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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베이비부머의 결혼

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그 과정에서 일자

리 특성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실증 으로 검증하는 데에

있다.구체 으로 본 연구는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

동할 때 결혼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한 근로소득,직업몰입,직업스트 스의 변화

가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미치

는 향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 다.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 조사’1-3차년도(2010-2014

년)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실시하 다.

이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상으

로 2010년부터 2년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종단자료이

다.본 연구는 1-3차년도 동안 혼인 계를 유지한 베이비부머

에서 1-3차년도 동안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769명,1-3차

년도 동안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244명,2-3차년도 사이에 생

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65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2-3차년도 사이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

동한 베이비부머와 1-3차년도 동안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베이

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기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반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가 생애주된일자리

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하

게 더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근로소득과 직업몰입,직업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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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았다.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은 근로소

득의 변화율에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근로소득의 변

화율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이

러한 연구결과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횡단연구의 보고와는 달리,가교일자리에서의 근

로가 어도 단기 으로는 결혼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을 시사한다.

둘째,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는 결혼만족도의 기치와

변화율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가교

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는 직업몰입의 기치를 매개로 하여 결

혼만족도의 기치에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근로소득과

직업몰입,직업스트 스의 변화율은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

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았다.가

교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하는 베이비부머는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

하는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직업몰입이 더 격히 높아졌으나,그

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지는 않았다.이를 통해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장기 으로는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상으로 하 다는 에서,이러한 연

구결과는 ‘년기’의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의 변화

를 설명하는 데에 국한된다. 한 본 연구 상 생애주된일자리

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수가 65명으로 비교

어 연구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한

계에도,본 연구는 종단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근로생애에 있어 더

욱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종

단 변화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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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

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이해하기 하여,일자

리 특성의 변화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본

연구에서 주목한 근로소득과 직업몰입,직업스트 스의 매개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

로의 이동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원인을

보다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요어 :가교일자리,결혼만족도,베이비부머,종단연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학 번 :2013-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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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그 과정에서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매

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의 근로생애가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왔다(박경숙,2003;지은정,2006;방하남,

신인철,2011). 통 으로 은퇴는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오랫

동안 일한 일자리인 생애주된일자리(careerjob)에서 단 한 번의 환과

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완 히 이탈하는 형태 다.그러나 최근에는 많

은 ·고령자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이

탈하지 않고,다른 일자리를 거쳐 진 으로 은퇴하고 있다.생애주된일

자리를 그만둔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 히 이탈하기 까지 종사하는 일

자리를 가교일자리(bridgejob)라고 하는데(최옥 ,2011),2006년 기 으

로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은퇴자의 약 61%가 어도 하나 이상의 가교

일자리를 거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균,2009).

이 듯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과정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

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최옥

(2011)에 따르면,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

균 연령은 56.5세이다.그러나 한국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완

히 멈추는 실질 은퇴연령은 평균 71.7세로서(OECD,2014),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은 생애주된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완 히 은퇴하기 까지

평균 으로 약 15년 동안 더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다.이 듯 반 이상

의 ·고령 근로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교일자리에서 일한다는

에서,가교일자리에 한 연구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교일자리에 한 국내의 연구들은 그동안 ‘가,어떠한 가교일자리

에서 일하는가?’를 탐색하는 데에 을 맞추어왔다.선행연구들에 따르

면,가구부채가 있거나 사 이 소득이 을 경우 ·고령자가 생애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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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곧바로 은퇴하지 않고 가교일자리에서 일할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방하남,신인철,2011;최옥 ,2011). 한 가

교일자리는 부분 생애주된일자리에 비해 근로소득이나 종사상 지 등

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이 악화된 일자리 다.방하남과 신인철(2011)은

이를 토 로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이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노

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 필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선택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악하여 가교일자리와 련된 기 인 정보를 제

공하 으나,변화하는 ·노년기의 근로생애가 가족생활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 다.이에 본 연구는 가

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고령자의 결혼 계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가족 계 에서도 결혼 계의 질에 주목하는 것은 년

기 이후에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공유

하는 배우자와의 계가 더욱 요해지기 때문이다.즉, 년기는 부모로

서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부부들이 그들의 계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시

기이기도 하다(Anderson& Sabatelli,2003).결혼 계를 재정립하는

요한 시기에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일하는 것

에 비하여 결혼 계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직업의 구조 ·심리 특성이 결혼 계의 질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Hughes,Galinsky,& Morries,1992;Mauno &

Kinnunen,1999;Rogers& May,2003),근로소득이나 종사상 지 등의

측면에서 생애주된일자리보다 열악한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

계의 질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그러나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는

·고령자들에게 도 (challenge)이자 동시에 기회(opportunity)라는 복합

성격을 가진 경험이므로(Ulrich& Brott,2005),생애주된일자리에 비

해 열악한 가교일자리에서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결혼 계

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측하기는 어렵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

교일자리에서 근로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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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 계의 질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몇몇 연구에 따르면,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가교일자리 종사자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한경혜,손정연,2012;한경혜,최새은,2013).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횡단연구로서, ·고령자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

할 때 결혼 계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오랜 기간 동안 일

해 온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취업과 응 등

을 요한다는 에서 직업 역에 있어서의 큰 변화이다.이 게 개인의

직업 역이 크게 변화할 때 결혼 계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본 연

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고령자의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횡단연구로서 갖는 다른 한계는,가교일자리에서 일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악할 수 없었다는 이다.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에

변화를 불러온다고 하더라도,그 효과가 지속되는가?아니면 단기간에

그치는가? 응이론(adaptationtheory)에 따르면,개인은 특정한 사건에

반응하지만 빠르게 바 환경에 응하여 본래의 주 안녕감의 수

을 되찾는다(Brickman& Campbell,1971;Lucas,Clark,Georgellis,&

Diener,2003).이를 고려하 을 때,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향도 지속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본 연구는 ·고

령자가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

도의 종단 변화에 지속 인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

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의 계를 보다 깊이 이

해하기 하여,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

도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가교일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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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된일자리는 근로조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그러한 일자

리 특성의 차이가 결혼 계의 질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Hugheset

al.,1992;Mauno& Kinnunen,1999;Rogers& May,2003).이에 본 연

구는 일자리의 구조 특성인 근로소득의 변화와,일자리의 심리 특성

인 직업몰입과 직업스트 스의 변화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

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목 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종

단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그 과정에서 일자리의 구조 ·심

리 특성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구체 으로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 조사’1-3차년도(2010-2014년)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가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생애

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경우와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하

는 경우에 각각 결혼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근로소득,직업몰입,직업스트 스와 같은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향

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본 연구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를 상으로 한 것은 이들이 2010년부터 생애주된일자

리에서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가교일자리로 활발히 이동하고 있어,가교

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에

합한 코호트라고 단했기 때문이다.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근로생애에

있어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

도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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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

가교일자리(bridgejob)라는 개념은 1970년 에 들어 서구의 학계에서

은퇴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등장하

다.Quinn(2000)이 미국의 HealthandRetirementStudy(HRS)자료

를 사용하여 미국인의 은퇴경로를 분석한 결과,남성 근로자의 3분의 1,

여성 근로자의 반이 노동시장에서 진 으로 이탈한다는 것이 실증

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진 은퇴과정에서 찰되는 생애주된일자리

와 가교일자리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일반 으로 가교일자리는

‘생애주된일자리를 그만둔 이후 노동시장에서 완 히 이탈하기 까지

종사하는 일자리’로 정의된다(최옥 ,2011).따라서 가교일자리의 정의는

생애주된일자리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생애주된일자리(careerjob)란 개인의 직업력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다(신동균,2009;최옥 ,2011).구체 으로 생애

