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 방안
- 일반인력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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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력구조를 변화시키는 인구의 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
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UN이 발표한 2050년 예상인구 100억 명 중에서 60세 이
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해당 한다고 하니 인구구조상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인구가 7.2%)
에 접어들어 2008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14.3%에 도달하고 있다. 가임 여성
들의 결혼 정년기가 점점 높아져 출산 기피현상이 고조되면서 신생아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져 고령 인구수의 증
가는 선진국에 비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 있어 기업이 인적자원 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효
율성 재고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는
고령인력이 일반 인력보다 신체적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는 하나 오
랜 인생 경험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터득한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질 좋
은 노동력을 지녔고, 회사정책에 순응하며, 후배들의 귀감이 됨과 동시에 직무태
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료에서 일반 인력이 고령 인력보다 높
은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 것은 우리사회가 고학력에 따른 현상으로 또 다른 문
제점으로 나타났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삼초땡 이라는 신종단어가 요사이
고용시장의 불안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듯이 현재의 고용시장은 매우 불안전하
다.

주제어: 고령층, 고령인력, 고령인력활용, 고령화 사회, 일반인력,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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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생률
저하와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
회1)가 그것이다. UN발표에 의하면 오는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으로 증가
하고 이 중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해당하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고령 인구 층의 증가 역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인구
의 연령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0.3%가 넘어 고령
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또 고용시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
업의 상시 구조조정 확대로 50대 중 고령자는 물론 40대 준 고령자, 심지어는 30대
후반의 젊은 인력까지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실업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 하게 되었다.2)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과거 선진국의 진행속도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
령사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19년에 불과하며, 초 고령 사회인 20%에
진입하는 데에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아 선진국인 미국의 71년과 15년, 영국의 47년
과 45년, 일본의 24년과 12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의 진전이 가속
화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8년까
지 우리나라 총인구는 3.4% 증가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47.7% 증가하여 급
격한 고령화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8).
이처럼 고령인구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하게 되면서 높아지는 물가와 교육열에 의하여 결혼 정년기가 점점 높아져 출산기
피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출산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 의학 보
건 부문의 발달로 인해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1) 고령화 사회라 함은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UN에서
는 7%이상)이상인 나라를 말하는데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이미 도달한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 고
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2) 2003년 KTF 희망퇴직 신청시 30대-19명, 40대-38명 신청으로 삼팔선, 사오정이란 신종
단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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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사회에 있어 기
업이 인적자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구

가. 고령인력의 개념

고령인력의 연령은 국가에 따라 그 연구 접근 방식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기 때
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각 국가마다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고
령인적자원을

노동성은

50세

이상으로,

노동통계국은

55세

이상3)으로,

C.

Whitehead(1990)은 40대 이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인간의 인생주
기를 크게 4주기(P. Laslet, 1994)로 구분하였다. 그 첫 번째 주기는 출생 후부터 25
세까지로 성장과 교육기로, 제2주기를 26세부터 49세로 결혼과 자녀 양육, 직장에서
의 성숙기로, 제3주기를 50세에서 75세로 개인 성취의 시기, 마지막 주기로 76세 이
상으로 노쇠하여 심신이 약해지고 의존적이고 병약해지는 일생의 마감기로 구분한
다. 일본의 丹下博文(1996)은 인간의 인생주기를 3주기로 나누었다. 15～39세를 초
년으로, 40～49세를 중년으로, 50～60세까지를 고령으로 보았다.4) 미국의 뉴가르텐
(Neugarten)은 연대적 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55～65세의 연소 고령자
(young-old), 65～75세의 고령자(middle-old), 75세 이상으로서 신체적으로 병약하고
고립된 계층인 고령 고령자(old-old)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설명 하면서 65세 이
상 되는 인구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
연금 급여대상자인 노인은 60세 이상의 연령을 지칭하며,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인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고령자라 함은
3) S. Maline, (1991), Factors Affecting Older Worker Productivity in industry and
Educa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p.4.
4) 丹下博文, (1996), 「超高齡化 の潮流」, 東京: 同文館,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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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연령인구를 지칭 한다(박영상, 2005).

