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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는 경력단 여성에 한 사회 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와 재취

업욕구가 매개로써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력단 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 방안과 여성

인 자원 양성에 따른 정책 ,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 제공과 정책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 여성 경력단 이후 재취업을 하

여 3년 미만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400명을 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연구모형에 기 하여 구조방

정식 분석방법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사회 지지는 재취업욕구에 향을 미치며 사회 지지에 따라 직

업만족과 자아존 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취업욕구는 사회 지지와 노동

시장 재진입만족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을 추진해 오면서 간과했던 사회 지지에 한 악과 이들이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해 으로써 향후 여성인 자원 개발과 활용을 한 정책 제도 개선에 논리 이고 객 인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중심어 :∣경력단 여 ∣사 지지∣가 사 ∣지역사 ∣ 업사 ∣ 동시  재진 만 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to individual desire

of reemployment and satisfaction to reemployed works of career interrupted women. We

surveyed about 400 career interrupted women living in Seoul who quit their job within 3 years,

analyzed collected data with empirical analysis, and applie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o verify

the assumed model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ocial supports

influence career interrupted women's individual desire of reemployment, satisfaction to their

work, and self-esteem. An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desire of reemployment performs

a parametric role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atisfaction of reemployment. As a consequence,

this study showed importance of social supports to reemployment of career interrupted women

and satisfaction to their reemployment, therefore, can be helpful to build public policies to

promote social manage of wome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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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

는 생산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력부족 문제와 생산성 감소 상을 야기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처하기 한 안으

로 출산률을 높이기 한 장려 정책과 경력단 여성을

활용하기 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인

자원을개발 양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주장이 많아

지고 있다[1].

우리나라 여성 고용율은 49.5%로 차 상승하고 있

다. 하지만 경제 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66.5% 보다 낮은 수 이며 아직도 여성인구의 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 이다[2]. 여성인 자원 활용은 거시

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시

으로는여성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그 요

성이부각되고 있다[3].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 향상과

경제활동참여의 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

자원능력활용과 양성 측면에서는 선진 국가에 비해 상

당히 조한 수 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여성에 비해

낮은 경력단 상을 보이는 만 여성들은정규직 비

율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은 상 으로 낮으며, 특히

정규직 비율이 높은 정부부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

율이 더 높으며, 성별 임 격차는 2013년 기 17.5%

수 으로 한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4].

이러한 문제에 처하기 한 노력으로 정부에서는

1995년 여성발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

부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타’를 운

하고 있다. 센타에서는 주로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 여성새로일하기센타에서는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

비스’, ‘집단상담 로그램’,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 리’ 등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6].

한 기존의 실업자 주의 직업교육 정책에서 육아

가사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후 비경제활동인구

로 남아있는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직업교육이 확

운 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경력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진법’을 제정하여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문제와 경제활동의 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정

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인력의 주체가 될 경력단

여성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단

여성들의 근무환경과 태도변화에 심리 , 환경 으로

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재진입만족 수 을 알아보기

하여 그동안 연구되어온 요인으로 검증된 가족사회,

지역사회, 기업사회를 심으로 구성된 사회 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미치는 향 수 을 알아보

고자 한다. 한 재취업욕구를 매개로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서 노

동시장 재진입만족도와 련된 향요인들을 확인, 분

석함으로써 경력단 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 방안과 여

성인 자원 양성에 따른 정책 , 제도 기반을 마련하

는데 필요한기 자료 제공과 정책 제언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만족

도가 향후 경력단 여성의 인 자원개발 정책에 어떤

략 시사 을 수 있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Ⅱ. 론  경

1. 여 동시 과 경력단 여  

1.1 여 동시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이는 1997년 융 기를 겪으면서 가계경

제 운 에 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한 여성들의

교육수 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에 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경제활동으로 인

한 노동력제공과 동시에 출산에 따른 양육과가사노동

이 더해졌다.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의 육아와 가사노동

그리고 직장에서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남

성과는 다른 에서여성의 노동을알아보는것이 필

요하다[8].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노동에 한 정책과 제

도가 남녀성별과 련해서 립성이부족한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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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사회제도와 문화에