주된일자리를 정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가

장 엄격한 방식에서는 생애주된일자리를 ‘어도 10년 이상 지속한 정규

직으로 1년에 1,600시간 이상 일한 일자리’로 정의한다(Ruhm,1990;

Cahill,Giandrea,& Quinn,2006).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자 업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고용형태나 근로시간

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쳐 경험한

직업으로 정의하 다(방하남,신인철,2009;신동균,2009;최옥 ,2011).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생애주된일자리로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생애주된일자리를 근속기간으로 한정하는

방식은 장기간의 근로가 어려운 여성을 상으로 주된일자리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최옥 ,2011).그러나 잦은 직업이동과 단기 근

속을 경험해 온 근로자들은 단순한 이직과 은퇴과정을 구분하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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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차경욱,김연주,2009;Quinn,2000),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업

력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한 일자리로 어도 10년 이상 종사한 일

자리’를 생애주된일자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애주된일자리와 비교했을 때,가교일자리의 질은 근로소득이나 종사

상 지 등의 여러 측면에서 낮은 편이다(차경욱,김연주,2009;최옥 ,

2011;Ruhm,1990).우선,가교일자리의 평균 근로소득은 생애주된일자

리의 소득의 약 80%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차경욱과 김연주(2009)가

국민노후보장패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가교일자리에 종

사하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82만원으로 생애주

된일자리의 근로소득(104만원)에 비하여 80.3%의 수 이었다.국민노후

보장패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분석 상

으로 한 최옥 (201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이

듯 가교일자리가 생애주된일자리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은 서구에서도

찰된다(Ruhm,1990).

종사상 지 별로 살펴보면,생애주된일자리에 비하여 가교일자리에서

상용직 임 일자리와 고용주의 비율은 어들고,임시직·일용직 임 일

자리와 자 업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최옥 ,2011).특히,생애주

된일자리에서는 체의 21.4% 던 임시직·일용직 임 일자리가 가교일

자리에서는 49.9%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 다.직종별로는 생애주된일자

리에 비하여 가교일자리에서 문직,사무직,서비스· 매직의 비율은 모

두 감소한 반면,단순노무직의 비율은 28.6% 증가하 다(최옥 ,2011).

이를 통해 ·고령자가 은퇴과정에서 갖는 가교일자리는 생애주된일자리

에 비하여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의 이동하는가?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구사회학 ,경제 ,직업 요인이 가교일자리에서 일

할 가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교육수 이

낮을수록,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생애주된일자리보다 가교일자리에

서 일할 가능성이 높았다(신동균,2009;최옥 ,2011). 한 생애주된일

자리가 임 근로의 형태 을 경우,비임 근로인 경우에 비하여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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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최옥 ,2011).이는 자

업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기존의 일자리에서 진 으로 은퇴할 수

있지만,임 근로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장지연,2003).

50세 이상 ·고령자의 은퇴경로를 분석한 신동균(2009)의 연구에 따

르면,생애주된일자리가 임 근로 던 ·고령자의 60%는 가교일자리에

서도 임 근로에 종사하 다.생애주된일자리가 임 근로 으나 퇴직 후

자 업에 종사한 비율은 22%에 그쳤다.반 로 생애주된일자리가 비임

근로 던 ·고령자의 45%는 가교일자리에서도 자 업에 종사하 으

며,비임 근로에서 임 근로로 이동한 비율은 38% 다.우리나라의 ·

고령자는 가교일자리로 이동 시 생애주된일자리와 동종의 종사상 지 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임 근로자의 경우에 그 경향이 더욱 강하다.

다음으로,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어떠한 경험인

가?미국의 질 연구에 따르면(Ulrich& Brott,2005),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도 이자 기회 다. ·고령자들은 특히 생

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낮은 임 과 기술의

부족,새로운 직장에서의 응,연령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그러

나 동시에 가교일자리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이기도 했다. 한 ·고령자

들은 가교일자리에서 일함으로써 스스로를 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경제 으로도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데에 만족하 다.

양 자료를 분석한 Dendinger와 그의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도 가

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고령자의 평균 직업만족도가 5 만 에 4.18

으로 상당히 높은 수 이었다(Dendinger,Adams,& Jacobson,2005).그

러나 이는 미국의 학교에서 퇴직한 후 가교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직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라는 에서 일반화하기에 한계

가 있다.분석 상에 교수 외에도 학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업의 근로

자들이 포함되었지만 이들은 같은 종류의 퇴직연 을 받기 때문에,연구

자들 역시 연구결과에 상향편의가 발생하 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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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는 ·고령자가 가교일자리에서 일할 경우,생애주된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ingemans& Henkens,2015).이는 네덜란드의

WorkandRetirementPanel자료를 활용하여 50세 이상 ·고령자의 가

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삶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에 하여,연구자들은 생애주된일자리에 비

하여 가교일자리에서 받는 스트 스가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 다.

제 2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 변화

1. 년기의 결혼만족도 변화

본 연구에서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년기의 부부 계의 질에

미치는 향을 결혼만족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결혼만족도는 부부

계의 질에 한 개인의 반 인 평가로서,결혼생활에 한 주

감정과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Burr,1971).결혼만족도는 한 개인이 결

혼생활에 해 가지는 기 와,실제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결과 사이의

일치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Lewis& Spanier,1979).

년기의 결혼만족도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나

고 있다.특히,본 연구의 상인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는 5 만 에

평균 3.12 으로 보통인 수 이었으며(한경혜,손정연,2012),다른 연구

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미혜,문정화,신은경,

2012;윤경자,임주 ,2011).최근 들어 년기의 결혼 계의 질에 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분 어느 한 시 에서의 결

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다(김미혜,문정화,신은경,

2012;윤경자,임주 ,2011;한경혜,손정연;2012;한경혜,최새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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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혼만족도는 동 인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므로

(Kurdek,1998),어느 한 시 에서의 결혼만족도에 해 악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년기의 결혼만족도 수 은 성인기에 비하여 높다는 에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만(Burr,1970;Story,Berg,Smith,Beveridge,Henry&

Pearce,2007;Vaillant& Vaillant,1993), 년기 이후의 결혼만족도 변

화양상에 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생애주기에 따라 결혼만족도

가 U자형으로 변화한다는 은 년기 이후에 자녀의 독립으로 인하

여 결혼만족도가 차 증가한다고 설명한다(Burr,1970;Rollins &

Cannon,1974;Rollins& Feldman,1970).이러한 연구들은 횡단자료나

회고 응답을 분석하 다는 에서 신뢰도가 낮다는 비 을 받아왔다

(Levenson,Carstenson,& Gottman,1993).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42-44세의 미국인 여성을 18년 동

안 추 하여 조사한 연구에서도 여성이 느끼는 결혼만족도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rchoff,John,& Helson,2008).

연구자들은 이에 하여 년 여성들이 자녀가 집을 떠난 후 가정에서의

역할이 어들어 긴장감과 스트 스가 감소하고,배우자와의 계의 질

을 높이기 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다른 종단연구는 년기 이후에 부부 계의 질이 변화가

거의 없이 유지되거나,오히려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Vaillant

와 Vaillant(1993)는 하버드 학 졸업생의 삶을 40년 간 추 조사한 자

료를 이용하여,결혼지속기간에 따른 결혼 응의 변화를 분석하 다.이

때 결혼 응은 결혼안정성,문제해결방식,성생활에 한 주 평가로

서 결혼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이다.결혼지속기간이 16-30년일 경우,결

혼 기에 비하여 부부의 결혼 응이 모두 낮아졌다(Vaillant& Vaillant,

1993). 한 결혼생활이 30년 이상 지속될 때 남편의 결혼 응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수 으로 유지되었지만,아내의 결혼 응은 계속

해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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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한 연구가 드물며, 년기

이후에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을 맞춘 연구는 더욱 찾

아보기 어렵다.한국복지패 2-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부 계 만족

도의 종단 변화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 계 만

족도가 감소하 다(박병선,배성우,2011).그러나 이 연구는 결혼 기부

터 빈둥지 시기에 있는 부부까지,조사기간 동안 결혼 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부부의 부부 계 만족도 변화를 추정하 다는 제한 이 있다.