나. 고령인력의 필요성

21세기의 우리 사회를 전망해 볼 때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예상 할 수 있다. 산
업화와 도시화, 고부가가치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
하여 글로벌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도
시와 농촌 간, 사회 계층 간의 일상생활과 소비수준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정보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 조직이나 기업 경영 방식도 글
로벌 경영방식으로 변화 될 것이 예상된다.5)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이 보다 안
정 되고 윤택해짐에 따라 직종과 다양한 취미에 따라 개성 있는 생활양식을 추구하
는 사회적 다양화를 촉진하게 된다.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은 국제적 지위 향상으
로 무역, 자본이동, 기업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로 이어져 이에 따라 의식 구
조와 생활양식이 보다 성숙된 개방화와 세계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
니라 고용에 대한 욕구도 갖고 있다. 예상되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인력 및 고용
구조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와 함께 고령 인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노동력도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
이 예상되므로 고령화된 인적 자원에 대한 활용 문제가 기업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 이슈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별 취
업자 중 고령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기업 경영적 측면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능력개발, 그리고 활용을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인사 정책의 변경이 요청되고 있
다. 연공서열형 인사 조직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곧 기업 내 종업원의
5) 한국개발연구원(1985),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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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현상의 촉진 및 고령층 종업원의 증대를 가져와 기업경영 측면에 많은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로는 성장 잠재력(Growth Potentiality)의 약화
까지도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인력의 활용 문제는 기업
경영상 중요한 문제로서 이의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범국가
적으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인력 재활용 측면
자본, 물적 자원과 함께 기업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인적자원은 경제발전의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 된다. 기업 환경을 가늠하는 요인으로는 재무구조, 기술력, 조직구
조, 조직문화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가장 원천적 요소가 인적자원
이다.6)
그러므로 그 성과는 인적자원의 욕구와 동기,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만족도 여하
에 따라 결정된다. 전략적 자원으로서 기업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가 되며 개발 가
능성과 능동적이고 반응적 성격으로서의 인적자원의 특성7)을 고려할 때 제조업 등
의 인력난 현상이 기업 경제면에서의 한정된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적으로도 심각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노후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재
화를 공급함과 동시에 생활의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다는 점이다. 값비싼 해외 인
력의 수입 또는 중년여성이나 특례병력 인력의 활용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중 고
령자의 재고용을 통한 유휴 인력의 재활용 방안이 기업인력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 복지적 측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 식. 주의 욕구, 건강
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재화가 필요하
다.8)
특히 고령자들은 노후에 스스로 생활해결을 위한 경제적 수입이 필요하다. 그래
서 그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희망하게 되며 그 배경에는 생계와 관련한
긴박한 사정이 있다.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는 고령자들도 인간적, 경제적 생활을 보

6) 생산의 3요소(자본, 토지, 노동)중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원으로 일컬음.
7) 최신덕(1998), 노년사회학, 하나의학, pp.141-144.
8) 장인엽 ․ 최성재(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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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필요가 있다.9)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립생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가 취업을 한다는 것은 고령자 복지재정의 부담을 줄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령자에게도 일의 즐거움과 보람, 그리고 자립에의 소득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노인복지 재정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들로 하여금 일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런 점
에서 기업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고령인력 활용 방안 연구

가. 고령인력의 취업동향

고령인력의 취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고자 한다는 의
미이다. 자신이 사회적 존재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자아를 실천함
으로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의 인구는 8,841천명으로 15세 이상 전
체인구 중 22.4%를 차지하며, 고용율은 49.9%로 나타나 있다.

<표1> 고령층 인구 분포
55～7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2008. 5.

8,841

2,523

2,038

1,888

1,482

911

2007. 5.

8,594

2,471

2,008

1,825

1,450

84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2008

이들 취업자 중에서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미취업인 상태로 있는 고령인력
이 44.6%로 전체 고령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이다. 고령층 중에서 가장 오랫동
안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난 근속년수는 20년 8개월 이었는데 그만 둘 당시 평
균연령은 53세로 우리나라 평균 정년 나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 두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 폐업 순으로 많았고 권
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사유도 7.9%로 나타났다. 남성
9) 김성순(1998),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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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정년퇴직과 구조조정(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사유가 35.4%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 폐업 등이 31.0%로 뒤를 이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가 3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고령인력 중에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인구 비율은
57.1%로 희망하는 이유가 경제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일의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나. 선진국 고령인력 활용 동향

(1) 미국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률이 급격히 상승한 베이비붐이 발생했다.
이후 출생률은 저하 했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 1975년 전후에
다시 제2차 베이비붐이 발생 하였다. 1차 베이비붐 세대에 의해 2000년부터 2010년
에 걸쳐 55～64세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35～44세층은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인구의 비율은 2010년 이후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자
의 취업은 높은 편이나 고연령자 일수록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비율
이 높아 기업이 고령인력을 단기간 활용하는 추세이다.

