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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는 노인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유형화하고, 노인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과 노인채용계획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A구 상공인과 소상공인 182명을 대상으로 잠재프
로파일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채용 계획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종사자 수
와 노인 인력 여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채용 관련 ‘필요 지원서비스 고수준 집단’이 타 집단보다 노인 채용
계획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사업체가 노인 인력 채용 시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향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노인, 채용계획, 상공인 및 소상공인, 잠재프로파일, 로지스틱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ype the necessary support service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to identify in-dep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support service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factors that determine employment plans. Data provided by 182 
small and medium-sized owners in Seoul A area were analyze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workers and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were the factors that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the elderly employment 
plan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high-level group of necessary support services” is more likely to 
have plans to hire the elderly compared to other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would 
like to provide basic data regarding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upport needed by private businesses 
to hire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Employment plan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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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기 은퇴의 증가로 노인집단은 비교적 건강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면서 기존의 병약하고 무력한 부정
적 노인상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고 독립적인 긍정적 노인
상을 보여주고 있다[1]. 전문적 능력이 있고 체력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재취업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있
으며 정부는 다양한 노인 관련 일자리 정책을 통해 대응
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
된 노인일자리사업을 의미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
해 보충적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
이다[2,3]. 정부의 고령자 및 노인 고용정책으로 일자리
와 고용률이 증가하였음에도 고령층의 빈곤문제는 해결
되지 않고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양
적측면의 확대는 달성하였으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직무경험과 무관한 단순노무직·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이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
닌 아르바이트 정도로 급여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2].

현재 한국의 고령자 일자리가 top-down 방식의 단순 
저숙련 일자리와 같은 제한된 근로환경에서 한정된 급여
를 받으며 고용되며 예산의 한계로 임금수준 상승이 어
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
와 공급을 분석한 결과, 신규 대상자의 70%가 민간분야 
일자리를 선호하였으나, 민간 분야의 공급 일자리는 10%
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3,4]. 민간 분야 일자리는 2016
년(9만 8,938개, 23.0%)에서 2018년(8만 6,639개, 
16.0%)로 감소하여 전체 노인일자리 중 민간 분야 일자
리가 16.0%로 나타났다[5].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임금 민
간분야 일자리인 인력파견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
사업 등의 일자리는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3]. 

고령자 및 노인 고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6,7],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심
리·정서·사회적 요인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8-10], 은
퇴 전 일자리와 고용유사성에 대한 연구[11], 민간 일자
리 고용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12]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로 
지적된 민간일자리로의 확대를 촉진하고 노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의 요구와 인식파악이 중요하나 고용 
및 채용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13]. 

노인의 채용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업체 규모[14], 
업무 특성 및 산업별[15,16], 소재 지역별, 노인에 대한 
태도, 정부지원활용 경험[13]이 노인 고용에 영항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부 정책 혹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고령자 및 노인인력 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
으나,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사업의 형태에 대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노인일자리의 민간영역으로 확
대를 위해 민간 사업체의 요구와 인식, 채용 결정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20년 신노년세대(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노년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운영된 일자리 유형을 세부적
으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하여 개편하
고자 한다[17,18]. 정부는 본격적으로 민간일자리의 확대
를 시행하며 노인채용을 위해 기업에서 정년이 지난 근
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가칭)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19]. 또한, 직무에 
적합한 고령 인력의 지속적 공급과 임금이나 직무 체계 
및 근로조건 컨설팅을 위해 사업체의 일정 교육을 수료
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
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취업알선
형’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
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
다[18]. 고령인력 적합직무 개발 지원을 위해 노년층 진
입 전에 장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
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도 진행 중이다[20]. 노인
일자리정책의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일자리의 양적 
확대 및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등의 노인일자리정책 확
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민간 사업체를 대
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민간 사업체가 노인채용을 위해 어
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사업체 유형에 더 우선
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각종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노인 채
용 여부 계획과 필요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유의한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변수중심적
(variable-centered)의 관계보다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관점을 적용하
여 상공인 및 소상공인들의 노인 채용 관련 지원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하위집단을 유형화하고, 노인 채용 관
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과 노인채용계획 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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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체가 
노인인력 채용 시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향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어떠

한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노인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과 

노인 채용 계획 간에 관계는 어떠한가?

