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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지표인 우울이 장년근로자의 퇴직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료는 2006-2012년 한국고령화패널

(KLoSA)을 이용하였으며 2006년 당시 고용근로자였던 45-64세 1,235명

을 분석했다.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년근

로자의 우울수준은 퇴직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

행했는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우울이 퇴직 위험을 높이는 영향이 유

의한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우울은 퇴직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원인으로 고용형태별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구성

원의 영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퇴

직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 왔던 정신건강의 중요

성을 제시했다. 둘째, 개인 간 우울의 이질성이 퇴직결정에 미치는 영향

력을 밝힘으로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선택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근로자의 우울 및 퇴직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이 퇴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

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장년층의 근로, 빈곤, 자살문제 등의 연구에 직간

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우울 장년근로자 퇴직 위험모형 고용형태

학 번 : 2014-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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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년근로자의 퇴직문제는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과 관계가 밀접하

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우선 장기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미래 노동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

이비붐 세대를 위시한 장년근로자의 대거 퇴직은 위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이상림, 2012). 한편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 시스템이 퇴직자의 안

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년층이 퇴직 이후

겪을 빈곤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임병인 & 강성호, 2006; 권

문일, 2004). 이를 반영하듯 많은 퇴직자들은 영세 사업에 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다양한 경

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윤은규 외, 2008). 이처럼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

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서, 장년근로자의 퇴직시기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이 장년근로자의 퇴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목적

으로 한다.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 특별히 정신건강에 주

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행 연구들이 육체적 건강과 퇴직 간

관계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장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한국

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5-2014년 건강보험 심사실적

에 보고된 우울증 환자 중 50대 이상 장년층의 비중은 60.7%를 차지해

장년층의 상당수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우

울의 심화는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

듯 한국의 자살자 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WHO에서

2014년 발간한 자살예방보고서(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2014)에 따르면 한국은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16.2

명으로 5년 이상 자살 통계를 보유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높은 우울과 자살의 원인으로는 장년인구의 빈곤문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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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꼽힌다. OECD에서 2014년 발간한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14)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빈곤층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전통적인 유교적 규범이 희박해진 반면 그 공백을 연금 등의 사회제도가

메우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고령인구의 상당수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장년층의 정신건강과 퇴직시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한 근로자가 정신적 문제로 인해 예정

보다 조기에 퇴직한다면, 그는 퇴직으로부터 사망까지의 노후기간이 연

장되어 이후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했

던 퇴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더욱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놓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조기 퇴직은 물질적, 정

신적 기반의 상실로 이어져 고령인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집단의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

했다. 고용형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구분하는 기초적인 방법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형태는

고용안정성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적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

는 점에서 퇴직 요인의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료는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6년 한국

고령화패널 1차 조사 당시 45-64세였던 근로자 1,235명을 대상으로 삼았

다. 정신건강의 측정방법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을 진

단하는 CES-D를 사용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장년근로자의 퇴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울수준이 장년

근로자의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볼 것이다.

분석 모형으로는 생존분석 모형으로 널리 쓰이는 콕스의 비례위험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했다. 장년근로자들의 퇴직이 모

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을 관측한다는

점에서 연구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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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우울증

우울증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대표적이며 보편적인 정신질환이다. 우울

증은 슬픈 감정, 좌절, 죄책감 등의 정서를 특징으로 하는 기분장애로서

개인의 의욕을 저하시켜 현실적 적응을 어렵게 한다(권석만, 2003). 건강

보험 심사실적 기준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우울증 환자는 전반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는 총 588,155명의 우울증 환자

가 발생했다.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가족의 사망, 질병, 가정불화, 가족관계

나 이성관계의 악화, 사업실패, 실업 등 부정적 생활사건이 주요 원인으

로 꼽힌다. 또한 우울은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사회경제

적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별히 임금 근로

자의 경우 크게 직장생활, 가족관계, 건강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최수찬 & 박해웅, 2005). 또한 가족, 배우자,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우울을 촉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변인과의 원만한 관계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오수성,

2001).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안,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Thoits(1987)는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4년 간 인터뷰조

사를 통해 사별, 실업 등 부정적 사건 경험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정적 사건을 겪을 때 더 높

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을 경험한 경우 남성에 비해

우울증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박재규, 이정림, 2011). 중년남성

들의 경우 고용문제보다 가족관계가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미숙(2003)은 40대 직장남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

으로 중년 남성들의 정신건강은 고용불안보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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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하였다.

노년의 우울과 그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정애 &

김지미(2010)는 우울을 경험한 노인들의 공통점으로 낮은 소득과 저학력

을 꼽았다. 김진영(2007)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했는데,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는 연령에 비례하여 커지

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히 고령인구의 우울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

배우자의 죽음, 이혼, 퇴직, 경제적 결핍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우울과 퇴직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퇴직과 우울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다(Winkelmann & Winkelmann, 1998; Murphy & Athanasou, 1999;

Kokko & Pulkkinen, 1998; 조성애 외, 2003). 우울과 퇴직 간 인과관계

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실업을 겪게 되

면 우울수준이 상승한다는 노출가설이 제시된다. 반대로 우울이 높은 사

람일수록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택가설이 있다(Winefield, 1997; 조

성애 외, 2003). 두 가설 모두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출가설

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량해고 등

의 자연적 실험을 통해 실업자의 우울 상승을 증명하기에 수월하며, 실

업이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을 키워 우울로 발전한다는 설명이 상식적으

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노출가설에 따르면 퇴직은 금전적인 이유를 비롯

하여 사회적 의미 상실 등으로 인한 비금전적인 사유에 의해서도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kelmann & Winkelmann, 1998).