(2) 일본
일본의 고령화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지
난 30여 년간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예상과 달리 10년이나 증가하였고, 출산율도 낮
아져 과거의 추계치가 과대평가 되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미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이다.
현재 일본은 기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였고, 기업들로 하여금 정년연
장이나 재고용, 계속고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년연령을 60
세로 적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2013년까지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인상하게
됨으로 60～65세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현실적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또한 전후세대10)의 대량 은퇴가 도래하는 2010년에는 최대 110만 명의
노동력이 감소한다고 전망되고 있어 기업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11)
노동력 확보문제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젊은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10) 1945~1950년대에 태어난 전후세대를 말함.
11) 財務總合政策硏究所, 團魂世代の退職と日本經濟に關する硏究會 報告書,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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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3) 독일 12)
독일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조기퇴직 현상이 나타났으며, 제도적으로도 조기
퇴직을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존재 하였다. 독일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의 세대
간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퇴직을 선호 하였다. 경제
적인 측면에서도 조기퇴직 후 소득수준이 높아 근로자들도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경
우가 증가하였다. 독일은 2006년 9월 ‘이니셔티브50+’ 라는 고령 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5.4%인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2010년까지 50%
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령자 재취업 시 임금지원을 통해 1
년에 3만 명 채용, 직업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고령자 재취업
임금지원은 예를 들어 연봉 10만유로(1억2,000만원)를 받다 퇴직한 뒤 6만 유로
(7,200만원)직에 취업하면 첫 해는 2만유로(2,400만원, 차액 4만유로의 50%)를, 다음
해에는 30%를 고용 보험에서 지원한다.

(4) 영국 13)
영국의 50세 이상 인구는 약 1,900만 명으로 인구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붐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며, 30대 인구의 과다로 인해
20년 후에는 현재보다 많은 50대의 고령화가 우려된다. 고령화 관련 이슈는 최근까
지 부각되지 않았으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개혁과 연금제도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5) 스웨덴
스웨덴의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은 유럽 각국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으나, 출산
율은 유럽 평균보다 높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14) 스웨덴은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급속도로 성장하여 스웨덴 모델에 따른 복지국가로서 확
고한 지위를 구축하였다. 65세 이상의 연령은 2000년 17.2%에서 2010년 18.9%로 전
망하고 있다. 원래 정년도 65세에서 지난 2001년부터 67세로 연장 하였다. 향후 고
령화와 그에 따른 인력부족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가 계속 취업 등의 사회적 활동

12) 이은미· 엄동욱(2002),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 자원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pp.55~56.
13) 전게서, pp.50~52.
14) OECD, (2003), Aging and Employment, Sweden,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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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회사나 공공부문의 경영자
대표 등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의 고령근로자로 구성된 ‘포럼50+’을 구성하여 각종 세
미나, 컨퍼런스를 통해 고령근로자 활용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매년 성공사례를 발
굴하고 시상하여 기업의 고령근로자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15)

Ⅲ. 실증분석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직무만족 결정 요소로서
내재적 요인으로서 책임감, 소속감 2개 요소를 설정하였고, 외재적 요인으로서 회사
정책, 동료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직무만족의 결과 변수로는 조직몰입, 결근의도, 후
배지원행동, 서번트 리더십 등 4개의 변수를 설정 하였다. 조절변수로서 종업원 연
령별 집단구분에 따른 차이를 고령인력과 일반 인력으로 구분하였는데, 50세 이상
을 고령인력으로, 20~49세까지를 일반 인력으로 구분하여 고령인력과 일반 인력간
의 비교 중심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15) WorkAge, "ELDERLY WOKERKING PEOPLE IN EUROPE, BEST PRACTICE,
SWEDEN,"
http://www.diversity and business.com/pdfdocuments/Sweden best practic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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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고령인력과 일반 인력과의 직무만
족 차이를 비교 검증하여 조직 활성화 및 고령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고령인력과 일반 인력 간에 직무만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 직무만족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연령이 조절 효과를 보
일 것이다.