더 많은 향을 받으므로 여성의 에서 노동시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2 경력단 여

경력의 사 의미는 개인이 생애동안 직업과 련

하여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경력

단 이란 취업단 , 불연속 취업 등의 단어와 함께 쓰

이는 것으로,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일과 련된 과정

들이 끊어짐을 의미한다[7]. 한 경력단 은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경제활동경력에서 이탈된 상태이며,

취업상태가 단된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 특히 여성

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남성과 다르게 결혼을 시작으로

출산 육아와 가사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단하

다가 자녀 양육책임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시기에 노

동시장으로 재진입하게 되는 특정 시기가 발생하게 된

다. 바로 이 시기에 있는 여성을 가리켜 경력단 여성

이라는 표 을 사용하게 된다[9].

2. 사 지지, 재취업 , 동시  재진 만 도

2.1 사 지지

사회 지지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주는 등매우 요한역할을 하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10]. 그러나 사회 지지의 정의와 구성요소

는 연구자의 연구주제나 연구 상에 따라조 씩 다르

게 정의하고 있다.

Gallagher and Brodrick[11]는 주 안녕의 견으

로써 사회 지지와 감정 지능 이라는 연구결과 사회

지지가 많고 높을수록 주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성미[10]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 지

는 정 인 향이 강하며, 특히 부정 인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을 정상 인 방향으로 이끄는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en and Wills[12]는 사회 지지를 인식하는 정도

에 따라 심리 으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정 인 사고를 갖

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 으로안녕감을갖게된다. 그

러나 사회 지지가 부족하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을수

록 부정 인경험을 하게 되며 심한스트 스를경험하

게 된다. 특히, 홍경임[13]은 직장인의 행복이 사회 지

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을 매개로하여 조직몰입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확인했다.

사회 지지의 구성요소는 부분 사회 지지의 정의에

입각하여 사회 지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을 두고

정보 지지, 물리 지지, 평가 지지, 정서 지지로 구

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달리 경력단 여성들

이 가지고있는 특성과노동시장 황을 고려하여 사회

지지가 이루어지는 주체기 측면에서 가족사회, 지

역사회, 기업사회로 사회 지지를 구성하고자 한다.

2.2 재취업  

재취업이란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경제활

동을 단하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욕구라

는 용어는 아직까지 구체 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생애

사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단하고 노동시장에서 이

탈하 다가 가사나 돌 기능이 약해지거나, 취업을 희

망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희망

하거나 재진입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경력단 여성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사와 육아

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심을가지게된다. 이러한 욕구를 재취업

욕구라고 하며,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재취업

이유라고 한다. 재취업욕구의 정의와 구성요소는 연구

자의 연구주제나 연구 상에 따라조 씩 다르게 정의

하고 있지만 부분의 연구자들이 경제 이유, 개인의

발 그리고 사회 지 로 구성하고 있다.

백인화[14]는 경제 욕구, 사회 욕구, 개인 욕구로

구성했으며, 김선화[15]는 취업욕구, 이정숙과 강기정

[16]은 취업목 , 희망수입, 취업 장애요인으로, 하애란

[7]은 근로조건과 근무형태에 근거를 두고연장근무, 거

주이 , 장기출장, 가족희생, 배우자 근, 배우자반 ,

자녀불리 등으로 세분화해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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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력단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노동시장 황을 고려하여 재취업

욕구를 경제 욕구, 사회 욕구, 개인 욕구로 구성하

고자 한다.

