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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실업과 자발 이직을 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자리이동연구의 고정틀에서 벗어나 최근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간 이동이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데 있다.일자리이동이 종

단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 같은 효과가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되는지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가구주의 일자리이

동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 다.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수 의 종단 발달궤 을

악한 후 일자리이동이 발생한 시 에 종단 발달의 비선형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 다.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련변

인을 투입하여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

만족과 우울수 의 발달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 다.이러한 연

구목 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의 2007년부터 2012년

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이동을 한 가구주 194명과 배우자

188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우선 한국복지패 4차년도(2009)에 일자리를 이동하여 5차

년도(2010)부터 새로운 일자리로 옮긴 남성 가구주를 분석 상으로

선별하 다.그 과정에서 일자리이동에 한 자기보고 문항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에 한 자기인식을 확인하 고,실업과 비

경제활동인구는 분석 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자리이동의 성격을

‘일자리간 이동’으로 명확히 규정하 다.선별된 상을 심으로 2

차부터 7차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병합한 후 체 기간에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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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자만을 선택하여 종단 데이터를 구축하 다.여성 배우자

는 ‘일자리간 이동’을 보고한 남성 가구주의 여성 배우자를 선별하

여 남성 가구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종단 데이터 구축과정을 거쳤

다.이들에 한 일반 특성과 종단 특성에 한 기술통계분석

에서는 가 치를 고려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둘째,남성 가

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궤 을 악하

기 하여 2차부터 7차까지의 데이터에 하여 종단 다층성장모

형을 설정하여 두 종속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

을 보이는지를 선형 성장모형,이차함수 성장모형,시 을 달리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 간 합도를 비교하여 자료에 가장 합한 모형

을 선택하 다.셋째,선행연구를 통해 련변인으로 선정된 시간독

립 변인을 조건 모형에 투입하여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향력을 검증하 다.

이상과 같은 분석방법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간 이동의 황을 살펴보면,일자리이

동은 30 이하와 고졸인 경우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상용직과 고용주와 같은 안정 인 고용지 로부터 일용직

자 업자와 같은 불안정 인 고용지 로의 일자리이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 노동시장 내부에서는 동일

지 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비임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은 비임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많았다.그리고 상용직으로의 이동은 임

시직이 주도하 으며,고용주와 자 업자로의 이동은 상용직이 주

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일자리이동이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

울 수 의 변화궤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일자리이동은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변화궤 에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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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만 우울 수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은 시간에 따라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

고 기치가 유지되는 선형 성장모형을 보이고 있었다.다양한 모

형을 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은 일자리

이동 이 해를 기 으로 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변화궤 은 일자리

이동의 향으로 비선형성을 보이며,일자리 이동 과 후의 변화

율은 유의하지 않으나 일자리이동의 향이 나타나기 까지는 생

활만족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다.

다음으로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

는 부 인 변화를 보이는 선형 성장모형을 보이고 있으며,일자리

이동의 향에 따른 비선형 변화궤 은 나타나지 않았다.즉 남

성 가구주의 우울 수 변화궤 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이동의 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배우자의 생활

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모

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만족과 우울 수 을

구분하여 살펴보면,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만족 수 이 차 증가하는 선형 발달을 보이고 있었다.여

기에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의 향을 확인하기 하여 비선형

성을 확인한 결과,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에 비선형 인 변화가

찰되었다.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 과 후두 기간의 변화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일자리이동의 향이 나타나기

까지는 생활만족이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증가폭이 약

간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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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활만족에 정 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에 한 분석결과,우울 수 의

발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부 선형 성장모형이었다.

여기에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의 향을 악한 결과,여성 배

우자의 우울 수 도 생활만족과 같이 비선형 발달이 찰되었다.

두 기간의 변화율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일자리이동 효과가 나타

나기 까지의 우울감소율보다 그 이후의 감소율이 약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배우자의 우울 수 발

달에는 부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을 연령,학력,고용불안정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자리이동의 향으로 변화

하는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변화는 학력과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기치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

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생활만족의 변화율

은 일자리이동 이 해까지는 55세 이상일 경우 감소율이 유의하게

작았으나,그 이후의 생활만족 증가는 유의하게 나쁜 것으로 나타

났다.즉 35세 이하 집단에 비하여 55세 이상의 남성 가구주가 일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 일자리이동 자체의 정 인 효과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에 고용불안정성에 따

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 다음으로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의 부 인 발달에서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로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여성 배우자의 생

활만족 변화궤 은 학력과 남편의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차이가 발

견되었다.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기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

았으나 연령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반면 일자리이동의 향이

나타나기 까지의 생활만족 증가경향은 남편의 고용이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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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집단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기치는 문 졸 이상인 집

단은 유의하게 높았다.일자리이동의 향이 나타나기 까지 우울

수 이 감소하는 경향은 40 여성 배우자의 강한 감소율의 향이

며,그 이후의 더딘 감소율은 40 여성 배우자의 강한 증가율의

향이었다.즉 30 이하 집단 비 40 여성 배우자 집단은 일

자리이동 이 해까지 우울의 격한 감소가 나타나지만 남성 가구

주가 일자리를 이동한 이후에는 우울 수 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이동의 부정 인 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으로 분석되었

다.

다섯 번째로 일자리이동이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

족과 우울 수 의 종단 변화에 향을 미치는 시 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가구주는 일자리이동 이 해에 가장

낮은 생활만족 수 을 보인 반면,여성 배우자는 남성 가구주의 일

자리이동이 일어나는 해의 생활만족 수 이 가장 낮았다.부부가

일자리이동의 향을 받는 시 에는 1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이동이 부부 개인의 우울 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비교한 결과는 생활만족과 달리 시차보다는 남편과 아내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여성 배우자는 남성 가구주의 일자

리이동이 우울 수 에 비선형 변화를 유도하지만,남성 가구주는

우울 수 변화에 향이 나타나지 않아 부부 간에 향여부에 차

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일자리이동이 개인의 종단 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리고 일자리이동의 향을 배

우자에게 확 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자리간 이동이 가족구성원의 주

안녕에 향을 미친다는 을 밝 냈다.기존의 연구들은 실

업과 같이 력이 강한 경제 사건과 가족의 련성에 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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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취업지 와 소득이 유지되는 일자리이동도 가족에게 유효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규명해 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리고 일자리이동이라는 사건이 개인과 가족의 인

지 역과 심리 역에 미치는 향의 방향과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을 규명하 다는 도 연구의 의의를 부여한다.아울러

본 연구에서 밝 낸 최근의 일자리이동이 갖는 의미와 종단 향

은 향후 일자리이동 연구의 그림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

다.

주요어:일자리이동,생활만족,우울 수 ,남성 가구주,배우자,분할

함수 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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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문제제기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이동이 잦아지는 상은 더 많은 개인과 가

족이 직ㆍ간 으로 일자리이동의 향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일

자리이동이 발생하는 매커니즘과 경제 성과에 한 분석은 경제학 분야

를 심으로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일자리이동 경험이 개

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근

로자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개인인 동시에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가족원으로서의 존재이며,개인의 행복은 가족행복의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그러나 기존의 경제 성과 주의 연구는 일하는 개인에 한

특정 측면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이들에 한 주 인 삶의 질 연

구는 부족한 측면을 보충하여 일하는 개인에 한 이해를 완성하는데 필

수 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의 일자리이동연구에서는 삶의 질

과 같은 주 측면을 포 하는 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최근의 일자리이동(jot-to-jobtransition)

이 개인의 주 안녕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그 향이 개인 뿐 아

니라 가족인 배우자에게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노동시장과 가족이 어떤 계에 놓여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일자리이동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다.특정 사회 상에

한 심이 증가하는 원인은 그 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때 일어난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일자리이동의 발생빈도가 과거에 비해 히 증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신 ,2004;방하남,신인철,2011).오히려 최근의

이러한 심은 일자리이동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이질성이 강화된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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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일자리이동에 한 실증분석을 살펴

보면 일자리이동 가능성은 세 (한 ,2001;문혜진,2012)와 고용지 (사

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그리고 고용불안정성 정도(남춘호,2010)등

에 따라 이질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고용지 가 낮을수록,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일자리

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우리가 일자리

이동의 가능성에 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일자리이동의 가능성이 이동

빈도와 상 이 높기 때문이다.노동시장의 구조상 일자리이동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괜찮은 일자리’로부터 멀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어(이

병희,2004)일자리이동은 단순한 이직이 아닌 사회구조상의 이동이 될

수 있다.

일자리간 이동의 이질성이 높아지고 이동가능성이 높아진 원인은 노동

시장의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지 이 지배 이다.산업화 과정에서

직업구조는 자연히 세분화되고 그 변화 속에서 일자리이동은 자연스러운

상으로 인식되었다.농업에서 생산직으로,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의

이동은 개인의 의도나 노력보다 사회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의 일자리이동은 청년층에 의한 자발 이직이 주류를 이루

었고(구인회,2003),이동의 방향도 상향이동과 수평이동이 주류를 이루었

다.따라서 일자리이동에 한 연구 역시 경력이동의 결정요인이나 자녀

의 경력이동에 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 특성(황덕순,2001)을 밝

히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1990년 경제 기와 함께 시작된 일련의 변화들은 국내 노동시

장에 지 한 향을 미쳤고,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향은 확 ·강화되

었다.그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에 한 평가를 살펴보면 노동유연성

과 안정성이 차 악화되고(변양규,이진 ,2014),일자리 질과 분포도 양

극화되고 있다(남춘호,2011)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같은 변화

들은 노동시장에서의 하향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한국의 취

약한 복지체제는 그 험에 한 충분한 안 책을 제공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세계화와 노동유연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최근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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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험은 과거와는 다른 경험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일자리이동에 한 연구를 증가시켰다.

과거에는 자발 이직과 비자발 실업에 한 연구가 일자리이동 연구의

큰 축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비자발 이직(윤윤규,박성재,

2008),자발 실직(탁진국,유태용,한태 ,안상수,한 석,신강 ,윤하

나,남궁혜림,정지 ,2006),비정규직 이동(박세홍,김창엽,신 ,2009;

박진욱,정민수,2008),자 업으로의 이동(김우 ,2013;지은정,2012),하

향취업(진선미,공정석,2011)등과 같은 다양한 이동으로 연구의 주제가

확 되고 있다.연구주제가 확 되는 것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일자리

이동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자리이동에 한 선행연구들은 일자리이동이 개인에게 향을 다는

데 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정도나 방향에 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결

론을 도출하고 있다.일자리이동의 부정 향을 지 하는 연구들은 직

장을 옮기는 것은 옮기지 않는 것에 부 인 효과가 크고(남춘호,2011)경

력이동과 직장이동은 임 감소효과가 있으며(신동균,2008;이병희,2012)

고용형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 거나 완 고용에서 불완 고용

으로 바 는 경우 우울 수 이 높아지며(박세홍 등,2009;Dooley,2003)

임 노동시장에서 비임 노동으로 이동하는 경우 생활만족수 이 부 인

변화가 있다(배화숙,2008)고 보았다.일자리이동 자체 뿐 아니라 일자리

이동을 반복할수록 직업지 가 불안정한 하향지 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

고 다시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다( 재호,2006;이병희,

2012)는 연구결과도 있다.하지만 일자리이동은 정 인 결과를 유도한

다고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Nagypal(2005)은 직업의 분포는 계 이기

때문에 일자리간 이동은 일반 으로 직업계층상의 상향이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실업이나 사직경험이 없는 일자리이동은 동일직장에 계속 근무하

는 것보다 더 높은 임 상승효과가 있으며(김혜원,최민식,2009;이우정,

최민식,2012),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이동 후 장기 으로 임 변화

율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정병식,박능후,김동헌,2011;111),일자

리이동시 계 변화가 있더라도 소득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김성훈,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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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증분석결과도 있다.

일자리이동의 효과가 이처럼 상반되게 나타나는 원인은 서로 다른 연구

설계 분석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개별연구자는 연구

가 목 하는 바를 규명하기 하여 일자리이동의 속성을 세분화하거나 서

로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노동시장에서 이동은 동기와 진입방

향,이동방법 등 구분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그리고 보고자

하는 일자리이동의 속성에 따라 설정되는 연구 상이 달라지고 비교 상

도 달라지게 된다.그에 따라 통제되는 변인과 비교되는 종속변인도 달라

져 이처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그리고 일자리이동을 분석하는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일자리이동

이 발생하는 시 의 자료와 회고 자료인지에 따라,횡단자료인지,시

비교 자료인지,종단자료인지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자료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는 상 계와 인과 계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이를 인과 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Dooley,Prause,

Ham-rowbottom,2000).그리고 두 시 을 비교하는 일부연구들 결과

의 차이가 일자리이동에 따른 개인 차이인지 시간에 따른 개인 차이인지

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이처럼 실증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동의

속성과,자료,해석방법의 다양성으로 일자리이동의 효과는 아직 완 하지

않은 단계이다.

일자리이동연구에서 간과하고 다른 한 가지는 일자리이동은 이동의

결정,이동의 실행,그리고 이동 후 응이라는 연속 과정이라는 이

다.지 까지 일자리이동을 과정으로 근한 연구는 이직이 발생하기

의 이직결정요인과 이직의도의 련성을 분석한 연구와,이직이 이루어

진 후 만족과 응을 분석한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일자리이동의 일

부과정을 시 으로 나 어 비교한 연구에서는 일부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여 히 개인의 일자리이동 체를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그 동안 이동과정을 종단 으로 근하지 못한 데에는 종단

자료가 제한 이고,이직 이후 변화에 이동유형별 차이가 크다는 문제

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다.하지만 최근에는 표성 있는 국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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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자료들을 통해 개인의 종단 변화를 찰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갖

추어져 있고,일자리이동이 개인의 소득과 같은 경제 인 측면에 미치는

변화 뿐 아니라 주 측면에 미치는 향도 분석에 포함할 수 있게 되

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자리이동연구가 시도하지 않았던 종

단 분석을 통해 일자리이동의 이 과 이후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주고

자 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개인의 가족경험도 바꾸어 놓고 있다.

고용불안정은 청년층의 결혼진입을 지연시키고(윤자 ,2012)기혼여성의

출산가능성이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사 ,2009).조기퇴직

과 상시 구조조정은 년층의 경제 안정성에 불안을 높이는 등 외부

요인은 가족의 형성과 확 라는 개인의 결정 역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이와 같은 상은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

통 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벡(Beck,2008)은 한국사회의 사회 험

도를 고려할 때 보다 주의 깊은 근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김 란,

2014재인용).벡은 한국사회를 근 화가 극단 으로 실험된 토 에

통과 1차 근 화의 결과들,최첨단 정보사회의 향들,그리고 제2차 근

화가 첩되어 있어 험도가 더 심화된 험사회라고 지 한다.그 논

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사회 험요인은 다른 사회에서의 험요인보

다 력이 강하고,그에 한 사회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그는 최근 고용불안정을 새로운

사회 험으로 지 하 는데(Beck,1992;2000;남춘호,2010재인용),

이는 일자리이동과 련이 깊다.한때 실업을 방지하기 해 실시된 노동

시장 유연화정책은 결국 계 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사회

험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 험요인인 고용불안이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1990년 후반 구조 실업이 가족해체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 계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실업의 성격이 변화하

면서 최근 한국의 가족을 설명하기에는 치 않게 되었다.오히려 반복

실업이나 근로빈곤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이 가족을 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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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련연구들이 분석범 는 개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환 ,2011).최근의 몇몇 연구들이 가족을 포함하여 사회

험요인의 향을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가구의 빈곤화나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유도 등과 같은 물리 인 부분은 일부 밝 냈지만

(이원진,2011;최선 ,장경섭,2012)빈곤가구가 된 가족의 일상과 주

측면의 변화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이와 같은 연구의 불균형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족연구에 극 으로 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IMF외환 기를 거치면서 고용이 가변 일 수 있다는 경험은 경제구조와

노동시장,그리고 가족의 계에 해 재조명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IMF의 향을 극복해내면서 다시 노동시장 변화에 한

심을 잃게 되었다.그리고 최근에는 변화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실직가

족과 같이 집단을 특정화하기 어려워지면서 연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험의 향을 규명하기 해서는 오히려 가족에 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가족은 사회 험을 완충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그 향이 재생산되기도 한다.실직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향은 부정 이지만 가족의 지지는 실직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사회 축을 막아 다(Vinokur,Price,H.,& Caplan,1996).하지만 가

족이 항상 선순환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일종의 신화일 수 있기

때문에,가족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부정 일 경우 개인이 받은 부정

향은 더 심화될 수도 있다.개인에 한 분석과 가족에 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개인이 변화하고 있는 시 의 가족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가족 내부의 역동이 개인에게 다시 미치는 향을 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한 분석은 개인에 한 분석과 함께 필수 이다.

본 연구는 일자리이동과 가족의 계를 밝히는 기 연구로서 남성

가구주와 그 배우자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우선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

이동이 여성 배우자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 이유는 일ㆍ가족

역에서의 경계 간 투과성은 성별에 따라 비 칭 이기 때문에(Pleck,

1977),주 소득원인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갖는 향이 그 반 의

경우에 비해 악하기 명료할 것으로 상된다.그리고 부부를 함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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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배우자는 서로에 한 요한 사회 지지원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이동과 같은 환기에는 사회 지지가 요하고,사회 지지의

효과가 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Pearlin, 1989;

Voydanoff,1990)은 환기의 남편에게 아내가 지지 인 역할을 할 수 있

는지 악할 수 있게 도와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가구주가 일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 자신의 종단 발달에 미치는 향과 배우자의 종

단 발달에 미치는 향을 각각 분석하 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밝히기 해 본 연구는 일자리이동이 생활만족과 우

울 수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생활만족은 삶에 한 인지

평가이고(Lu & Shin,1997),우울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상태(Salman,

1997)라는 에서 주 안녕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Diener,

Lucas와 Scollon(2006)은 개인의 주 안녕을 삶과 련된 정서 경험

과 인지 단을 포 하는 다면 개념이라고 보았다.일자리이동경험이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일자리이동시 개인의 느끼는 주 안녕의 수 변화를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을 이용

하여 일자리이동이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종단 발달에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

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궤 을 살펴보고 여기에

일자리이동의 향이 찰되는지를 악한다.둘째,일자리이동이 생활만

족과 우울 수 에 미치는 향이 발견되는 경우 그 효과가 부정 인지

정 인지를 규명한다.세 번째로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일자리

이동이 향을 미치는 시 이 취업자인 가구주와 가족인 배우자에게 동일

한지 악한다.마지막으로 일자리이동의 향을 받는 시 과 후의 생

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의 향력을 분석한

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효과를 기 한다.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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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일자리이동이 종단 발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써 일자리이동

을 경험하는 개인의 변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둘

째,일자리이동이 주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일자리이동

이 갖는 의미를 재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일자리이동의 향이 배

우자의 주 안녕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취업자 개인과 가족의 차

이 을 밝힘으로써 일자리이동이 가족 내부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이동의 양태를 통해 실제 인 일자리이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이동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 경험이 남성 가구주 본인과 여성 배우

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종단 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이를 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일자리이동은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가?