3. 실증분석

가.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에 이바지하고자 5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업종별, 직종별로 조사 하였으며 표본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79.7%, 여자가
20.3%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일반 인력이 65.5%, 고령인력이 34.5%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50세 이상의 중, 고령자 종사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이하가 47.2%, 대졸이상이 52.8%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
반 인력들의 고학력화는 고령 인력들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고학력
에 대한 심각한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의 직무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종에서는 제조업이 76.7%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건설, 기타, 유통/정보통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에서는
50명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고, 101-300명, 51-100명, 301-500명, 501명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에서는 사무/관리직이 45.9%로 가장 많았고, 생산직이 37.7%
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자료에서와 같이 고
령인력들은 소규모사업장과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위는 주임이하가 45.9%로 가장 많았고, 차장 이하, 부장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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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아낼 때 사용하게 되는데,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로테이션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요인수의 결정은 아이겐 값이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eigen value)의 크기를 우선 고려하여 아이겐 값이 1
이상이 되는 요인의 수와 다음의 아이겐 값의 차이, 즉 아이겐 값들의 크기가 어디
서 급격한 차이(sharp drop)를 보이면서 평준화하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스
크리 검사(scree test)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요인의 설명변량(proportion) 등
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타당성과 적용성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음과 같은 기준으로 변수를 정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 가운데 관련 요인 적
재 값이 0.40 이하인 문항들은 제거하였다. 둘째, 각 요인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α값이 0.70 이상인 척도들을 구성개
념 측정척도로 사용하였다. 셋째, 적재된 요인의 항목들이 이론적 내지 내용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고 적합하지
않은 항목들은 제거시켰다.
직무만족의 내재적 요인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추출된 요인들의 아이겐 값은 모두 1.0이상이었고, 각 변량은 소속감=33.201, 책
임감=27.571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총 누적변량은 60.772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요인분석의 전체 설명력이 60.772%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KMO(표준형성
적절성)은 0.941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
다. 내재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판별 타당성이 있
다고 할 수가 있으며, 각 요인의 적재 값이 최소 0.519이상으로 요인의 집중타당성
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요인의 Cronbahch's Alpha값이 0.7이상으로 신
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의 외재적 요인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추출된 요인들의 아이겐 값은 모두 1.0이상이었고, 각 변량은 회사 정책=31.108,
동료관계=28.943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총 누적 변량은 60.051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요인분석의 전체 설명력이 60.051%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KMO(표
준형성 적절성)은 0.888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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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외재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판별 타당
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각 요인의 적재 값이 최소 0.549이상으로 요인의 집중
타당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요인의 Cronbahch's Alpha값이 0.7이상
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표2> 조직몰입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요인 명
조직몰입

설2_9

.860

설2_5

.796

설2_13

.775

설2_16

.763

설2_1

.752

Eigen Value

3.122

변량

62.442

누적변량

62.442

Cronbach's Alpha

.8489

KMO

.850

조직몰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0이상이었고, 변량은 62.442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요인분석의 전체 설명력이
62.442%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표2>참조). 그리고 KMO(표준형성 적절성)은
0.850으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직
몰입 요인의 적재 값이 최소 0.752이상으로 요인의 집중타당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요인의 Cronbahch's Alpha값이 0.7이상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결근의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0이상이었고, 변량은 63.508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요인분석의 전체 설명력이
63.508%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표3>참조). 그리고 KMO(표준형성 적절성)은
0.771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0.771로서 결근의도
요인의 적재 값이 최소 0.720이상으로 요인의 집중타당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요인의 Cronbahch's Alpha값이 0.7이상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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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결근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요인명
결근의도

설2_10

.853

설2_14

.844

설2_6

.763

설2_2

.720

Eigen Value

2.540

변량

63.508

누적변량

63.508

Cronbach's Alpha

.8038

KMO

.771

후배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0이상이었고, 변량은 65.403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요인분석의 전체 설명력
이 65.403%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표4>참조). 그리고 KMO(표준형성 적절성)은
0.673으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후배
지원 요인의 적재 값이 최소 0.776이상으로 요인의 집중타당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요인의 Cronbahch's Alpha값이 0.7이상으로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표4> 후배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 분