한국복지패 3-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남편이나 아내 한 명이라

도 은퇴한 부부의 부부 계 만족도를 종단 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남

편의 결혼만족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경,2013).반면에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

지만,그 변화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이 향을 미치는지에 해

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통해 미

국 성인(24-96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Umberson,Williams,Powers,Chen,&

Campbell,2005).우선,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갈등 등 부정 상호작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빠르게 높아졌다.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 자녀

가 태어난 직후에 부부간의 부정 상호작용이 시간에 따라 더 빠르게

상승하 다.반면에,자녀가 떠나 부부만 남게 된 직후에는 부정 상호

작용이 더디게 높아졌다.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에 유의한 성차는 찰되지 않았다.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시간의 경과

에 따라 부정 상호작용은 더디게 증가하고 정 상호작용은 더 빠르

게 감소하 으나,그 변화율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Umbersonetal.,2005).이러한 연구결과는 횡단연구에서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반드시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를 측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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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향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은퇴과정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한경혜와 손정연(2012)의

연구에 따르면,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가교일자리 종사자의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나,그러한 집단 간 차이는 여성의 경우에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여성 베이비부머만을 상으로 은퇴과정에 따

른 부부 계의 질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보다 가교

일자리 종사자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한경혜,최새은,2013).

이러한 연구결과에 하여 한경혜와 최새은(2013)은 생애주된일자리에

비하여 떨어지는 가교일자리의 근로조건이 결혼만족도에 부정 인 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 다.

선행연구들은 은퇴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진 으로 퇴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일시 비취업상

태,완 은퇴 등 각 은퇴단계에서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모두 횡단연구로서, ·고령자가 생애

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

는지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은 단순한 이

직이 아니라,오랜 기간 동안 일해 온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새

로운 일자리로의 재취업과 응 등을 요하는 직업 역에서의 큰 변화이

다. ·고령자가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할 때,결혼

계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이에 답하기 하여 본 연구는 종단자

료를 활용하여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기 후에 결혼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횡단연구로서 갖는 다른 한계는,가교일자리에서 일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는 이다.만약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만족

도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온다면,그 효과가 지속되는가?아니면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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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치는가?개인이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빠르게 바 환경에

응하여 본래의 주 안녕감 수 을 되찾는다는 것이 여러 실증연구

에서 보고되어왔다(Brickman& Campbell,1971;Lucasetal.,2003).

Moen과 그의 동료들(2001)은 최근에 은퇴한 사람과 은퇴한 지 2년이 넘

은 사람을 구분하여,은퇴가 결혼 계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비은퇴자에 비하여 최근에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에만 결혼

만족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Moen,Kim,& Hofmeister,2001).

즉,은퇴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은퇴자의 결혼만족도와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를 고려하 을 때,가교일자리에서

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본 연구는 베이비부머가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 결혼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

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지속 인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

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 변화의 계를 보다 깊

이 이해하기 하여,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결혼

만족도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탐색하고자 한다.가교일자

리와 생애주된일자리가 근로조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그러한

일자리 특성의 차이가 결혼 계의 질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Hughes

etal.,1992;Mauno& Kinnunen,1999;Rogers& May,2003).이에 본

연구는 일자리의 구조 특성인 근로소득의 변화와,일자리의 심리 특

성인 직업몰입과 직업스트 스의 변화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

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하 듯이 가교일자리의 근로소득은 생애주된일자리의 근로

소득에 비하여 20% 가량 낮은 수 이다(차경욱,김연주,2009;최옥 ,

2011).이러한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의 근로소득의 차이가 결혼

만족도의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인가?선행연구에 따르면 객 소득보

다는,주 으로 인지한 가족경제의 안정도가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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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이여 ,2010; 경자,2008;Kinnunen & Feldt,2004).조혜선

(2003)이 맞벌이 부부를 상으로 경제 자원과 결혼만족도의 계를

검증한 결과,가구 총소득과 가구 총소득에 하여 본인이 기여한 부분

의 비율 모두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반면에 개인이 주

으로 느끼는 경제 스트 스나 압박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낮

았다(이여 ,2010; 경자,2008;Kinnunen& Feldt,2004).만약 가교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이 ·고령자가 경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낮

다면,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낮은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결혼만족

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일자리의 심리 특성인 직업몰입이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

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수 있다.직업몰입은 개

인이 자신의 직업에 해 가지는 태도로,직업에 한 지향성(career

orientation)과 심리 애착이다(Blau,1985).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

리에서의 직업몰입 수 에 차이가 있는지를 직 으로 검증한 선행연구

는 찾기 어렵다.그러나 노동에 한 보상이 높을수록 직업몰입이 높다

는 을 고려하면(Darden,Hampton,& Howell,1989;Wallace,1995),

생애주된일자리에 비해 근로소득이나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가교일자리

에서의 직업몰입 수 이 상 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Hughes와 그

의 동료들(1992)은 직업의 안정성이나 자율성 등에 한 주 인 평가

가 정 일수록 배우자와의 긴장은 낮고,지지는 높다는 을 보고하

다.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직업에

해 만족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선,2008).따

라서 가교일자리에서 느끼는 직업몰입의 수 이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직업몰입보다 실제로 낮다면,그로 인하여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직업스트 스 역시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

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직업스트 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 ·정서 반응이다(Parker& Decotiss,1983).생애주된일



-14-

자리와 비교하여 가교일자리에서 받는 스트 스가 어느 정도인지에 한

국내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없다.서구에서는 진 은퇴의 과정에서 시

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생애주된일자리에 비하여 가교

일자리에서 받는 스트 스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Feldman,1994;

Ruhm,1990).한편,직업스트 스는 여러 연구에서 결혼 계의 질에 결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정자,1998;이형실,

2002;Hughesetal.,1992;Repetti& Cosmas,1991).근로자의 직업스

트 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며(고정자,1998),부부 계 스트

스는 높았다(이형실,2002).국내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생애주된일

자리보다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직업스트 스가 더 낮다면,가교

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의 계에 한 기존

의 연구들은 어느 한 시 에서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와 가교일자리 종

사자의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 을 뿐,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에 해서는 탐색하지 않았다. 한 그동안 가교일자리에서 일하

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설명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 다.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본

연구는 종단분석을 통하여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며,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경우에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더 나아가,본 연구는 근로소득과 직업몰입,직업스트 스와 같은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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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제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그 과정에서 일자리의 구조 ·심리

특성의 종단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는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은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1.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은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2.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은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의해 매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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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분석자료 연구 상

1.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 조사(연구책임자:서울 학교 한경

혜)’1-3차년도(2010-2014년)자료를 이용하여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이

자료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상으

로 2010년부터 2년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되었다.‘한국 베이비부

머 패 조사’는 2010년 3월 기 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토 로 제주도

를 제외한 국의 15개 시도지역 내에서 표본 동읍면을 확률비례 계통추

출법으로 표본추출하여,1차년도에 총 4,668명을 조사하 다.이 패 자

료의 3차년도까지의 원표본 유지율은 62.8%이다.1)‘한국 베이비부머 패

조사’는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일자리,결혼 계의 질에 한

다양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데에 합한 자료이다.

2.연구 상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에 목 이 있으므로,1-3차년도 동안 계속해서

혼인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번 이상 결혼만족도 문항에 응답한 자를

1)패 조사에서 표본탈락이 무작 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에서 주

로 발생한다면 패 자료의 표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천 민,윤정혜,오

민홍,2009).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베이비부머 패 조사’의 패 탈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인구사회학 특성(성별,연령,가구소득,건강

상태) 결혼만족도가 통계 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았다.따라서 분석

자료에서 패 탈락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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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 다.구체 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집단의 베이비

부머를 상으로 하 다(그림 3-1).