1-1)일자리이동은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가?

1-2)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일자리이동에 따른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은 련변인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은 련변인(학력,

연령 ,고용불안정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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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는 련변인(학력,

연령 ,배우자의 고용불안정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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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논의의 배경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한국의 일자리이동 황과 함께 일자리이동에 한 다양한

논의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종속변수인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자리이동과 종속변수들의 련성을 탐색

하고자 한다.이러한 고찰결과를 개인수 과 가족수 으로 구분하여 살펴

으로써 본 연구가 목 하는 일자리이동이 개인과 배우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일자리이동에 한 논의의 배경

1.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이동의 의미

1990년 후반 외환 기 이후부터 일자리창출과 소멸이 활발해지고 노

동력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경제 기 이후 신자유주

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상시 인 고용조정을 발생시켰고 그

결과 평생고용은 보장되지 않는 반면,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는 증 되었

다.이에 따라 한국의 일자리이동 역시 유럽과 미국의 간 정도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 고(신 ,2004)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이병희,2005).일자리이동의 발생이 노동시장과 경제체제와

같은 구조 인 변화 때문이라고 보는 에서는 일자리이동이 일자리의

안정성 보장,경제 기(economicturbulence)그리고 소득불평등 문제

와 연 이 깊어(남춘호,2011;Kambourov& Manovskii,2009) 극 인

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자리이동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자연스럽게 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며 이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근로자 개인의 기술수 등과 같은



-11-

인 자원이라고 보았다(방하남 등,2011).

일자리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

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이동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다음에서는 심증 의 원인을 국내의 일자리이동 황자

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자리이동에 한 국내 상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우선 취업자들의

일자리이동에 한 통계청의 사업체패 조사에 나타난 이직률은 2005년

25.39%,2007년에는 22.62%,2009년에는 19.91%,2011년에는 22.11%로 나

타나 반 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시 마다 증감이 있어 일

된 경향을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실태조사( 소기업청)

의 이직률을 제조업을 기 으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17.70%,2010년

10.00%,2011년 18.00%,2012년 13.30%,2013년 15.10%로 나타나 사업체

패 보다 반 으로 낮은 수 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나 증감패턴의 불

분명성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국노동패 을 이용한 방하남과 신인

철(2011)의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10년간의 15세 이상의 모든 취업자들

약 13~16.5%가,신 (2004)의 연구에서도 매년 평균 으로 약 10%

정도의 일자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국내의 선행

연구와 통계결과들에 기 해 보면 한국 사회의 일자리이동은 최근 들어

격히 증가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일정수 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 인 이동률이 아닌 일자리이동의 내부 조건에 따른 분석에

서는 일자리이동이 이슈화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한 (2001)은 출생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경로를 직업이동에 근거하여 코호트별 차이가 있음

을 실증 으로 밝 냈다.그는 남성들을 40 (1951-60),50 (1941-50),60

(1931-40)로 나 어 세내 내 사회이동을 분석한 결과,40 의 47.99%가

일자리를 이동한 반면 50 는 36.72%,60 는 29.33%인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재로 올수록 즉 최근의 코호트일수록 일자리를 지속하는

비율보다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을 찾아냈다.문혜진(2013)은 청

년층을 1990년 코호트(1958-75)와 2000년 코호트(1966-85)로 나 어

노동경력을 비교분석한 결과,2000년 코호트는 ‘지속형’보다는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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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체
상용 임시·일용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1.09 557 7.4 237 -6.9 319 21.3

2012.09 603 0.3 224 -10.5 378 8.0

2013.09 540 -3.9 219 -3.8 320 -4.0

2014.09 555 8.0 235 8.4 319 7.7

형’과 ‘실직형’에 속할 상 험률이 1990년 코호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내부에서도 최근 코호트일수록 일자리이동의 경험에 더 자

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1968년부터 노동이동

변동추이를 악하기 한 목 으로 매월 실시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

사(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의 체 이직자 수는 2010년 이후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거쳐 일정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하지만 이를 고용지 에 따라 살펴보면, 체 이직자 상용직은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임시·일용직은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즉 고용지 가 낮을수록 일자리이동을 할 가

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이직자 수 증감 황

(단 :천명,%, 년동월 비)

자료:사업체노동력조사

이상에서 일자리이동 황에 해 살펴본 결과,최근 일자리이동의 이

슈는 체 일자리이동 비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이동 코호트와 고

용지 와 같은 내부 이질성이 강화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이제 일

자리이동에 있어서 내부 이질성의 강화가 어떻게 사회 심을 유도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반 인 일자리이동 수 에 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이동은

과거부터 재까지 지속 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내부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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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다만 새로운 은 경제 기 이 의 일자리이동이 30세 미만 청

년층의 자발 이직행 에 집 되었던 반면,지난 수년간 ㆍ장년층의

실업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구인회,2003; 재호,조 모,2000)일자

리이동의 상이 장년으로 확 되었다는 이다.경제 기와 함께 시작

된 일련의 변화들은 세계화와 함께 국내 노동시장에서 확 ·강화되고 있

는 추세이며 이 같은 상은 결과 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그

리고 일자리 양극화에 한 논의,그리고 경제 복지체제에 한 논의

로 이어지고 있다.아래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에서의 일자리이동

이 사회 으로 심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변화와 일자리이동의 계

이다.근로자에게 있어 유연성이란 구직,일자리간 이동,실업과 고용간

이동,노동시장 진입 퇴출을 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내

는 여건을 의미하고,안정성이란 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직업 안정성 뿐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고용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고용 안정성도 포함된다(변양규,이진

,2014).OECD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OECD 평균수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에

따르면 한국의 안정성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여 히 낮은 수 을 유지

하고 있어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며,유연성은 오히려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ILO에서 제시한 국가별 평균근속년수를 통해 고

용안정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선진국 고용이 가장 불안정하다는 미국노

동자들에 비해서도 평균근속년수가 짧다(정이환,2006;김유선,2009).지

난 경제 기의 구조 실업을 방지하기 한 정책인 고용유연화는 모든

계 의 고용불안정을 높 다(Beck,Beck-Gernsheim,2002).

두 번째는 세계 인 신자유주의 향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와 일자

리이동에 한 것이다.일자리 양극화 상은 국내외 연구에서 실증 으

로 확인되고 있다(남춘호,2007; 병유,2005;Wright& Dwyer,2003).

일자리 양극화는 상층과 하층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간층 일자리가 어

드는 것으로,일자리이동시 간계층을 통한 상하간의 원활한 이동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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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여 하층은 간계층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하층 노동시장에 머물

게 만든다.일자리 양극화는 일자리 질의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재 시장과 국가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

자리가 모두 사회경제 안정을 가져오는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성균,2011).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좋은 일자리’는 고용기회,

한 임 과 생산 노동, 한 시간,노동의 보장과 지속성 등을 조건

으로 좋은 일자리를 정의한다(Anker,Chernyshev,Egger,Mehran &

Ritter,2003).이러한 기 은 취업여부보다 한 질을 보장하는 취업이

요하다는 을 강조하지만 최근의 한국 노동시장에서 임시ㆍ일용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일자리의 질 하와 련이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림 1]유연성 안정성의 변화(1998년-2013년)

자료:변양규,이진 (2014)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유연안정성

비교(p.44).한국경제연구원.

세 번째는 한국의 경제복지체제와 일자리이동과의 련성이다.노동시

장에서의 이동은 해당 국가의 경제체제에 따라 구조화된다.그리고 일자

리이동으로 인한 부정 향은 복제체제의 기능이 상쇄시켜야 할 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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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국의 경우 일자리이동으로 인한 계 의 하강이동과 고용불안정이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조정시장경제 모델에서는 상 으로 일

자리이동이 계 의 상향이동이 많은 반면 상 으로 고용은 안정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신 등(2005)은 한국의 고용불안정성은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하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 이라고 지 한다.경제모델

이 복지모델과도 어느 정도 상 성이 있다는 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

서의 일자리이동은 높은 고용 불안정과 취약한 복지기반 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 기를 후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는

재도 진행 이다.경제 기 이 의 일자리이동이 자발성에 근거한 이

직이었다면 최근의 일자리이동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 한 일자리이동으

로 바 었을 것이다.지 의 노동시장이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 수 이 낮

고 일자리의 분포와 질 인 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

과들을 고려할 때 최근의 일자리이동의 성격과 향에 한 새로운 분석

이 필요하다.그리고 장년층의 일자리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을 고

려하여 일자리이동을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과 함께 일자리이동이 가족에

게 미치는 향과 련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과정으로서의 일자리이동

일자리이동연구에서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일자리이동을 설명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의 모든 이동을 포함하는 노동이동(labormobility),기

업 간 이동인 직장이동(occupationalmobility),직업 간 이동인 직업이동

(job mobility)등과 같은 구분이 있다. 노동시장의 경계를 기 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인 입직,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인 이직과 직,노동시

장에서의 퇴출인 은퇴 는 퇴직 등과 같은 다양하게 개념들이 연구자의

목 과 의도에 따라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일자리이동은 직장이동과 직업이동을 모



-16-

두 포함하는 일자리 간 이동1)이다.1975년부터 2000년 사이 체 일자리

이동이 격히 증가하 는데 실업으로의 이동은 47% 감소한데 반해 일자

리간 이동은 약 59% 증가하 다(Stewart,2002).그리고 취업에서 실업

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일자리간 이동(job-to-jobtransition)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allick& Fleischman,2004).하지만

국내에서는 일자리간 이동에 한 심은 높지 않았으며 그 주된 심도

개인의 경력추구와 노동시장 체의 동태 차원에만 머물고 있었다.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노동시장도 지난 10년 동안 내부노동시장의

약화와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으로 일자리이동이 일어나는 노동시장의 구

조 속성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자리간 이동이 가지고 있

는 속성과 그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은 일자리이동이 연속 과정이라는 을 연구에 반

하지 못하고 있다.기존의 일자리이동연구에서는 일자리이동을 두 단계

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자는 일자리이동을 유인하는 이 직장의 특성

을 규명하는 것이고 후자는 일자리이동 후 새로운 일자리에 한 평가와

련된 것이다.하지만 모든 사회 상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이동 역시 과

정의 개념으로 근해야 한다.일자리간 이동은 개인이 일자리이동을 결

정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에 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따라서

일자리이동에 한 연구는 체 과정을 반 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될 필

요가 있다.아래에서는 일자리이동의 종단 해석을 하여 련선행연구

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자리이동 상황과 이후 상황으로 나 어 고찰

하 다.

1)일자리이동 상황

일자리이동연구에서 이직 상황을 고찰하는 주제에는 이직결정요인과

1)엄격한 의미에서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일자리이동은 많지 않다.하지만 경제

활동인구조사(통계청)에 따르면,2003년 이후 체 실업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0% 후로,나머지 90%는 6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게 된다(권우 ,강병구,강민경,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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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과정에 한 연구가 있다.우선 이직결정요인연구는 이직의도에 향

을 미치는 련변인을 규명하여 이직원인을 밝히는데 을 둔다.실제

이직행 와 이직의도가 완 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이 면,2005)

이직의도가 높은 경우 이직행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나인강,

2005)이직의도 련요인을 악하는 것은 일자리이동 의 근로자 개인의

상황을 악하는데 용이하다. 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직의도를 낮추는

련변인으로는 재직기간,직무만족,노동조합,높은 업무성과 등을,이직

의도를 높이는 변인에는 높은 교육수 ,업무의 반복성,직무스트 스,

안 직무의 높은 매력도 등(Cotton& Tuttle,1986)을 제시하고 있다.

그 에서 이직을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에는 직무만족

과 직무스트 스가 있다.직무스트 스란 직무와 련하여 근로자가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과하여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ice,

1999;194).선행연구들에서는 낮은 직무만족과 높은 직무스트 스가 이직

의도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순식,2009;이희진,김명하,정종원,

2014;이미옥,2006;이수 ,2008;이정언,주천천,2014;한 ,2003;

Rasch& Harrell,1990).즉 재 일자리의 업무내용,승진기회,보수,동

료 계 등과 같은 반 인 근무여건에 한 만족이 낮고,직무수행상의

부정 인 자극이 높을 때 근로자는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일자리이동과

직무만족의 계를 인과 으로 밝힌 나인강(2005)은 이직 이후 직무만족

이 유의한 수 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상 으로 이직 의 직무만

족이 낮았다는 을 확신시켜 다.하지만 이직을 하지 않고 동일 일자

리를 유지한 근로자의 직무만족 역시 시간에 따라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직무만족의 향상이 일자리이동으로 인한 효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일자리이동 구직기간의 경험도 개인의 주 안녕에 향을 미칠

수 있다.구직자의 재취업 후의 심리 변화를 분석한 노연희,김명언,

장재윤,김민수(2004)는 재취업 이 구직상태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높다

고 보고한다.이러한 차이는 재취업된 고용지 에 따라 달라지는데,재취

업의 고용지 가 낮을수록 이 의 불안과 우울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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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리이동 후의 상황

Mobley(1982)는 이직의 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 다.이직

이 갖는 순기능 향은 소득의 증 ,경력의 축 ,조직에의 합도 증

가로 인한 조직 생활의 스트 스 감소,자기개발의 기획 획득 새로운

환경에 따른 자극 유발 등이 있다.이직이 갖는 역기능에는 선임으로서의

권리상실,기존 조직의 구성원들과의 인 계에 있어서의 손실,이직이동

에 따른 스트 스 증가,배우자의 경력개발 단,그리고 경력기획의 축소

등이 있다고 보았다.그에 따르면 이직 이후에는 이직이라는 사건이 갖는

효과로 스트 스가 높아질 수도 있고,반면 이 직장에서의 불만족으로

이직이 결정된 경우 상 으로 만족이 증가하는 이 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의 일자리이동 후 시 에 한 연구결과들은 주로 임 ,직무만족,

고용지 고용형태,생활만족과 우울 수 등에 해 이루어졌다.우선

일자리이동 후 임 의 변화는 일자리이동의 속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

타난다.김혜원 등(2008)은 실직을 경유하는 직장이동이 임 변화에 부

인 향을 갖는 반면 실직기간 없이 직장 간 이동을 한 경우에는 임 에

정 인 향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실직기간 없는 일자리이동이

임 변화에 미치는 향은 일자리이동을 하지 않은 채 근속년수를 통한

임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간 이동이 임 에 해 정 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이우정 등(2012)의 연구에서도 직장 간 이동 자

체는 임 상승효과가 있는 반면 사직이동의 경우 부 인 효과가 있는 것

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이동이 기존의 직업경력에 변화나 단 을 동반하는 일자

리이동의 부정 인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일자리를 옮기는 경우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한 ‘경력 내 이동’과 달리 업무도 바 는 ‘경력 간

이동’은 특정 경력에서 축 한 인 자원의 상실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축 한 숙련의 손실을 래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임 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병희,2012;Addison& portugal,1989;Kambourov&

Manovskii,2009;Neal,1995).일자리이동을 속성의 차이를 구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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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분석한 연구들과 달리 일자리이동의 빈도가 갖는 의미를 연구한

선행연구들도 있다.신동균(2008)은 직장이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직장

에서의 임 이 낮아지는 을 지 하며 일자리이동 자체가 근로임 감소

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 다.

한편 일자리이동이 임 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보는 연구도 있지만,임

변화와 무 하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김성훈(2007)은 피고용 부문 안

에서의 일자리이동은 계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득변화와는 련성

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그리고 남재량(2011)은 한국노동패 을 이용하여

5년간의 임 변화율을 분석하 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

우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의 월평균 임 과 변화율은 5

년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고용형태를

바꾸는 일자리이동이 임 변화와 련성이 없다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일자리이동 이후 직무만족이 향상되었다는 논의는 이동 직무만족수

이 낮다는 이직결정요인과 맥을 같이 한다.직무에 한 불만은 이직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인 만큼 이직 이후 새로운 조직에서의 직무만족도은

이 수 보다 높다고 본다.특히 자발 이직인 경우 새로운 직장에 한

직무만족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Kalleberg& Mastekaasa,2001;Van

derVelde& Feij,1995).청년층의 직업이동은 이동의 방향에 따라 직무

만족의 향상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동일 직장에 잔류하는 집단보다 이동

한 집단의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강철

희,허수연,이지만,정승화,조상미,2012).하지만 노연희와 김명언(2011)

은 정규직에서 불완 고용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직무만족이 낮아져 이동

의 방향과 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일자리이동의 결과로서 고용지 나 고용형태의 변화에 한 연구들은

사회이동(socialmobility)의 에서 근한다.사회이동연구에서는 직업

지표를 계층을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의 직업은 개인의

권력,경제 보상,사회 신,지 이동의 가능성을 표한다고 본다.

직업사다리론(job-laddermodel)에 따르면 일자리이동은 상향이동인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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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의미한다.직업의 분포는 계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

이 아닌 직업 간,직장 간 이동은 직업계층상의 상향이동을 의미한다고

본다(Nagypal,2005).하지만 안치민(1988)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신자

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 에서의 일자리이동은 강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조 이동을 포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그리고 일

자리 양극화 시 의 일자리이동은 하층에서 층으로, 층에서 상승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상층에서의 하락과 하층에서의 머무는 상을 강화시

킨다고 보았다(남춘호,2011).하지만 일자리이동을 계 에서 분석

한 김성훈(2007)은 경제 불평등이 일자리이동을 확 하는 정도는 상당

히 약하며,일자리이동을 통해 경제 보상을 최 화하려는 개인의 노력

을 계 이 제한하는 정도 한 상당히 약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이동 후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이동의 속성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부분의 연구가 비자발 이고 하향이동인 경우 주

안녕이 부 으로 변화하고(박세홍 등,2009)상향이동이나 수평이동의 경

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이병훈 등,2009).노연희 등

(2004)의 연구에서도 이동의 속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는데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우울 수 이 유의하게 낮아지지만 비정규직의 이동은

이직 우울 수 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으로 재취

업한 경우 우울 수 은 낮아지지만 불안수 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직장환경이 이직 후 상황에 향을 미친다는 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직 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주 인

만족수 은 낮지만 이동 후 만족수 은 다양할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

다.이직 상황에 한 연구에서는 이직 이 보다 이후에 만족이 증가

할 것이라는 이직효과에 해 반 으로 동의한다.하지만 이동속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직 후 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이직의

효과를 정 는 부정 이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되었다.