요인명
후배지원

설2_7

.844

설2_3

.805

설2_11

.776

Eigen Value

1.962

변량

65.403

누적변량

65.403

Cronbach's Alpha

.7347

KMO

.673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아이겐
값은 1.0이상이었고, 변량은 60.933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요인분석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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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이 60.933%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표5>참조). 그리고 KMO(표준형성 적절
성)은 0.787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번트 리더십 요인의 적재 값이 최소 0.733이상으로 요인의 집중타당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요인의 Cronbahch's Alpha값이 0.7이상으로 신뢰도가 있
다고 볼 수가 있다.

<표5>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요인 명

구 분

서번트 리더십

설2_4

.808

설2_15

.796

설2_12

.782

설2_8

.733

Eigen Value

2.437

변량

60.933

누적변량

60.933

Cronbach's Alpha

.7800

KMO

.787

4. 변수의 기술적 통계분석
<표6> 변수의 기술적 통계 분석
구 분

직무
만족

Mean

Std. Deviation

내재적
요인

책임감

669

4.44

1.10

소속감

669

4.97

.98

외재적
요인

회사정책

669

3.87

1.09

동료관계

669

4.76

.90

조직몰입

669

4.77

1.08

결근의도

669

3.07

1.26

후배지원

669

5.02

.99

서번트 리더십

669

5.10

.99

결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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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 직무만족의 내재적 요인에서는 소속감이 4.97로 책
임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외재적 요인에서는 동료관계가 4.76으로 긍정적
인 반면, 회사정책에서는 3.87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변수에
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5.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배지원, 조직몰입의 순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근 의도는 3.07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7> 연령별 직무만족 및 결과변수에 대한 차이 분석
N

Mean

Std.
Deviation

t
p

일반인력

438

4.38

1.01

고령인력

231

4.53

1.23

-1.738
.083

일반인력

438

4.93

.95

고령인력

231

5.01

1.03

일반인력

438

3.73

1.05

고령인력

231

4.13

1.09

일반인력

438

4.70

.87

고령인력

231

4.87

.93

일반인력

438

4.67

1.04

고령인력

231

4.95

1.12

일반인력

438

3.19

1.22

고령인력

231

2.82

1.29

일반인력

438

4.98

.96

고령인력

231

5.10

1.03

일반인력

438

5.01

1.00

고령인력

231

5.24

.93

구 분
책임감

직무
만족

소속감
회사정책
동료관계
조직몰입

결과
변수

결근의도
후배지원
서번트
리더십

-.984
.326
-4.548***
.000
-2.317*
.021
-3.223**
.001
3.689***
.000
-1.452
.147
-2.799**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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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직무만족 및 결과변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부요인에서 고령인
력이 일반 인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요인인 회사정책에서는 유의수준
0.1%, 동료관계에서는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고령인력이 일반 인력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인력들은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은 오랜 직장생활을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조직목표에 순응함으로써 개인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
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료애에서 나오는 돈독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조
직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변수에서는 조직몰입과 서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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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은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고령인력의 조직몰입과 서번트 리더십
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력들은 직업의식보다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도 심리적으로 직무에 몰입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경험과 지식
을 바탕으로 동료 리더들의 발전을 장려하는 헌신적인 정신을 가지고 협력하는 조
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근의도에서는 유의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고령인력의 결근의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결근율은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불
만족이 많은 인력 층일수록 부재횟수나 결근율이 높다는 것은 선행 연구 결과에서
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고령인력의 결근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
은 직무만족도가 일반 인력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설의 검증

가. 가설 1의 검증

<가설1: 고령인력과 일반 인력간의 직무만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해 앞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책임감에 있어서
고령인력과 일반인력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속감에 있어서도 고
령인력과 일반인력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사정책에 있어서는 유의
수준 0.1%에서 차이를 보이며 고령인력이 일반인력 보다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
다. 동료관계에 있어서도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이며 고령인력의 직무만족이
일반인력 보다 더 높이 나타났다.
고령인력 여부가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위와 업종에서 책임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와 업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인력은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
여부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직위, 직종에서 소속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력은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 여부가 회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직위, 직
종에서 회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력, 직위, 직종이 영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고령인력여부도 유의수준 5%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고령인력일수록 회사정책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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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력 여부가 동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 직위에서 동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직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고령인력은 동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설 2의 검증

