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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00년에 접어들어 고령화 사회로 진임하게 된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의 진입하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청년 노동력의 감소와 

그로인한 숙련된 중장년 및 고령인구의 감소가 국가경제의 중요이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은퇴 및 실직자들의 창업 및 재취업이 사회

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년기를 위한 창업 및 재취업교육이 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레스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K에 소재한 G교회에 출석중인 은퇴자 67명을 선정한 후 각각 실험집단 32명과 통제집단 35명으로 구분하였다. 매주 1회 총 13회기의 창

업 및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및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재취업불안이 감소되었다. 둘째, 창업 및 재취업 교육에 참

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재취업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셋째, 창업 및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

은 통제집단보다 창업의도가 향상되었다. 

핵심주제어: 창업 및 재취업교육, 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레스, 창업의도 

Ⅰ. 서론

1.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9월 취업자는 2,653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6만 7,000명 증가하였고, 고용률

은 61.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지속되는 경기침

체로 현 직장에 대한 고용불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실직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전 

세계의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족 내의 사적인 영

역으로부터 사회전반의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표 1>은 노인부양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2010년에 10%였던 

전체인구가 부담해야할 노인 부양비율이 2020에는 2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50에는 64.9%에 다다를 것으로 예

상되어 적은 수의 비노인 인구가 많은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경제적, 가족․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되는데 먼저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재취업

을 통해 고령자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므로 경쟁력을 가지

게 되어 가족 및 사회의 부양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재취업은 퇴직으로 인해 상실된 가족 및 사

회에서의 역할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

고, 자신감을 획득하고 사회 및 가정 내에서의 권위도 살릴 

수 있다(박경하, 2011).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퇴직은 훈련되고 경험 있는 근로자의 

손실과 연금의 상당한 비용지출을 의미하므로(Anthea, 1997), 
고령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

에 사회적 부담을 감소 할 수 있게 한다. 퇴직 고령자들이 지

닌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고령자의 

재취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반적인 영양 및 건강상태의 향상으로 인해 고령자

들은 평균수명의 연장뿐 아니라 과거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부

족이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년제도 혹은 구조조정 등

으로 인하여 직업일선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은 여전히 노령인

력으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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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고령자 개인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류
기상, 2009). 그러나 우리사회는 고령자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

념, 고정인력에 대한 관심 부족, 청년실업의 문제 등으로 인

해 고령인력활용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1> 노인부양

2000 2010 2020 2030 2050

비율 10.0 14.9 21.8 37.3 64.9

출처: 통계청(2014), 인구추계

특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년기층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지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창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벤처창업, 인터넷창업, 소

상공인창업과 같은 일부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

어왔다. 따라서 지식과 경험 및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

신만의 틈새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년창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고령층의 취업률은 60세 이상이 약 

40% 전후이나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30%로 줄어들고 

30%의 취업자 중 임금취업자는 24%에 머무르고 있음을 볼 

때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 등의 제정을 통해 고령자 문제와 고령인력활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지만 고령인력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취업을 꾀하기 보다는 심층상담 진로직

업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의 직업능력에 맞

는 고령친화적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1.2. 연구가설

본 연구는 퇴직 및 실직 후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이다. 하지만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

육과 관련한 연구와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시행되었던 연구

들 또한 실제 프로그램효과의 검증이 아닌 정책과 현황에 관

한 이론기반 연구들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 변수의 선정 및 

가설설정이 용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고령화로 인해 은퇴

이후의 삶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현재 중고령자들의 창

업 및 재취업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취업교육에 관

한 선행연구들에서 변수로 활용되었던 재취업불안, 재취업스

트레스,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변수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재취업불안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취업불안상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취업불안유발상황 감소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3.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취업불안유발원인 감소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재취업스트레스 감소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1.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성격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환경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가족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이론적 방법

