ t

0

λj(s)exp

{
−
∫ s

0

K∑
j=1

λj(w)dw

}
du, j=1, . . . ,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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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다. CIF는모든종류의다른실패원인이존재할때, t시점까지원인 j에의해실패할확률을의미

한다. 위식에서 S(t)는생존함수를의미하며경쟁위험모형에서

S(t) = exp
{
−

∫ t

0

K∑
j=1

λj(t)dt
}

(3.4)

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직장복귀의 누적 발생확률과 재취업의 누적 발생확률을 요인별로 비교하

여 두 그룹의 직업복귀 패턴의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직업복귀 요인의 상대적인 유의성을 조사하기 위

해 Fine과 Gray (1999)의 subdistribution hazard model을적용한다.

4. 분석 결과

4.1. 요인별 누적 발생 함수

본 절에서는 산재 후 직업복귀시점의 패턴을 여러 요인별로 알아본다. 먼저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

두 가지 유형에 대해 각 요인별로 경제활동 참여정도를 식별한다. CIF를 이용하여 산재 근로자의 경제

활동복귀시점에대한패턴을알아보고, 두그룹의차이를분석한다.

Figure 4.1 CIFs by gender, 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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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에 의하면 성별의 경우,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는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원직장복귀자

들은 약 50개월 시점 이전 까지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취업했다. 반

면에 재취업자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여성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원직장복귀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루

빨리경제활동에참여하기를원하기때문일것으로예측된다.

연령의 경우 원직장복귀자는 20대 이하와 30대, 40대 산재 근로자들이 50대와 60대 이상의 근로자보

다 더 빨리 원직장으로 복귀했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 컸다. 재취업자

의 경우 전체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이 더 빨랐지만 원직장복귀와 다르게 30대

근로자들이 다른 연령의 산재 근로자보다 재취업이 늦었다. 학력의 경우,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자는 다

른패턴을보인다. 원직장복귀자들은모든시점에서학력이대졸인사람이가장빨리취업하며, 그다음

순으로 고졸 학력자가 빨리 취업한다. 전체적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빠르게 원직장으로 복귀한다. 이

때, 무학력자의 경우는 복귀 소요기간이 70개월 이상부터 초,중졸 학력자들보다 빨리 복귀하고 고졸학

력자들과 비슷한 확률로 원직장으로 복귀한다. 재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빨

리 취업하지만 무학력자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약 20개월 이후에는 점차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 보다는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빨리 새로운 직장을 갖는다. 이에 대

한 해석은 대부분의 고학력자는 이 시점에 경쟁사건인 원직장복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

은수의고학력자가재취업한다고예상할수있다.

Figure 4.2 CIFs by job, professional certification,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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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에 의하면 산재 당시에 직종에 따라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의 패턴에 차이가 있었다. 기능원

및관련기능종사자보다는그외직종에종사하는사람이더빠르게원직장으로복귀하였다. 이는기능

직에대해서는산재근로자의공백을다른인력으로대체하는것이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일것이다.

반면에 재취업자들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쉽게 새로운 직

장을찾을수있었다.

자격증보유여부의경우, 원직장복귀자들은전체기간에서자격증을가진산재근로자가자격증이없

는 산재 근로자보다 원직장으로 더 빨리 복귀한다. 반면에 재취업에서는 자격증 유무에 따라 두 그룹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노동조합 유무의 경우에는 원직장복귀자들은 복귀 소요기간이 약 10개월인

시점까지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산재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의 원직장복귀 확률이 뚜

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산재 근로자들의 복귀 확률이 급속

도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

이 산재 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사업주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역할을 하여 산재 근로자의 빠른 원직장복

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원직장복귀와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산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들보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

할확률이더높았다.

4.2. 경쟁위험모형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원직장복귀 또는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의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기 경쟁위험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총 9개의 독립변수를 적합했다. 또, 성별과 장해등급의 교호작용을 모형에 포함시

켜변수간의상호작용을고려하여분석하였다. 경쟁위험분석에서는 Fine과 Gray (1999)의 subdistri-

bution hazard model이적용된다. p개의공변량벡터 x에대하여 j번째위험함수는아래와같다.

λj(t;x) = limh→0
1

h
Pr(t ≤ Tj < t+ h|(T ≥ t) ∪ (T ≤ t ∩ ϵ ̸= j), x) =

dFj(t, x)/dt

1− Fj(t, x)
(4.1)

이 모형의 특징은 경쟁사건을 경험한 그룹을 여전히 위험그룹에 포함시킴으로써 잠재적 그룹 (latent

group)으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 때 이들 그룹은 적절한 가중치를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도절단 시간의 분포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R에서 제공되는 crr pack-

age를이용하여자료를분석하였으며 Table 4.1에그결과를정리하였다.