2.3 동시  재진 만 도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는 직장생활에

한 기 와 실 인 충족 간의합치에서오는 주

인 만족감으로 직무의 합성, 임 과 시간 등의 직업

만족과 자아수용, 인 계, 자기주도 등의 자아만족으

로 구성된 항목에 하여 경력단 여성 자신의 평가에

서 얻어지는 정 인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허성호 외[17]의연구에 의하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은 근로만족도가 높으며 삶의 만족

도 한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

과로 김경희[18]는 고령자들에게 지속 인 경제활동

참여는 경제 인 여유와 생활에 안정감을 주고 생활만

족과 삶의 질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개인에게 경제 으

로나 신체 건강과 심리 인 안정감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다[19][20]. 개인이생활과 삶의 질에 만족

하다고느끼려면, 소득을포함한 경제 요인과신체 ,

정신 건강요인 그리고정서 , 문화 인 요인들이 모

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만족과 삶의 질은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경력단 여성의 자아만족과 생활만족은 나이,

학력, 소득 등을 포함한 일반 인 인구통계학 특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참여에 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력단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직업만족과 생활속에서 느끼는 자아만

족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감을 표 하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Ⅲ. 연

1. 사 상

본 연구는 경력단 여성의 사회 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인구

집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를 심으로 수도권에 거주

하고 있는 경력단 여성 재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

고 있는 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017

년 3월10일∼4월20일까지 총450부를 배포하여, 438부

를 회수하 고 회수율은 97.3% 이었으며, 무응답 부

하다고 단되는 설문지 38부를 제외하고 총 400

부를 분석하 다.

2. 사도   료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설문지

구성은 앞에서 제시한 변수의 측정항목에 기반을 두어

작성하 다.

사회 지지에는 가족사회, 지역사회, 기업사회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고, 재취업욕구에는 경제 욕

구, 사회 욕구, 개인 욕구 등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한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는 직업만족과 자아만족

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사용된 설문지의 변수는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의 5

Liket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통계분석 로그램 IBM SPSS 21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로그램인 IBM AMOS 21.0을 이용하 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 1]에 제시하 다.

표 1. 문지 내용

변수 문항내용
문항
수

참고
문헌

사
지지

가 사 가 내역할, 가 결 력 6 [8]
[11]
[20]

지역사 사 책 , 직업 , 보 공 6

업사 근로 건, 업문 6

재취업
경  필 5 [5]

[12]

[18]
[22]

사 사  과 5

개 계 과 아실 5

재진
만 도

직업만 가능 과 지 , 계 6
[3]
[22]
[19]
[27]

[28]
아만 타 로  과 신감 6

 특

연령, 학력, 재근무직 , , 

경력단 간, 경 동 간, 
지역사  프로그램 

9

[3]

[9]
[24]

계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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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 지지가 재취업욕구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고, 둘째 재취업욕구가 노동시장 재

진입만족도의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셋째 사회 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 지지가

경력단 여성의재취업욕구를 매개로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과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그림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그림 1. 연

4. 가

4.1 사 지지  재취업  간  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사회지지는 여성이 재취업

에 한 비를함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되고있다. 가사

육아분담과 아내에 한 남편의 취업지지가 높을수록

여성들은 재취업욕구가 높으며 극 인 노동시장 진

입을 한다[21]. 특히 배우자 계의 만족도가 높고 가족

결속력이 높을수록 재취업에 정 향을 받는다[22].

지역사회지지는 경력단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며, 보육시설확 운 은 경력단 여성의 경제활

동에 큰 역할을 한다[23].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직업

정보와일자리 알선등 구직경로를 통해 재취업을 하는

경우 개인 계망으로 재진입 하는 경우보다 만족도

가 더 높고 취업유지도 지속된다는 연구결과[24]를 확

인했다.

신경아[25]는 나이에 한 사회 편견은 노동시장

재진입 장애가 되므로 기업사회 조에 한 필요성을

지 했다. 그러나 김선화[15]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의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반 하더라도 취업을 하겠

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취업시 어려움으

로 나이에 한 사회 편견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가

사와 육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숙과 강기정[16]은 가족지지보다는 지역사회와

기업사회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사회

가 경력단 여성을 수용할 태도와 근로조건에 한 지

원이 우선되어야 경력단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

여성의 사회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사회와 지

역사회 그리고 기업사회는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가설1을 설정하 다.