2.1. 중·고령자

중․고령자는 노년기 이전의 생애기적 단계로 연구에 따라 그

리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기준이 사용된다. 40세 이후를 중․
고령자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정일영, 2015; 배문조, 
2011) 일부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층의 연령 한계점을 75세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권혁남(2012)은 40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김영범(2009)은 43세 이상을, 유대우(2015), 
한삼성(2014), 김기향(2013), 서연숙(20113), 박윤희(2010), 강소

랑․문상호(2010) 등은 45세 이상으로, 정일영(2015), 박미현(2012), 
송현주(2011)는 50세 이상을, 김서호․변상해(2015), 홍현미라

(2009)는 50-64세로, 이성용․방하남(2009)은 50-70세로, 박경하

(2011)는 50-75세를 중․고령자로 설정할 만큼 연구자마다 차이

가 있다.

<표 2> 한국 중고령자범위

법령 및 근거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세 이상을 준고령자
55세이상을 고령자로 규정

국민연금법 60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노인복지법 65세이상을 노인으로 규정

한국노동연구원 중고령자 시작을 50세 전후로

고용노동부
고령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60세이상으
로 규정

출처: 법령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2.2.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보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 개염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심(2011, 재인용)은 기업가의 능

력을 갖춘 개인이나 소규모집단이 주위환경으로부터 아이디

어를 얻고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자본, 노동력 및 설비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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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창업자의 역량강화는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나 

사회적 기대나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2.3. 재취업

재취업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류기상(2009)은 재

취업을 일생동안 근무한 직업영역에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

직을 한 후 자발적인 의사와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조추용(2006)은 재취업이란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왔던 일에서 근로활동을 그만두는 과정

이후 발생하므로 은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고 하면서 은퇴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언급하였다. 
중․고령자의 재취업은 국가와 개인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 

자신감 회복 및 가장으로서 잃어버린 권위를 살릴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일환이며,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고령자의 빈곤 

해소,  노인부양비의 경감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완화, 그리

고 퇴직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2.4. 재취업불안

불안이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조영호, 2014), 
재취업불안이란 재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을 말하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의 취업

불안은 재취업에 관한 동기유발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지나

친 불안은 오히려 재취업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재취업불안의 구성요소 또한 연구의도에 따라 조금씩 활

용되고 있다.

<표 3> 재취업불안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Zhang(2011)
취업경재스트레스, 취업지원부족, 자신
감부족, 미래에 대한 걱정

김홍석(2012), 정보애(2013),
조규판(2008)

취업불안상태, 취업불안유발상황, 취업
불안유발요인

최선미 외(2013) 심리상태, 유발상황, 부모기대

출처: 법령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2.5. 재취업스트레스

현대사회에 있어 스트레스란 더 이상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

라 생활용어가 되었다. 스트레스는 라틴어의 ‘stringer'에서 유

래되었는데 그 뜻은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으로 string, stsrest, 
straise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14세기에 이르러 stress로 

정착되었다. 스트레스가 외부의 압력에 대항해 심리적․신체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재취업스트레스는 

취업난 또는 실직 및 퇴직에 따라 재취업과정에서 겪는 내․외
부적 압력이라 할 수 있다.

<표 4> 재취업스트레스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김설아․김선웅(2015), 김윤경(2015)
성격, 학업, 가족환경, 학교환경,
취업불안

이미라․박부희(2014), 김해경(2008) 성격, 학업, 가족환경, 학교환경

이미숙(2011) 인지, 정서, 행동, 신체화

출처: 법령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2.6.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창업이라는 큰 그림의 첫 번째 단계로 창업가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윤
방섭, 2004). Krueger, et. al.(2000)는 강한 창업의도를 갖게 되

면 언젠가는 상황적 여건을 이겨내고 결국 창업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규호(2013)는 고용상태, 경제상황 등

의 외부상황 변수나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같은 개인적 변수가 직접적인 창업행동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매개가 되어 창업행동 여

하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창업의도는 창업의지라고도 하며 김정희․변상해(2016), 이재

석․이상명(2015), 전혜진․박재환(2015)등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

었다.