Table 4.1 Result of competing risk regression analysis for return to work

Characteristic Risk factors
Return to original work Employed other company

β s.e p-value β s.e p-value

Individual

Gender (M=1) -0.294 0.164 0.073 0.336 0.168 0.045*

Age -0.106 0.050 0.033* -0.016 0.046 0.730

Education 0.152 0.057 0.008** -0.017 0.052 0.740

Skilled labor -0.180 0.092 0.050* 0.229 0.090 0.011*

Work period 0.160 0.011 0.000** -0.139 0.014 0.000**

Certification (Y=1) 0.073 0.046 0.120 0.052 0.047 0.27

Company
Company size 0.111 0.056 0.190 -0.043 0.087 0.620

Labor union (Y=1) -0.092 0.065 0.160 -0.188 0.120 0.120

Accident Disability grade -0.232 0.070 0.001** -0.227 0.065 0.000**

Interaction effect Gender×Disability grade 0.147 0.070 0.035* -0.082 0.064 0.200

Note) *p <0.05, **p <0.01



Statistical analysis of economic activity state of workers with industrial injuries 1279

4.2.1. 원직장복귀

원직장복귀에서는연령, 최종학력, 직종, 근로기간, 장해등급이통계적유의성을보인다. 먼저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 고학력자일수록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원직장으로복귀할확률이더낮고근로기간이길수록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장해등급은 높을수록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 이외에도 성별과 장

해등급의 교호작용이 유의했으며 남성은 장해정도가 심해도 원직장복귀가 비교적 빠르지만 여성은 장해

정도가심할수록원직장복귀가더어려운것으로보인다.

4.2.2. 경쟁사건 : 재취업

원직장복귀의 경쟁사건인 재취업을 주요변수로 가정하고 회귀모형을 적용한 경우 원직장복귀와는 다

르게 성별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직종과 근로기간, 장해정도가 유의하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여성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보다 더 높았다. 직종은 원직장복

귀와 반대의 패턴을 보이는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근로기간도 경쟁사건인 원직장복귀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원직

장복귀에서 근로기간 변수는 양의 영향을 끼친다면 새로운 직장을 찾은 경우에는 음의 관계를 보이다.

즉 산재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원직장복귀를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장해등급의 경우에는 원직장복귀와 마찬가지로, 장해정도가 심한 산재 근

로자가재취업역시어렵다.

5. 결론

본연구의목적은재해를당한산재근로자의경제활동복귀시점에대한패턴을연구하기위해직업복

귀에영향을주는요인을찾아보고자한다. 특히산재를경험한근로자가재해후요양기간을거쳐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경우, 참여 소요시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종류, 예를 들어, 원직장복귀인지,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인지, 또는 미취업 상태인지의 여부는 산재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있다.

위 연구 목적에 따라, 제 1회 산재보험 패널조사 자료를 생존분석의 경쟁위험분석법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생존분석방법이 이분적인 결과에 근거한데 반해서 경쟁위험분석은 본 자료와 같이 근로자가 원

직장복귀, 재취업, 미취업과 같은 여러 개의 가능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쟁사건인 원직장복귀와 재취업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의 패턴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령, 최종학력, 직종, 근로기간, 장해등급이 원직장복귀

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낮고 고학력자이며 산재를 당한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한 산

재 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종의 경우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다른

직종의 근로자보다 원직장으로 복귀할 확률이 낮았고, 장해정도가 심할수록 원직장복귀 확률이 낮았다.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 직종, 근로기간, 장해등급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새로운 직장에 취

업할가능성이높았으며, 경쟁사건인원직장복귀와는반대로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새로운직장

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았다. 근로기간의 경우도 원직장복귀와는 반대로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새로운

직장으로취업할가능성이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향후 분석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패널조사를

기반으로한분석연구로오직설문문항에의존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특히경제활동참여시점에대

해 개월 단위 (예를 들어 1-2개월) 또는 년 (1-2년)단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룹화된 자료가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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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간 시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로는 이러한 구간 자료를 그룹화된 구간 중도절단 자료 (grouped interval

censored data)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구간 중도 절단 자료에 대한 경쟁위험모형 분석 방법론

은현재여러학자들에의해연구되어오고있다 (Hudgens 등, 2014; Barrett 등, 1999).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근로자의 추적 조사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향후 경제

활동전이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위험모형을 적용하고 원직장복귀와 재취업을 흡

수 상태로 간주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 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경제활동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더심층적인연구가이루어질수있다. 즉원직장복귀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다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경제활동상태가 바뀌게 된다면,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상태 모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산재 근

로자의경제활동패턴에대해포괄적인분석이가능할것이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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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eting risk analysis is widely applied to analyze a failure time with more than

two causes. This paper discusses the application of a competing risk model to a eco-

nomic activity state of workers with occupational injuries. In particular, main interest

is to estimate the distribution of restarting time two kinds of economic activities, (i)

returning to original working place and (ii) finding a new job. In this paper, we ap-

plied a cumulative incidence function to evaluate their patterns under several individual

factors and working place’s factor. Furthermore, a subdistributional regression model

is appl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the returning time. According to

result, worker with higher education, younger age and longer working period had a

higher chance to return an original working place while one with more severe injuries

and skilled laborer had longer returning time to an original working place.

Keywords: Competing risk model, cumulative incidence function, economic activity

state, industrial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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