가설1. 사회 지지는 재취업욕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1 가족사회지지는 경제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2 지역사회지지는 경제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3 기업사회지지는 경제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4 가족사회지지는 사회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5 지역사회지지는 사회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6 기업사회지지는 사회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7 가족사회지지는 개인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8 지역사회지지는 개인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9 기업사회지지는 개인 욕구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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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취업  동시  재진 맞 도 간  가

재취업욕구는 경력단 여성의특성과 련이 있으며,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재취업욕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하애란[7]의 연구에 의하면, 경력단 여성이재취업

을 선호하는 이유로 부분인 경제 이유가 가장

많았다. 고학력일수록 재취업욕구가 낮으며,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이 낮을수록 재취업욕구가 강했으며, 노동시장 재진입

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윤혜경[26]은 이와다르게 경제 이유보다는 경제활

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자

아정체감을 찾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 하여 자아

실 과 자기계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

제 인 이유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노동시장 재

진입만족도가 낮은 반면, 자아실 을 해서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허성호 외[17]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활동과 사

회활동으로 특정 집합 단 에 을 두어 소속감을 느끼

고 사회와 소통하고있는 자신을통해 자아실 을 하고

자 재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fer[27]는 남편이나 트 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

성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으며, 이와 반 로

소득이낮을 경우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하다는 것은 여

성이 취업을 결정할 때 경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연구

주제나연구 상에따라 다르게나타날 수있다는 것을

보여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경력단 여성

의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를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으로

분류하고, 재취업욕구에 따라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

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욕구가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아

래 가설2와 가설3을 설정하 다.

가설2. 재취업욕구는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의 직업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1 경제 욕구는 직업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사회 욕구는 직업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개인 욕구는 직업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재취업욕구는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의 자아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1 경제 욕구는 자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사회 욕구는 자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개인 욕구는 자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3 사 지지  동시  재진 만 도 간  가

시 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 지지의 범 가 다

르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가족지지의 요성이 강조되

었으나 최근에는 정책과 제도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김선화[15]는 사회 지지 특히 기업사회지지의

요성을 강조했다. 경력단 여성들이 재취업을 결정하

는데 있어서 임 과 근무시간이 요한 기 이 되며,

나이에 한 사회 편견은 노동시장 재진입에 직

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경력단 문제는 기혼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

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Stier and Yaish[28]는 가족의 지지는 노동시장의 지

지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큰 향을 미치

며, 취업활동에 한 만족으로 지속 인 취업활동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요한 향을 미치

고, 특히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목 은 노동시장으로

의 재진입을 통해서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을 제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회 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에

향을 미칠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가설4와 가설5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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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사회 지지는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의 직업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1 가족사회지지는 직업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2 지역사회지지는 직업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3 기업사회지지는 직업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사회 지지는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의 자아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5-1 가족사회지지는 자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5-2 지역사회지지는 자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5-3 기업사회지지는 자아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4 사 지지가 재취업  통해 동시  재진

만 도에 간 로 미 는 향에 한 가

재취업욕구와 사회 지지의 계를 구조 으로 설명

한 김경희[18]의연구결과 노동의욕과 재취업욕구에사

회 지지와 직업 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종속변수로 사용한 재취업욕구의 구성요

인으로사회에 한 참여, 자아향상감, 경제 욕구로 구

성하여 연구 상자들의 개인 욕구, 경제 욕구, 사회

욕구를 분석하고자 하 다.

최태을[29]은 도시지역 베이비붐세 의 노후 비 상

태가 삶의 만족도에미치는 향분석에서자아 존 감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분석 결과 노후 비와 삶의

만족도에서 자아존 감은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아존 감은 부정 자아존 과 정 자

아존 으로 구성하 다.

박은선[30]은 고령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에 한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직무만족은 생활만족에 정

향을 미치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자리 특성과 개인특성, 가구특성은 생활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생활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일

자리 특성 뿐 아니라 개인특성 가구 특성에 한 고

려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회 지지가 경력단 여성

이 재취업을 결정할 때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한 재취업욕구에 따라 노동시장 재진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 지지가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가 재취업욕구를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칠것으로 보아다음과 같이 가설

6과 가설7을 설정하 다.