첫째,본 연구는 1-3차년도(2010-2014년)동안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

한 769명의 베이비부머를 거집단으로 하 다.1-3차년도 동안 생애주

된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는 1,099명이었으나,그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330명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둘째,본 연구는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결혼만

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해 1,2차년도에는 생애주된일

자리에서 일하 으나,2-3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

머 65명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1-2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는 46명으로 그 수가 어 연구 상에 포함하지 않았다.2-3

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는 77명이었으나,생애주

된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12명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셋째,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1-3차년도 동안 가교일자리

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 244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1-3차년

도 동안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490명 211명은 생애주된일자리에

서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분석 상에서 제외되었다. 한 1차년

도에 가교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을

과한 35명도 분석에서 제외하 다.가교일자리는 그 특성상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1-3차년도 사이에 기존의 가교일자리에서 다른 가교일자리

로 옮긴 베이비부머 54명은 분석에 포함하 다.

<그림 3-1>연구 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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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측정도구

1.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

본 연구는 1차년도 조사에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라고 응답했으며,그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10년 이

상인 경우에 그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하 다고 보았다.이때 응답

자의 주 단을 돕기 해 주된 일자리는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

한 일’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조사지에 기술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근로 여부는 각 wave에서 ‘재 귀하는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활동(혹은 주 18시간 이상 무 으로 가족 혹은 친척의

일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혹은 ‘아니오’로 응답

한 결과로 측정하 다.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으며, 재 근

로 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그가 가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았다.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은 2-3차년도 사이에 응답자의 일자리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 으로 단하 다.일자리의 변화는 지난 조사 이후 일자

리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한 응답자의 주 단에 기 하여 측정하

다.응답자의 단을 돕기 하여 취업 여부,종사상 지 (임 근로,

자 업,고용주,무 가족종사),정규직 여부가 변화했을 때 일자리의 변

화가 있었다고 본다는 설명이 조사지에 기재되어 있었다.

2.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귀하는 귀하의 결혼 생활에 반 으로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라는 문항에 해서 ‘매우 불만족(1 )’부터 ‘매우 만족(5 )’사

이에서 응답하도록 한 5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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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자리 특성 변인

본 연구는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의 특성을 악하기 한 변

수로 근로소득,직업몰입과 직업스트 스를 활용하 다.근로소득은 응답

자에게 월 평균 세 근로소득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하 다.

직업몰입은 Blau(1985)의 척도에 기반을 둔 4문항으로 측정하 다.응

답에는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5 )’까지로 구성된 5

리커트 척도가 활용되었다.본 연구는 ‘나는 생계걱정만 없다면 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1문항을 역코딩한 후,총 4문항의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따라서 직업몰입 수가 5 에 가까울수록 응답자가 자신의

직업에 해 몰입하고 있음을 뜻한다.직업몰입의 신뢰도(Cronhach’s

alpha)는 각 wave에서 .756,.731,.698로 나타났다.

직업스트 스는 Parker와 Decotiss(1983)가 개발한 척도에 기반을 둔

4문항으로 측정하 다.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본 연구에서는 4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 으며, 수가 5 에 가까울수록 응답자

의 직업스트 스가 높음을 뜻한다.직업스트 스의 신뢰도(Cronhach’s

alpha)는 각 wave에서 .725,.741,.748이었다.

4.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 특성인 성별,연령,교육수 ,종사상 지

,건강상태,배우자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

하 다.교육수 은 학교 졸업 이하,고졸, 학교 졸업 이상으로 범주

화하 다.종사상 지 는 임 근로자,자 업자,고용주,무 가족종사자

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건강상태는 ‘요즘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십

니까?’에 해 ‘매우 나쁘다(1 )’부터 ‘매우 좋다(5 )’사이에서 응답한

결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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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근로상태는 1차년도 조사 당시에 응답자가 ‘재 귀하의 배

우자는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활동(혹은 주 18시간 이상

무 으로 가족 혹은 친척의 일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에 해 응

답한 결과이다.가구소득은 조사 의 한 해 동안 모든 가구원이 얻은

세 소득으로 측정하 으며,잠재성장모형에는 이를 자연로그화한 값을

투입하 다.

제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그림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multivariatelatentgrowthmodel)을 활용하여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

가 결혼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에 기 하여 반복 측정된 패 자료의 변화율을 추정하는 방법

으로,그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도 검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Duncan,Duncan,Strycker,Li,& Alport,1999).잠재성장모형에서는

편( 기치),기울기의 평균(변화율),각 요인간의 경로계수를 추정하여

변수들 간의 계를 분석한다(홍세희,김주환,김민규,2009).다변량 잠

재성장모형은 여러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간의 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Curran& Hussong,2003).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기 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자리 특성과 결혼만족도의 평균값 변화를 검토하 다.이는 시간

에 따른 여러 변인들의 변화에 가장 합한 모형을 설정하기 함이다.

변수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선형 모형을,변화가 거의 없

는 경우에는 무변화 모형을 용하여 최종 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는 종단연구에서의 일반 추정법인

완 정보 최 우도법(fullinformation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추정하 으며,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일반 으로 CFI나 NFI가 .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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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RMSEA는 .05이하일 때 좋은 합도라고 할 수 있다(Hu &

Bentler,1999).본 연구는 Amos22.0을 사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을 분석하 다.

<그림 3-2>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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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 상인 베이비부머들의 1차년도(2010년)조사 당시의 일반

특성은 <표 4-1>에 제시한 바와 같다.2)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

머(b)의 72.3%,가교일자리 종사자(c)의 73.0%가 남성으로,생애주된일자

리 종사자(68.8%)에 비하여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세 집단 간

에 연령차는 거의 없었으며,1차년도 당시에 평균 으로 약 51세 다.

가교일자리 종사자(c)의 45.9%가 고졸,31.1%가 졸 이상으로 이들

의 교육수 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가교일자리로 이동했거나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근로 인 집단에서 교육

수 이 반 으로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통계청(2012)의 분석에 따르면 체 베이비부머의 44.7%가 고졸,

27.7%가 졸 이상으로,본 연구 상인 가교일자리 종사자의 교육수 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교일자리 종사자 집단(c)에서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 집단에 비하여

자 업자(35.2%)와 고용주(11.9%)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사후검정

결과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11.118,p<.05).한편,가교일

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b)의 53.8%가 1차년도 조사 당시에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임 근로에 종사하고 있었다.

2)본 연구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하여 1-3차년도 동안 생애주된일자리를 유

지한 베이비부머(a)를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로,2-3차년도 사이에 생애주된일

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b)를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로,1

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후 3차년도까지 가교일자리

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c)를 ‘가교일자리 종사자’로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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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1차년도 조사 당시)

항목
주된일자리

종사자(a)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b)

가교일자리

종사자(c)
 /F

범주형 변수 N(%)

성별

남 529(68.8) 47(72.3) 178(73.0)
1.709

여 240(31.2) 18(27.7) 66(27.0)

교육수

졸 이하 162(21.1) 14(21.5) 56(23.0)

2.918고졸 400(52.0) 32(49.2) 112(45.9)

졸 이상 207(26.9) 19(29.2) 76(31.1)

종사상 지

임 근로자 357(46.4) 35(53.8) 117(48.0)

12.896*
자 업자 248(32.2) 20(30.8) 86(35.2)

고용주 71(9.2) 4(6.2) 29(11.9)

무 가족종사자 93(12.1) 6(9.2) 12(4.9)

배우자 취업여부

취업 554(72.0) 46(70.8) 189(77.5)
2.977

비취업 215(28.0) 19(29.2) 55(22.5)