3)일자리이동연구의 과제

기존의 일자리이동에 한 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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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일자리이동의 원인이 자발 이동에 집 되어 있다는 이다.자

발 이직의 경우 이직결정요인이 동질 이기 때문에 련 이론을 구성하

고 해석하는데 용이하다(안 ,이규만,2005).두 번째는 직종별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는 이다.구체 으로 간호사,경찰,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업무속성이 동질 인 집단을 상으로 구체 인 요인에 따른

일자리이동을 연구하고 있어 직종 간 차이를 간 으로만 이해할 수 있

다.세 번째는 종단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일자리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는데 집 해 왔다는 이다.종단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

미는 일자리이동이 주 측면에 한 연구가 많지 않다(Fasangetal,

2012)는 을 보여주는 지 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제한 인 종단연구를 시도하기에 앞서 기존의선

행연구들의 분석방법을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기존의 일자리이동연구들

이 수행한 분석법을 살펴보면 두 시 간 비교를 통해 일자리이동의 효과

를 분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두 시 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는 시

간 비교로 일자리이동을 유형화하고 두 시 간 종속변인의 평균을 비교

한 연구(나인강,2005;배화숙,2008),두 시 의 자료로 이동을 유형화하

고 두 시 의 종속변인 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강철희 등,2012;이병훈

등,2009;Dooleyetal,2000;Virtanenetal,2008),두 시 의 자료로 이

동유형만 유형화하고 종속변인은 이동 후의 상태만 분석한 연구(박세홍

등,2009)가 있다.두 시 의 자료도 연속된 두 시 을 사용한 연구(나인

강,2005;배화숙,2008)와 비연속 인 두 시 을 사용한 연구(Dooleyet

al,2000;Virtanenetal,2008)로 나 어져 있다.두 시 의 종속변인을

모두 이용한 연구들은 년도 종속변인을 통제한 연구(Dooley etal,

2000)와 통제하지 않은 연구(이병훈 등,2009),개인특성을 통제한 연구(강

철희 등,2012)로 나 수 있다.세 시 을 이용하여 종단 변화를 살펴

본 연구들 에는 임 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김혜원 등,2009;이우정

등,2012),3년간의 이동궤 을 유형화하고 최종시 의 건강상태만 살펴본

연구(박진욱 등,2007)가 있고,Fasang과 그의 동료들은(2012)회고 인

자료로 이동을 유형하고 재의 종속변인과의 련성을 분석하 다.이상



-22-

의 연구들 년도의 종속변인 통제한 Dooley등(2000)의 연구를 제외

하면,분석결과가 일자리이동의 효과인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효과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일자리이동의 효과를 과 추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분석결과를 인과 계로 설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Dooleyetal.,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 안녕에 일자리이동이 미치는 향을

종단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기존에는 분석의 주체가 이동유형이었으나 종

단 근의 분석주체는 개인이 된다.그리고 본 연구는 이동의 유형별

차이보다 최근의 일자리이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다.한 해 동안 일어나는 일자리이동의 반 정도는 직장만 바 는 직장

이동이고 나머지 반은 산업이나 직업까지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희,2001).이러한 실의 일자리이동을 반 하여 동일시 에 발생하

는 모든 일자리이동을 상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종단연구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설명변인을 선택하는 부분

이다.횡단연구에서의 주요요인이 종단연구시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병훈 등,2009).즉 정태 변화를 해석하는 변인과 횡단 차

이를 해석하는 변인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 주 안녕을 측정하기 한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을

탐색한 후 분석에 투입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다.

3.일자리이동과 가족

Rosers와 May(2003)는 기혼자들의 직무만족에 해 12년간의 종단자료

를 분석한 결과,결혼생활만족과 직무만족이 정 상 계를 유지한다는

을 보여 다.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으로 인한 직무만족의

변화는 배우자의 주 측면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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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자리이동과 가족의 련성은 이직결정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Price

와 Muller(1981:574,1986:547)가 진행한 이직결정모형연구에 따르면 가

족부양책임(kinshipresponsibility)은 이직결정이나 이직에 간 인 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족부양책임은 재 일자리에 한 잔류의도

를 높이고 이직의도에 낮추어 이직행 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Price(2001:610)의 연구에서는 가족부양책임이 이직에

해 직 으로 부 인 향이 있다는 을 밝히고 있어,결혼지 나 가구

원 수 등과 같은 가족 요인들이 이직에 미치는 부 인 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하지만 이직결정모형에서 보여주는 이직과 가족의 련성은 가

족요인에 따른 이직행 의 차이로 선행 측면을 다루고 있어 이직이 가

족에게 미치는 향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가족에게 향을 미치는 생활사건 경제 사건의 향이 가장 크다

는 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강혜원,한경혜,2006).생활사

건에 한 최근의 연구 경제 사건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재

정상태 변화나 주택 출 등과 같은 경제 측면과 련된 사건들의 순

는 높아진 반면,실직이나 은퇴 등과 같이 통 으로 스트 스가 높은

생활사건의 순 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업무내용의 변경,근로

조건이나 근로시간의 변화,배우자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직업 련

사건의 순 는 상 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실직과 은퇴 같

은 노동시장 외부로의 이동만큼이나 노동시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동이

생활에 미치는 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cully,Tosi,&

Banning,2000).노동시장에서의 변화와 기는 가족 험으로 연결된다는

Beck(1986)의 주장이 생활사건의 순 변화에도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들이 주로 임 노동자 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연구 상도 남성에게 집 되는 경향이 있었다.이 같은 은

Pleck(1977)이 지 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일ㆍ가족 역 경계의 투

과성(permeability)에서의 비 칭성(asymmetry)과 련된다.투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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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성 뿐 아니라 가구주가 갖는 가구소득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하 을 때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김교성,김연명,최 ,김성욱,김송이,황미

경(2004)은 가구주의 안정된 고용상태는 빈곤탈출율과 련 있고,가구주

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빈곤진입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 다. 남성과

여성의 임 소득차이가 유효한 국내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와 한국의 기

혼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경제 지 를 결정하는데 남편의 소득을 고려한

다는 (최문경,이기엽,2006),그리고 여성은 가족요인 등(배우자의

근)에 의한 지역이동이 많고(최진호,2008)자신의 이직과 구직에 남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일자리이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기혼 남성의 일자리

이동이 기혼 여성에 한 향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로 연구를 설계하고자

한다.

제 2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한 선행연구 고찰

본 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차원인 주 인 안녕을 구성

하는 두 개념인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한 개념을 확인하고 각 개념과

련이 깊은 변인들을 살펴보았다.각 개념별 련변인의 고찰을 통해 종

단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독립변인을 도출하고자 하 다.

1.생활만족(lifesatisfaction)

생활만족은 개인의 ‘주 안녕(subjectivewell-being)’을 나타내는 지

표의 하나이다.그 동안 주 안녕은 여러 분야에서 행복,삶의 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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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Lu,1995).여기서 주

안녕이란,심리 으로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자신의

삶에 해 느끼는 감정이나 만족을 통해 지각된다.이런 측면에서 주

안녕을 이분화하여 구분해보면 크게 행복감이나 정 감정과 같은 정서

인 측면과 삶에 한 평가를 의미하는 인지 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

다.생활만족도는 이 인지 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신의 생활

반에 한 평가를 포함한다(Lu& Shin,1997).

생활만족에 한 첨가모델(additivemodel)에 따르면,개인이 지각하는

반 인 생활만족도는 다양한 생활 역에서 느끼는 만족이 된 결과

로 얻어지는 것이며,이런 을 고려할 때 생활의 심 역이라 할 수 있

는 일과 가족에서 얻는 만족은 반 인 삶의 만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라고 볼 수 있다(Frone,Russell,& Cooper,1992).실제로 39개국 성인

남녀 54,446명을 상으로 조사한 Oishi,Diener,Lucas와 Suh(1999)의 연

구를 보면,직업만족도와 가족만족도는 문화권에 계없이 부분의 나라

에서 사람들의 반 인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공통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일과 가족이 생활만족에 공통 으로 요한 것과 별개로,자신의 삶

에 한 개인의 평가는 개인이 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문화 가치에

의해 향을 받기 쉽다(Battencourt& Dorr,1997).따라서 남성의 생활만

족도에 일과 가족이 미치는 상 인 향정도는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

(Lai,1995)이나 성 역할 규범(Wickrama,Conger,Lorenz,& Mattews,

1995)등과 같은 무   화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회 내에서도 개인의 치(가족생활주기,코호트 등)에 따

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Lu& Shin,1997).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서 경험하는 정서 과정은 개인이 지각하는 생활의 질에 직 인 향

을 주게 된다(채정숙 외,1997).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모든 역에 한 평가를 포함한다는 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다.이와 같은 은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한 선행연구들

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생활만족은 매우 다양한 변인들과 상 성이

높다는 을 알 수 있다.그 에서 국내의 취업자들을 상으로 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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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연구들을 살펴보면,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일반 인 변인들에

는 연령,성별,학력,결혼지 ,주거상태,가구소득,고용지 등을 들고

있다.김왕배(1995)의 연구에서는 기혼일수록,학력이 높을수록,자가주택

에 소유한 경우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았고,방하남(2000)은 남성

일수록,기혼일수록,학력이 높을수록,자가주택일수록,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이상의 횡단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련변인들은 개인의 인 특성부터 결혼지 와 고용지 등과 같은 사회

지 까지도 포함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만족에 한 종단 변화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두 가지

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생활만족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수 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 생활만족 수 이

차 향상된다는 입장이다. 자는 ‘행복의 쳇바퀴모델’(hedonictreadmill

model,Brickman& Campbell,1971)과 고정 (setpoint,Lucasetal,

2003)이론에 기반한 입장으로,인간의 주 이고 심리 인 측면은 시간

이 지나도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Lucas,Clark,Georgellis,

Diener,2004).개인이 느끼는 생활만족의 수 은 일정 수 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 이며,생활사건 등으로 인한 일시 인 변화를 겪을 수 있지만

다시 이 수 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다.이들은 이혼,사별,자녀출

산 등과 같은 생활사건과 응에 해 연구하면서 실업을 제외한 부분

의 생활사건 이후에는 생활만족의 수 이 이 수 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근로자들의 생활만족도는

기치에는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만 생활만족의 수

이 증가 는 감소하는 변화패턴을 보이지 않고 일정 수 을 유지한다

고 보았다(문 만,2014;박 정,2013).

반 로 생활만족수 이 차 증가한다고 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오유

진(2009)은 자 업과 임 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비교·분석하 는데 1998

년과 2004년의 두 시 을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의 모든 역에서 향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그리고 베이비부머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김지

훈과 강욱모(2014)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만족 수 이 유의미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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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생활만족의 변화에 한 상이한 입장이 존재하는 것과 별

개로,이 같은 입장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연구법 상의 차이도 발견

된다.첫 번째는 한국인의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한 선행연구(강성진,

2010)에서는 외환 기 이후 지속 으로 생활만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하 으나 이탈검증 결과,생활만족도가 낮은 표본의 패 탈락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의 증가 상이 이탈효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 한다.즉 생활만족이 증가하는 상은 패 자료구축의 표본이탈로 인

한 과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두 번째는 사회 반 인 생활만족 수

과 개인의 생활만족 수 간 구분이 불확실하다는 이다.오유진(2009)은

두 시 의 고용지 별 체 평균을 비교하여 생활만족 수 이 향상되었다

고 보았으나,이는 사회 반의 경제발 수 을 통제하지 않는 해석일 수

있다.반면 개인의 생활만족 변화궤 을 종단 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상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한 문 만

(2014)과 이혼,별거자의 생활만족을 종단 으로 분석한 박 정(2013)의 연

구에서는 생활만족 수 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베이비부머를

상으로 한 김지훈 등(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활만족이 정 인 궤

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동일한 종단 방법으로 생활만족의

변화궤 을 추정하더라도 연구 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은 아직 생활만족 종단 속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을 확인

할 수 있다.

생활만족에 한 종단연구에서는 횡단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독립변인

을 고려해야 한다.종단연구에서는 기치에 향을 미치는 변인과 시간

에 따른 변화율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생활만

족의 변화율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변인의 첫 번째는 연령이다.

횡단 연구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다

(김왕배,1995;방하남,2000;배화숙,2008).하지만 코호트별 분석을 시도

한 연구들에서는 연령과 행복감의 계는 선형 음의 계보다 U형

계를 갖는다(Oswald,1997;BlanchflowerandOswald,2004). 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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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짐에 따라 직업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신 ,2009)은 연령

에 따라 일자리이동 빈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연령 에 따

라 일자리이동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으로 해석할 수 있

다.따라서 종단 분석에서는 연령 에 따라 생활만족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을 고려해야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고용안정성이다.일반 으로 생활만족은 고용지 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임 근로자는 소득이 상 으로 안정

이기 때문에 더 높은 만족감을 보고한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동일

고용지 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사회구조를 고려

할 때 종단 분석에서는 특정 시 의 고용지 의 향보다 고용안정성의

확보여부가 생활만족의 유지와 향상에 보다 요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

다.실제로 문 만(2014)의 연구에서는 임 근로자의 생활만족이 종단 으

로 변화하는데 정규직여부가 아닌 고용안정성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결혼지 이다.결혼지 는 성인의 생활만족을 결정하는데

요한 변인인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생활만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김왕배,1995;방하남,2000).종단 연구에서도 결혼지 에 따른 생활만

족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 만(2014)의

임 근로자에 한 분석에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생활만족 변화율이

부 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가구원수가 생활만족에 미치

는 부 인 향과 련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우울 수 (depression)

우울은 감정상태의 범 를 논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상에서 정신병

리학 수 까지를 포함한다(Hartaka,Johnstone,Leoino,Motoyhshi,

Temple,& Illomre,1991).일반 으로 우울은 자기 자신에 한 부정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며 근심,침울,실패,상실,열등감,무기력감과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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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함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로 인식된다(김 미,2005).우울은 다른 정

신건강 지표와 달리 일상 으로 경험하기 쉬울 수 있지만 지속 으로 유

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으로 심이 필요한 분야로 인

식되고 있다.특히 경미한 수 의 우울을 방치하는 경우 향후 잠재 심

각성이 드러날 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우울에 한 사

회 심이 차 요해지고 있다.우울은 다른 지표들보다 감정,생각,

신체상태,그리고 행동 등의 반 인 역에 한 향력이 크기 때문에

(송이은,2010) 사회와 같이 변화가 많은 사회 속에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에 지속 인 심이 필요한 역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우울로 표되는 정신건강과 사회경제 지 와의 계를 설명하는

에는 사회 선택-표류(selection-drift) 과 사회 원인(social

causation) 이 있다. 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개인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할 가능성 좋은 직장을 유지할 확률이 낮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인 반면 후자는 사회 으로 하 계층에

놓인 사람들이 다른 계층보다 경제ㆍ심리ㆍ사회 스트 스에 더 많이 노

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

이다.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 선택-표류(selection-drift) 은

유 소인의 향이 큰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련성

이 깊은 반면 우울,약물사용,반사회 성격장애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회 인과 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연구들(Dohrenwend,

Levav,Shrout,Schwartz,Naveh,Link& Stueve,1992)이 있다.이러한

주장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일자리 이동이 직업의 계 서열이나 고

용불안정과 같은 사회구조문제와 련되어 있다는 에서 일자리 이동과

정신건강의 계를 설명하는데 으로는 사회 원인 이 보다 합

하다고 볼 수 있다.

우울 수 에 한 종단연구는 부분 음주나 흡연과 같은 비(非)건강

행동과의 련성을 다룬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련 연구들을 통해 우

울의 종단 변화궤 을 살펴보면,Needham(2007)은 청소년기에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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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환기 동안에 우울증상의 변화궤 이 부 으로 감소한다는 실증

결과를 도출하 다.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과도 유사한 것

으로 베이비부머를 연구한 김지훈 등(2014)과 한국 성인을 분석한

Kim(2014)의 연구 모두에서 우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 인 변화궤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우울 수 은 개인별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그 수 이 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공통 인 연구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우울 수 에 한 종단연구 역시 횡단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독립변인

을 고려해야 한다.앞서 살펴본 우울 수 에 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우

울 수 의 부 변화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을 지 하고 있다.한

국성인의 우울을 종단 으로 분석한 Jun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3년간

우울 수 이 낮게 유지되는 집단과 증가하는 집단,감소하는 집단을 비교

한 결과 연령 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연

령 별 차이는 정은희와 김상경(2014)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기 성인기의 우울 수 은 매년 .69만큼 감소하다가 ·장년기에는 .73씩,

그리고 노년기에는 .6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울 수 의 변화궤 을 분석하는데 있어 조건모형에서 연령 에 따른 개

인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연령 변인을 투입하 다.

두 번째는 결혼지 이다.결혼지 는 성인의 우울 수 을 결정하는 매

우 요한 변인이다.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

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강상경,2010;한경혜

외,2002;허 수,유수 ,2002;Kechak-Tahiri,Aunzunegui,Preville,&

Dube,2009)더 우울감이 높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종단 연

구에서는 결혼지 에 따른 우울 수 의 변화에 있어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Kim(2014)과 Jun등(2014)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 수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는 Dooley

와 동료들(2003)이 지 한 바와 같이 배우자는 성인의 우울 수 에 완충

효과를 갖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은희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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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우울 기값은 유의하게 낮지만 시간에 따른 우울

수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에 해 연구자들은 유배

우자인 경우 무배우자에 비해 가구원수가 많아 생활비 등과 같은 경제

부담감이 크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이처럼 결혼지 는 성인의 우울

수 을 결정하는데 요한 변인이며,우울 수 의 변화궤 은 결혼지 의

유지 변동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을 추측할 수

있다.이와 같은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목 인 일자리이동이 우울

수 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결혼지 는 통제해야 할

요한 변인이라는 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 가구주

와 배우자 모두 체 응답기간 동안 유배우의 결혼지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결혼지 의 향을 통제한 결과를 도출하

다.