<가설2: 직무만족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연령의 조절효과를 보
일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만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결과변수를 종속변
수로, 개인특성을 통제변수로, 고령자더비변수를 조절변수로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책임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책임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고령인력의 상호작
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책임감이 결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업종, 고령, 책임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감*고령인
력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이 후배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종, 책임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감*고령인력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
석한 결과, 성별, 직종, 책임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감*고령인
력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위, 고령, 소속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감*고령인력의
상호작용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속감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령인력여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감이 결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령인력, 소속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감*고령인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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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속감이 후배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업종, 소속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감*고령인력의 상호작
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속감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
석한 결과, 고령, 소속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감*고령인력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사정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위, 직종, 회사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정책*고
령인력이 유의수준 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정책이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령인력여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사정책이 결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위, 회사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정책*고령인력
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정책이 후배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위, 직종, 규모, 회사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정책*고
령도 유의수준 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정책이 후배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령인력여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정책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위, 직종, 회사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정책*고령인력이 유의수준 0.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
정책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령인력여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관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위, 직종, 동료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관계*고령인력
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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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관계가 결근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위, 고령, 동료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관계*고령인력
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관계가 후배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위, 직종, 규모, 동료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관계*고
령인력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관계가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종, 동료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관계*고령인
력의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한 토의와 시사점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표본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에서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전체 표본의 수 669명중에서 고졸이상이 93.3%인 624명이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52.8%로 35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의 고령
인력이 많이 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력자나 젊은 인력들이 상대적
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꺼리거나 기피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표본의 개인 특성에서 살펴보면 고령자 수가 전체 표본의 수 669명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5%인 231명으로 나타났다. 이 표본의 연령은 50세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한 정년제는 정율 정년제(55세 기준)와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정년연령으로 제정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상
황이 이 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여건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
개되고 있어 고용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보도된 ‘삼초땡’이라는 단어가 이를
실감나게 한다. 그러므로 정년제도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
이다. 또 고령인력의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 노무 기능직이나 청소와 같은 잡부 일
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직무에 가치를 가지기 보다는 직
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표본의 개인 특성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산업현장 진출이 눈에 띄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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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전체 표본의 수 669명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인 1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7~80년대 섬유, 신발 등 단순작업 중심의 노동력에서 벗어
나 남녀고용평등에 의한 제도적 계기가 마련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통, 서비스업, 정
보통신업, 전문직 등에 진출하는 젊은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남편들의 실직으로 생계형 맞벌이 주부사원들이 노동현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여성 노동력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다고 판
단된다. 또한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진출로 말미암아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고조되고 있어, 여성들이 출산 등으로 말미암아 직업이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가설검증을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설 1. 고령인력과 일반 인력 간의 직무만족 차이를 살펴보면, 내재적요인인
책임감과 소속감에서의 검증결과 고령인력과 일반종업원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견해는 현
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 환경의 불안요소가 고령인력이든 젊은
인력이든 간에 모두가 받아 들여야 하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직무와 직무 외적인 것
모두에서 높은 책임감과 소속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외재적 요인인 회사정책과 동료관계에서는 고령인력이 일반인력 보다 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력이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젊
은 인력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바탕
으로 경쟁력강화와 경영목표달성,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 협력적 노사공동의식
을 만들어 나가려는 수준이 일반인력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
다.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한 선배와 후배, 동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
하려는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경륜이 짧고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젊