반면 선택가설의 경우 우울을 실업 등 외적 사건으로 인한 발병보다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식한다(Dooley et al, 2000). 이 가설에 따르면 우울수

준은 개인마다 이질성을 갖는데, 같은 부정적 사건을 겪더라도 개인마다

심리적 충격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즉 타인보다 우

울이 높은 근로자는 근로의지가 저하되어 결국 퇴직을 선택한다(Clark

& Oswald, 1994; Winkelmann & Winkelmann, 1998, Mur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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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anasou, 1999; 조성애 외, 2003).

2.3 우울과 고용형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종사자는 정

규직 종사자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으며 음주, 흡연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을 보인다(Kim et al. 2006). 고상백 외(2004)가 조선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

로자가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사례에서도 임

시직 종사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신적 병리증세를 보였다

(Virtanen et al. 2005).

고용형태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

이 있다. 우선 불안정한 직업이 근로자에게 더 위험한 노동환경을 제공

하여 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Benach et al., 2000). Dooley et

al.(2000)의 경우 개인의 고용형태를 한 쪽 끝은 양질의 고용, 다른 한

쪽 끝은 실업으로 구성된 연속구간으로 개념화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질 낮은 고용은 실업과 양질의 일자리 중간의 한 점이며 실업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므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경우 송이은 &

김진영(2012)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가 유

의했으며 그 원인으로 가구소득, 자기존중감, 사회적 지지 등이 제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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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3.1 장년근로자의 퇴직분석

한국고령화패널(KLoSA)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여 2006년부터 조

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격년 주기로 재조사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2012년

도 4차 자료까지 공개되었다. 한국고령화패널은 다른 패널자료에 비해

고령자 표본이 크고 고령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문항을 갖추었다는

장점을 지닌다. 2006년 1차 한국고령화패널 조사에서 자신을 임금근로자

로 밝힌 45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 근로자는 총 1,875명이었다.1) 본 연

구는 위 근로자 중 2012년도 4차까지의 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1,2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 이외에도 고용주의 고용 유인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본 연구의 목적인 우울이 퇴직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직이 순전히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의 파산, 폐업, 정리해

고, 명예퇴직, 계약기간 종료, 정년퇴직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퇴직

을 분석에서 제외했다.2)

전체 근로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정보가 [표 1]에 정리되

어 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크게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나뉜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를 이른다. 임시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일

1) 고용노동부에서는 50-64세 인구를 장년으로 정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당시 50-64세 근로자

이외에도 2012년까지 50세 이상 근로자가 되어 근로를 지속했거나 퇴직을 경험

한 45-49세 근로자까지 분석에 포함했다. 이는 한국고령화패널은 50세 미만 인구

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그러나 여전히 노동 수요(고용주)의 문제는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스스

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

생과 퇴직 시 얻을 효용을 비교하여 퇴직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한계를 염두한 상황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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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고용형태를 이른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

우를 이른다.3)

전체 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체의 7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임시직, 일용직은 각각 11.1%, 18.6%의 비율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여

성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높고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모두 낮아 상대

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

록 상용직 비율은 감소하는 한편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장년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고령으로 갈수록 악

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4)

3) 제 1차 한국고령화패널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4) 위 결과는 고령인구의 근무선호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상용직의 경

우 전일제 근무가 많아 근로자가 고령일수록 체력의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근로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짧거나 탄력적인

임시직, 일용직 근무를 선호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45-50세 근로자 중 상용

직-일용직 주간 근무시간의 차이는 평균 3시간에 불과했으나 60-64세 인구의 경

우 상용직-일용직의 주간 근무시간은 평균 16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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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06년 장년근로자의 성/연령/고용형태별 수와 비율 (괄호 비율)

전체 45-50세 50-55세 55-60세 60-64세

전체

상용직
868 404 260 130 74

(70.28) (78.75) (71.23) (61.03) (51.39)

임시직
137 42 39 30 26

(11.09) (8.19) (10.68) (14.08) (18.06)

일용직
230 67 66 53 44

(18.62) (13.06) (18.08) (24.88) (30.56)

합 계 1,235 513 365 213 144

남성

상용직
592 272 183 87 50

(75.90) (85.53) (77.87) (65.41) (53.19)

임시직
50 10 15 10 15

(6.41) (3.14) (6.38) (7.52) (15.96)

일용직
138 36 37 36 29

(17.69) (11.32) (15.74) (27.07) (30.85)

합 계 780 318 235 133 94

여성

상용직
276 132 77 43 24

(60.66) (67.69) (59.23) (53.75) (48.00)

임시직
87 32 24 20 11

(19.12) (16.41) (18.46) (25.00) (22.00)

일용직
92 31 29 17 15

(20.22) (15.90) (22.31) (21.25) (30.00)

합 계 455 195 130 80 50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성, 연령별로 구분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2012

년 12월까지 확인된 퇴직자는 총 329명으로 2006년 12월 당시 장년근로

자의 26.6%가 6년 내 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퇴직자 비율

은 20.7%로 여성(36.7%)에 비해 낮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상용직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외된 정년퇴직

자 중 남성 비율이 높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퇴직자 집단의 퇴직사유 1위는 건강악화(33.1%)였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도 확인되었듯이 다수의 장년근로자가 건강으로 인해 퇴직함을 보인

다. 퇴직 사유에서 복수 응답이 가능할 경우 건강문제를 보고한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으로 인한 퇴직 비율은 성별보다 연령

별 차이가 뚜렷했다. 60-64세 집단의 퇴직사유에서 건강문제는 절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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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다.