가설6. 사회 지지는 재취업욕구를 통해 노동시장 재

진입만족의 직업만족에 간 으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사회 지지는 재취업욕구를 통해 노동시장 재

진입만족의 자아만족에 간 으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  결과

1. 사 상   특  

경력단 경험이 있는 여성에 한 일반 특성에

한 빈도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이는 30 130명(32.5%), 40 112명

(28.0%), 50 83명(20.8%)으로 30 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학력은 4년 졸 157명(39.3%), 문 졸 133명

(33.3%), 석사이상 70명(17.5%)으로 4년 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는 등재학 123명(30.8%), 미취학

자녀 111명(27.8%), 고등재학 74명(18.5%)이며, 등

학교 재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 직종에서는 서

비스직 168명(42.0%), 생산직 112명(28.0%), 문직 48

명(12.0%)이며 서비스직 종사가 가장 많았다. 경력단

기간은 4∼5년과 5∼10년이 112명(28.0)으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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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1∼3년 미만이 88명(22.0%) 순이며, 4∼10

년 이내 경력단 기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기간은 10년 이상이 136명(34.0%), 4∼5년과 5

∼10년이 96명(24.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경제

활동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특  

취업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던 지역사회 로그

램은 미취학 자녀돌 134명(33.5%), 교육(직업훈련)

118명(29.5%), 교육(취미교양) 98명(24.5%) 순으로 나

타났으며 미취학 자녀돌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로그램으로는 직업알

선 138명(34.5%), 교육(직업 련) 121명(30.3%), 정책과

지원 95명(2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알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지역사회 발 을 하여 기여

는 기부하고 싶은것으로는멘토 멘티 146명(36.5%),

공동육아 134명(33.5%), 재능기부 111명(27.8%)으로 나

타났으며 멘토 멘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뢰   

신뢰성 요인분석은 측정도구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

는 문항이내 일 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 변수들이 해당하는 속성과 개념에 해서

동일한 측정방법을 반복하여 시행하 을 때 결과가 일

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신뢰성 분석

을 수행하 다.

표 3. 신뢰  

신뢰성분석 결과 [표 3]을 살펴보면, 사회 지지에서

구성된 가족사회, 지역사회, 기업사회의 측정 변수들은

크론바하 알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이신뢰할만한수 에서측정되었다고볼수있다.

한 재취업욕구에서 구성된 경제 욕구, 사회 욕

구, 개인 욕구의 측정 변수들은 크론바하 알 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이 신뢰할 만한

수 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경로  

3.1   

연구모형의 변수에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합도 지수가 낮고 임계치 지

수를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이에 해

측정 모형에 한 수정을 한 후MI 수정 지수를 확인하

다. MI 수정 지수가 크고 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오차항(e) 간에 상 계를 연결하여 최종 측정 모형

을 도출하 다.

측정 모형에 해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개념 신뢰도가 모두 0.7 이상이며, 표 화

회귀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AVE 값은 모두

0.5를 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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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의측정 모형은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 다.

표 4.   결과

3.2  합도 검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한 합도를 분석한

결과 [표 5]에 정리한 바와 같이 모두 합도 기 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square/df 값은

12603.488, P=0.000, RMSEA=0.058, RMR=0.090,

GFI=0.818, NFI=0.853, CFI=0.817로 나타났다. 이에 연

구모형이 합하다고 단하여 연구가설에 한 검증

을 수행하 다.

표 5. 연  합도 검증 결과

증분 합지수 CFI 값과 TLI 값이 높을수록 모형

의 합도가 좋은 것으로 보며, 략 0.9 이상이면 좋은

합도로 해석되어 진다. 반면 RMSEA(근사오차평균

자승의 이 근)값은 작을수록 좋은 합도로 해석된다.

RMSEA <.05 이면아주 좋은 합도, RMSEA <.08 이

면 좋은 합도, RMSEA <.10 이면 보통 합도,

RMSEA >.10 이면 나쁜 합도를 나타난다[31].