은 인력보다는 더 풍부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설 2. 직무만족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령인력여부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직무만족의 내, 외재적 요인이 직무만족의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고령인력의 조절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만족의 내재적 요인인 책임감과 외재적 요인인 동료관계는 결과변수인 조
직몰입, 후배지원,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고령인력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외재적요인인 소속감에서는 결과변수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고령인력의 조절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원인으로는 가장 먼저 고용불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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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고용시장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에
대한 불안이 고령인력에게는 전직이나 이직 등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
문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과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몰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
다고 본다. 따라서 소속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고령이라는 변수
가 보다 높은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재적요인인 회사
정책에서는 조직몰입, 후배지원, 서번트 리더십에서 각각 고령인력의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들은 회사정책이 곧 자신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여기
고 기업의 목표에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고 순응하여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나, 일반 인력들은 혈기 왕성함을
앞세워 부정적 비판정신과 경쟁의식에만 치중하려 들기 때문에 일반 인력보다는 고
령인력들의 회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순응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 직무만족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령인력의 조절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그 원인
의 하나로 들 수 있겠다. 경제적 불안으로 인하여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이
불안정하면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적 수당
까지도 줄이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인력들은 줄어든 임금으로 인하여 가게경제가
불안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일반 인력들의 내, 외재적 요소 중에서
일부요소(책임감, 소속감)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현재
100만 실업자 시대에 일반 인력들도 신규취업의 기회가 희박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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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우리나라의 인구추세는 7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 제한 정책과 고
학력화에 따른 전문직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결혼적령기가 높아져 출
산율이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보건, 의학, 의료 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인
적자원에 대한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MF외환 위기
이후 더욱 더 침체된 경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드러커 교수가 말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인 ‘보이지 않는 혁명(Unseen Revolution)
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인력들이 고용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합
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직무만족이론을 이용한 고용 합리화 방안을 연구 하였
다.
IMF 이후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실업자의 수가 100만 명에 이
르러 사회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
학령(學齡)에 대한 결과로서 고학력화와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10년
간 사회변화 요인분석과 시사점“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2000년대부터
20008년까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68.0%였던 진학률이
2008년에는 무려 15.8%가 상승한 83.8%로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
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고학력 인력들은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단순한 업무에 대하여서
는 기피하거나 그나마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을 위해 직무
에 대하여 게을리 하거나 태만히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이나 근무에 임하는
태도가 고령인력보다 근면 성실하지 못하고 동료와의 부정적 경쟁이 심화되어 직무
간 마찰이 발생 할 소지가 있다. 기능과 기술적으로도 미숙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직무 관련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비생산적인 고비용, 저효율 현상을 초래한다. 중소
기업의 경우 이들 청, 장년들이 입사를 꺼리거나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착각하여
인력난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령인력은 시력, 청력, 근력 등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젊은 인력 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열등하다고는 하나 오랜 인생 경험과 직무 수행과정에서 터득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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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질 좋은 노동력을 현장에 직접 접목시킴으로써 어떠한 업무
에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숙련된 기술과 기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
면에서 과거에 체득한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
므로 기업의 경쟁력 면에서도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선배로서 기 체득한 기술과 기능, 지식적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멘토 정
신을 발휘하여 전수시킴으로써 후배들이 직무만족을 통한 직무활성화에 동기를 부
여해 주고, 삶의 터전인 기업을 이해하고 순응하면서 후배들을 섬김의 정신으로 리
더 하여 동료 및 노사 간 화합과 조직 공동체의 일체감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고령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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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tilization of Aged Labor Forc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normal labor force-

Nam-Sik KIM
Aging population that changes labor structure nationwide has became
an important issue to our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ccording to the U.
N., the number of aging population aged over 60 is expected to be 20%
among the expected ten billion population in 2050. Given the above, there is
no doubt that this demographic change will lead to serious social problems.
Korea have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since 2000 (with 7.2% of population
older than 65) and now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older than 60 has
reached to 14.3% in 2008. With the avoidance of delivery increasing as young
ladies d디ay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baby birth has been decreasing.
Besides, the prolonged lifespan by medical technology has been accelerating
the speed of aging in Korea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se social problems,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labor
force

utilization

to

maintain

business

management

by

reinforc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from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aged labor
force to help firms actively cope with the demographical changes in labor
structure in aging society. Fro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aged labor force has inferiority in physical conditions compared with normal
labor force, however, exhibited superiority in knowledge and skills that have
been accumulated from their life experience and task performing process, and
also displayed higher adjustment to the policies in the companies and showed
good examples to the junior workers and better attitude.

Keywords: The Aged, Aged Labor Force, Utilization of the Aged
Labor Force, Aging society, Normal Labor Force,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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