인구적 특성과는 별개로 고용형태별 퇴직사유를 구분한 결과가 [표 3]

에 정리되어 있다. 눈여겨 볼 점은 고용형태에 따라 직업의 낮은 장래성

과 불만족스러운 근로조건에 따른 퇴직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다.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업의 임시성 및 장래성 부족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상용직보다 2-3배가량 높았다. 한편 상용직 장년근로자

의 경우 현재 직장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있어 이직하는 비율이 임시직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 많은 임시직 및 일

용직 근로자가 안정된 고용과 높은 임금 등 보다 나은 근로조건으로의

이직을 희망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주로 상용직 근로자에게 국한된 경우

가 많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2] 2006-2012년 장년근로자의 성/연령별 퇴직 사유(괄호 비율)

퇴직 사유 전 체 남 성 여 성
45-50

세

50-55

세

55-60

세
60-64세

저임금
21 12 9 6 6 4 5

(6.38) (7.41) (5.39) (8.00) (5.56) (5.06) (7.46)

임시직, 장래성이

없어서

24 12 12 6 8 8 2

(7.29) (7.41) (7.19) (8.00) (5.56) (5.06) (7.46)

적성, 지식 등의 불일치
4 2 2 3 1

(1.22) (1.23) (1.20) (4.00) (0.00) (1.27) (0.00)

열악한 근로환경
19 11 8 5 6 6 2

(5.78) (6.79) (4.79) (6.67) (5.56) (7.59) (2.99)

결혼, 출산, 육아, 간병

등

10 1 9 　 5 3 2

(3.04) (0.62) (5.39) (0.00) (4.63) (3.80) (2.99)

학업이나 군대
6 2 4 　 5 1

(1.82) (1.23) (2.40) (0.00) (4.63) (0.00) (1.49)

좋은 근로조건으로

이직

42 22 20 16 13 6 7

(12.77) (13.58) (11.98) (21.33) (12.04) (7.59) (10.45)

개인 혹은 가족 사업
28 23 5 12 10 5 1

(8.51) (14.20) (2.99) (16.00) (9.26) (6.33) (1.49)

건강 악화
109 53 56 15 30 30 34

(33.13) (32.72) (33.53) (20.00) (27.78) (37.97) (50.75)

쉬고 싶어서
44 12 32 9 17 10 8

(13.37) (7.41) (19.16) (12.00) (15.74) (12.66) (11.94)

기타
22 12 10 3 8 6 5

(6.69) (7.41) (5.99) (4.00) (7.41) (7.59) (7.46)

전체 329 162 167 75 108 7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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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따른 퇴직사유는 개인 또는 가족 사업으로 인한 퇴직비율에

서도 차이를 보인다. 상용직 근로자는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본인이나 가족 사업으로 인해 퇴직하는 비율이 두 배가량 높다. 위 사유

로 퇴직한 근로자의 78%는 이후 조사에서 본인이 자영업자임을 밝혀 가

족종사 보다는 본인의 창업을 위해 퇴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자영업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자금의 마련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용직 근로자는 비교적 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점에

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2006-2012년 장년근로자의 고용형태별 퇴직 사유(괄호 비율)

퇴직 사유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21 10 6 5

(6.38) (5.29) (10.71) (5.95)

임시직, 장래성이 없어서
24 8 7 9

(7.29) (4.23) (12.50) (10.71)

적성, 지식 등의 불일치
4 3 1

(1.22) (1.59) (1.79) (0.00)

열악한 근로환경
19 10 2 7

(5.78) (5.29) (3.57) (8.33)

결혼, 출산, 육아, 간병 등
10 6 3 1

(3.04) (3.17) (5.36) (1.19)

학업이나 군대
6 3 1 2

(1.82) (1.59) (1.79) (2.38)

좋은 근로조건으로 이직
42 28 4 10

(12.77) (14.81) (7.14) (11.90)

개인 혹은 가족 사업
28 20 3 5

(8.51) (10.58) (5.36) (5.95)

건강 악화
109 63 17 29

(33.13) (33.33) (30.36) (34.52)

쉬고 싶어서
44 27 7 10

(13.37) (14.29) (12.50) (11.90)

기타
22 11 5 6

(6.69) (5.82) (8.93) (7.14)

전체 329 189 5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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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자 집단의 우울수준 분석

우울증 검사는 우울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로 개발되었

으나 후에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인정받았다. 그 중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는 우

울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한국고령화패널에는 CES-D 10개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기록되어 있

다. 본 연구는 CES-D를 이용해 개인의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합산점수 방법은 질문문항의 점수를 합

산하여 0점부터 최대 30점의 합산점수를 만든 것이다. 이 방법은 의료계

에서 개인의 우울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며 합산

점수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61-.91로 알려져 있다(송이은, 김진

영, 2009; 서국희 외, 1998).

두 번째로 “지난 일주일간 많이 우울하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등

CES-D 질문에 대하여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이

상으로 답한 경우가 4회 이상일 때 해당 표본을 우울 표본으로 보고 더

미변수로 1을 부여하였다. 위 변수는 고용정보원에서 한국고령화패널 자

로 배포 시 CES-D 문항을 바탕으로 직접 생성한 변수이기도 하다. 이

후 이 변수를 ‘우울더미’라 명명한다.

[표 4] 우울 진단을 위한 CES-D 문항 예시

우울증 관련 질문

설명
다음은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껴지거나 행동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1. 지난 일주일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귀찮고 괴롭게 느껴졌습니까?

2. 지난 일주일간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 힘드셨습니까?

3.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우울하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4.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셨습니까?