3.3  

체 구조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가설 검증을 하여AMOS 21.0을활용하여 [그림 2]와

같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가설 검

증을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기 값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합도 검증에 따라

우수한 모형으로 단되어 본 모형을 최종 으로 채택

하 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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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검증 

4.1 사 지지  재취업  간  가

가설에 한 검증 결과 [표 6]을 살펴보면, 경력단

여성의 사회 지지는 재취업욕구에 유의확률이 0.001

로 5% 유의수 에서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부분 채택되었다. 가족사회지지

는 경제 욕구와 개인 욕구에 향을 미치므로 채택

되었다. 기업사회지지는 경제 욕구, 사회 욕구, 개인

욕구에 향을 미치므로 채택되었다. 지역사회지지

는 경제 욕구와 사회 욕구, 개인 욕구에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표 6. 사 지지  재취업  간  가 검증 결과

4.2 재취업  동시  재진 만 도 간  가

가설에 한 분석 결과 [표 7]을 살펴보면, 재취업욕

구는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의 직업만족에 유의확률이

0.001로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한 재취업욕구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의 자아만

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도 채

택되었다.

표 7. 재취업  동시  재진 만 도 간  가 검증 

4.3 사 지지  동시  재진 만 도 간  가

가설에 한 검증결과 [표 8]을 살펴보면, 경력단 여

성의 사회 지지는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유의확률

이 0.001로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나 가설4와 가설5는부분 채택되

었다.

표 8. 사 지지  동시  재진 만 도 간  가  검증 

결과 

4.4 사 지지가 재취업  통해 동시  재진

만 도에 간 로 미 는 향에 한 가

간 효과에 한 가설 검증 결과 [표 9]를 살펴보면,

재취업욕구 경제 욕구를 매개로 사회 지지의 가

족사회는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에 간 으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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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기업사회는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에 간 으로

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사회 욕구는 기업사회와 직업만족과 자아만족

에 간 인 향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개인 욕구에서는 가족사회와 기업사회에서 직업

만족과 자아만족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사회 지지의 지역사회와 노동시장 재

진입만족도에서는 간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

개효과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9. 간 과 검증 결과 

Ⅴ. 결론

1. 약  시사

본 연구는 경력단 여성의 사회 지지와 재취업욕구

그리고 경력단 여성의 일반 특성과 노동시장 재진

입만족도 간의 련성을 악하고 이를 통해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강화 재진입만족도의 향상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실증 결과를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지지는 재취업욕구에

부분 으로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사회지지는 경제 욕구와 개인 욕구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사회지지가 사회 욕구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 여성들의 가족사회지지는

가정경제를 도와야 하는 차원에서 경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개인의 삶과 인생을 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해져서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 하

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사회는

재취업욕구인 경제 욕구와 사회 욕구 그리고 개인

욕구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사회

는 경제 욕구와 사회 욕구 그리고 개인 욕구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지지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직

인 향 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사회지지는 직업만

족과 자아만족에 직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지지는 직업만족과 자아만족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사회는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에 직 인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는 직업만족과 자아만족

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각처

리 되었다.

셋째, 재취업욕구 경제 욕구는 직업만족과 자아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친다. 개인 욕구는 직업만족

과 자아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욕구는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 여성들의 재

취업욕구에 따라 직업에서 느끼는 만족과 자신의 삶에

서 느끼는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사회 지지 가족사회는 경제 욕구와 개인

욕구를 매개로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 역할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재취업욕구를 매개로 직업만족

과 자아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사회 지지 기업사회는 경제 욕구, 사

회 욕구, 개인 욕구를 매개로 직업만족과 자아만족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연구로 가족지지와 노동시장

지지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큰 향을 미친다는

[28]의 연구와 사회, 문화 으로 여성에 한 인식변화

의 필요성을 강조한 [32]의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경

력단 여성들이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를 단순한 노동

시장 분석만으로 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생구조

체를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24].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도 강화를