이상에서는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하여 살펴보았다.생활만족은 여

러 생활 역에 한 인지 이고 주 인 단이며,set-point이론에 따라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정 · 정 생활사건을 경험

하는 경우 다시 제 수 으로 회복하려는 특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험의 속성에 따라 회복수 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생활만족의 변화궤 은 연령 와 고용불안정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이후 분석에 두 변인을 투

입한 결과를 살펴보았다.생활만족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수 을 유지하려

는 속성을 가진 반면 우울 수 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 감소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간에 따른 우울 수 의 부 변

화는 연령 에 따라 감소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간에 따른 패턴은 동

일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측되어 조건 모형에 연령변인을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제 3 일자리이동과 생활만족ㆍ우울 수 간 련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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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서는 일자리이동이 주 안녕에 미치는 향을 개인과 가족으

로 나 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의 주 안녕은 생

활만족과 우울 수 으로 구성되어 있다.

1.개인 수

고용지 는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는 차이가 있다

는 은 앞서서 살펴보았고 이제 고용지 변화나 고용형태의 변화와 같

은 일자리이동이 취업자 개인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배화숙(2008)은 노동시장을 교차하는 일자리이동이 생활만족도의 변화

에 미치는 차이를 임 근로자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과 임 근로자에서 비

임 근로자로 이동한 경우를 비교하 다.분석결과 임 근로자를 유지하

고 있는 집단이 임 근로자에서 비임 근로자로 이동한 경우보다 높은 생

활만족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비임 근로로 유입된

임 근로자의 반 생활만족은 임 근로를 유지하는 집단보다 낮게 나

타난 은,생활만족의 하 상이 비임 근로로의 이동 때문인지 생활만

족이 낮은 집단이 비임 근로로 이동하기 때문인지 구분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일자리이동에 따른 생활만족의 변화는 반 인 생활만족 수 뿐

아니라 역별 생활만족에 차이도 발견되는데 임 근로자에서 비임 근로

자로 이동한 경우에 반 인 생활만족은 낮아지지만 여가생활만족만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 근로에서 비임 근로로의 이동이 반

인 생활만족과 여가생활만족에 해 상반된 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는

일자리이동 분석에서 역을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을

보여 다.

Fasang과 그의 동료들은(2012)은 내부이동/외부이동,상향이동/하향이

동,실업으로 구분하여 이동 후의 직업만족도를 비교하 는데,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외부시장으로의 상향이동은 일-생활균형을 유지하는데

정 인 향을 미쳐 직업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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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이동이 직장을 옮기는 상향이직이라는 에서 임 을 비롯한 근로조

건의 향상이 일-생활균형을 유지하는데 요한 요인이라는 을 추측할

수 있다.

생활만족과 련성이 높은 계층의식의 변화를 부부의 고용지 에 따라

살펴본 이병훈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기혼남성의 고용지 가 비정규/

자 업에서 정규직으로 변하는 경우 주 계층의식이 상승되어 생활만

족 수 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취업에서

실업/미취업으로 이동한 경우 계층의식의 유의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업이나 미취업을 일시 는 이직을 비하

는 기간으로 여기거나,고용지 의 변화보다 재의 고용지 가 계층의식

에 더 요한 변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Dooley(2000)는 취업과 실업 외에 완 고용과 불완 고용 간 이동이

우울감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그 결과 완 고용에서 불완

고용으로 이동할 때 우울 수 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이는 취업에서 실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라고 연구자는 해

석하 다.즉 불완 고용과 같이 일자리의 질이 안 좋은 방향으로의 이

동은 실직으로의 이동과 같이 정신건강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을

보여 다.이 연구에서는 년도 우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우울의 부

인 변화가 찰되고 있어 불완 고용으로의 이직이 갖는 부 인 효과가

크다는 을 알 수 있다.

박세홍 등(2008)은 정규-비정규-실업으로 일자리 이동유형을 구분하여

우울감에서의 변화를 찰하 는데,여성에게는 고용의 변화가 우울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남성에게는 고용의 변화보다 재의 고용상태가

더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이동의 종단 궤 을 유지형,상향형,하향형,실업형,불안정형

으로 구분한 Virtanen과 그의 동료들(2008)은 실업을 반복하거나 하향형

일자리이동 궤 을 갖는 취업자는 수면시간이 감소하여 생활의 만족에 부

정 인 향을 미치지만,상향형은 건강한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5년 간의 직업궤 이 생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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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다른 연구들과 다른 근법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간 이동이 주 는 정서 측면에 미치는 향을 종단 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기존의 일자리이동에 한 종단 연구

는 실업 주로 이루어졌으며,연구의 목 은 실업의 부정 인 향이 어

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Priceetal.,2002;Lucaset

al.,2004).이 연구들에서는 비자발 실직일수록 부정 인 향이 오래

지속된다는 을 강조한다.따라서 일자리이동이 비자발 이면서 부정

인 속성을 갖는 경우에는 그 향이 장기 일 수 있다.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이 구조 인 문제로 강요된 하향이동일 경우 실직과 같이 부정 인

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

2.가족 수 :배우자를 심으로

일자리간 이동이 배우자의 주 안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지 못했다.배우자에 한 연구는 실직이나 계층의식에 한 연구를 통

해 그 향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남편의 일자리속성 변화가 아내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여성은 본인

의 직업지 이동보다 배우자의 직업지 변화의 향을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훈 등,2009).남편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자 업으로 바 는 경우 계층의식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상

향이동은 아내의 생활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할 수 있

다.

하지만 실업 연구 고용지 보다 경제 어려움의 향이 아내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다.Siegel과 동료들(2003)은 남편이 비자

발 으로 실직하는 경우에도 아내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부정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여기에는 실직 이 의 경제 상태가

안정 이고 그 안정성이 실직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에 부정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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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이동에 한 연구들이 차 일자리 이동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 측면에 한 심을 높이고 있다(정기선,2000;Liem & Liem,

1988;Baum,Shore,& Fleissner,1993;Arber,1997).배우자에 한 연구

들은 실업이 가족의 생활 면면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스트

스 등의 부정 향을 미치고,결혼만족도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한

다.정기선(2000)은 남편의 실업이 아내의 심리 디스트 스를 높인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재취업 한 후에도 아내에게서 부정 인 감정이 남는다고

보고한다.그리고 Liem과 Liem(1988)은 실직자 가족 연구에서 실직자 아

내에게도 불안과 우울의 변화가 발견된다고 보고하 다.심지어 실직한

아내의 남편보다 실직한 남편의 아내가 부정 인 향을 더 크게 받는다

(Raymond,Cochrane& MaryStopes-Roe,1981)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상과 같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부정 성과는 경제 ㆍ정서 기본단

인 부부에 동시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많은 연구들이 부부를

함께 연구하는 추세이다.일자리이동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며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보다 포 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 (정기선,2000)에

더하여 Kim과 Do(2013)역시 노동시장에서 야기된 문제에 한 연구와

정책에서 가족의 수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이동에 한

최근의 사회 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일자리 양극화,취약

한 복지체계를 고려할 때 개인과 가족 수 에서 재분석해야 할 주제라는

을 일깨워 다.기존의 일자리이동에 한 련연구들은 일자리이동이

임 에 미치는 향을 일부 밝혔지만 개인의 주 측면에 미치는 향

에 한 심은 부족했다.그리고 일자리이동을 연속 과정으로 보지 않

고 일자리이동 이나 후에 을 맞춤으로써 일자리이동의 체 인 과

정을 간과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일자리이동(job-to-jobtransition)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개인과

가족으로 나 어 분석하되 종단 방법으로 근하고자 한다.이러한 연

구목 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 일자리로의 이동이 남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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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여성 배우자의 주 측면인 생활만족과 심리 측면인 우울 수

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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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 분석자료 조사 상

1.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 (KoreaWelfarePanelStudy)이다.

한국복지패 은 서울을 비롯한 7개 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도의 가

구를 상으로 2006년부터 연 1회 실시하는 국 인 표성을 지닌 종단

패 조사(panelsurvey)이며,2014년 기 8차년도(2013년)자료까지

일반에 모두 공개되었다.한국복지패 은 외환 기 이후의 빈곤층( 는

workingpoor)과 차상 계층의 가구형태,소득수 ,취업상태 등과 같은

변화의 추세를 읽어,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 으로 악하여 정책

으로 지원하기 한 기 자료를 생산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고 있

다.이를 하여 소득계층별,경제활동 상태별,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 으로 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

로써 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한 조사이다.

한국복지패 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

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 추출을 통해 추출하 고,이들

가구 소득계층별로 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 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

가구가 조사하 다.표본의 50%를 소득 60%이하인 소득층(빈곤선

120%)이하 가구)에 할당하고, 소득 60%를 과하는 일반 가구를 나

머지 50%로 할당하여 소득층 가구를 과 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으며,이는 한국복지패 의 주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패 상 가구

의 탈락률을 최소화하기 하여 1차 패 가구의 생성시 거부율과 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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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사구별 표본가구들을 계통 추출하여 조사가

구를 선정하도록 하 다.2006년도의 1차 패 조사는 총 446개 표본조사

구의 7,072가구를 상으로 최종 조사가 완료되었다.2007년도의 2차년도

패 조사에서는 1차년도 패 가구 약 92.07%가,3차년도에는 86.65%

가,4차년도에는 83.92%가,5차년도에는 80.25%가,6차년도에는 75.44%가,

7차년도에는 74.52%가 8차년도에는 72.17%가 유지되었다.

재 국내의 패 조사는 한국노동패 ,고령화연구패 ,한국청소년패

,인구패 ,빈곤패 등으로 정책 상 집단에 한 조사를 심으로 연

구되고 있다.한국노동패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에는 표본이 도시지역

으로 한정되어 있고,청소년패 이나 고령자패 은 상이 청소년과 노인

으로 한정되어 있다.그러나 한국복지패 은 국내 가구단 패 로서 가

장 큰 표본규모를 지니고 있으며,조사 상가구에 제주도와 농어가를 모

두 포함하여 표본이 국의 모수치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지니고 있다는

에서 기혼 부부를 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소득계층을 50%로 과 표집한 은 소득계층에서 일

자리이동이 보다 빈번하다는 선행연구결과(방하남 등, 2011)를 참고하

을 때 일자리이동과 련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합한 자료로 단되었기

에 분석에 사용하 다.

2.조사 상

본 연구의 목 은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일자리간 이동(job-to-job

transition)이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종단

발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다.이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사건시 을 기 으로 일자리이동 과 후 최소 2년간의 데이터

를 종단 으로 병합한 패 데이터가 필요하다.이를 하여 일자리이동

시 을 한국복지패 의 4차와 5차 사이로 정하고 그 시 에 일자리간 이

동(job-to-jobtransition)을 한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를 선별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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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으로 추출하 다.

구체 으로 상을 추출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복지패 5차

(2010)개인 자료에서 재 취업상태 있는 기혼 남성 가구주 “(모든

취업자)2009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사

업을 시작한)시기는 언제입니까?”라는 문항에 2009년이라고 응답한 경우

를 선별하 다.그 4차(2009)의 ‘주된 경제활동상태’를 ‘실업’이나 ‘비경

제활동’이라고 보고한 상자를 제외하여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일자리간

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로 상을 좁혔고 그 결과 총 234명이 추출되었다.

종단 분석을 하여 2차(2007)부터 7차(2012)까지 모두 참여한 응답자

를 추출한 결과 분석 상인 기혼 남성 가구주는 모두 196명이었다.그

결혼지 를 변경한 2명을 제외한 194명을 최종 상자로 선정하여 분석에

투입하 다.

선정된 194명의 기혼 남성 가구주의 배우자는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속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와 동일 가구에 소속되어 있으며,가

주주와의 계를 ‘배우자’라고 보고한 여성을 상자로 선별하 다. 남성

가구주와 같은 방법으로 2차부터 7차까지 데이터를 모두 병합하 으며 여

기에 모두 참여한 상자는 총 188명이었다.

제 2 변수의 정의

1.종속변수

1)생활만족

본 연구의 생활만족은 지난 1년간 건강,가족의 수입,주거환경,가족

계,직업,사회 친분 계,여가생활과 반 생활에 한 만족도 한

만족수 을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분석에서는 총 8문항의 합산 수를 사용하 으며,생활만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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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문항 간 신뢰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건강
.751 .730 .806 .706 .731 .780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계

직업

.753 .743 .796 .690 .765 .784

사회 친분 계

여가생활

반 만족도

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한 반 인 만족수 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alpha)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생활만족의 측정 문항 신뢰도

주:가구주/배우자

2)우울 수

한국복지패 은 일반 으로 인구집단의 우울연구에 표 으로 활용되

는 CES-D(theCenterforEpidemiologicalStudies‘Depression)척도 11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우울 수 은 지난 1주일 간의 기분을 4 Likert

척도(1=극히 드물다,2=가끔 있었다,3=종종 있었다,4= 부분 그랬다)로

측정한 문항들을 활용하 다.CESD-11은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 잘 지냈다,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의 두 문항을 역코딩한 후 1,

2,3,4로 되어 있는 변수 값을 0,1,2,3으로 조정한 후 합산한 후 11/20

을 곱하여 사용하 다.우울 수 의 수가 높을수록 1주간의 우울 수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우울 수 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alpha)

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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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문항 간 신뢰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식욕이 없음
.820 .806 .835 .779 .803 .874

비교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로움

.858 .830 .862 .836 .849 .864

큰 불만 없이 생활*

사람들이 차갑게 하는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표 3>우울 수 의 측정 문항 신뢰도

주:*역문항 처리,가구주/배우자

2.독립변수

1)일자리이동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일자리이동은 취업지 를 유지한 채 직장

이나 직업을 바꾸는 일자리간 이동이다.1년 주기로 조사된 한국복지패

에서 4차(2009)와 5차(2010)에 모두 취업상태를 유지 인 기혼남성 가구

주 5차에서 ‘지난 해에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했다고 보고한 경우를 일

자리이동으로 정의하 다.

2)연령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령은 출생년도를 기 로 산출한 만 나이이다.

이를 기 으로 남성 가구주의 연령은 35세 미만,35-45세 미만,45-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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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5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35세 미만 남성 가구주 집단을 기 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하 다.여성 배우자의 연령 는 30 이

하,40 ,50 이상으로 구분하 으며 이 역시 30세 이하 집단을 기 으

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조건 모형의 분석에 투입하 다.

3)학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력변인은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졸이하

를 기 집단으로 설정하고 고졸과 문 졸 이상으로 구분하 으며,이는

남성 가구주와 배우자에 한 기 통계와 조건 모형분석에 모두 투입하

다.

4)고용불안정

본 연구에서는 2차 이 해에 일자리이동을 한 경우 고용불안정성이 높

은 집단으로 설정하 다.4차(2009)에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가

2차(2007)의 일자리도 새로 시작한 일자리라고 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최소 2번 이상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것으로,이는 일자리이동 빈도가 높

다고 볼 수 있다.Voydanoff(1988)의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의 실업경

험을 고용불안정으로 설정하여 남편과 아내의 가정생활의 질에 미치는

향을 각각 살펴본 바 있는데,남편의 고용불안정 여부는 본인과 아내의

가정생활의 질에 부정 인 향이 있다는 을 검증한 바 있다.본 연구

에서도 3년 이내에 일자리이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고용이 불안정한 것

으로 설정하 다.이에 따라 남성 가구주 본인의 생활만족 변화궤 을 설

명하는 조건모형 분석에는 본인의 최근 3년 이내의 고용불안정 여부를 투

입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

여성 배우자의 분석모형에는 남성 가구주의 고용불안정 변인을 투입하

다.남편의 고용불안정이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지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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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분석방법 차

본 연구의 목 은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에

일자리이동이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가지며,여기에 일자리이동이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종단 자료를 분석하는 다층성장모형 특정 사건의 향에 따라 궤

의 변화를 분석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통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하 다.

1.분할함수 성장모형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 성장을 밝히는 분석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사용된다.첫 번째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잠재변수를

포함하는 잠재성장모형(LGM:latentgrowthmodel)이며,두 번째는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찰변수로 이루어진 계 선형모형에 의한 다층

성장모형(HLGM:HierachialLinearGrowthModel)이다.두 분석방법

다층성장모형은 종단자료 분석시 표집자료의 수와 반복측정의 횟수나

찰기간의 향을 덜 받는다는 장 이 있어 결측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

고,모수치 해석이 용이하다(최길찬,1998).

다층성장모형 특정 사건이나 시 을 기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장

궤 (growthtrajectory)을 추정하는 모델링 방법에는 분할함수 성장모형

(PiecewiseGrowthModeling)이 있다(홍세희,노언경,2010).분할함수 성

장모형은 특정 변인의 변화양상이 비선형(nonlinear)이거나 비연속

(discontinuous)인 경우를 분석하는데 효과 이고 한 방법(Singer&

Willett,2003)으로 알려져 있다.분할함수 성장모형은 곡선형(curve

linear)궤 을 여러 개의 선형(linear)궤 으로 쪼개어 나타낼 수 있고

(Raudenbush& Bryk,2002),각 궤 의 수 이 등하거나 감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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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elevation)를 모형에 반 할 수 있다(홍세희,2010;Singer& Willett,

2003)는 장 이 있다.이와 같은 비연속 인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하여

특성 사건과 련된 변화함수를 여러 단계(phase)내지 기간(period)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Spline Models(Welch,2007),Multiphase

Models(Cudeck& Klebe,2002),다단계 성장모형(김동일,홍성두,최종근,

이기정,2009),비연속 성장모형(홍세희,2009)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림 2]다양한 분할함수 성장곡선(홍세희,2010)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시 을 기 으로 하 을 때 수 ( 기치)

는 변화율(기울기)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다(홍세희,2010;

Raudenbush& Bryk,2002;Singer& Willett,2003).이 같은 가정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면,기본

인 선형 성장모형인 기 모형(A:baselinemodel)에서는 사건의 발생에

향없이 체 기간 동안 일정한 변화율을 유지하는 경우와,특정 시

이후에 변화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수 만 변하는 분할 성장함수(B:level

shift),수 차이는 없으나 변화율만 변하는 분할 성장함수(C:slopeshift),

사건 발생으로 수 과 변화율이 모두 변하는 분할 성장함수(D:both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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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slopeshift)를 분석모형에 도입하여 성장모형을 구 할 수 있다(홍세

희,2010;홍세희,노언경,2010;Singer& Willett,2003).