선택

문항

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미만)

②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③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일-4일 정도)

④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일-7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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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당시 임금근로자의 우울수준을 성, 연령,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표 5]에 정리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우울수준은 임

시, 일용직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임시직의 경우 상용

직보다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젊은 45-50세

임시직 집단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이 임시

직 및 일용직보다 우울수준이 양호하다는 연구(송이은, 김진영, 2012)와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진영, 2009)의 결과

는 본 연구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표 5] 2006년 당시 임금근로자의 성/연령/고용형태별

우울 합산점수†평균 및 우울집단‡비율

전체 45-50세 50-55세 55-60세 60-64세

전체

상용직
4.79 4.79 4.67 4.75 5.34

(14.86) (12.62) (15.77) (15.38) (22.97)

임시직
5.05 4.48 5.08 5.13 5.88

(19.71) (11.90) (23.08) (20.00) (26.92)

일용직
5.46 5.58 5.56 5.74 4.80

(20.43) (17.91) (22.73) (26.42) (13.64)
남성

상용직
5.56 5.31 5.62 5.81 6.29

(21.74) (18.18) (23.38) (20.93) (37.50)

임시직
4.83 4.16 4.92 5.00 6.36

(18.39) (12.50) (25.00) (15.00) (27.27)

일용직
5.71 4.71 6.10 7.53 5.00

(21.74) (12.90) (24.14) (41.18) (13.33)
여성

상용직
4.43 4.54 4.26 4.23 4.88

(11.66) (9.93) (12.57) (12.64) (16.00)

임시직
5.44 5.50 5.33 5.40 5.53

(22.00) (10.00) (20.00) (30.00) (26.67)

일용직
5.28 6.33 5.14 4.89 4.69

(19.57) (22.22) (21.62) (19.44) (13.79)

※ 괄호 우울집단 비율

†CES-D 1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각각 0-3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함. 0-30점

‡CES-D 10개 문항 중 4개 이상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 우울집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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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년근로자의 퇴직모형

장년근로자의 퇴직결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

다.5)

 ≤      (1)

식 (1)에서 좌변의 는 임금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을

뜻한다. 는 임금 이외에도 근로과정에서 얻는 복리후생, 직업적 성취

등 유무형의 가치를 종합한 것이다. 이 효용은 근로자의  에 의해 결정

되는데,  에는 연령, 성별, 교육연수, 직장경험 등이 포함된다. 우변의

는 퇴직 시 얻게 되는 효용을 나타낸다. 근로자는 퇴직으로 얻는 효용

의 가치가 더 높을 경우 일자리를 그만 둘 것이다. 를 구성하는 요소

로는 첫째로 개인의 건강  가 있다.  는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지만 편의 상 퇴직 후 의료서비스, 휴식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으

로 역할을 제한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정신건강 는 근로자의 근로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신건강이 악화된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한 효용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족구성을 나타내는 는 배우자의 유

무, 현재 자녀 수 등 부양가족의 존재와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며 이

역시 장년근로자의 퇴직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근로

소득  가 있는데, 가구 자산, 자녀의 소득 등은 근로자의 노후부담을

줄여 퇴직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주의 고용모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     (2)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비용 보다 근

5) 이론모형은 이철희 & 이에스더(201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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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생산하여 얻는 이윤  가 더 높을 경우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산성 가 하락하거나 건강   또는

가 악화되는 경우, 또는 기업경기 위축 등 거시변수  로 인해 고용비

용 가 상승한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유인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장년근로자의 퇴직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적 요인들과 노동수요 측면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울수준의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콕스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

용하여 생존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모형에 사용할 비례위험함수  는 다

음의 축약형(Reduced form)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한국고령화패널에서 퇴직자들은 자신의 퇴직 시기를 연도 및 월로 밝혔

다. 또한 한국고령화패널 조사시기가 직전년도 12월에 시행됨을 고려해

조사시점과 퇴직시점을 월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할 수 있었다. 식 (3)

을 바탕으로 콕스 비례위험모형에 의한 회귀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exp     (4)

는 2006년 당시 장년근로자들이 조사 이후 개월이 지났을 때 퇴직

할 확률을 나타낸다.  는 오직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기본위험함수

(baseline hazard function)를 뜻하며 exp    는 이에

대응하여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상대위험함수(relative hazard

function)를 가리킨다. 콕스 비례모형의 추정과정에서 식 (4)의 좌변

 는 약분되어 사라진다. 즉 콕스 비례모형에서는 기본함수에 대한 가

정이 필요치 않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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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울과 퇴직위험 분석의 주요 변수 설명

변 수 변수의 정의

우울

수준

우울 합산점수

CES-D 10개 문항(예:“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

지셨습니까?”) 에 대한 답변을 각각 0-3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

함. 0-30점

우울 더미
더미변수. CES-D 10개 문항 중 4개 이상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1)

인구

변수

남성 더미변수. 남성(=1)

연령 연령

교육연수 교육연수, 학력 및 졸업, 수료, 중퇴 등을 고려하여 계산함

만성질환 치료 더미변수. 현재 만성질환으로 인해 치료 및 약물 복용 중(=1)

건강 나쁨 더미변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1)

근로

변수

로그 임금 월 임금 로그값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가족

변수

로그 총 자산 가계 순자산 로그값

혼인 더미변수. 현재 혼인상태(=1)

근로자녀 수 현재 근로중인 자녀 수

비근로 자녀 수 현재 근로하지 않는 자녀 수

[표 7] 우울과 퇴직위험 분석의 주요 변수 통계량

변수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우울 합산점수 4.948 3.689 4.795 3.612 5.058 3.619 5.461 3.971