<표 5> 창업의도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Gartner(1989), 마녕(2012),
엄의(2014)

개인의 위협감수성, 통제의 위치,
성취욕구, 자율성, 개인적 통제욕구

윤백중(2012) 창업동기, 사업기회의 관심도

남춘애(2012) 사회적지지, 교육기반특성, 교육특성

출처: 법령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위치한 G교회 출석성도 중 표본을 추출하

였다.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된 방법은 판단표본추출법으

로 한정된 지역과 인원이기는 하지만 재취업에 관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고 모집단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교회성도 중 퇴직한 67명을 선정하여 각각 실험집

단 32명과 통제집단 35명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특성을 요약하면 두 집단 모두 G교회에 출석하며 55세 

이상의 현재 퇴직상태에 있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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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모형 및 설계

본 연구는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이 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

레스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실험설계의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실헙설계

사전 개입 사후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O1, O3: 사전검사(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레스, 창업의도)
O2, O4: 사후검사(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레스, 창업의도)
X: 재취업교육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임의 선정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진행되었다. 김옥선(2009)이 실업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교육을 노인에게 맞게 재수

정․보완한 교육을 매회기 90분씩 총 13회기를 진행 한 후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7> 회기별 프로그램

회기 주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크, 프로그램소개, 참가자소개,
사전검사

2 삶과 도전 나의 삶 이해하기, 새로운 명함 만들기

3
자기알기

자기진단 및 탐색(MBTI)

4 직업선호도, 직업가치 탐색

5 재능발견
재능카드 활용한 재능찾기, 재능활용 및 나
눔을 통한 제2인생

6
창업 및 재취업
계획과 정보

정확한 정보탐색 중요성, 정보탐색 방법

7 네트워크 조직방법,

8 유용한 직업정보 탐색실습

9 창업 및 재취업 
현황 및 사례

창업성공사례 및 전문가초청

10 재취업성공사례 및 전문가초청

11
서류작성 및 

스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면접지도, 가상
면접 체험하기

12 버킷리스트
창업관련 버킷리스트

재취업관련 버킷리스트

13 마무리 피드백, 사후검사

3.4. 연구도구

3.4.1. 재취업불안

재취업불안 측정을 위해 조규판(2008)이 불안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본 척도는 재취업불안상태, 재취업불안유발상황, 재취

업불안유발원인 등 3개의 하위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재취업불안 유발상황은 재취업불안이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과 관련 있다고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경기침체로 청년

층뿐만이 아닌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언론이나 주위사

람을 통해 들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불안이 발생한다는 것

이고 재취업불안의 유발원인은 재취업불안을 유발하는 이유

와 원인을 인지적 변인으로 보는 것이다. 
즉 자신의 나이, 능력, 주위시선 등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재취업불안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며, 재취업불안 상태는 재취

업불안을 경험할 때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나타내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재취업불안상태는 이 척도의 요인 

중 핵심요인으로 재취업불안을 겪는 상태의 정도를 타나내며, 
재취업불안유발상황과 유발원인에 영향받아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김홍석(2012), 조기윤(2012), 조은경(2010), 정보애(2013)
의 연구에서 활용되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8
문항으로 재취업불안 상태, 재취업불안유발상황, 재취업불안

유발원인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α= .96이었다. 

<표 8> 재취업불안

문항 갯수 신뢰도

재취업불안상태 1~10 10 .93

재취업불안유발상황 11~21 11 .95

재취업불안유발원인 22~28 7 .87

계 28 .96

3.4.2. 재취업스트레스

코넬대학의 Shepherd 등이 개발한 스트레스측정법을 기초로 

개발된 황성원(1998)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보완한 강유리

(2006)의 취업스트레스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권승

혁(2014), Zhang(2011)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취업스트레

스란 진로와 취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 

갈등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그러하듯 적절한 수

준의 취업스트레스는 재취업구직자들에게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잘 대처되지 못했을 때 신체적․정서적․심리

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위요인 중 성격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중 자

신의 성격적인 문제와 관련된 취업스트레스를 말하고 환경스

트레스는 구직자가 속해있는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

레스를 말하며 가족스트레스는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시선 

등 가족으로부터 받는 취업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이나 대상자에 맞도록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 환경

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의 1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취업교육 →

재취업불안
.재취업불안상태
.재취업불안유발상황
.재취업불안유발원인

재취업
스트레스

.셩격스트레스

.환경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창업의도 창업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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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제작되었고 구성 및 신뢰도는 다

음과 같다. 