연속형 변수

연령

2.058M(S.D) 51.9(2.5) 51.3(2.5) 51.8(2.6)

MIN(MAX) 47(55) 47(55) 47(55)

근속기간(年)

634.219***M(S.D) 21.2(6.6) 23.6(8.4) 5.0(3.7)

MIN(MAX) 10.0(40.0) 6.0(35.0) 0.0(16.0)

주 건강상태

0.149M(S.D) 3.5(0.7) 3.5(0.9) 3.5(0.7)

MIN(MAX) 1.0(5.0) 1.0(5.0) 1.0(5.0)

가구 총소득(백만원/年)

5.682**M(S.D) 53(25) 58(16) 48(25)

MIN(MAX) 12(180) 17(103) 4(200)

N 769(100.0) 65(100.0) 244(100.0)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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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일자리 종사자들(c)은 1차년도 조사 당시의 가교일자리에서 약 5

년 동안 일하 다.2-3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

(b)는 1차년도 조사 당시에 종사하고 있었던 생애주된일자리에서 평균

23.6년을 일하 다.1차년도 조사 당시에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의 근속

기간(21.2년)에 비하여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근속기간(23.6

년)이 약간 더 길었지만,사후검정 결과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교일자리로 이동했거나 계속 근로 인 베이비부머의 주 건강

상태는 모두 5 만 에 평균 3.5 으로,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와 비교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가교일자리 종사자들(c)의 77.5%가 1차년도 조사 당시에 배우자가 취

업 으로,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 집단(72.0%)에 비하여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가교

일자리 종사자(c)의 1차년도 조사 당시 평균 가구소득은 연간 4,800만원

으로,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의 평균 가구소득(5,300만원)에 비하여 유의

하게 낮았다(p<.01).정경희 등(2010)의 연구에서 취업 인 모든 베이비

부머의 평균 가구소득이 5,200만원으로 나타나,본 연구에서 가교일자리

종사자(c)의 가구소득이 높은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 2 일자리 특성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

1.일자리 특성의 종단 변화

베이비부머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종사상 지

는 <표 4-2>와 같이 변화했다.2-3차년도 사이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경우,이동 후에 계속 임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에

서 계속 비임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은 21.5% 다.임 근로에서 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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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4.6%에 불과하 으며,반 로 비임 근로

에 종사하다가 임 근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24.6% 다.

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베이비부머 에서는,

임 근로에서 비임 근로로 이동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다.반 로

비임 근로에서 임 근로로 이동한 경우는 체의 14.3%에 그쳤다.생애

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임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은 33.7%

으며,계속 비임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은 14.3% 다.

<표 4-2>가교일자리로 이동 시 일자리의 변화

이동경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n=65)

가교일자리

종사자(n=244)

종사상

지

임 → 임 32(49.2) 82(33.7)

임 → 비임 3(4.6) 92(37.7)

비임 → 비임 14(21.5) 35(14.3)

비임 → 임 16(24.6) 35(14.3)

직종

문·사무 → 문·사무 7(10.9) 35(14.5)

문·사무 → 매·서비스 2(3.1) 11(4.6)

문·사무 → 기술·노무 8(12.5) 5(2.1)

매·서비스 → 문·사무 2(3.1) 32(13.3)

매·서비스 → 매·서비스 8(12.5) 36(14.9)

매·서비스 → 기술·노무 7(10.9) 30(12.4)

기술·노무 → 문·사무 5(7.8) 21(8.7)

기술·노무 → 매·서비스 5(7.8) 19(7.9)

기술·노무 → 기술·노무 20(31.3) 52(21.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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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직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와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자 모두 기술·노무

직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각각 31.3%,21.6%로 가장 높았다.그 다음

으로 매·서비스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각각 12.5%,14.9%로 높았으며,

문·사무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이를 통해 베이비부머

들이 생애주된일자리와 같은 직종의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경향이 강하

다는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자리 특성의 평균값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생애주된일자리나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직업몰입,직업

스트 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 4-3>과 같이 변화하 다.

<표 4-3>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자리 특성의 변화

M(S.D)

구분 T1(2010) T2(2012) T3(2014)

근로

소득

(만원/月)

주된일자리 종사자 288(207) 297(297) 305(232)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 263(176) 259(164) 205(127)

가교일자리 종사자 245(190) 258(210) 269(239)

직업

몰입

주된일자리 종사자 3.11(0.73) 3.13(0.72) 3.13(0.65)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 3.06(0.77) 2.99(0.62) 2.97(0.73)

가교일자리 종사자 2.85(0.79) 2.95(0.73) 3.04(0.67)

직업

스트 스

주된일자리 종사자 2.94(0.65) 2.94(0.68) 2.96(0.65)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 3.03(0.75) 3.03(0.65) 2.93(0.62)

가교일자리 종사자 2.88(0.67) 2.86(0.65) 2.78(0.73)

※ 의 분석에 포함된 주된일자리 종사자의 수는 769명,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의

수는 65명,가교일자리 종사자의 수는 24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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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베이비부머의 근로소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 4-1>과 같

이 변화하 다.2-3차년도 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이들이 가교일자리로 이동하기 인 1,2차년도에도 생

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낮은 수 이었다.그런데 이들이 생애주

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259만원에서

202만원으로 약 22% 감소하여,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와의 임 격차가

더욱 커졌다.

한편,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근로 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차년도 조사 당시에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40만 원 정도 낮았다.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교일자리 종사자와 생애주

된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소득은 꾸 히 증가하 으며,두 집단 간의 근로

소득의 차이는 비슷한 수 으로 유지되었다.선행연구에서는 생애주된일

자리의 월평균 소득이 약 104만원,가교일자리의 소득이 82만원으로 나

타났다(차경욱,김연주,2009).본 연구에서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

간의 근로소득의 차이는 선행연구와 비슷하지만,가교일자리의 근로소득

의 인 액수가 선행연구보다 약 2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시간의 흐름에 따른 근로소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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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베이비부머의 직업몰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림 4-2>

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 다.2-3차년도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직업몰입은 2차년도에 2.99 에서,3차년도에 2.97 으로

약간 감소하 다.특기할만한 은 이들이 가교일자리로 이동하기 인

1-2차년도 사이에 직업몰입의 수 이 3.06 에서 2.99 으로 낮아져,가

교일자리로 이동한 후보다 이동하기 에 직업몰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

하 다는 것이다.

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근로 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직업몰

입은 1차년도 조사 당시에 2.85 으로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3.11 )에

비하여 훨씬 낮았으나,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빠르게 증가하 다.생애

주된일자리 종사자의 직업몰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증가한 반

면에,가교일자리 종사자의 직업몰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간이 지날

수록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좁 졌다.

<그림 4-2>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업몰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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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베이비부머의 직업스트 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

4-3>과 같이 변화하 다.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직업스트

스는 이들이 가교일자리로 이동하기 인 1-2차년도에는 3.03 으로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2.94 )에 비하여 더 높았다.그러나 이들이 2-3

차년도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직업스트 스가 3.03 에서 2.93 으

로 감소하여 3차년도에는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2.96 )보다 더 낮았다.

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베이비부머의 직업스

트 스는 1차년도 조사 당시에 2.88 으로,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2.94

)에 비하여 더 낮았다.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의

직업스트 스는 약간 증가한 반면,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

머의 직업스트 스는 꾸 히 감소하 다.