종단 다층모형에서는 계수의 효과를 고정효과(fixedeffects)와 무선효

과(random effects)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정효과는 집단 체의

평균 기치와 기울기를 의미하며,무선효과는 개인 내 오차로 모든 시

의 체평균 성장곡선에서 개인이 벗어난 정도를 의미한다.종단 변화

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는 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경우,변화율의 분산만 유의하여 개인 간에 기울기만 달라지는 경우, 기

치의 분산만 유의하여 개인 간에 편만 달라지는 경우, 기치와 변화율

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무선 인 변화의 개인 차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진호,2011).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연구모형을 으로 평가

하는 지수인 RMSEA(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증분

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index)등을 사용하여 연구의 합도를 평가한

다.하지만 다층모형을 분석하는 통계 로그램에서는 연구모형 자체를

으로 평가하는 합도를 제시하지 않는 신,Deviance통계량과

AIC(AkaikeInformationCriterion),BIC(BayesianInformationCriterion)

로 연구모형들을 상 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연구모형에 한 비교 평가는 합도 지수 등의 통계 기

뿐 아니라 실질 인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 이 있어왔다(홍세

희,2009;Burnham & Anderson,2004;Kline,2010;Schumacker&

Lomax,2004).즉 이론에 한 통계 모형화에서는 모형의 설명력

(fitness)과 간명성(parsimony)뿐만 아니라 실질 인 해석 가능성 해

석용이성(plausibilityandeasinessinpracticalinterpretation)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통계 유의성만큼 실질 유의미성이 요하듯이

연구모형은 통계 기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에 부합하는지도 요하

며,이를 실증연구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을 말해 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에서는 특정 시 을 기 으로 한 변화를 살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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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사건의 향이 체 집단과 개인의 수 과 변화율에 미치는 향

뿐 아니라 각 기간별 개인의 특성에 따른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이러한

변화는 분할된 각 기간에 서로 다른 설명변인을 투입하여 살펴볼 수 있다

(Duncan& Duncan,2004).분할함수 성장모형과 달리 기본 인 선형모형

이나 이차함수 모형과 같은 다차함수 모형에서는 기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에 걸친 변화율의 개인 간 차이만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 시 을 기 으로 분할된 각 기간의 의미가 다

르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 구간별 특성에 따른 개인간 차이를 설명해

수 있는 변인을 투입할 수 있다.이와 같은 분석의 유연성은 하나의 변인

이 각 구간별로 미치는 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을 보여 수도 있다.

다음은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한 분석 차이다.

가.선형 성장모형

설명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선형 성장모형은 다음과 같으며,여

기에서는 시간의 선형 변화만을 고려한 기본 인 성장모형이다.선형

성장모형에 따르면 종속변인(Y)는 시간(T)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

가하거나(β10>0),일정하게 감소하거나(β10<0),변함없이 그 로(β10=0)인

상태임을 가정한다(Singer& Willett,2003).

[도식 2]무조건 선형 성장모형

수준   

수준   
 

도식에서 Yti는 개인 i의 시 t에서의 종속변수 측정값을 나타내며,Tti

는 개인 i의 측정시 에 따른 시간 코딩 값이 된다.시간 변수 T의 첨자

i는 개인에 따라 측정횟수와 측정시 이 다를 수 있다는 을 나타낸다.

기시 을 0으로 코딩하게 되면 π0i는 개인 i의 기치(initialstatus)를

의미하고 π1i는 변화율(changerate)을 나타낸다.그리고 eti는 시 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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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 i에 한 오차이다.

도식에서 β00와 β10는 각각 기치( 편)와 변화율(기울기)의 체 평균

을 나타낸다.즉 체 집단의 평균 기치와 변화율의 의미한다.r0i와 r1i

는 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 i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나타

내며,이 무선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추가한 조건모형을 통해 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

나.이차함수 성장모형

설명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이차함수 성장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차함수 성장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비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다차

함수 성장모형이다.이차함수 성장모형에서는 종속변인의 1수 인(Y)는

시간(T)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β10>0),일정하게 감소(β10<0),

변함없이 유지(β10=0)되는 상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이는 다시 변화속

도가 가속하거나(β20>0),감속하거나(β20>0),속도가 일정하다(β20=0)고 가

정한다(장승민,2010).

[도식 3]무조건 이차함수 성장모형

수준   


수준   
 
 

다.분할함수 성장모형

설명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다음과 같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 시 을 기 으로 이 시간의 변화율(pre)과

이후 시간의 변화율(post)로 기간을 구분하여 함수에 투입하고,이를 사건

의 향 과 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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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0 1 0 1 2 3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0 1 2 0 1 2

[도식 4]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수준   

수준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른 비선형 효과와 비연속 인 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는 확장 성장모형(홍세희,2010)이다.분할

함수 성장모형에서는 시간의 코딩법,즉 기 시 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

라 다양한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구 할 수 있다.

<표 4>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시간 코딩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이동이라는 사건이 가구주와 배우자에게 향을

시 을 확인하기 하여 두 가지의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일자리이동의 향이 일자리

이동 에 발생하는지 는 일자리이동과 함께 발생하는지를 악하기

하여 두 가지 시간 코딩법을 설정하여 분석에 용하 다.이직에 한

선행연구고찰에 따르면 이 일자리에서의 낮은 만족 수 이 일자리이동

을 유인한다고 보았는데,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통해 이를 실증 으

로 분석하기 하여 ‘일자리이동 이 해’모델과 ‘일자리이동 해’모델을

비교하여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에 일자리이동이 향을 미치는지와 그 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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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 다.그리고 일

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의 배우자에 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자리

이동의 향여부와 변화시 을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 다.

본래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시 에서 수 ( 기치) 는 변화율(기

울기)이 달라질 것을 가정하고 추정하는 방법이다(홍세희, 2010;

Raudenbush& Bryk,2002;Singer& Willett,2003).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건은 특정 해에 일어난 모든 일자리이동을 포함하고

있어 집단 체와 개인 간에 일자리이동의 방향과 내용에 이질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직을 포함하지 않는 취업지 를 유지한

일자리이동이기 때문에 소득단 의 효과가 없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이

극 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할함

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일자리이동 시 의 향을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비자발

일자리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이는 개인과 가족에

게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학문 으로

탐색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일자리이동의 시 을

두 가지로 설정한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비교를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시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탐색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분석 차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 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한국복지패 에서 종속변인과 설명변인을 추출하여 결측값을 확

인하고 역코딩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구성한 후,1수 의 종단자료와 2수

의 설명변인자료를 각각 생성하 다.모형을 분석하기 에 주요 변인

에 한 가 치를 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살펴 본 후,상

계를 살펴보았다.종속변수의 분포가 정상성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의 최종 효과를 추정할 때는 robuststandarderror를 용하



-50-

다.

둘째,종단자료를 종단 다층모형에 투입하여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를 추정하며 이때 종단 가 치와 가구가 치를 용하 다.선형성

장모형,이차함수 성장모형,시 을 달리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각각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AIC와 BIC를 비교하여 데이터에 가장 합한

모형을 선택하 다.

셋째,데이터를 가장 잘 반 하는 최종모형을 선택한 후 생활만족과 우

울 수 의 변화궤 에 향을 미치는 련변인을 2수 설명변인자료에서

투입하여 각 변인들이 성장모수(growthparameters)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

이상의 분석은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에 해 각각 분석하 으며,

STATA와 SPSS를 이용하여 자료의 병합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HLM 6.08을 통해 다층성장 분할함수모형의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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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분석 상자들에 한 기 통계분석을 통해 일자리이동의

동태와 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후 선형 성장모형.이차함수 성장모형,시

을 달리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한 연구모형을 선택하 다.가장 한 연구모형을 선택한 후 선행연

구에서 살펴본 련변인을 투입하여 독립변인들이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궤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분석 상인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아래 와

같다.본 연구의 최종 분석 상은 남성 가구주 194명과 여성 배우자 188

명이다.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55세로 나타났다.

국내의 일자리이동에 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40 부터 직업 계가 다

양화되기 시작한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상자들의 평균연령이 40 반

인 을 고려할 때 최근의 일자리이동 황을 잘 반 하는 자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일자리이동을 한 연령 는 30 이하가 80.05명(41.26%),

40 가 64.44명(33.21%),50 이상이 49.51명(25.52%)으로 나타났다.이는

은 세 가 일자리이동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후 기경력을 쌓아야 할 30 이하 청

년층이 일자리이동을 많이 한다는 에서 이들에 한 안정 인 경력 리

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교육수 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

91.18명(47.00%)으로 반수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나

머지는 졸이하가 31.73명(16.36%), 문 졸 이상71.09명(36.64%)인 것

으로 나타났다.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수 에 따른 일자리이동은 고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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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남성 가구주 여성 배우자

빈도(%) 빈도(%)

연령

30 이하 80.05(41.26) 96.68(51.42)

40 64.44(33.21) 54.62(29.05)

50 이상 49.51(25.52) 36.70(19.52)

평균

(범 )

43.55(9.74)

(26-75)

40.39(9.51)

(23-71)

교육수

졸이하 31.73(16.36) 41.66(22.16)

고졸 91.18(47.00) 85.80(45.64)

문 이상 71.09(36.64) 60.54(32.20)

미취학자녀여부
있음 66.89(34.48) 65.65(34.92)

없음 127.11(65.52) 122.35(65.08)

합계 194 188

일수록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교

육수 을 가진 경우 일자리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이 문 이상 졸업

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동거가족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66.89명

(34.48%)이며 나머지인 127.11명(65.52%)은 미취학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사회인구학 특성

*가구가 치 용 결과임

여성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0.39세로 기혼남성 가구주보다 약 2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배우자들은 약 반은 30 이하(96.68명,

51.42%)로 남성 가구주의 연령 구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여성 배우자의 교육수 은 41.66명(22.16%)이 졸이하,

고졸이 85.80명 (45.64%), 문 졸 이상이 60.54명(32.20%)을 차지하고

있으며,미취학자녀가 동거가족 내 있는 비율은 65.65명(34.92%)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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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
2차

(2007)

3차

(2008)

4차

(2009)

5차

(2010)

6차

(2011)

7차

(2012)

구분 기간 1:이동 기간 2:이동 후

평균 25.14 24.68 24.87 24.98 25.30 24.98

표 편차 5.57 6.78 6.49 6.95 6.64 7.28

왜도(skewness) -1.64 -2.11 -1.99 -2.24 -2.40 -2.14

첨도(Kurtosis) 9.72 8.68 8.50 8.97 10.14 8.18

유효사례수 194 194 194 194 194 194

나타났다.

제 2 주요변수의 분석결과

1.종속변수

1)생활만족

일자리 이동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들의 생활만족 평균 분포는 <표 6>

과 같다.일자리이동 기간을 포함한 총 6년간의 생활만족은 최 24.68

에서 최고 25.30 으로 나타나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 집단 체의

생활만족변화는 기간 동안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남성 가구주의 시 별 생활만족

왜도와 첨도의 결과를 보면,남성 가구주의 왜도는 6년간의 측정치에서

최소 –2.24에서 최 -1.64의 범 에 있었고,첨도는 최소 8.18에서 최

10.14의 범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왜도가 값 2이상,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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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
2차

(2007)

3차

(2008)

4차

(2009)

5차

(2010)

6차

(2011)

7차

(2012)

구분 기간 1:이동 기간 2:이동 후

평균 24.99 25.61 25.44 25.67 26.29 26.23

표 편차 5.00 4.96 5.24 4.71 4.85 4.95

왜도(skewness) -1.41 -1.31 -1.24 -1.75 -1.70 -1.69

첨도(Kurtosis) 8.07 9.07 7.66 10.76 10.52 9.76

유효사례수 188 188 188 188 188 188

값 7이상이면 비정규성이 문제가 되어 추정에 향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Curran,West,& Finch,1996)에 따라 분석에서는 이상 값에

향을 받지 않는 robust추정치를 사용하 다.

여성 배우자들이 보고한 생활만족의 측정치 분포는 <표 7>과 같다.

2차에는 24.99 이나 7차에는 26.23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 배우

자들의 생활만족은 차 그 수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이 나타낸 왜도와 첨도의 결과를 보면,여성 배

우자의 왜도는 6년간의 측정치에서 최소 –1.24에서 최 –1.75의 범 에

있었고,첨도는 최소 7.66에서 최 10.76의 범 안에 있었다.여성 배우

자의 생활만족은 왜도는 값이 2미만이나 첨도가 값 7을 넘어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이상 값에 향을 거의

받지 않는 robust추정치를 사용하 다.

<표 7>여성 배우자의 시 별 생활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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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울 수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7.63 에서 4.42 으로

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감소폭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울 수 은 시간이 지남에 반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이동 직 해인 4차년도의 우울 수 체 평균은 3차년에 비교하

을 때 낮아지지 않고 우울 수 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면,왜도는 최소 1.34에

서 최 2.49로 그 값이 2보다 크고,첨도 역시 최소 4.83에서 최

10.64로 값 7을 넘어,왜도와 첨도 모두 비정규 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마찬가지로 우울 수 역시 분포의 정

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생활만족과 같이 이상 값에

향을 거의 받지 않는 robust추정치를 사용하 다.

<표 8>남성 가구주의 시 별 우울 수

우울 수
2차

(2007)

3차

(2008)

4차

(2009)

5차

(2010)

6차

(2011)

7차

(2012)

구분 기간 1:이동 기간 2:이동 후

평균 7.63 6.52 6.76 5.01 4.65 4.42

표 편차 7.97 7.32 7.57 6.63 6.55 7.09

왜도(skewness) 1.34 1.53 1.46 2.01 2.18 2.49

첨도(Kurtosis) 4.93 6.21 4.83 7.81 8.67 10.64

유효사례수 194 194 194 194 194 194

일자리를 이동한 남성 가구주의 여성 배우자들이 보고한 우울 수 은

<표 9>와 같다.배우자들의 우울 수 은 2차년도 10.81 에서 7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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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수
2차

(2007)

3차

(2008)

4차

(2009)

5차

(2010)

6차

(2011)

7차

(2012)

구분 기간 1:이동 기간 2:이동 후

평균 10.81 8.13 9.16 7.77 6.74 6.83

표 편차 10.33 8.25 9.36 9.06 8.41 8.43

왜도(skewness) .96 1.27 1.54 1.67 1.60 1.39

첨도(Kurtosis) 3.29 4.19 5.81 5.83 5.22 4.55

유효사례수 188 188 188 188 188 188

6.83 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 수 이 감소하는 경향성은 남성 가구주와

유사하지만 체 인 우울 수 의 평균은 여성 배우자가 더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여성 배우자의 왜도와 첨도의 분포를 살펴보면,왜도는 최소 .96에서 최

1.67로 값 2를 넘지 않고,첨도는 최소 3.29에서 최 5.83으로

값 7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이 비정

규성을 보인 반면,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은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 9>여성 배우자의 시 별 우울 수

2.독립변수

1)일자리이동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에 한 분포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우선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 경제활동상태는 임 근로

상용직이 76.49명(39.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임시직 50.55

명(26.06%),일용 자활직이 33.44명(17.24%)으로 나타나 체 일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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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상태
일자리이동 일자리이동 후 비고

빈도(%) 빈도(%) 증감

남성

가구주

상용 76.49(39.42) 65.60(33.81) -5.61

임시 50.55(26.06) 47.96(24.72) -1.34

일용 자활 33.44(17.24) 36.17(18.64) 1.40

고용주 14.96(7.71) 6.31(3.25) -4.46

자 업자 16.70(8.61) 33.02(17.02) 8.41

무 1.86( .96) 4.94(2.55) 1.29

동 남성 가구주의 약 80% 정도는 임 노동시장에 피고용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임 노동자 에는 자 업자가 16.70명(8.61%)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주가 14.96명(7.71%),무 가족종사자가 1.86

명(.96%)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이동 후 경제활동상태는 상용직이 65.60명(33.81%)으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임시직이 47.96명(24.72%),일용 자활직이 36.17명

(18.64%)으로 나타났다.이를 일자리이동 과 비교하면 상용직과 임시직

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비임 근로자는 자 업자가

33.03명(17.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주가 6.31명(3.25%),

무 가족종사자가 4.94명(2.55%)순으로 나타났다.

<표 10>주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가구가 치 용 결과임

일자리이동 과 후의 구성비율을 경제활동상태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다.증가율이 가장 큰 종사상 지 는 자 업자로 8.41%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일자리이동 세자 업자로의 진입이 많다는 선

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그 다음으로는 일용 자활직이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를 통해 고용인이 없는 자 업자와 고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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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동 후 주된 경제활동상태

합계

상용 임시
일용

자활
고용주 자 업자

무

가족

이동

주된

경제활동상태

상용 43.35 12.87 1.38 4.84 13.11 .94 76.48

임시 15.53 22.00 4.86 0 8.15 0 50.55

일용자활 2.11 6.07 23.77 0 1.49 0 33.44

고용주 3.87 2.26 2.88 1.47 4.47 0 14.95

자 업자 .73 4.35 3.27 0 4.34 3.40 16.69

무 가족 0 .41 0 0 1.45 0 1.86

합계 65.59 47.96 36.16 6.31 33.01 4.94 194

가 열악한 일용 자활직으로의 이동증가 상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

감소폭이 가장 큰 종사상 지 는 상용직 임 근로자로 5.6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를 통해 최근의 일자리이동이 고용이 안정

이고 임 수 이 높은 일자리에서의 이탈이 많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용직 임 근로자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종사상 지 는 고용주로 4.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 분포

*가구가 치 용 결과임

<표 11>은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에 한 상세한 분포이다.4차

(2009)년도에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 동일한 경제활동상태

로 이동한 경우는 체 194명 94.93명으로 반 수 (48.93%)인 것으

로 나타났다.동일 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한 경우에 한해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상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이동은 43.35명,임시직에서 임시직으로의

이동이 22.00명,일용·자활에서 일용·자활로 이동한 경우가 23.77명,고용

주에서 고용주로의 이동이 1.47명,자 업자에서 자 업자로 이동한 경우

는 4.3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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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년도 경제활동상태 유지율로 변환하여 살펴보면,상용직을 유지

하며 일자리를 이동한 경우는 56.68%,임시직을 유지한 경우는 43.52%,

일용 자활을 유지한 경우는 71.08%,고용주를 유지한 경우는 9.83%,

자 업자를 유지하는 일자리이동은 26.0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임 근

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일용 자활-상용직-임시직 순으로 일자리이동

시 동일고용지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임 수 과 고용안

정성이 낮은 일용 자활의 유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비임 근로에서는 고용주의 약 10%만이 동일 고용지 로 재진입

한 반면,자 업자의 약 25%가 자 업으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이동을 년도 경제활동상태로부터의 이탈률로 변환하여 살펴보

면,상용직에서는 상용직으로의 일자리이동 외에 자 업자(17.14%)와 임

시직(16.87%)으로의 이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시직은 동일지 로

의 이동 외에 상용직(30.72%),자 업자(16.12%)로 이탈하며,일용 자

활은 동일지 외에 임시직(18.15%)로의 이탈이 가장 많았다.고용주의

29.89%는 자 업자로,25.88%는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용주의 이동은 안정 인 상용직으로의 이동과 보다 세한 자 업으로의

이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 업자의 26.06%는 임시

직으로 이동하 으며,20.37%는 무 가족종사자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자리이동 후 경제활동상태를 기 으로 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상용

직으로의 유입이 가장 큰 고용지 는 임시직(22.31%)이었으며,임시직으

로의 유입은 상용직(26.83%),일용 자활로의 유입은 임시직(13.44%),

고용주로의 유입은 상용직(76.70%),자 업자로의 유입은 상용직(39.71%),

무 가족종사자로의 유입은 자 업자(68.82%)로 각각 나타났다.이를 통

해 비임 근로인 고용주와 자 업자로의 유입은 부분 임 근로 상용

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연령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를 연령집단에 따라 구분하면 3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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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남성 가구주

35세 미만 45.39(23.40)

35-45세 미만 60.55(31.37)

45-55세 미만 55.77(28.75)

55세 이상 31.98(16.48)

여성 배우자

30 이하 96.68(51.42)

40 54.62(29.05)

50 이상 36.70(19.52)

하인 경우가 45.39명(23.40%)이며,35세-45세 미만은 60.55명(31.37%),

45-55세 미만은 55.77명(28.75%),55세 이상은 31.98명(16.48%)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남성 가구주 35-45세 미만 집단이 일자리이

동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 45세 이상 55세 미만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배우자는 연령집단별로 30 이하가 96.68명(51.42%)으로 반수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40 가 54.62명(29.05%),50 이상이 36.70명

(19.52%)으로 나타났다.