<표 9> 재취업스트레스

문항 갯수 신뢰도

성격스트레스 1,2,3,4,7,8 6 .94

환경스트레스 5,6,9 3 .83

가족스트레스 10,11,12,13,14 5 .83

계 14 .84

3.4.3. 창업의도

창업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Ajzen(1991) 개발한 도구

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창업을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를 포함한 1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Krueger, et al.(2000), 김정심(2011)의 연구에서 활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α= .86이었다. 

<표 10> 창업의도

갯수 신뢰도

창업의도 11 .86

3.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고령자 창업 및 재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

을 때 대부분 재취업관련 정책분석(고진수, 2014;  김갑수, 
2010; 안지혜, 2009;  하태종, 2007), 재취업현황 및 활성화 방

안(양길모, 2007; 박대수, 2013), 재취업 영향요인(엄미아, 
2012; 조순점, 2010; 라진구, 2009; 김희창, 2009), 퇴직준비교

육(여영희, 2014; 오혜숙, 2012; 김주동, 2012; 박기열, 2011; 
이의수, 2011; 박표진, 2009)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구체적인 재취업관련 교육을 통한 효과검증을 이룬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재취업 대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을 계획하

여 실시 후 효과를 검증한 것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취업 및 재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재취업과 관련 있는 변수인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진로신념을 선정하였다. 

3.6. 연구한계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령화시대인 지금에 있어 정년 또는 

퇴직이후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중고령자들에게 취

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취업의도를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개 지역에 소재한 교회에 출석성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전국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종교, 성별, 지역에 따른 개인적 특성 및 환경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집단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취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프로그램 진행 도중 외부사항을 통제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통제는 확신할 수 없고, 두 집단 모두 본 연구자가 

지도자로 참여하여 연구자의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다.
셋째, 창업 및 재취업교육의 개발․체계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아닌 일반전문가가 진행함으로 인해 

대상자의 Need를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

의 양성이 필요하다.

3.7.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내적일관성 측정을 위해 

Cronbach'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의 객관적인 효과검증을 위해 동질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넷째,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t검증을 실시하

였다. 

Ⅳ. 실증분석결과

4.1. 동질성검증

동질성 검증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프로그램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생변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으로 본 연구의 객관적인 효과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동질성검증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증 결과 각 변

인들에 대해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표 11> 재취업불안 동질성검증

그룹 N M SD T

재취업불안상태
실험 32 63.92 6.90

0.60
통제 35 63.83 4.95

재취업불안유발상황
실험 32 66.67 5.81

0.83
통제 35 65.67 6.23

재취업불안유발원인
실험 32 62.00 5.34

-0.65
통제 35 63.08 5.8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재취업불안과 그리고 하위요인들간의 

차이에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표 12> 재취업스트레스 동질성검증

그룹 N M SD T

성격스트레스
실험 32 2.87 0.64

1.56
통제 35 2.50 0.71

환경스트레스
실험 32 2.56 0.61

1.10
통제 35 2.31 0.76

조직스트레스
실험 32 2.16 0.64

-0.17
통제 35 2.20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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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재취업스트레스와 그리고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에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표 13> 창업의도 동질성검증

그룹 N M SD T

창업의도

실험 32 38.10 6.35
4.85

통제 35 37.05 7.24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의도와 그리고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에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4.2. 재취업불안

창업 및 재취업교육이 재취업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교육 실시 전후의 재취업불안을 비교하였을 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은 재취업불안이 감소했으나, 통

제집단은 재취업불안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 교육은 실험집단의 재

취업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했듯이 경기침체로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언론이나 주위사람을 통해 들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재취

업불안이 발생하고, 자신의 나이, 능력, 주위시선 등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재취업불안을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재취업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이러한 불안을 감소시켜줬으리

라 사료된다.