<그림 4-3>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업스트 스의 변화

이처럼 일자리 특성이 체 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 으로 증

가하거나 감소하 으므로,본 연구는 각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해 선

형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 다.<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잠재

성장모형의 NFI와 CFI가 .90이상이고 RMSEA는 .05보다 작아,선형 모

형이 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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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일자리 특성의 선형 잠재성장모형의 합도(무조건모형)

변인 (df) NFI CFI RMSEA

근로소득 0.055(1) 1.000 1.000 .000

직업몰입 0.143(1) 1.000 1.000 .000

직업스트 스 0.041(1) 1.000 1.000 .000

각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를 살펴보면(표 4-5),베이비부머의 근로소

득의 기치는 277만원이었으며(p<.001),변화율은 7만원으로 추정되었

다(p<.05).이는 베이비부머의 1차년도 조사 당시의 근로소득이 평균

으로 약 277만원이며,하나의 wave가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이 평균

으로 7만원씩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5>일자리 특성의 선형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무조건모형)

Estimate(S.E)

근로소득

(만원/月)
직업몰입

직업

스트 스

기치 277( 6)*** 3.052(0.022)*** 2.934(0.019)***

변화율 7( 2)* 0.026(0.012)* -0.008(0.012)

기치-변화율의

상 계수
1134(1406) -0.055(0.017) -0.0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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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베이비부머의 직업몰입의 기치는 3.052 (p<.001),변화율

은 0.026으로 추정되었다(p<.05).즉,베이비부머의 직업몰입은 각 wave

마다 약 0.026 씩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한편,베이비부머의 직업스트 스의 기치는 2.934 (p<.001),변화율

은 –0.008로 나타났다.베이비부머의 직업스트 스는 각 wave마다 조

씩 감소하 으나,이러한 변화율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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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평균값 변화는 <표 4-6> <그림 4-4>

에 제시된 바와 같다.세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만족도가 체

으로 상승하 다.2-3차년도 사이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는 1차년도에 3.45 으로 세 집단 에

가장 낮은 수 이었으나,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 빠르게 상승하 다.

이들이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후인 3차년도에 평균 결혼만족도는 3.77

으로,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의 결혼만족도(3.64 )보다 더 높았다.

<표 4-6>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M(S.D)

T1(2010) T2(2012) T3(2014)

주된일자리 종사자(n=769) 3.56(0.75) 3.60(0.69) 3.64(0.74)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n=65) 3.45(0.73) 3.66(0.70) 3.77(0.72)

가교일자리 종사자(n=244) 3.48(0.78) 3.58(0.74) 3.56(0.76)

<그림 4-4>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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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근로 이었던 베이비부머의 결혼만

족도는 1차년도 당시에 3.48 으로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3.56 )에 비

하여 낮았다.가교일자리 종사자의 결혼만족도는 1-2차년도 사이에 상승

하 으나,2-3차년도에는 약간 하락하 다.생애주된일자리에 계속 종사

인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는 1차년도에 3.56 으로 세 집단 에 가

장 높았다.이들의 결혼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 히 상승하 으

나,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상승하 다.

<표 4-7>결혼만족도의 선형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무조건모형)

Estimate S.E
기치-변화율의

상 계수

기치 3.542*** 0.022
-0.010

변화율 0.047*** 0.014

=0.906(1),NFI=.997,CFI=1.000,RMSEA=.000

***p<.001

이처럼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 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해

선형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 다(표 4-7).NFI와 CFI가 .90이상이고

RMSEA는 .05보다 작아,선형 모형이 합하다고 볼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기치는 3.542

(p<.001),변화율은 0.047으로 추정되었다(p<.001).이는 베이비부머의 1

차년도 조사 당시의 결혼만족도가 평균 으로 3.542 이었으며,각 wave

가 증가할 때마다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가 0.047만큼 통계 으로 유

의하게 증가함을 뜻한다.결혼만족도의 기치와 변화율의 상 계수는

–0.010로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즉,1차년도에 결혼

만족도가 낮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더 빨리 증가하지

만,그 계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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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지,그 과정에서 일자리 특성

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 다.본 연구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우수한 합도를 보 다

(NFI=.959,CFI=.973,RMSEA=.039).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

장모형의 체 경로계수는 부록에 제시하 다.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체 경로계수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의 변화와 련된

경로계수를 <표 4-8> <그림 4-5>에 기술하 다.

우선,2-3차년도(2012-2014년)사이에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

머의 결혼만족도의 기치는 1-3차년도 동안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낮았으나(β=-0.066),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반면에,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는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 다(β=0.147,p<.05).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면,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

와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자의 근로소득의 기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β=-18.416).반면에,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은 근로소득의 변화율에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β=-41.672,p<.001).그러나 근로소득의

변화율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β=0.0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표 4-9),근로소득

의 기치와 변화율 모두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혼만족도의 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았다.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와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베이비

부머 간에 직업몰입의 기치(β=-0.028)와 변화율(β=-0.061)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한편,직업몰입의 기치는 결혼만족도의 기치에(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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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p<.001),직업몰입의 변화율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β=0.330,p<.001).Sobeltest결과(표 4-9),직업몰

입의 기치와 변화율 역시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혼만족도의 기치

와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았다.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자와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베이비부머 간에

직업스트 스의 기치(β=0.078)와 변화율(β=-0.060)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직업스트 스의 기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의 기치가 낮았

으나(β=-0.195,p<.05),직업스트 스의 변화율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β=-0.182).Sobeltest를 실시한 결과(표

4-9),직업스트 스의 기치와 변화율 모두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

혼만족도의 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근로 이었으며 이후에도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의 기치는 1-3차

년도 동안 생애주된일자리에 계속 종사한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약간 낮

았으나(β=-0.004),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 가교

일자리 종사자의 결혼만족도가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느리게 상승하 으나(β=-0.043),그 변화율의 차이가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었다.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가 일자리 특성의 변화를 통해 결혼만

족도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리

에서 일하고 있었던 베이비부머의 근로소득의 기치가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β=-24.777,p<.01).그러나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근로소득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베

이비부머와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자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β=-0.961).Sobeltest를 실시한 결과(표 4-9),근로소득의 기치와 변

화율은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기치와 변화율

에 미치는 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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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 변화의 계에서

일자리 특성 변화의 매개효과

경로 β S.E

가교일자리로 이동 → 근로소득 기치 -18.416 13.870

가교일자리로 이동 → 근로소득 변화율 -41.672*** 11.356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몰입 기치 -0.028 0.086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몰입 변화율 -0.061 0.050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스트 스 기치 0.078 0.080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스트 스 변화율 -0.060 0.052

가교일자리로 이동 → 결혼만족도 기치 -0.066 0.088

가교일자리로 이동 → 결혼만족도 변화율 0.147* 0.061

가교일자리 지속 → 근로소득 기치 -24.777** 8.043

가교일자리 지속 → 근로소득 변화율 -0.961 6.585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몰입 기치 -0.232*** 0.050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몰입 변화율 0.085** 0.029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스트 스 기치 -0.073 0.046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스트 스 변화율 -0.048 0.030

가교일자리 지속 → 결혼만족도 기치 -0.004 0.054

가교일자리 지속 → 결혼만족도 변화율 -0.043 0.040

근로소득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0.000 0.001

근로소득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000 0.001

근로소득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0.001 0.000

직업몰입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0.273*** 0.058

직업몰입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018 0.040

직업몰입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0.330* 0.142

직업스트 스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0.195* 0.078

직업스트 스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002 0.051

직업스트 스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0.182 0.186

=259.259(97),NFI=.959,CFI=.973,RMSEA=.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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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사회학 특성이 근로소득,직업몰입,직업스트 스,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

는 향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경로계수임. 체 경로계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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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 변화의 계에서

일자리 특성 변화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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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인구사회학 특성이 근로소득,직업몰입,직업스트 스,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경로계수임. 체 경로계수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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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일자리 특성 변화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경로 Z

가교일자리로 이동 → 근로소득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0.798

가교일자리로 이동 → 근로소득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798

가교일자리로 이동 → 근로소득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0.964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몰입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0.324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몰입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263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몰입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1.080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스트 스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0.908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스트 스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039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스트 스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0.742

가교일자리 지속 → 근로소득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0.951

가교일자리 지속 → 근로소득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951

가교일자리 지속 → 근로소득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0.144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몰입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3.304***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몰입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447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몰입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1.821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스트 스 기치 → 결혼만족도 기치 -1.310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스트 스 기치 → 결혼만족도 변화율 0.392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스트 스 변화율 → 결혼만족도 변화율 0.83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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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당시에 이미 가교일자리에서 근로 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직

업몰입의 기치가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낮았다

(β=-0.232,p<.001).반면에,가교일자리 종사자의 직업몰입이 생애주된

일자리 종사자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

다(β=0.085,p<.01).직업몰입의 기치는 결혼만족도의 기치에(β

=0.273,p<.001),직업몰입의 변화율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정 인

향을 미쳤다(β=0.330,p<.001).Sobeltest결과(표 4-9),직업몰입의 기

치는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기치에 미치는

향을 유의하게 매개하 다(Z=-3.304,p<.001).그러나 직업몰입의 변화율

은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향

을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았다(Z=1.821).