우울더미 0.164 0.371 0.149 0.356 0.197 0.399 0.204 0.404

남성 0.632 0.483 0.682 0.466 0.365 0.483 0.600 0.491

연령 51.913 5.294 51.171 4.954 53.715 5.833 53.639 5.555

교육연수 10.865 3.891 11.737 3.713 8.985 3.956 8.691 3.220

만성질환 치료 0.261 0.439 0.243 0.429 0.292 0.456 0.309 0.463

건강 나쁨 0.106 0.308 0.097 0.296 0.161 0.368 0.109 0.312

로그 임금 4.908 0.736 5.128 0.679 4.348 0.597 4.412 0.586

근로시간 46.989 15.244 48.909 13.480 45.701 18.016 40.513 17.732

로그 총 자산 8.697 2.275 8.997 1.999 8.260 2.593 7.823 2.748

혼인 0.892 0.864 0.915 0.279 0.861 0.346 0.826 0.379

근로 자녀 수 0.794 1.008 0.647 0.901 1.109 1.179 1.161 1.143

비근로 자녀 수 1.617 1.177 1.459 1.079 2.007 1.308 1.97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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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전체 장년근로자를 분석한 결과가 [표

8-1]과 [표 8-2]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우울합산

점수와 우울더미 모두 퇴직위험을 높인다는 점이다. [표 8-1]의 모형 (1)

과 [표 8-2]의 모형(1)에서는 우울수준이 단일변수로서 퇴직위험을 유의

하게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 [표 8-1] 모형 (1)에 따르면 우울 합산점수

가 1 표준편차(3.69) 높은 근로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근로자보다 퇴

직위험이 95% 신뢰구간 하에서 3.7-24.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8-2] 모형 (1)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우울집단에

속하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퇴직위험이 평균

59.3% 상승한다. 인구 및 근로변수를 모형에 추가한 결과 우울수준의 영

향력은 낮아졌으며 우울 합산점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우울을 제외한 분석결과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별

과 연령의 영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과 고령 인구의 노동안정성이 낮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

다. 근로 변수와 관련해서는 높은 임금과 낮은 근로시간이 퇴직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를 통해 얻

는 효용이 높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미루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이 높을수록 퇴직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

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고령으로 인한 체력 약화 등으로 인해 장년근로

자들이 근로시간의 신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년근로자의 퇴직에는 가구 자산을 비롯하여 배우자 및 자

녀의 근로 등으로 인한 비근로소득이 퇴직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퇴직을 미

루고 비근로자녀가 많을수록 퇴직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장년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 지을 수 있

다.6) 단적인 예로 장년근로자 자녀의 학력을 살펴보자. 장년근로자 자녀

의 평균연령은 25.5세로, 진학 여부에 따라 학업을 지속 중이거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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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시작할 수도 있는 연령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수준은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높은데, 근로하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장년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낮아진다.7) 이를 반영하듯 장년근로자의 자녀

중 근로자 집단의 대학진학 비율은 46%인 반면 비근로 집단의 대학진학

비율은 70%였다. 종합하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년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불안이 비교적 낮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우울이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는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모형별로 설명변수가 추가되는 가운데 우

울수준이 일관되게 퇴직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 모형

(4)에 따르면 한 상용직 근로자의 우울수준이 1 표준편차 높을 경우 그

의 퇴직위험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1.4-29.5% 가량 상승한다. 또한

[표 9-2] 모형 (4)에 의하면 우울집단에 속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

로자에 비해 퇴직위험이 평균 48.2%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분석에서는 우울수준

의 상승이 퇴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용직 집단의 경

우 오히려 퇴직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임시직 근로자

집단의 분석에서 우울 더미가 퇴직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결과도 있

으나 분석에서 계산된 적합도를 고려했을 때 그리 신뢰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우울의 영향이 불명확한 임시직을 제외하고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비교에 주목하기로 하자. 두 집단 간 우울의 영향이 상이한 원인을 찾는

다면 가족 변수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선행연구가 개인의 우울수준과 가족관계 간의 상관관

6)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지표로 소득과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표 7]의 정

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8.7만 원이며 일용직 근

로자의 평균임금은 96.5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 중 대졸

자 비율은 27.5%인 반면 일용직 근로자 중 대졸자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7) 근로자녀가 없는 장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4만원, 근로자녀가 한 명 있는

장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2만 원, 근로자녀가 2명인 장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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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높음을 밝혀 왔으며(최수찬 & 박해웅, 2005; 박재규 & 이정림,

2011; 송이은 & 김진영, 2009), 둘째로 우울과 마찬가지로 가족 변수가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용직과 일용직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가족변수를 배우자, 자녀 순으로 살펴보자. 우선 혼인이 퇴직위험에 미

치는 영향은 퇴직 후 배우자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의 근로여부8)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용직 혼인자는 비혼인자에 비

해 퇴직위험이 60% 이상 높은 것으로 관찰된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혼인이 퇴직위험을 20% 이상 낮추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배

우자와 맺는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용형태별 자녀 변수의 영향 차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용직 근로자는 자녀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가 퇴

직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퇴직 결정에 있어 자녀의 경

제적 지원이 고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중인 자녀가 많을수록 퇴직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자녀가 진학보다 근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최대한 퇴직 시기를 늦추

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해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년근로자의 혼인상태와 가족관계 만

족도를 살펴보았는데, 고용형태에 따라 두 항목 모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12]에는 장년근로자의 2006년 당시 혼인상태(혼인, 별거, 이혼, 사별,

미혼)를 비롯하여 장년근로자가 배우자 관계, 그리고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상용직 집