<표 14> 재취업불안

사전 사후
T

M SD M SD

재취업불안
상태

실험 63.92 6.90 62.17 6.30
14.11**

통제 63.83 4.95 65.50 5.65

재취업불안
유발상황

실험 66.67 5.81 65.67 6.08
5.03*

통제 65.67 6.23 66.00 5.73

재취업불안
유발원인

실험 62.00 5.34 61.83 5.61
0.11

통제 63.08 5.81 63.0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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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교육이 재취업불안의 각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취업불안상태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취업불안유발상황에 대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였으나, 취업불안유발원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3. 재취업스트레스

창업 및 재취업교육이 은퇴자들의 재취업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실시 전후의 재취업스트

레스를 비교하였을 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은 재취

업스트레스가 감소했으나, 통제집단은 재취업스트레스가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재취업스트레스

사전 사후
T

M SD M SD

성격
실험 2.87 0.64 1.74 0.58

27.84**
통제 2.90 0.71 2.94 0.49

환경
실험 2.56 0.61 1.49 0.45

4.01**
통제 2.31 0.76 2.00 0.47

조직
실험 2.16 0.64 1.62 0.54

22.07*
통제 2.20 0.56 2.68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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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은 실험집단의 재취업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잘 대처되지 못했을 때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

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을 통해 진로와 취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심리적 갈등을 뜻하는 것으로 재취업스트레스가 재취업구직

자들에게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할하였으리라 사료된다.
재취업 교육이 재취업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격스트레스, 환경스트레스, 그리

고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4.4. 창업의도

 창업 및 재취업교육이 은퇴자들의 창업의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실시 전후의 진로신념을 비교하

였을 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은 진로신념이 증가했

으나, 통제집단은 진로신념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 교육은 실험집

단의 창업의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와 자신에 대해 일

반화시킨 생각이 창업의도임을 생각할 때 창업 및 재취업교

육이 창업에 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진

로신념 또한 긍정적으로 발휘되었으리라 사료된다.

<표 16> 창업의도

사전 사후
T

M SD M SD

창업의도
실험 38.10 6.35 45.20 5.93

2.67**
통제 37.05 7.24 36.05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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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들에게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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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이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K에 소재한 G교회에 

출석하는 은퇴자 67명을 선정한 후 각각 실험집단 32명과 통

제집단 35명으로 구분한 뒤 주 1회 총 13회기의 진로상담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동질성검증, 
t-test 등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및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재취업불안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이 재취업불안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창업 및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재취업스트레스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이 재취업스트레스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창업 및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창업의도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창업 및 

재취업 교육이 창업의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5.2. 제언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 및 재취업교육은 창업과 
재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선행연구 분석에 기인하여 중고령자의 창업 및 재

취업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

고 그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재

취업 교육이 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레스, 진로신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은퇴이후에 있어 필요한 교육임이 입증되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취업 관련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은퇴자의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정책과 함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임금피크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자의 전문적 수준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다

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취업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상자들의 요구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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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Age'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Education

Influences Re-Employment Anxiety, Re-Employment Stress,

Entrepreneurial Intention

Kim, Seo-ho*

Byun, Sang hae**

Abstract

Sothe Korea that entered in to aging society in year 2000 according to the entrance in 2017 as in log-term the young work focrce 
decrease and skilled elder populatin decrease became important issue of national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of middle-age' has 
become the topic of soci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a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education to job-seeking anxiety, 
job-seeking str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n effort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educat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7 believer who were of G church in the city of K. A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education was 
conducted in fourteen sessions, once a week.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education felt less job-seeking anxiety.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education felt less job-seeking stress. Third,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education showed improvement in entrepreneurial intention

Keywords: Entrepreneurship ＆ re-employment education, job-seeking anxiety, job-seeking stress,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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