1-3차년도 동안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의 직업스트

스의 기치가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약간 낮았

으나(β=-0.073),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가교일자

리에서의 지속 근로는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직업

스트 스의 변화율에 부 인 향을 미쳤으나(β=-0.048),그 향이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은 아니었다.직업스트 스의 기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의 기치가 낮았으나(β=-0.195,p<.05),직업스트 스의 변화

율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β=-0.182).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표 4-9),직업스트 스의 기치와 변화율 모

두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기치와 변화율에 미

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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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논의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어

떠한 향을 미치며,그 과정에서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

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목 이 있었다.이를 하여 ‘한국 베이비부머 패

조사’1-3차년도(2010-2014년)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의 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 상의 결혼만족도는 1차년도에 평균 3.5 으로 보통인

수 이었으며,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 높아졌다.이는 년기 이후에

결혼만족도가 차 증가한다는 서구의 여러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Gorchoffetal.,2008;Rollins& Cannon,1974).반면에,본 연

구결과는 은퇴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다는 국내

연구의 보고(김신경,2013)와는 상반된다.본 연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에 평균 연령이 51세인 베이비부머를 상으로 하 으나,김신경(2013)

은 주로 6,70 로 이루어진 ·고령자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분석하 다.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계의 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정 으로 변화

한다는 을 고려하면(Umbersonetal.,2005),본 연구 상의 연령이 상

으로 낮아 결혼만족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2-3차년도 사이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

이비부머와 1-3차년도 동안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베이비부머의 결

혼만족도의 기치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반면에 가교일자리로 이

동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는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더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이는 가교일자리에

서의 근로가 어도 단기 으로는 결혼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을 나타낸다.기존의 횡단연구들은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보다 가

교일자리 종사자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한경혜,손정연,2012;한경혜,최새은,2013).그러나 생애주된일자리에

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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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족도가 더 빠르게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횡단연구에서 찰

된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와 가교일자리 종사자의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향은

근로소득과 직업몰입,직업스트 스의 기치나 변화율에 의해 매개되지

않았다.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은 근로소득의 변화율에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근로소득의 변화율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즉,가교일자리로의 이동으로 인한 근

로소득의 감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가교일자리로 이동한 베이비부머의 직업몰입과 직업스트 스 모두

생애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큰 폭으로 감소

하 으나,그 변화율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넷째,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는 결혼만족도의 기치와 변화율

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1차년도에 이미 가교일자

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

와,1-3차년도 동안 생애주된일자리에 종사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

의 기치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한 가교일자리에서 근로를 지속

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는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베이비부머와

큰 차이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 높아졌다.이를 통해 가교일자리

에서 일하는 것이 장기 으로는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을 알 수 있다.

다섯째,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는 직업몰입의 기치를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의 기치에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반면에 근

로소득과 직업몰입,직업스트 스의 변화율은 가교일자리에서의 지속

근로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았다.가교일

자리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의 직업몰입은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한

베이비부머에 비하여 더 빠르게 높아졌으나,그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더

격히 상승하지는 않았다. 한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근로

소득과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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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과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본 연구는 종단분석을 통하여 베이비부머가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결혼

만족도가 더 빠르게 높아진다는 을 밝혔다.이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

로가 결혼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횡단연구의 보고와는 달

리,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어도 단기 으로는 결혼만족도에 정

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는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

둘째,1-3차년도 동안 가교일자리에서 계속 일한 베이비부머와 같은

기간 동안 생애주된일자리에서 일한 베이비부머의 결혼만족도는 큰 차이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 높아져,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혼만족

도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정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음을 유추

할 수 있다.생애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교일자리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베이비부머의 직업몰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빠르

게 높아졌으나,그로 인해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효

과는 없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장기 으

로는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해 언 하고자 한다.

우선,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상으로 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년기’의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와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설명하

는 데에 국한된다.본 연구에서 가교일자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2백만

원 반 로, ·고령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근로소득의

약 2배 다.이러한 차이는 년기에 종사하는 가교일자리는 노년기의

가교일자리보다 상 으로 일자리의 질이 양호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노년기에 가교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의 종단 변화

에 미치는 향은 본 연구결과와 다를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한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

동한 베이비부머의 수가 65명으로 비교 어 연구결과에 편의(bia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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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잠재성장모형의 분석에 있어 한 표본의

수는 모형이 복잡한 정도 등에 의해 복합 으로 결정된다(Muthen&

Curran,1997).표본의 수가 22명인 잠재성장모형도 합한 것으로 나타

나기도 하지만(Huttenlocher,Haight,Bryk,Seltzer& Lyons,1991),

부분 표본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가 이상 이다(Curran,Obeidat,&

Losardo,2010).만약 특정한 기간 사이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

리로 이동한 자의 수가 더 많은 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보다 신

뢰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본 연구는 왜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비하여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할 때 베이비부머의 결혼

만족도가 더 빠르게 높아지는지에 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 다.본

연구는 일자리 특성의 변화를 통해 가교일자리로의 이동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 미치는 향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 으나,근로소득과

직업몰입,직업스트 스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애주된일자리에서 가교일자리로 이동하는 정 인 향을 미치

는 원인을 보다 효과 으로 설명하는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한계에도,본 연구는 종단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근로생애에 있

어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결혼만족도

의 종단 변화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본 연구는 생애주된일자리에 비하여 일자리의 질이 낮은 가교일자리

에서 일하더라도,그것이 결혼만족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한 본 연구는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가교일자리에서 일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여,

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자 시도하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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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 체 표)

<표 1-1>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 인구사회학 특성이

근로소득의 변화에 미치는 향

경로 β S.E

가교일자리로 이동 → 근로소득의 기치 -18.416 13.87

가교일자리 지속 → 근로소득의 기치 -24.777** 8.043

성별 → 근로소득의 기치 -128.776*** 8.727

연령 → 근로소득의 기치 -3.901** 1.375

고졸1) → 근로소득의 기치 2.842 8.881

졸 이상1) → 근로소득의 기치 43.456*** 10.959

건강상태 → 근로소득의 기치 2.528 4.410

가구소득 → 근로소득의 기치 231.064*** 7.744

자 업자2) → 근로소득의 기치 22.177** 7.651

고용주2) → 근로소득의 기치 70.835*** 11.684

무 가족종사자2) → 근로소득의 기치 -126.241*** 13.040

배우자 취업여부 → 근로소득의 기치 94.537*** 8.014

가교일자리로 이동 → 근로소득의 변화율 -41.672*** 11.356

가교일자리 지속 → 근로소득의 변화율 -0.961 6.585

성별 → 근로소득의 변화율 -15.957* 7.145

연령 → 근로소득의 변화율 -0.325 1.126

고졸1) → 근로소득의 변화율 12.228 7.272

졸 이상1) → 근로소득의 변화율 20.713* 8.974

건강상태 → 근로소득의 변화율 3.458 3.611

가구소득 → 근로소득의 변화율 -43.315*** 6.356

자 업자2) → 근로소득의 변화율 -18.493** 6.264

고용주2) → 근로소득의 변화율 -16.053 9.567

무 가족종사자2) → 근로소득의 변화율 20.464 10.677

배우자 취업여부 → 근로소득의 변화율 -12.633 6.562

=259.259(97),NFI=.959,CFI=.973,RMSEA=.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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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졸 이하=0, 2)임 근로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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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 인구사회학 특성이