단은 혼인자 비율이 높은 반면 일용직 근로자 집단은 이혼자 비율이 상

용직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 집단의 배우자관계

만족도는 평균 76.5, 자녀관계 만족도는 78.9점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

8) 한국고령화패널에서는 배우자의 근로여부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은 관계로 배우

자 근로와 퇴직위험 간의 관계분석에 지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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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용직 집단의 배우자관계 만족도는 평균 68.8점, 자녀관계

만족도는 평균 73.7점으로 대체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

인됐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이혼, 별거, 가족관계 악화 등

은 우울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표 12]에는 고용형태 외에도 우울더

미를 기준으로 집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울집단(우울더미=1)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이혼 비율이 2-6배가량 높았다. 또한 우울집단의 경우 비우

울 집단에 비해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상용직 보다 일용직 근로자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우울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결혼상태와 가족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했다. 우울 합산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OL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혼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현재 혼인중인

근로자에 비해 우울점수가 3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에 정

리). 또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수준이 낮다는 결과

가 OLS, Logit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고용형태에 따라 우울이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각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원 간 지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용직 근로자 집단의 경우 퇴직 후 생계유지에 대한 부

담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적고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심리적 지

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상용직 근로자는 우울로 인해 근로 의

욕이 저하될 경우 퇴직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 집단

은 소득이 적고 가족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우울과 근로유인

모두 상승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자 집단의 비교는 우울과 퇴직위

험 연구에 있어 우울 유발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만약 근로자의 우

울 요인이 외부적 요인보다 개인 특성의 비중이 높으면 이는 상용직 사

례와 같이 퇴직위험 상승을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우울이 발생했다면 우울 뿐 아니라 근로 유인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용직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근로 유인은 우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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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의지 저하를 상쇄하며 나아가 퇴직위험을 낮추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울과 퇴직위험 간의 반비례 관계는 인과적

접근보다 같은 원인을 공유하는 상관관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론적

으로 우울 요인의 파악은 향후 선택가설의 입증을 시도하는 모든 연구에

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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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2006년 전체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퇴직위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 분석결과(우울 합산점수)

종속변수 퇴직

우울 측정 방법 우울 합산점수 방법

모 형 (1) (2) (3) (4)

Hazard Ratio

우울 합산점수 1.038*** 1.024* 1.014 1.021
(0.0145) (0.0146) (0.0149) (0.0153)

만성질환 치료(=1) 1.383*** 1.091 1.100
(0.169) (0.136) (0.138)

건강 나쁨(=1) 1.607*** 1.142 1.134
(0.257) (0.187) (0.187)

남성(=1) 0.566*** 0.563***
(0.0755) (0.0781)

연령 1.093*** 1.081***
(0.0127) (0.0149)

교육연수 1.008 1.011
(0.0179) (0.0187)

로그 임금 0.821** 0.789**
(0.0791) (0.0793)

근로 시간 1.007** 1.007*
(0.00344) (0.00348)

로그 가구 자산 1.414*
(0.261)

혼인(=1) 1.021
(0.0274)

근로 자녀 수 0.950
(0.0692)

비근로 자녀 수 1.154**
(0.0824)

Observations 1,235 1,235 1,235 1,235
-2 Log L 4414.235 4394.495 4273.868 4261.112
LR Chi2 6.79 26.53 147.15 159.91
P-value 0.0092 <0.0001 <0.0001 <0.0001

 CES-D 1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각각 0-3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함. 0-30점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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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2006년 전체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퇴직위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 분석결과(우울 더미)

종속변수 퇴직

우울 측정 방법 우울 더미 방법

모 형 (1) (2) (3) (4)

Hazard Ratio

우울더미 (=1) 1.593*** 1.409** 1.272* 1.335**
(0.210) (0.192) (0.179) (0.187)

만성질환 치료(=1) 1.367** 1.083 1.092
(0.168) (0.135) (0.138)

건강 나쁨(=1) 1.571*** 1.126 1.127
(0.251) (0.183) (0.184)

남성(=1) 0.558*** 0.554***
(0.0745) (0.0769)

연령 1.095*** 1.083***
(0.0128) (0.0150)

교육연수 1.009 1.012
(0.0180) (0.0188)

로그 임금 0.837* 0.804**
(0.0805) (0.0801)

근로 시간 1.007** 1.007*
(0.00344) (0.00349)

로그 가구 자산 1.416*
(0.261)

혼인(=1) 1.022
(0.0274)

근로 자녀 수 0.949
(0.0690)

비근로 자녀 수 1.154**
(0.0824)

Observations 1,235 1,235 1,235 1,235
-2 Log L 4409.591 4391.201 4271.979 4259.246
LR Chi2 11.43 29.82 149.04 161.78
P-value 0.0007 <0.0001 <0.0001 <0.0001

 CES-D 10개 문항 중 4개 이상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1)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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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2006년 상용직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퇴직위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 분석결과(우울 합산점수)

종속변수 퇴직

우울 측정 방법 우울 합산점수 방법

모 형 (1) (2) (3) (4)

Hazard Ratio

우울 합산점수 1.071*** 1.051*** 1.041** 1.042**
(0.0185) (0.0189) (0.0195) (0.0199)

만성질환 치료(=1) 1.377* 1.122 1.176
(0.228) (0.187) (0.197)

건강 나쁨(=1) 1.868*** 1.264 1.302
(0.389) (0.266) (0.275)

남성(=1) 0.466*** 0.450***
(0.0834) (0.0830)

연령 1.117*** 1.098***
(0.0172) (0.0198)