한 방안으로 가족사회지지와 지역사회지지 그리고 기

업사회지지 강화 방안과 시사 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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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력단 여성의 가족사회지지를 강화하기

해서 우선 으로 가족내 역할분담과 가족결속력을 들

었다. 특히 육아와 가사노동에 한 부담은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육아

와 가사노동에 한 부담을 가족구성원들이 역할 분담

을 통해 여 다면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

할 수 있다. 한 가족들의 결속력은 가족구성원간의

력과 의지를 도모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해

결할 수있는 든든한 버 목이되기 때문에가족사회지

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가족결속력은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속 인 취업활동

으로 이어져 궁극 으로 기업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가족사회지지의 필요성은 가부장 인 한국사

회문화 변화에도 많은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지지를 강화하기 해서 우선 으로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과 직업교육 그리고 사회 책임

을 들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

는정보와교육 등을 통해 더나은미래를 비할수 있

어서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로그램에 참여를 희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

하여 경력단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

하고 노동시장에 한 직업정보 직업교육을 실시하

여 경력단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수월하게 진입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을 최 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직업교육과 직업정

보제공은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시

사 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기업사회지지를 강화하기 해서 우선 으로

기업사회의 근로조건과 기업문화를 들었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기업들

의 동참, 그리고 경력단 여성들의 극 인수용 태도

로 인해 발 되고 효율 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러므로 기업들의 극 인 동참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우선 으로 임 , 고용형태, 복지제도 등 경력단 여

성들이재취업을 할수 있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시행

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력단 여성들의 경

력단 원인이 되었던 육아와 가사 문제는 한국사회의

통 인 가족 심의 사상에서 비롯된 여성들만의 문

제로 인식되었던 부분을남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책

임으로 인식하는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여성인 자원을 단순 노동력 제공자가 아

닌 인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의 인사문

화정책이 확산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은 다

양한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를 유입함으로써 유연한

인사문화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체인력이 필요한

노동시장에 인사문화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력단 여성의 사회 지지와 재취업욕구

그리고 경력단 여성의 일반 특성과 노동시장 재진

입만족도 간의 련성을 악하고 이를 통해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강화 재진입만족의 향상방

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있다. 특히 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사회지지의 요성을 검증한 것은

체인력이 필요한 노동시장에서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

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를 직업만족과 자아만족

으로 분류하여 경력단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만족

도를 보다 체계화시킨 도 의미 있는 부분이며, 노동

시장 재진입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경력단

여성들이 노동시장 재진입 후 지속 인 취업활동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직업만족과 자아만족의 역량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 낸 부분도 의미

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목 인 경력단 여성을 인 자원으

로 인식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체인력으로 활용하기

하여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양성하기 한 정부정책

과 제도 개선에 기 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사료된

다. 한 출산과 고령사회의 문제로 발생된 여러 사

회문제를 해소하기 한 안으로 여성인력 활용방안

에 객 인 지침이 될 것이다.

2. 연  한계  향후 연  

본 연구는 경력단 여성의 일반 특성, 사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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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취업욕구가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의 계에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

입만족도 향상 방안을 도출하 지만, 다음과같은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경력단 여성들이 서울

을 심으로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되어 조사 되었다는

이다. 체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

정한 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에 무리가 있다. 한 수도권을 심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기에 그들만의 지리 , 문화 특성이 반

될 수 있다는 이다.

둘째,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를 가족사회, 지역사회, 기업사회와 재취업욕구로 구성

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를 직업만족과 자아

만족으로 구성하여, 경력단 여성들의 다양한 만족도

특성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경력단 여성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을

상으로 연구를 하여, 재 경력이 단 된 상태에 있

는 여성은 연구 상에서제외되어 경력단 여성으로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여 수도권뿐만 아니

라 체지역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확 하여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지지에 가족사회, 지역

사회, 기업사회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욕구를

보다 세분화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경

력단 여성과 경력단 경험이 없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만족도를 비교 검토하여 보다 넓은 여성노동시장

에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건국 학교 일반 학원 벤처기술

학과 박사학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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