직업몰입의 변화에 미치는 향

경로 β S.E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몰입의 기치 -0.028 0.086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몰입의 기치 -0.232*** 0.050

성별 → 직업몰입의 기치 0.081 0.054

연령 → 직업몰입의 기치 0.008 0.009

고졸1) → 직업몰입의 기치 0.045 0.055

졸 이상1) → 직업몰입의 기치 0.201** 0.068

건강상태 → 직업몰입의 기치 0.144*** 0.027

가구소득 → 직업몰입의 기치 0.362*** 0.048

자 업자2) → 직업몰입의 기치 0.082 0.047

고용주2) → 직업몰입의 기치 0.146* 0.072

무 가족종사자2) → 직업몰입의 기치 -0.237** 0.081

배우자 취업여부 → 직업몰입의 기치 0.139** 0.050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61 0.050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85** 0.029

성별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28 0.031

연령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00 0.005

고졸1)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21 0.032

졸 이상1)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01 0.039

건강상태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47** 0.016

가구소득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69* 0.028

자 업자2)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35 0.028

고용주2)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76 0.042

무 가족종사자2)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57 0.047

배우자 취업여부 → 직업몰입의 변화율 -0.015 0.029

=259.259(97),NFI=.959,CFI=.973,RMSEA=.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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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졸 이하=0, 2)임 근로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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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 인구사회학 특성이

직업스트 스의 변화에 미치는 향

경로 β S.E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78 0.080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73 0.046

성별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103* 0.050

연령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17* 0.008

고졸1)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90 0.051

졸 이상1)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180** 0.063

건강상태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79** 0.025

가구소득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75 0.045

자 업자2)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17 0.044

고용주2)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03 0.067

무 가족종사자2)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166* 0.075

배우자 취업여부 → 직업스트 스의 기치 0.089 0.046

가교일자리로 이동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60 0.052

가교일자리 지속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48 0.030

성별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12 0.033

연령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03 0.005

고졸1)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46 0.033

졸 이상1)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32 0.041

건강상태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10 0.017

가구소득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34 0.029

자 업자2)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06 0.029

고용주2)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29 0.044

무 가족종사자2)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48 0.049

배우자 취업여부 → 직업스트 스의 변화율 -0.032 0.030

=259.259(97),NFI=.959,CFI=.973,RMSEA=.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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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졸 이하=0, 2)임 근로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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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가교일자리에서의 근로 인구사회학 특성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

경로 β S.E

가교일자리로 이동 → 결혼만족도의 기치 -0.066 0.088

가교일자리 지속 → 결혼만족도의 기치 -0.004 0.054

성별 → 결혼만족도의 기치 -0.258** 0.086

연령 → 결혼만족도의 기치 -0.010 0.009

고졸1) → 결혼만족도의 기치 -0.009 0.056

졸 이상1) → 결혼만족도의 기치 -0.010 0.075

건강상태 → 결혼만족도의 기치 0.161*** 0.030

가구소득 → 결혼만족도의 기치 0.102 0.129

자 업자2) → 결혼만족도의 기치 -0.106* 0.050

고용주2) → 결혼만족도의 기치 -0.015 0.082

무 가족종사자2) → 결혼만족도의 기치 0.012 0.106

배우자 취업여부 → 결혼만족도의 기치 -0.009 0.071

가교일자리로 이동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147* 0.061

가교일자리 지속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43 0.040

성별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26 0.081

연령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07 　 0.006

고졸1)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33 0.039

졸 이상1)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17 0.052

건강상태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62** 0.021

가구소득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60 0.158

자 업자2)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60 0.039

고용주2)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01 0.070

무 가족종사자2)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27 0.101

배우자 취업여부 → 결혼만족도의 변화율 0.070 0.070

=259.259(97),NFI=.959,CFI=.973,RMSEA=.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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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졸 이하=0, 2)임 근로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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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한국 베이비부머 패 조사 질문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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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idgeEmploymentand

ChangeinMaritalSatisfaction

amongKoreanBabyBoomers

SuYoungNah

Dept.ofChildDevelopment& FamilyStudi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currentstudyinvestigateswhetherbridgeemploymentaffects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ime among Korean Baby

Boomers.The research questions for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1)Doesthetransition from careerto bridgeemployment

predictchangeinmaritalsatisfactionovertime?2)Doescontinuously

engaginginbridgeemploymentimpactchangeinmaritalsatisfaction

overtime? 3)Dojobcharacteristicssuchaswage,jobcommitment,

andjobstress,mediatetherelationbetweenbridgeemploymentand

changeinmaritalsatisfaction?

The present study is based on a three-wave paneldataset

obtained from theKorean Baby BoomerPanelStudy.Thisstudy

examines those who were continuously married across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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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sofdatacollection:769BabyBoomerswhoremainedintheir

career jobs across the three waves,244 Baby Boomers who

continuouslyengagedinbridgeemploymentacrossthethreewaves,

and65BabyBoomerswhomovedfrom theircareerjobstobridge

jobsbetween Wave2and Wave3.A multivariatelatentgrowth

modeling isused todeterminewhetherbridgeemploymentaffects

changeinmaritalsatisfaction,andwhetherjobcharacteristicsmediate

theinfluenceofbridgeemploymentonchangeinmaritalsatisfaction.

Thefollowingisthemainresultsforthecurrentstudy:

1.Baby Boomers who moved from career jobs to bridge jobs

experiencedasignificantlyhigherincreaseinmaritalsatisfactionthan

didtheBabyBoomerswhoremainedintheircareerjobs.Neither

wage,jobcommitment,norjobstressmediatedtherelationbetween

transitionfrom careertobridgeemploymentandchangeinmarital

satisfaction.Althoughthetransitionfrom careertobridgeemployment

hadanegativeeffectontherateofincreaseinwage,thelower

increaseinwagewasnotsignificantlyassociatedwiththerateof

maritalsatisfaction.Thisfinding suggeststhatin theshortterm,

bridgeemploymenthasapositiveeffectonmaritalsatisfaction.

2.Theinitiallevelandtherateofincreaseinmaritalsatisfactiondid

notsignificantly differ between Baby Boomers who continuously

engaged in bridge employmentand those who remained in their

careerjobs.Eitherwage,job commitmentorjob stress did not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bridge employmentand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Whereas continuously engaging in bridge

employmenthadapositiveimpacton therateofincreasein job

commitment,thehigherincreaseinjobcommitmenthadnomedi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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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ontherateofmaritalsatisfaction.Theresultindicatesthat

in thelong term,bridgeemploymenthadnosignificanteffecton

changeinmaritalsatisfaction.

Asthepresentstudy examinestherelationshipbetween bridge

employmentandchangeinmaritalsatisfactionamongKoreanBaby

Boomers,theresultsmaynotpredicttheeffectofbridgeemployment

on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older people.In

summary,thecurrentstudydiscoversthatbridgeemploymentdoes

nothaveanegativeimpactonchangeinmaritalsatisfactionforthe

middle-agedpopulation.

keywords:bridgeemployment,maritalsatisfaction,

BabyBoomers,longitudinalstudy,

multivariatelatentgrowthmodel

StudentNumber:2013-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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