2.2 분석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A구 상공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

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10일 간 194명을 설문조사 진행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하고 182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는 노인 채용 관련 필요

한 지원서비스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기업인력수급
전망 및 고령인력 수요조사’를 위해 활용한 고령인력 채
용 확대를 위한 지원 척도를 활용하였다[21].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총 12문항1)으로 이루어져있
으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
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었다.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점수가 높
을수록 각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03

1) 1. 인건비 또는 장려금 지원, 2. 노인 고용 기업 인증 및 홍보 
지원, 3. 임금/직무 체계 및 근로조건 컨설팅,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확대(근로시간 단축), 5. 업무환경개선 및 노인 건
강관리 지원, 6. 세제 감면 또는 지원, 7. 사회보험료 감면 또는 
지원, 8. 기업 맞춤형 노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9.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10. 직무에 적합한 노
인 인력의 지속적 공급, 11. 기준고용률 관리 및 법제도적 제재
강화, 12. 노인인력 적합 직무 개발 지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290

으로 나타났다.

2.3.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 채용 계획으로 ‘노인 인력

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계획
이 없다를 0, 계획이 있다를 1로 더미화하였다. 

2.3.3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설립년도, 사업체(도매 및 소매업=1, 

숙박 및 음식점업=2, 기타=3), 종사자 수, 노인 인력 여
부(없다=0, 있다=1)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중 조직
형태, 사업체, 노인 인력 여부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
용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핸들링 및 연구모형분석을 위해

서 SPSS 25.0과 M-plu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
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업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을 파악하
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진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기초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의 하위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18],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
스에 응답한 결과를 통해 하위집단을 찾아내고자 잠재프
로파일분석을 진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활용한 
적합도는 AIC, BIC, SABIC, Entropy, BLRT의 p값 등
이다. AIC, BIC, SABIC 값은 작을수록,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BLRT의 p값이 유의할 때 모형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22] 또한 유형화된 
모든 집단이 5% 이상일 경우 집단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23], 본 연구 역시 그 기준을 활용하였다. 
또한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
업체 특성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
형과 노인 채용 계획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업체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
급)과 사업체 특성(설립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노인 인
력 여부)을 확인해보면, Table 1과 같다.

Categories N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95 52.2

Female 87 47.8

Age M(SD) 48.6(13.29)

Educational 
background

A high school
 graduation 58 31.9

A college graduation 46 25.3

A university 
graduation 68 37.4

A Graduate school 
graduation 10 5.5

Position

Representative 130 71.4

Executive 9 4.9

Department head 6 3.3

Employee 37 20.3

Business Characteristics

Year of
establishment M(SD) 2009.7(9.19)

Business
typ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58 31.9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Industry 52 28.6

etc. 72 39.6

Number of 
workers M(SD) 3.1(6.04)

Whether to 
employ the elderly

No 163 89.6

Yes 19 10.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N=182)

3.2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유형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AIC, BIC, SABIC는 5개 유형
이 가장 낮았고, Entropy 또한 5개 유형이 0.943으로 
가장 높았으며, BLRT의 P-value는 모든 유형이 유의하
였고, 2개 유형과 3개 유형만이 5% 미만에 해당하는 집
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활
용한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3개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Fig. 2의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3개 유
형 중 첫 번째 유형은 모든 지원서비스 필요 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지원서비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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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ype of support service necessary

χ2/FLow-level(n=55) Average level(n=98) High-level(n=29)

N % N % N %

Year of establishment(M(SD)) 2008.5(8.91) 2009.7(9.53) 2011.9(8.35) 1.309

Business type

Wholesale
and retail 15 27.3 32 32.7 11 37.9

10.271***Accommodation and 
restaurant 14 25.5 30 30.6 8 27.6

Other 26 47.3 36 36.7 10 34.5

Number of workers(M(SD)) 2.7(3.57) 2.6(2.73) 4.3(10.01) 8.411***

Whether to 
employ the 

elderly

No 51 92.7 85 86.7 27 93.1
1.816

Yes 4 7.3 13 13.3 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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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Differences in busines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support service necessary for hiring the 
elderly

Class
Model fit Groups

AIC BIC SABIC Entropy BLRT
P-value N(%)

1 5523.744 5600.641 5524.630 - - -

2 5009.811 5128.360 5011.176 0.885 .000 94(51.6), 88(48.4)

3 4829.655 4989.855 4831.499 0.909 .000 98(53.8), 55(30.2), 29(15.9)

4 4708.182 4910.034 4710.506 0.929 .000 92(50.5), 56(30.8), 30(16.5), 4(2.2)

5 4647.451 4890.956 4650.254 0.943 .000 93(51.1), 56(30.8), 29(15.9), 2(1.1), 2(1.1)