교육연수 1.028 1.034
(0.0251) (0.0256)

로그 임금 0.867 0.826
(0.112) (0.114)

근로 시간 1.012** 1.011**
(0.00494) (0.00503)

로그 가구 자산 1.022
(0.0398)

혼인(=1) 1.674*
(0.442)

근로 자녀 수 1.027
(0.107)

비근로 자녀 수 1.171
(0.114)

Observations 868 868 868 868
-2 Log L 2378.213 2362.113 2271.311 2260.946
LR Chi2 14.02 30.12 120.92 131.29
P-value 0.0002 <0.0001 <0.0001 <0.0001

 CES-D 1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각각 0-3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함. 0-30점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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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2006년 상용직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퇴직위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 분석결과(우울 더미)

종속변수 퇴직

우울 측정 방법 우울 더미 방법

모 형 (1) (2) (3) (4)

Hazard Ratio

우울더미 (=1) 1.986*** 1.705*** 1.488** 1.482**
(0.338) (0.299) (0.273) (0.271)

만성질환 치료(=1) 1.342* 1.114 1.173
(0.224) (0.187) (0.198)

건강 나쁨(=1) 1.937*** 1.316 1.351
(0.395) (0.271) (0.281)

남성(=1) 0.451*** 0.437***
(0.0802) (0.0801)

연령 1.118*** 1.099***
(0.0173) (0.0199)

교육연수 1.030 1.037
(0.0254) (0.0260)

로그 임금 0.890 0.849
(0.113) (0.115)

근로 시간 1.012** 1.011**
(0.00492) (0.00502)

로그 가구 자산 1.016
(0.0391)

혼인(=1) 1.667*
(0.441)

근로 자녀 수 1.034
(0.107)

비근로 자녀 수 1.164
(0.113)

Observations 868 868 868 868
-2 Log L 2377.84 2360.751 2271.137 2260.892
LR Chi2 14.39 31.48 121.10 131.34
P-value <0.0001 <0.0001 <0.0001 <0.0001

 CES-D 10개 문항 중 4개 이상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1)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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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2006년 임시직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퇴직위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 분석결과(우울 합산점수)

종속변수 퇴직

우울 측정 방법 우울 합산점수 방법

모 형 (1) (2) (3) (4)

Hazard Ratio

우울 합산점수 1.005 0.996 0.970 0.975
(0.0392) (0.0402) (0.0423) (0.0426)

만성질환 치료(=1) 1.467 1.158 1.040
(0.434) (0.360) (0.338)

건강 나쁨(=1) 1.114 0.967 0.971
(0.415) (0.392) (0.416)

남성(=1) 0.918 0.879
(0.309) (0.313)

연령 1.041 1.032
(0.0304) (0.0376)

교육연수 0.945 0.944
(0.0426) (0.0472)

로그 임금 0.948 0.917
(0.305) (0.289)

근로 시간 1.010 1.011
(0.00900) (0.00936)

로그 가구 자산 1.046
(0.0665)

혼인(=1) 1.394
(0.684)

근로 자녀 수 0.964
(0.157)

비근로 자녀 수 1.123
(0.185)

Observations 137 137 137 137
-2 Log L 508.963 506.995 499.441 494.583
LR Chi2 0.02 1.98 9.54 14.4
P-value 0.8969 0.5756 0.2989 0.4206

 CES-D 1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각각 0-3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함. 0-30점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 26 -

[표 10-2] 2006년 임시직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퇴직위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 분석결과(우울 더미)

종속변수 퇴직

우울 측정 방법 우울 더미 방법

모 형 (1) (2) (3) (4)

Hazard Ratio

우울더미 (=1) 1.982** 1.918** 1.742* 1.816*
(0.592) (0.594) (0.566) (0.605)

만성질환 치료(=1) 1.405 1.143 1.019
(0.413) (0.349) (0.332)

건강 나쁨(=1) 0.941 0.817 0.810
(0.348) (0.325) (0.343)

남성(=1) 0.839 0.783
(0.288) (0.285)

연령 1.045 1.038
(0.0310) (0.0376)

교육연수 0.968 0.961
(0.0436) (0.0476)

로그 임금 0.994 0.945
(0.328) (0.304)

근로 시간 1.006 1.009
(0.00897) (0.00937)

로그 가구 자산 1.070
(0.0715)

혼인(=1) 1.366
(0.661)

근로 자녀 수 0.952
(0.151)

비근로 자녀 수 1.101
(0.174)

Observations 137 137 137 137
-2 Log L 504.251 502.9543 497.211 491.772
LR Chi2 4.73 6.03 11.77 17.21
P-value 0.0297 0.1104 0.1618 0.3066

 CES-D 10개 문항 중 4개 이상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1)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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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2006년 일용직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퇴직위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 분석결과(우울 합산점수)

종속변수 퇴직

우울 측정 방법 우울 합산점수 방법

모 형 (1) (2) (3) (4)

Hazard Ratio

우울 합산점수 0.952 0.951* 0.952 0.955
(0.0289) (0.0287) (0.0306) (0.0320)

만성질환 치료(=1) 1.217 1.019 1.008
(0.296) (0.254) (0.258)

건강 나쁨(=1) 1.058 1.022 1.026
(0.387) (0.391) (0.398)

남성(=1) 0.511** 0.546**
(0.140) (0.161)

연령 1.082*** 1.080***
(0.0244) (0.0307)

교육연수 1.072* 1.076*
(0.0421) (0.0452)

로그 임금 1.411 1.313
(0.389) (0.379)

근로 시간 0.988 0.989
(0.00782) (0.00786)

로그 가구 자산 1.052
(0.0545)