<표 12>연령 분포

*가 치 용 결과임

3)학력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의 교육수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

91.18명(47.00%)으로 반수 을 차지하고 있으며,나머지는 졸이하

(16.36%)와 문 졸 이상(3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 역시 남성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고졸이 85.80

명(45.6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문

졸 이상이 60.54명(32.20%), 졸이하가 41.66명(22.16%)인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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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남성 가구주
안정 159.65(82.30)

불안정 34.34(17.70)

여성 배우자의 남편
안정 154.68(82.28)

불안정 33.32(17.72)

구분 빈도(%)

남성 가구주

졸이하 31.73(16.36)

고졸 91.18(47.00)

문 이상 71.09(36.64)

여성 배우자

졸이하 41.66(22.16)

고졸 85.80(45.64)

문 이상 60.54(32.20)

<표 13>학력 분포

*가 치 용 결과임

4)고용불안정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 최근 3년 이내에 일자리이동을 2

회 이상 경험하 다고 보고한 경우,즉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보고한 집단

은 34.34명(17.70%)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나머지 159.65명(82.30%)은 3년

내 일자리이동이 1번으로 고용이 상 으로 안정 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배우자 남성 가구주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보고한 경우는

33.32명(17.72%)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나머지 154.68명(82.28%)은

남성 배우자의 일자리이동이 3년 내에 1번 미만으로 상 으로 고용상태

를 안정 이라고 응답하 다.

<표 14>고용불안정성 분포

*가 치 용 결과임



-62-

제 3 변화 분석모형의 비교와 검토

본 에서는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궤 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총 6

시 동안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시간에 따른 생활만족과 우

울 수 의 궤 상 변화를 확인한 후,일자리이동의 향으로 인한 비선형

성이 나타나는지를 이차함수 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일자

리이동이 개인의 종단 변화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다.이상과

같은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선형 성장모형,이차함수 성장모형,시 을

달리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하는 종단 다층모형으

로 분석하 다.

우선 시간에 따른 궤 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선형 성장모형과 특

정 시 으로 인한 비선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차함수 모형의 합

통계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유의한 수 인지를 악하 다.이차함수

성장모형의 합통계량 지수가 선형 성장모형보다 유의한 수 에서 더 작

은 경우(ΔAIC≥2,ΔBIC≥2),종속변수의 종단 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 이지 않고 비선형 인 성장모형을 보인다고 단하 다

(Burnham & Anderson,2004;Chatterjee& Hadi,2006).

선형성장모형보다 비선형 성장모형이 자료에 더 합하다고 단된 경

우,시 을 달리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 간의 합통계량을 비교하여 일

자리이동의 향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델을 선택하 다.즉 일자리이동

으로 인한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종단 궤 의 비선형성은 일자리이동

이 해를 기 으로 종단 궤 이 변화하는지, 는 일자리이동 해를 기

으로 종단 궤 이 변화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일자리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 을 보다 잘 설명하는 모델을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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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Deviance 7450.7693 7423.7464 7423.3504 7431.4895

AIC 7462.7693 7443.7464 7443.3504 7451.4895

BIC 7464.4961 7446.6244 7446.2284 7454.3675

추정모수 수(q) 6 10 10 10

사례수(N) 194 194 194 194

1.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변화 모형 비교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발달에 한 모형을 합통계량 지수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우선 선형 성장모형과 이차함수 성장모

형을 비교한 결과 이차함수 성장모형의 AIC(7443.7464)와 BIC(7446.6244)

가 선형성장모형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선형 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차

함수 성장모형이 성립하 으므로 분할함수 성장모형과 합도를 비교한

결과,이차함수 성장모형보다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AIC와 BIC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남성 가구주 생활만족 모형의 합통계량 비교

하지만 그 차이는 AIC와 BIC모두 .39로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AIC와 BIC의 차이가 2미만인 모형들은 모형의 질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이차함수 성장모형과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같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모형

의 합도와 실질 인 해석가능성 해석용이성이 상을 이해하는데

요하다는 을 고려할 때(홍세희,2010;Kline,2010),남성 가구주의 생활

만족 발달을 추정하기 해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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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기치(π0)평균,β00 25.1239*** 25.2579*** 25.3320*** 25.1843***

( )시간변화율(π1)평균,β10 .0862*** -.1146*** -.1425*** .0339***

(후)시간변화율(π2)평균,β20 .0401*** .3641*** .1409***

무선효과(Random Effect)

기치(π0)평균,τ00 7.3377*** 6.6623*** 7.4910*** 5.31098***

( )시간변화율(π1)평균,τ10 .3565*** 9.5560*** 5.9779*** 1.8143***

(후)시간변화율(π2)평균,τ20 .3115*** 11.9906*** 4.8592***

1수 오차,σe
2 27.3207 24.3975 24.0301 25.9963

상 계

ρ01 1.000 1.000 1.000 1.000

ρ02 .601 -.100 -.497 .375

ρ12 -.131 -.162 -.420

사례수(N) 194 194 194 194

용하는 것은 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모형의 비교가 끝났으므로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변화 분석 모형

주 . Method of estimation: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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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체 집단의 평균을 나타내는 고정효과(Fixedeffect)를 살펴보면,

생활만족의 기치는 25.332 이며 이 기치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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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p<.001).일자리이동 이 해까지의 변화율과 후 기간의 변화

율은 -.1425와 .3641로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일자리이동 이

해까지는 생활만족이 반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바 다는 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나타내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살펴보면, 기치의 분산은 7.4910, 기간 변화율의 분산은 5.9779,후

기간 변화율의 분산은 11.9906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여 개인차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개인 간 모형(between

personmodel)에 개인차를 설명하기 한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시

간독립 변인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기치와 일자리이동 변화율 간 상 (ρ02)이 부 (-.497)으로

나와 2차년도의 생활만족이 높은 남성 가구주일수록 일자리이동 이 해

까지 변화율의 값이 작은 반면 일자리이동 과 후의 변화율 간 상 (ρ

12)은 .162로 이동 이 해까지의 변화율이 클수록 이동 후 변화율의 값

이 컸다.

[그림 3]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변화궤

최종으로 선택된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추정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은 Lucas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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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Deviance 7749.3170 7747.7527 7746.1147 7747.1485

AIC 7761.3170 7767.7527 7766.1147 7767.1485

BIC 7763.0438 7770.6307 7768.9927 7770.0265

추정모수 수(q) 6 10 10 10

사례수(N) 194 194 194 194

(2004)이 주장한 set-point이론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

소하지 않고 일정 수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일자리이동

의 시 에 한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용한 결과,일자리이동이 일어나

기 이 해를 기 으로 비선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선형성이 나타나는 시 의 과 후의 변화율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지 를 유지하는 경우의 일자리이동이 실업

과 같은 단 일자리이동보다 그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시 생활만족의 변화시 분석을 통

해 이동 낮은 직무만족과 높은 직무스트 스로 일자리이동 의 생활

만족 수 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모형 비교

다음으로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궤 에 한 분석모형을 분석할 결

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남성 가구주 우울 수 모형의 합통계량 비교

선형 성장모형,이차함수 성장모형,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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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AIC는 차례로 7761.3170,

7767.7527,7766.1147,7767.1485로 나타났으며,BIC는 차례로 7763.0438,

7770.6307,7768.9927,7770.0265로 나타났다. 합통계량의 비교 결과 시간

에 따라 우울 수 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선형 성장모형이 가장 자료를

잘 설명한다는 을 알 수 있었다.이차함수 성장모형과의 차이도 약 7로

유의한 수 에서 선형 성장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모형비교를 통해 선형 선장모형이 가장 합한 것을 확인하 으므로 최

종모형인 ‘선형 성장모형’ 한 추정치를 살펴보았다.<표 18>에서와 같

이, 체 집단의 평균은 나타내는 고정효과(Fixedeffect)에서는 우울 수

의 기치는 7.0664 이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우울 수 의 변화율은 -.6294로 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며

(p<.001),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은 매년 -.629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변화에 있어 개인차를 나타내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살펴보면, 기치의 분산은 13.7632, 변화율의 분산은 .4952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이를 통해 기치와 변화율에 있

어 개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장모형의 개인 간 모형에 개인차

를 설명하기 한 시간독립 변인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그리고

기치와 변화율 간 상 (ρ02)이 부 인 것으로 나타나 기에 우울 수 이

높은 남성 가구주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67.7527,7766.1147,7767.1485로 나타났고,BIC는 네 모형이 차례

로 7763.0438,7770.6307,7768.9927,7770.0265로 나타났다.AIC와 BIC는

모두 작을수록 더 좋은 합도를 나타내므로(Burnham & Anderson,

2004),이러한 합도의 통계 기 에 따르면 선형 성장모형이 자료에

가장 합하고,그 다음으로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일자

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이차함수 성장모형이 근소한 차이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은 시간에 따라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선형 성장모형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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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기치(π0)평균,β00 7.0664*** 7.1043*** 6.8850*** 7.1789***

( )시간변화율(π1)평균,β10 -.6294*** -.6861*** -.4296*** -.7266***

(후)시간변화율(π2)평균,β20 .0113*** -.3174*** .2625***

무선효과(Random Effect) 분산 분산 분산 분산

기치(π0)평균,τ00 13.7632*** 18.0245*** 17.0294*** 16.7310***

( )시간변화율(π1)평균,τ10 .4952*** 3.5575*** 2.7645*** 1.0211***

(후)시간변화율(π2)평균,τ20 .0641*** 2.3962*** .8199***

1수 오차,σe
2 37.7304 37.1025 37.0526 37.3963

상 계

ρ01 1.000 1.000 1.000 1.000

ρ02 -.553 -.683 -.606 -.718

ρ12 .640 .506 .871

사례수(N) 194 194 194 194

<표 18>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변화 분석 모형

주 . Method of estimation: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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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에 한 최종으로 선택된 선형 성장모형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은 시간에 따

라 감소하는 발달을 보이며,일자리이동으로 인한 비선형성은 찰할 수

없었다.즉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일자리간 이동은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의 발달에 정 인 향도 부 인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일자리이동 낮은 직무만족과 높은 직무스트 스는 우울 수 의

변화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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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변화궤

이상에서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어떤 발달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우울 수 은 일자리이동으로 인한 비

선형 발달을 보이지 않는 반면 생활만족은 일자리 이동하기 해에 변

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실업이 아닌 고용형태 간 이동은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발달에 해서는 향을 미치지 않으나 생활만족의

발달에는 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라는 을 추측할 수 있

다.

3.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모형 비교

다음으로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한 모형비교를 통하

여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배우자에게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발달모형 비교는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심으로 변화 분석모형을 평가하면,선형-이차함수-이동

이 해-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AIC는 6308.3808,6292.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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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Deviance 6296.3807 6272.7398 6273.8456 6269.0087

AIC 6308.3808 6292.7399 6293.8456 6289.0088

BIC 6310.0257 6295.4815 6296.5872 6291.7504

추정모수 수(q) 6 10 10 10

사례수(N) 188 188 188 188

6293.8456,6289.0088로 나타났고,BIC는 6310.0257,6295.4815,6296.5872,

6291.7504로 나타났다.모형의 합도는 일자리이동 해-이차함수-일자리

이 해-선형 성장모형 순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과 이차함수 성장모형의 합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AIC와 BIC의 차이는 약 –3.7로 두 모형은 질 으로 동일한 모 모형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은 여성 배우

자의 생활만족 발달에 향을 미치며,그 시 은 일자리를 이동한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모형의 합통계량 비교

모형비교를 마친 후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한 추정결

과를 살펴보았다.먼 체 집단의 평균을 나타내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살펴보면,생활만족의 기치는 25.6657 이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변화율은 이

동 과 후 모두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p>.05)변화율의 크

기를 비교하 을 때 일자리이동 해 까지는 .1677씩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

터는 .168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여성

배우자에게 미치는 향이 정 이나 그 크기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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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기치(π0)평균,β00 25.5935*** 25.6027*** 25.6333*** 25.6657***

( )시간변화율(π1)평균,β10 .2303*** .2165*** .1866*** .1677***

(후)시간변화율(π2)평균,β20 .0027*** .0696*** .1686***

무선효과(Random Effect) 분산 분산 분산 분산

기치(π0)평균,τ00 11.6539*** 12.9413*** 11.9522*** 13.1124***

( )시간변화율(π1)평균,τ10 .6362*** 3.6180*** 2.4524*** 1.7454***

(후)시간변화율(π2)평균,τ20 .0480*** 1.5999+* 1.7893***

1수 오차,σe
2 9.6379 9.1577 9.1967 9.0744

상 계

ρ01 1.000 1.000 1.000 1.000

ρ02 -.249 -.365 -.294 -.391

ρ12 .292 .116 .336

사례수(N) 188 188 188 188

<표 20>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변화 분석 모형

주 . Method of estimation: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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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변화에 있어 개인차를 설명하는 무선효과(Random effect)

를 살펴보면, 기치와 시간 변화율의 분산은 각각 13.1124과 1.7454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후 시간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치와 시간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므로 개인 간 모형에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한 시간독립

변인을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치와 각 변화율간 상 계

를 살펴보면, 기치와 시간 변화율의 상 (ρ01)은 -.391,후 시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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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과의 상 은 .336으로 나타났다.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기치가 높

을수록 일자리이동 해까지의 변화율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발달을 나타낸 것이다.여성 배우자

의 생활만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 인 발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과 다른 발달이라

는 을 알 수 있었다.남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은 일자리이동의 효과가

일자리이동 이 해에 나타난 것과 달리 여성배우자의 생활만족은 일자리

이동 해에 비선형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비선형 변화의

시 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한 해이며,일자리이동 과 후의 변화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고 그 차이가 매우 작아 그림상에서의 명확한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림 5]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발달

4.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변화 모형 비교

이제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발달에 한 분석모형을 <표 21>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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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C는 작은 순서 로 이동 해(7899.4489),이차함수(7906.8203),이동 이

해(7911.6336),선형(7915.4482)성장모형 순이었으며,BIC도 이동 해

(7902.1904),이차함수(7909.5619),이동 이 해(7914.3752,선형(7917.0932)

성장모형 순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이동 해와 이차함수 모형간의 AIC와 BIC의 차이는 약 7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 이차함수 성장모형과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

형’은 질 으로 다른 모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 여성 배우자의 우

울 수 이 비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시 은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를 이

동 한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여성 배우자 우울 수 모형의 합통계량 비교

선형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Deviance 7903.4482 7886.8202 7891.6336 7879.4488

AIC 7915.4482 7906.8203 7911.6336 7899.4489

BIC 7917.0932 7909.5619 7914.3752 7902.1904

추정모수 수(q) 6 10 10 10

사례수(N) 188 188 188 188

모형 비교 결과,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발달은 ‘일자리이동 해 분할

함수 성장모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모형의 추정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체 집단의 평균을 나타내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살펴보면, 기치는 9.2147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변화율은 시간과 후 시간

모두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p>.05)변화율의 크기를 비교하

을 때 일자리이동 다음 해까지는 .5156씩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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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변화 분석 모형

선형

성장모형

이차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기치(π0)평균,β00 9.4340*** 9.3252*** 9.2545*** 9.2147***

( )시간변화율(π1)평균,β10 -.7057*** -.5425*** -.5082*** -.5156***

(후)시간변화율(π2)평균,β20 -.0326*** -.3142*** -.5118***

무선효과(Random Effect) 분산 분산 분산 분산

기치(π0)평균,τ00 31.6079*** 38.9092*** 34.9042*** 34.9069***

( )시간변화율(π1)평균,τ10 .6464*** 14.9186*** 6.7422*** 5.0461***

(후)시간변화율(π2)평균,τ20 .3768*** 8.1590*** 15.8420***

1수 오차,σe
2 49.1732 45.6460 46.9318 44.8007

상 계

ρ01 1.000 1.000 1.000 1.000

ρ02 -.419 -.464 -.397 -.403

ρ12 .378 .248 .194

사례수(N) 188 188 188 188

주 .Methodofestimation:full(information)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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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변화에 있어 개인차를 나타내는 무선효과(Random effect)에

해 살펴보면, 기치의 분산은 34.9069, 시간 변화율의 분산은

5.0461,후 시간 변화율의 분산은 15.842로 통계 으로 유의하여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따라서 성장모형의 개인 간 모형에 개인차

를 설명하기 한 시간독립 변인을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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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치와 각 변화율간 상 계를 살펴보면, 기치와 시간 변

화율의 상 (ρ02)은 -.403이고, 시간 변화율과 후 시간 변화율과의 상

(ρ12)은 .194로,우울 수 기치가 높은 여성 배우자일수록 시간 변

화율은 작고, 시간 변화율이 클수록 후 시간 변화율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발달

[그림 6]은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발달을 나타낸 것이다.가구주가

일자리이동을 한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

는 발달궤 을 보이나 가구주의 일자리이동 해를 기 으로 비선형 발달

이 나타나고 있었다.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발달은

일자리이동의 향 없이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은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으로 비선형 발달을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 해에 우울 수 의 감

소폭이 미미하게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감소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할 수 있었

다.