Table 2. Model fit of Latent Profile Analysis

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필요지원서비스 고수준 집단은 
29곳(15.9%)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모든 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가 대체로 평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
어 ‘필요지원서비스 평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필요지
원서비스 평균 집단은 98곳(53.8%)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모든 지원서비스 필요 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지원서비스 저수준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필요지원서비스 저수준 집단은 55
곳(30.2%)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필요지원서비스 고수준 집단은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12가지(인건비 또는 장려금 지
원, 노인 고용 기업 인증 및 홍보 지원 등) 모두 매우 필
요하다고 인식한 집단이며, 필요지원서비스 평균 집단은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12가지 모두 보통 이
상 필요하다고 인식한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필요지원서
비스 저수준 집단은 12가지 지원서비스 중 몇몇 서비스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통수준의 필요성으로 인식한 집
단이다.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업

체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과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은 사업체(χ2= 
10.271, p<.001)와 종사자 수(F= 8.41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필요지원서비스 저수준 집단 
및 평균집단 대비 고수준집단인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높고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 Types of support services necessary for hiri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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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ef. S.E. Odds Ratio

Year of establishment .090 .052 1.094

Business type_Accommodation and restaurant
(ref. wholesale and retail) .544 .940 1.723

Business type_other
(ref. wholesale and retail) 1.299 .855 3.667

Number of workers .170* .077 1.185

Whether to employ the elderly
(ref. No) 1.071* .737 2.918

Type of support service necessary_Low-level
(ref. Average level) -.153 .732 .186

Type of support service necessary_High-level
(ref. Average level) .970* .846 1.385

Constant -183.865 104.848 .000

χ2 21.899**

Nagelkerke R2 .253

N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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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support services necessary for hiring the elderly and the hiring 
plan for the elderly

3.3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과 노인 
채용 계획 간의 관계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과 노인 채용 
계획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
으로 확인해보면, 통제변수 중에서는 종사자 수(Coef.=.170, 
p<.05)와 노인인력여부(Coef.=1.071, p<.05)는 노인 채
용 계획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사
자 수가 많을수록, 노인인력이 있는 경우 노인 채용 계획
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 유형의 경우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저수준 집단과 고수준 집단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한 결과 고수준 집단더미 변수(Coef.=.970, 
p<.05)가 노인 채용 계획에 유의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요지원서비스 평균 집단 대비 고수준 집
단인 경우 노인 채용 계획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A구의 상공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채용 관련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사업체의 
특성과 노인채용 계획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채용 계획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종사자수

와 노인인력 여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인력 여부는 
노인인력 고용 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고령자에 대한 편
견[13,14]이 고령 인력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2018)가 발표한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2]」의 공익광고 제작, 서
포터즈 운영 등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니어인턴십의 양적확대를 통해 민간 사업체의 노인인
력 접촉 기회의 증대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고 궁극적으로 계속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약 18.5%의 민간 일자리 중 시
니어인턴십은 약 1.5%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 공공형보다 정부보조금의 규모와 안정성도 낮아 보
수 설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24]. 기업의 입장에서 
노인인력을 고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노인인력의 가능성
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점이 시니어 인
턴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 채용 관련 ‘필요 지원서비스 고수준 집단’
이 타 집단보다 노인 채용 계획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필요지원서비스 고수준 집단’의 특성은 도
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높고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도소매업의 노인인력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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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13], 상시근로
자수가 많을수록 노인인력 신규채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3]. 본 연구결과와 2020
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하는 신노년세대(베이비부머)의 주
된 생애일자리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2순위(15.5%)로 나
타난 것[17]에 근거하여 도매 및 소매업체와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의 지
역 일자리 파악 및 구인처 발굴이 중요한 취업알선형 일
자리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체의 일자리를 우선 발굴한
다면 취업연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채용
컨설팅과 인건비지원,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이 뒷
받침되어야한다. 특히 취업알선형 일자리의 참여기간이 
평균 5.5개월인 점과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18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가 1/10 수준인 점[17]을 고려하였을 때, 
계속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1년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분기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17,18]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을 높이
기엔 현실적 장벽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노인인력의 
장기 및 계속고용에 따른 세제감면 및 지원금이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지원 서
비스 유형 및 요인을 파악하여 민간 사업체가 노인인력 
채용 시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향 관련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표본의 수가 작고 서울
시 A지역의 상공인 및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화에 
주의해야 하며 본 연구 결과를 보강해 줄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아울러 사업체 특성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사업체를 포함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후속연
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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