이상에서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변화 모

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일자리이동은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발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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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나 우울 수 발달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배우자에게는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이동이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시 에는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 간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생활만족은 일자리를 이동하기 이 해에 변화가 나타나지만,여성 배우

자에게는 일자리를 이동한 해에 그 향이 찰되었다.

제 4 최종분석모형에 한 련요인 검증

앞 에서는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

화궤 에 합한 모형을 선택하 다.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은 ‘일자리이

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이,우울 수 은 ‘선형 성장모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은 ‘일

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본

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생활만족의 기치에는 연령 와 학력을,변화율

에는 연령 와 고용불안정을 투입하고,우울 수 의 기치에는 연령 와

학력을,우울 수 의 변화율에는 연령 를 투입하여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종단 변화에 한 추가분석을 실시하

다.시간독립 변인인 연령 와 학력,고용불안정성 여부를 개인 간 모형

(2수 )에 투입한 조건 모형을 통해 개인 간 변화궤 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1.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발달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한 조건 모형과 무

조건 모형의 비교를 통해 합한 모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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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서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AIC(7429.5525)와

BIC(7436.1719)는 무조건 모형의 합도(AIC:7443.3504,BIC:7446.2284)

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발달은 일자

리이동 해를 기 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남성의 생활만족의 기치는 연령

와 학력에 의해,생활만족의 변화율은 연령 와 본인의 고용불안정성이

개인차를 추가 으로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남성 가구주 생활만족 조건모형의 합통계량 비교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Deviance 7423.3504 7383.5524

AIC 7443.3504 7429.5525

BIC 7446.2284 7436.1719

추정모수 수(q) 10 23

사례수(N) 194

‘일자리이동 이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한 조건변수 투입결과를

통해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구체 으로 추정된 계수를 살펴보면,남

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기치는 27.1988 이며 기치에 한 학력의 효

과는 낮은 유의도 수 에서,연령 에 따른 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생활만족 기치는 졸 집단에 비하여 문 졸 이

상 집단의 생활만족 기치가 1.209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1).

연령 에 따른 효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35세 미만인 남성 가구주에

비하여 35-45세 미만,45-55세 미만,55세 이상 모두가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30 이하와 비교하여 35-45세 미만

은 2.3839 ,45-55세 미만은 2.5670 ,55세 이상은 5.0870 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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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일자리이동 이 해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계수 계수

기치(π0)평균,β00 25.3320*** 27.1988***

학력(ref, 졸)

고졸 .0870***

문 졸 이상 1.2098+*

연령 (ref,35세 미만)

35세-45세 미만 -2.3839***

45-55세 미만 -2.5670***

55세 이상 -5.0870***

( )시간변화율(π1)평균,β10 -.1425*** -.9572***

연령 (ref,35세 미만)

35세-45세 미만 1.0120***

45-55세 미만 .5542***

55세 이상 2.7207***

고용불안정성 -0.6248***

(후)시간변화율(π1)평균,β20 .3641*** 1.5562***

연령 (ref,35세 미만)

35세-45세 미만 -2.0063***

45-55세 미만 -1.1138***

55세 이상 -3.2157***

고용불안정성 1.6239***

무선효과(Random Effect) 분산 분산

기치(π0)평균,τ00 7.4910*** 4.2276***

( )시간변화율(π1)평균,τ10 5.9779*** 5.0993***

( )시간변화율(π1)평균,τ20 11.9906*** 10.3751***

1수 오차,σe
2 24.0301*** 24.0286***

상 계

ρ01 1.000 1.000

ρ02 -.497 .103

ρ12 .162 -.013

사례수(N) 194

주 .Methodofestimation:full(information)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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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이동 까지의 생활만족 변화율은 무조건 모형과 조건 모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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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독립변인을 투입하자 기간 변화율이

-.1425에서 -.7884로 어들어 감소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후

기간 변화율은 .3641에서 1.2198로 커져 증가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

났다.즉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투입으로 변화율의 크기가 조정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자리이동 이 해까지의 생활만족 변화율은 부 인 반면,35세 미만

집단과 비교하 을 때 55세 이상인 집단의 변화율은 2.8838로 나타나,일

자리이동 이 해까지의 변화율 -.1425은 연령이 높은 집단의 생활만족

증가경향이 혼합되어 평균 인 감소폭을 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이동 후의 생활만족 변화율 역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35세 미만

집단과 비교하 을 때 55세 이상 집단의 감소율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b=-3.3644).남성 가구주들은 일자리이동 후에 생활만족이 평균

으로 .3641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여기에서 연령효과를 분리하면

55세 이상인 집단의 생활만족은 일자리이동 후에는 낮아지지만 다른 집단

의 생활만족은 1.2198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독립 변인인 학력과 연령 를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기치

의 분산은 무조건 모형(7.4910)에서 보다 어든 4.1962로 유의하 다.즉

연령 변인으로 기치의 개인차를 설명하고도 여 히 개인차가 존재함

을 알 수 있어 련성이 높은 다른 변인을 통해 기치를 설명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시간 변화율의 분산도 5.9779에서 5.0712로,후 시간

변화율의 분산도 11.9906에서 10.3932으로 어들었으나 여 히 유의하여

아직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조건 선형 성장모형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발달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한 후 무조건 모

형과 조건 모형의 비교를 통해 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

다. <표 25>에서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AIC(7755.394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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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선형 성장모형

조건

선형 성장모형

Deviance 7749.3170 7727.3944

AIC 7761.3170 7755.3944

BIC 7763.0438 7759.4237

추정모수 수(q) 6 14

사례수(N) 194

BIC(7759.4237)가 무조건 모형(AIC:7761.3170,BIC:7763.0438)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발달은 남성의 연령

와 학력 변인으로 개인차를 설명하는 조건 모형이 보다 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5>남성 가구주 우울 수 조건모형의 합통계량 비교

‘선형 성장모형’에 한 조건변수 투입결과를 통해 일자리이동을 한 남

성 가구주의 우울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구체 으로 추정된 계수를 살펴보면,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기치

는 6.3464 이며, 기치에 학력과 연령 의 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학력과 연령 에 따른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 의 변화율은 독립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6766으로 여 히 유

의미하 으며,무조건 모형에서는 매년 .6294씩 낮아지지만 조건 모형에서

는 매년 .6766 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변화율에 투입한 연

령 의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에 따라

우울 수 의 감소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독립 변인을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기치의 분산은 무조건

모형(13.7632)에서 보다 어든 12.8954로 낮아졌지만 통계 으로는 유의

하 다.즉 학력과 연령 변인이 유의한 기치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

했지만 다른 변인으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우울 수 의 변화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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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선형 성장모형

조건

선형 성장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계수 계수

기치(π0)평균,β00 7.0664*** 6.3464***

학력(ref, 졸) *

고졸 1.2592***

문 졸 이상 -.9721***

연령 (ref,35세 미만) *

35세-45세 미만 1.8781***

45-55세 미만 .9422***

55세 이상 .0613***

시간변화율(π1)평균,β10 -.6294*** -.6766***

연령 (ref,35세 미만) *

35세-45세 미만 .0385***

45-55세 미만 -.2033***

55세 이상 .5693***

무선효과(Random Effect) 분산 분산

기치(π0)평균,τ00 13.7632*** 12.8954***

시간변화율(π1)평균,τ10 .4952*** .4317***

1수 오차,σe
2 37.7304*** 37.7304***

상 계

ρ01 1.000 1.000

ρ02 -.553 -.616

사례수(N) 194

산도 .4952에서 .4517로 어들었으나 여 히 유의하여 아직 개인차가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표 26>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조건 선형 성장모형

주 . Method of estimation: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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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앞 의 모형비교에서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발달은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 해를 기 으로 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가장 합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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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Deviance 6269.0087 6236.9722

AIC 6289.0088 6270.9722

BIC 6291.7504 6275.6329

추정모수 수(q) 10 17

사례수(N) 188

모형으로 채택되었다.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발달모형에 독립변인을 투

입한 후 무조건 모형과 조건 모형의 비교를 통해 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AIC(6270.9722)와 BIC(6275.6329)는 무조건 모형(AIC:6289.0088,BIC:

6291.750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AIC는 18.03,BIC는

16.11로 조건 성장모형의 합도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발달은 자신의 학력과 연령 변인으로 생활만족의

기치를,연령 와 남편의 고용불안정이 변화율의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조건모형의 합통계량 비교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한 조건변수 투입결과를 통해 여

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표 28>

과 같다.

구체 으로 추정된 계수를 살펴보면,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기치는

23.1204 , 기치에 한 연령 의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

면 학력에 따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생활만족 기치는

졸 이하와 비교하여 고졸은 1.9435, 문 졸 이상은 4.3032 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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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일자리이동 해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계수 계수

기치(π0)평균,β00 25.6657*** 23.1204***

학력(ref, 졸) **

고졸 1.9435***

문 졸 이상 4.3032***

연령 (ref,30 이하) **

40 .2863***

50 이상 .9700***

( )시간변화율(π1)평균,β10 .1677*** .0615***

연령 (ref,30 이하) **

40 .0950***

50 이상 .1441***

남편의 고용불안정 .2848+*

(후)시간변화율(π2)평균,β20 .1686*** .1686***

무선효과(Random Effect) 분산 분산

기치(π0)평균,τ00 13.1124*** 11.6748***

( )시간변화율(π1)평균,τ10 1.7454*** 1.7044***

(후)시간변화율(π2)평균,τ20 1.7893*** 1.7305***

1수 오차,σe
2 9.0744*** 9.0914***

상 계

ρ01 1.000 1.000

ρ02 -.391 -.459

ρ12 .336 .420

사례수(N) 188

주 . Method of estimation: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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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만족의 시간 변화율과 후 시간 변화율은 무조건 모형과 조건 모

형 모두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독립변인을 투입하자 기간 변화율

이 .1677에서 .0615로 기울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후 기간 변화

율은 .1686으로 동일하 다.즉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투입으로

시간 변화율의 크기가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이동 해까지의 생활만족 변화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 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남편의 고용불안정성은 약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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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Deviance 7879.4488 7850.1909

AIC 7899.4489 7891.1257

BIC 7902.1904 7886.1909

추정모수 수(q) 10 18

사례수(N) 188

의수 이지만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변화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b=.2848,p< .10).남편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의 변

화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 만(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

용지 가 낮고 불안정할수록 생활만족의 평균수 이 낮아 상 으로 변

화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독립 변인인 학력과 연령 ,남편의 고용불안정성을 투입한 조건

모형 분석결과, 기치의 분산은 무조건 모형(13.1124)에서 보다 어든

11.6748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즉 조건모형에 투입한 세 변인으로

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를 설명하고도 여 히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시간 변화율의 분산도 1.7454에서 1.7044로 작은 크기나마 감소

하 고 여 히 유의하여 아직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4.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발달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한 후 무조건 모

형과 조건 모형의 비교를 통해 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

다.

<표 29>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조건모형의 합통계량 비교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AIC(7891.1257)와 BIC(7886.1909)는 무조건 모형(AIC:7899.4489,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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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1904)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발달은 여성 본인의 연령 와 학력 변인을 투입하여 개인차를 설명하는

조건 모형이 자료에 보다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이동 해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한 조건변수 투입결과를 통해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살펴보면 <표

30>과 같다.

구체 으로 추정된 계수를 살펴보면,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기치

는 11.4699 이며, 기치에 한 연령 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나,학

력의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졸 이하

인 여성 배우자에 비하여 문 졸 이상인 집단의 우울 수 기치는

4.7882 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학력이 문 졸 이상인

경우 우울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졸이하 집단

과 고졸 집단 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자리이동 과 후의 우울 수 변화율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을 투입한 결과,이동 변화율은 -.5156에서 -.2761으로 감소율

이 작아지고,이동 후 변화율은 -.5118에서 -.1300으로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변화율과 후 시간 변화율에서 연령 의 효과를 일부 확인

할 수 있었다.30 이하 여성 배우자에 비하여 40 인 여성 배우자는

시간 변화율의 감소폭이 더 크고(b=-.1725,p<.1),후 시간 변화율에서도

낮은 유의수 이지만 40 여성 배우자 집단의 감소폭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b=3.2589,p< .1).여성 배우자가 40 인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

의 일자리이동 해를 기 으로 이 까지의 감소폭은 더 크고 일자리이동

후의 우울 수 감소폭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즉 30 가구주의 일

자리이동보다 40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여성 배우자의 우우울 수 에

강한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시간독립 변인을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기치의 분산은 무조건

모형(34.9069)에서 32.1854으로 어들었고,변화율의 분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독립변인의 투입한 후에도 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여 여 히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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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계수 계수

기치(π0)평균,β00 9.2147*** 11.4699***

학력(ref, 졸) **

고졸 -1.2146***

문 졸 이상 -4.7882***

연령 (ref,30 이하) **

40 -.1503***

50 -.5905***

( )시간변화율(π1)평균,β10 -.5156*** -.2761***

연령 (ref,30 이하) **

40 -1.1725+*

50 .5179***

(후)시간변화율(π2)평균,β20 -.5118*** -1.1300***

연령 (ref,30 이하) **

40 2.6555+*

50 -.7850***

무선효과(Random Effect) 분산 분산

기치(π0)평균,τ00 34.9069*** 32.1854***

( )시간변화율(π1)평균,τ10 5.0461*** 4.6515***

(후)시간변화율(π2)평균,τ20 15.8420*** 14.0586***

1수 오차,σe
2 44.8007*** 44.8036***

상 계

ρ01 1.000 1.000

ρ02 -.403 -.416

ρ12 .194 .154

사례수(N) 188

<표 30>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일자리이동 해

주 . Method of estimation: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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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는 모형비교로 선택된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과 우울 수 모형에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기 하여 시간독립 변인인

학력과 연령 ,고용불안정성 변인을 투입하 다.그 결과,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기치, 시간 변화율,후 시간 변화율에는 연령에 따른 개인

차가 발견되었다.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기치와 변화율에는 학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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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개인차가 발견되었다.그리고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기치에는

학력과 연령 가,변화율에는 남편의 고용불안정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마지막으로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기치에는 학력에 따른 개

인차가 있었고 변화율에는 연령 에 따른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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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실업과 자발 이직을 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자리

이동연구의 고정틀에서 벗어나 최근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

간 이동이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데 있다.일자리이동이 종단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 같은 효과가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되는지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함

께 분석하고자 하 다.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우선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수 의 종단

발달궤 을 악한 후 일자리이동이 발생한 시 에 종단 발달의 비

선형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 다.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련

변인을 투입하여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과 우울수 의 발달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 다.이러한 연구목 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 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이동을 한 가구주 194명과 배우자 188명을 상으로 분석

하 다.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우선 한국복지패 4차년도(2009)에 일자리를 이동하여 5차년도

(2010)부터 새로운 일자리로 옮긴 남성 가구주를 분석 상으로 선별하

다.그 과정에서 일자리이동에 한 자기보고 문항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로의 이동에 한 자기인식을 확인하 고,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는 분석

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자리이동의 성격을 ‘일자리간 이동’으로 명확

히 규정하 다.선별된 상을 심으로 2차부터 7차까지의 데이터를 모

두 병합한 후 체 기간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만을 선택하여 종단 데이

터를 구축하 다.여성 배우자는 ‘일자리간 이동’을 보고한 남성 가구주의

여성 배우자를 선별하여 남성 가구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종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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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과정을 거쳤다.이들에 한 일반 특성과 종단 특성에 한 기술

통계분석에서는 가 치를 고려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둘째,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궤 을 악하기

하여 2차부터 7차까지의 데이터에 하여 종단 다층성장모형을 설정하

여 두 종속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 을 보이는지를 선

형 성장모형,이차함수 성장모형,시 을 달리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 간

합도를 비교하여 자료에 가장 합한 모형을 선택하 다.셋째,선행연

구를 통해 련변인으로 선정된 시간독립 변인을 조건 모형에 투입하여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향력을 검증하

다.

이상과 같은 분석방법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간 이동의 황을 살펴보면,일자리이동은

30 이하와 고졸인 경우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용

직과 고용주와 같은 안정 인 고용지 로부터 일용직 자 업자와 같은

불안정 인 고용지 로의 일자리이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임 노동시장 내부에서는 동일지 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비임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은 비임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많았다.그리고

상용직으로의 이동은 임시직이 주도하 으며,고용주와 자 업자로의 이

동은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일자리이동이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분석결과 일자

리이동은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변화궤 에는 향을 미치지만 우울 수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은

시간에 따라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기치가 유지되는 선형 성장

모형을 보이고 있었다.다양한 모형을 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남성 가

구주의 생활만족은 일자리이동 이 해를 기 으로 하는 분할함수 성장모

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변화궤

은 일자리 이동의 향으로 비선형성을 보이며,일자리 이동 과 후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으나 일자리이동의 향이 나타나기 까지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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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다.

다음으로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부

인 변화를 보이는 선형 성장모형을 보이고 있으며,일자리이동의 향

에 따른 비선형 변화궤 은 나타나지 않았다.즉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변화궤 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

자리이동의 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남성 가구주의 일자

리이동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에 모두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만족과 우울 수 을 구분하여 살펴보면,여성 배

우자의 생활만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만족 수 이 차 증가하는

선형 발달을 보이고 있었다.여기에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의 향

을 확인하기 하여 비선형성을 확인한 결과,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에

비선형 인 변화가 찰되었다.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 과 후두 기

간의 변화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일자리이동의 향이 나

타나기 까지는 생활만족이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증가폭이

약간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은 여성 배우

자의 생활만족에 정 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에 한 분석결과,우울 수 의 발달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부 선형 성장모형이었다.여기에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의 향을 악한 결과,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도

생활만족과 같이 비선형 발달이 찰되었다.두 기간의 변화율이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일자리이동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의 우울감소율보다

그 이후의 감소율이 약간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

이동이 배우자의 우울 수 발달에는 부 인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과 우울

수 의 변화궤 을 연령,학력,고용불안정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자리이동의 향으로 변화하는 남성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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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만족 변화는 학력과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 기치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생활만족의 변화율은 일자리이동 이 해까지는 55세

이상일 경우 감소율이 유의하게 작았으나,그 이후의 생활만족 증가는 유

의하게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즉 35세 이하 집단에 비하여 55세 이상의

남성 가구주가 일자리를 이동하는 경우 일자리이동 자체의 정 인 효과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에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 다음으로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의

부 인 발달에서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로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을 경험한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변화궤 은 학력과 남편의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 기치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았으나 연령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반면 일자리이동의 향이 나타나기 까지의 생활만족

증가경향은 남편의 고용이 불안정한 배우자집단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여성 배우자의 우울 수 기치는 문 졸 이상인 집단은

유의하게 높았다.일자리이동의 향이 나타나기 까지 우울 수 이 감

소하는 경향은 40 여성 배우자의 강한 감소율의 향이며,그 이후의

더딘 감소율은 40 여성 배우자의 강한 증가율의 향이었다.즉 30

이하 집단 비 40 여성 배우자 집단은 일자리이동 이 해까지 우울의

격한 감소가 나타나지만 남성 가구주가 일자리를 이동한 이후에는 우울

수 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이동의 부정 인 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다섯 번째로 일자리이동이 남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과 우

울 수 의 종단 변화에 향을 미치는 시 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남성 가구주는 일자리이동 이 해에 가장 낮은 생활만족 수 을

보인 반면,여성 배우자는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이 일어나는 해의 생

활만족 수 이 가장 낮았다.부부가 일자리이동의 향을 받는 시 에는

1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이동이 부부 개인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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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비교한 결과는 생활만족과 달리 시차보다는

남편과 아내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여성 배우자는 남성 가

구주의 일자리이동이 우울 수 에 비선형 변화를 유도하지만,남성 가

구주는 우울 수 변화에 향이 나타나지 않아 부부 간에 향여부에 차

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한국복지패 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의 일자리이동 황은 최근

노동시장의 일자리이동 추세를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남성 가구주

들의 일자리이동 양상에서 재의 고용지 를 유지하는 지속형을 제외한

경우,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 하향성 일자리이동이 차 증가하고 있다는 양상을 확인해 주

는 것이다.

그 에서도 일자리이동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자 업자는

한국의 자 업 부문의 특성을 그 로 반 하는 것이다.한국의 자 업 부

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반 으로 그 비율이 높은 반면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감소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데,본 연구에서도 자 업자로의 진입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여기에 ‘자 업 기’의 근거가 되는 임 근로시장에서의 자

업 진입 역시 확인할 수 있다.자 업에 한 비가 미비하거나 임

근로시장에서 려난 강제된 자 업 진입의 문제는 자 업 내부의 경쟁과

구조조정을 일으킨다는 지 이 있어왔다.본 연구의 일자리이동 황에서

도 자 업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자 업에 진입하는 이 임 근로자

상용직이 가장 많다는 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국

내의 노동시장은 새로운 진입이 어렵고 실업의 험성이 높다는 과 함

께 고용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 이 있어왔다.고용의 불안정성

강화와 함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 상도 지속 으로 주목받아

왔는데,본 연구의 일자리이동 황에서 이 같은 은 본 연구에서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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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일자리이동에 한 종단 분석을 통해 일자리이동시 개인이 겪

는 과정으로의 일자리이동을 확인하 고 이는 기존의 횡단 분석과 일부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기존의 일자리이동 연구는 일자리이동

시 만을 기 으로 설정하여 이 과 이후의 수 을 비교함으로써 상

으로 이직 후 만족수 이 높다는 을 보여 다.하지만 기존연구와 인과

으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은 남성 가구주의 생활만족에

한정된다.남성의 생활만족은 일자리이동 년도에 가장 낮고 새로운 일

자리로 이동한 후부터 생활만족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즉 이직

직무만족수 이 낮고 직무스트 스가 높은 상황이 일자리이동을 유도하는

인과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그러나 남성 가구주의 우울 수 에 한

분석결과는 시간에 따른 감소효과만 존재할 뿐 일자리이동의 효과로 볼

수 없다.

배우자에 한 종단 분석 결과,배우자의 생활만족은 일자리이동 해

를 기 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일자리이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할 때에는 기존과 같은 일자리이동 ·후를

비교하는 연구는 부 할 수 있다.특히 일자리이동 의 수 을 통제하

지 않을 경고 두 시 을 비교하는 경우 의미 없는 결과를 일자리이동의

효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따라서 배우자나 가족에 한 연구는 일

자리이동의 향을 지연효과(laggedeffect)등과 같이 시 을 조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이동 상향,수평,하향이동이 혼합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1990년 후반의 경제 기 이 까지 일자리이동은

상향이동으로 인식되었다. 계 으로 안정된 직업계층구조에서의 일자리

이동은 수평이동 는 수직 상향이동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과

거와 같은 상향과 수평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경우 일자리이동 이

후 유의하게 정 인 변화율이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본 연구

의 일자리이동이 한 해에 발생하는 모든 일자리이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

는 을 고려할 때,일자리이동 후의 생활만족 변화율이 유의한 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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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 않았다는 은 최근의 일자리이동이 과거보다 수직 상향이동

과 수평 이동의 정 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결

과는 배우자의 정서 역에서 일자리이동이 우울 수 의 부 변화를

더디게 만드는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일자리이동이 남성가구주의 주 안녕에 미치는 향은 생활만

족과 우울 수 과 같이 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일자리이동의 향을 우울과 같은 심리 변화를 통해 고찰하 다.박세

홍 등(2009)은 고용변화가 우울감에 미치는 향이 여성 근로자에게는 나

타나지만 남성근로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남성 근로자에게

는 재의 고용지 가 요하고 고용변화는 우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

박세홍 등(2009)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즉 재의 취

업 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일자리의 속성 보다 취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이다.이를 실업과 련지어 논의

해보면 일자리이동은 실업과 달리 우울과 같은 정서 변화를 유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자리이동의 효과를 우울로 설명하기

부 합하다는 결과는 이직결정요인에서의 직무스트 스는 직업만족과

련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넷째,40 여성 배우자들은 남성 가구주의 일자리이동을 사회이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사회이동연구에서는 이동의 방향과 무 하게 직

업이동은 개인의 심리 측면에 향을 미치고 이는 가족에게 확 된다고

보았다(홍두승,2000;183).일자리이동 해까지의 부 인 감소를 이끄는

집단은 40 배우자 으며,그 이후 감소율을 하시킨 집단도 40 다.

이병훈 등(2009)은 기혼여성에게는 계층의식 하락을 억제시키는 세 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즉 기혼 여성은 년층이 되면서 자신의 계층

을 상 으로 높고 안정 으로 여기는 경향이 찰된다.하지만 이들의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 용하면 40 기혼여성들은 자신들의 계층이 안정

이라고 여기는 경향성이 커지기 때문에 남편의 일자리이동이 미치는 부

정 인 효과를 상 으로 더 크게 느낄 있다.이러한 은 40 가 가족

확 기라는 과도 련된다.이 시기는 자녀교육비와 같은 소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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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기로 한국과 같이 자녀교육을 시하는 경우 가구주의 안정 소

득에 한 의지수 이 높아지게 된다.이러한 시기에 발생하는 남성 가구

주의 일자리이동은 여성 배우자에게 충분히 부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가구주의 고용불안이 높은 집단의 생활만족 수 은 고용이 안

정 인 집단의 배우자에 비해 상 으로 생활만족 수 이 낮다.일반

으로 고용지 에 따른 생활만족차이는 잘 알려져 있다.이러한 결과는 고

용지 에 따라 임 의 수 이 상 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하

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제하 을 때에는 고용지 만으로는 해석이 완

하지 않을 수 있다.종단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는 기치가 상 으로 높은 경우에 그러하다.이는 기치 효과

(initialeffect)라고 볼 수 있는데, 기의 생활만족 수 이 높은 경우 상

으로 변화율이 낮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반면, 기의 생활만족

수 이 낮은 경우 변화율이 유의하게 찰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생활만

족은 시간에 따른 변화도 크지 않고 평균보다 높은 수 에서 만족이 유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Lucasetal.,2004)

생활만족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의 생활만족수 이 상

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문 만(2014)의 연구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임 근로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만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남성 가구주의 고용이 불안정

한 경우 배우자는 상 으로 낮은 수 의 생활만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생활만족자체가 수 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이 미약하게 향상된다고 해도 장기 인 측면에서는 낮

은 수 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생활만족이 각각의 생활 역에

서 느끼는 만족이 된 결과라는 을 고려할 때 남편의 고용이 불안정

한 여성 배우자의 생활 반이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 추

측할 수 있다.지 까지 가족연구에서는 가구주의 고용지 에 따른 차이

에 집 하 지만 오히려 고용불안정이 미치는 향이 더 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지 와 함께 고용불안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향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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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여섯째,남성 가구주는 일자리이동 이후 아내의 부정 인 정서수 을

이해하고 지지 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결혼의 질과 안정성은 부부갈등

의 종류보다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는 남녀차가 존재한다.

아내는 남편보다 갈등을 높게 인지하는 특성이 있는데,이러한 차이는 성

역할 사회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본 연구결과에서는 남편은 일자리이

동이라는 사건에 해 정서변화를 나타내지 않지만,여성 배우자는 남편

의 일자리이동 사건에 해 부정 정서로 반응하고 있어 인식의 정도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일자리이동에 반응하는 시 에 1년이라는 시

차가 존재한다는 은 부부간 정서의 불일치 기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을 보여 다.부부 사이의 인식차이가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 부부갈등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 이는 결혼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따라서 남성 가구주는 자신의 일자리이동이 아내의 불안감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을 인지하여 아내의 불안을 이해하고 지지 인 태도를 취

하여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다행히 남성의 정서

는 안정 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내에 한 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일자리이동을 임의 으로 선택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본 연구는 일자리이동이 종단 발달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일자리이동을 한 남성 가구주를 선별하여 그 향을 분석하 다.하

지만 종단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이동의 시 을 임의 으로

선택하여 그 시 의 사회경제 특수성이 일자리이동에 반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 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용하는데 있어 시 배

경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는 분석 상은 의의 장기실업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

다.1년 미만의 실업을 경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 다.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 의 조사기간은 1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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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짧은 실업을 경험했을 경우 이를 반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일자리이동의 향이 실업경유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실업의 향이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을 완 히 배제하

지 못한 자료 한계를 갖는다.

셋째,본 연구는 이질성이 큰 일자리이동 상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

으로 해석함으로써 일자리이동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 다.일자리이동은 자발성여부와 성별,구체 인 업무 속성 등 수 많

은 변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본 연구

는 최근의 일자리이동이 갖는 향을 종단 에서 분석하기 하여

련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넷째,본 연구는 일자리간 이동이 종단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선험 연구이나 거집단 특성을 다차원 으로 해석하기 해서는 취업

유지집단이나 실업집단과의 비교연구가 후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자리이동 연구에서 기존에 주

로 사용되었던 횡단 분석이나 시 간 비교방식을 벗어나 일자리이동이

종단 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기존

의 연구에서는 일자리이동을 분 으로 근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

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개인수 에서 규명했다는 에서 새로운 근법을

시도한데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그리고 일자리이동의 향을 배우자

에게 확 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자리간 이동이 가족의 주 안녕에 향

을 미친다는 을 밝 냈다.기존의 연구들은 실업과 같이 력이 강한

경제 사건과 가족의 련성에 집 하 지만 취업지 와 소득이 유지되

는 일자리이동도 가족에게 유효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규명해 냈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그리고 일자리이동이라는 사건

이 가족원들에게 미치는 향에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을 규명

한 본 연구는 외부 요인에 한 가족 내부의 이질성에 강도의 차이와

함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을 분석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일자리이동의 과정으로 근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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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단 향을 도출하 으므로 향후 일자리이동 연구의 그림으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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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욕이 없음

①극히 드물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 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

㉯ 비교적 잘 지냈다

㉰ 상당히 우울

㉱ 모든일이 힘들게 느껴짐

㉲ 잠을 설침

㉳ 외로움

㉴ 불만없이 생활

㉵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것같은 느낌

㉶ 마음이 슬펐다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구분
매우 
불만
족

대체
로

불만
족

그저
그렇
다

대체
로

 만족

매우
만족

㉮ 건강

� � � � �㉯ 가족의 수입

㉰ 주거 환경

부록 :질문지

<가구원용>

문 1) (조사전년도 기준)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문 2)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

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 1주일 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문 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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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관계

㉲ 직업

㉳ 사회적 친분관계

㉴ 여가생활

㉵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

족하고 계십니까?

<가구용>

문 1) 성별   ① 남  ②여

문 2) 태어난 연도: ○○○○년

문 3) 교육수준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문 4) 귀하의 혼인상태는?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남18세이상 여16세 이상) 

�비해당(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 

문 5) 가구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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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가구주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문 6)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고용주

⑥자영업자

⑦무급가족종사자

⑧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비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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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mpactof

husbands’jobmobility

ontheirandtheirwives’

lifesatisfactionanddepression

change

Kim,Young-Sun

Dept.ChildDevelopmentandFamilyStudi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goalofthisstudywastomovebeyondtheexclusive

focusonunemploymentandvoluntaryjobmobilityinexisting

literatureandtoexaminetheimpactofhusbands’jobmobility

onthechangesoftheirownlifesatisfactionanddepressi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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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ason thechangesoftheirwives’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Inanefforttoexaminetheimpactofjobmobility

onindividualsandtheirfamily,thisstudyexaminedwhetherthe

impactofhusbands’jobmobilitywassameforhusbandsand

wives.Oncethetrajectoriesoflifesatisfactionanddepression

ofbothhusbandsandwiveswereidentified,non-linearchanges

afterthejob mobility wereexamined.Furthermore,predictors

of the trajectories of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were

identified.This study used longitudinaldata from the Korea

WelfarePanelStudy (2007 - 2012)and thesampleincluded

194husbandsand188wives.

Thefollowingistheanalysisprocedure:

First,husbandswhoreportedchanging jobsin Time4

(2009) and starting a new job in Time 5 (2010) were

selected.Thiswastoexcludeindividualswhowereunemployed

oroutofthe labor marketand to define job mobility as

mobility between jobs.Among those,husbandswith complete

datafrom 2007to2012andtheirwiveswereselectedtobe

thesampleofthis study.Weighted data were used forthe

analysis.Second,linear,quadratic,andpiecewisegrowthmodels

oflifesatisfactionanddepressionwereidentifiedforhusbands

and wivesseparately and theirfitindiceswerecompared to

selectthe bestfitting model.Third,time-invarying variables

wereincludedin thefinalmodeltoexaminetheireffectson

thetrajectoriesoflifesatisfactionanddepressionofhusbands

andwives.

Theresultswere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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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job mobility trend wasexamined.Husbandswho

were 30 years or younger and who finished high school

changed jobs mostfrequently.Job mobility from stable job

statussuchasfull-timeemployeesandemployerstounstable

jobstatussuchasdailyworkersorself-employedweremost

common.Mostofjob mobility to full-time jobs was from

temporary jobs and mostofjob mobility to employers and

self-employedwasfrom full-timejobs.

Second,theresultsofgrowth modelsrevealed thatjob

mobilityhadanimpactonchangesinhusbands’lifesatisfaction

butnoton changesin depression.Husbands’lifesatisfaction

showedalinearstabilityovertimebeforethejobmobilitywas

introducedinthemodel.However,oncethejob mobilitywas

introduced in the peicewise model, the growth curve of

husbands’lifesatisfactionshowedasignofchangesovertime.

Althoughthechangesafterthejobmobilitywasnotstatistically

significant,life satisfaction ofhusbands decreased overtime

beforethejob changesand started toincreaseafterthejob

change.Themodelcomparison identified thepiecewisemodel

asthebestfitting modelforhusbands’lifesatisfaction.For

husbands’depression,the linear modelwas the bestfitting

model.Depression ofhusbands decreased overtime and job

mobilitydidnothaveanyimpactonthechange.

Third,husbands’job mobility had an impacton their

wives’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The growth curve of

wives’ life satisfaction showed a linear increase before

husbands’jobmobilitywastakenintoaccount.Inthepiece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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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however,anon-lineargrowth oflifesatisfaction was

observed.Althoughthechangeafterthejobchangewas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lope of th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afterthejob changewassteeperthan theslope

before the job change.Thus,the impactofhusbands’job

mobility on wives’lifesatisfaction waspositive.Thegrowth

curve ofwives’depression showed a negative growth.Once

husbands’jobmobilitywasintroducedinthepiecewisemodel,

however,a non-linear growth was observed.Although the

changeafterthejobchangewasnotstatisticallysignificant,the

slopeafterthejobchangewassteeperthantheslopebefore

thejobchange.

Fourth,predictorsofthehusbands’growthcurveswere

examined.Ageandeducationweresignificantpredictorsinthe

husbands’lifesatisfactionmodel.Youngerageandhigherlevels

of education were related to higher initial level of life

satisfaction.Moreover,ages of55 and over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slope before and after the job mobility.

Specifically,thepositiveimpactofjobmobilitywassmallerfor

husbandswhowere55yearsandoldercomparedtohusbands

whowere35yearsoldoryounger.Unstableemployment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Age and education were not

significantpredictorsinthehusbands’depressionmodel.

Fifth,in the wives’life satisfaction model, unstable

employmentwas a significantpredictorofthe slope.Higher

levelsofeducationweresignificantlyrelatedtohigherlevelsof

initiallifesatisfactionbutagewasnotasignificantpred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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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before the job change was

largelyduetothewivesofhusbandswithunstableemployment.

Theinitiallevelofwives’depressionwashigherforthewives

with education higherthan 2-yearcollege degree.Wives in

their 40s seemed to be responsible for the decline in

depression beforehusbands’job mobility aswellastherate

changeafterthejob mobility.Specifically,depression declined

steeplyforthewivesintheir40scomparedtoyoungerwives

beforehusbands’jobmobility and increased slightly afterthe

jobchange,indicatingtheimpactofhusbands’jobmobilitywas

negativeforthisgroup.

Sixth,therewasadifferenceinthetimingsoftheimpact

ofhusbands’jobmobilityonlifesatisfactionanddepressionfor

husbandsandwives.Husbandsshowedthelowestleveloflife

satisfactionayearbeforethejobchange,whilewivesshowed

the lowestleveloflife satisfaction in the yearofthe job

change.There was also a difference between husbands and

wivesindepression.Husbands’jobmobilitywasrelatedtoa

non-lineargrowthinwives’depressionbuthadnoimpacton

husbands’depression.

One of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was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job mobility on longitudinal

development.Thisstudyalsoexaminedtheimpactofhusbands’

jobmobilityonwives,highlighting thefactthatoneperson’s

job mobility had an impacton family members’well-being.

Mostpreviousstudiesfocusedonunemploymentanditsimpact

onfamilymembers.However,thecurrentstudyfocusedon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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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andrevealedthatjobmobilityalsohadanimpacton

familymembers.Furthermore,thisstudyfoundthattheimpact

ofjobmobilitywasdifferentfordifferentfamilymembers.The

resultsofthisstudy willbeastepping stoneoffuturejob

mobilitystudies.

Key words:job mobility,lifesatisfaction,depression,husbands,

wives,piecewisegrowthmodeling

StudentNumber:2006-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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