혼인(=1) 0.764
(0.253)

근로 자녀 수 0.884
(0.128)

비근로 자녀 수 1.106
(0.157)

Observations 230 230 230 230
-2 Log L 850.239 849.477 833.213 829.421
LR Chi2 2.77 3.53 19.79 23.58
P-value 0.0963 0.3172 0.0112 0.0725

 CES-D 1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각각 0-3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함. 0-30점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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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2006년 일용직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퇴직위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 분석결과(우울 더미)

종속변수 퇴직

우울 측정 방법 우울 더미 방법

모 형 (1) (2) (3) (4)

Hazard Ratio

우울더미 (=1) 0.598 0.566* 0.628 0.646
(0.187) (0.181) (0.207) (0.225)

만성질환 치료(=1) 1.249 1.044 1.030
(0.304) (0.261) (0.264)

건강 나쁨(=1) 1.137 1.073 1.077
(0.419) (0.412) (0.420)

남성(=1) 0.526** 0.554**
(0.144) (0.164)

연령 1.078*** 1.079***
(0.0245) (0.0306)

교육연수 1.072* 1.075*
(0.0422) (0.0454)

로그 임금 1.369 1.281
(0.383) (0.375)

근로 시간 0.988 0.989
(0.00777) (0.00784)

로그 가구 자산 1.049
(0.0546)

혼인(=1) 0.775
(0.257)

근로 자녀 수 0.867
(0.125)

비근로 자녀 수 1.106
(0.157)

Observations 230 230 230 230
-2 Log L 849.900 848.849 833.481 829.426
LR Chi2 3.04 4.16 19.52 23.58
P-value 0.0810 0.2451 0.0123 0.0726

 CES-D 10개 문항 중 4개 이상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1)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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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장년근로자의 고용형태/우울집단 별 혼인상태 비율 및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비

우

울

우

울

전

체

비

우

울

우

울

전

체

비

우

울

우

울

전

체

비

우

울

우

울

혼인상태

혼인 89.2 91.5 77.8 91.5 93.0 82.9 86.1 86.4 85.2 82.6 88.5 59.6

별거 0.9 0.8 2.0 1.15 0.9 2.3 0.0 0.0 0.0 0.9 0.5 2.1

이혼 3.1 2.0 8.4 2.07 1.5 5.4 4.4 3.6 7.4 6.1 3.3 17.0

사별 5.4 4.5 10.3 4.38 3.7 8.5 8.0 8.2 7.4 7.8 5.5 17.0

미혼 1.3 1.3 1.5 0.92 0.9 0.8 1.5 1.8 0.0 2.6 2.2 4.3

관계만족도

배우자 74.1 75.1 68.2 76.5 77.4 71.1 66.2 66.7 63.9 68.8 70.3 60.7

자녀 77.2 78.4 70.6 78.9 79.9 73.2 71.6 71.7 71.1 73.7 76.4 62.8

※ 우울은 우울더미=1인 집단을 말함.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0-100점이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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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06년 장년근로자의 우울과 혼인상태 및 가족관계 분석:

OLS, Logit 분석 결과

종속변수 우울 합산점수 우울 더미

분석방법 OLS Logit

모 형 (1) (2) (3) (4)

별거(=1) 2.274** 1.094*
(1.054) (0.618)

이혼(=1) 2.932*** 1.576***
(0.599) (0.337)

사별(=1) 1.886*** 1.003***
(0.457) (0.277)

미혼(=1) 0.587 0.321
(0.914) (0.646)

배우자관계† -0.0296*** -0.0153***
(0.00707) (0.00570)

자녀관계† -0.0213*** -0.0126**
(0.00750) (0.00591)

Constant 4.726*** 8.544*** -1.788*** 0.230
(0.109) (0.519) (0.0860) (0.406)

Observations 1,235 1,080 1,235 1,080

 CES-D 1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각각 0-3점으로 환산한 뒤 합산함. 0-30점

 CES-D 10개 문항 중 4개 이상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1)

† 배우자 및 자녀 관계의 경우 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뜻

함.

자료: 한국고령화패널 1-4차 자료.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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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장년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이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금까지의 퇴직 연구는 주로 근로자의 생산성 또는 신체 건

강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 우울증 환자의 증가추세와 함께

고령인구의 빈곤, 자살률의 증가는 한국 장년층 연구에 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 2006-2012년 자료와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통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기와 우울이 서로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실업을 겪

을 시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노출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이 개인 간 이질성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근로자의 현재 우울수준으로 미래 퇴직시기를 예상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울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근로자의 인구적 특성, 근로조건, 가족변수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

울의 증가는 퇴직 시기를 앞당긴다. 둘째로 우울수준이 퇴직 시기를 앞

당기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고용지위가 안정적인 상용직 집단에게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우울이 퇴직위험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고용형태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본

연구는 각 장년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구구성원의 역할을 제시

했다. 우울과 마찬가지로 가족변수가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형

태별 집단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장년근로자와 가족관계의 차이가 명확함을 보인 뒤, OLS와 Logit 모형

을 통해 근로자의 가족관계가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상용직 근로자는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생계문제에 대한 불안

이 낮으며, 가족관계가 양호하여 가구 구성원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용직 근로자가 자신의 우울로 인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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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욕이 낮아질 경우 조기퇴직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

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

으며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우울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에

대한 유인이 높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울과 퇴직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앞서 근로자의 우울을 유발한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퇴직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 왔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개인

간 우울의 이질성이 퇴직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선택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근로자의 우

울 및 퇴직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보였다. 마

지막으로, 우울이 퇴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장년

층의 근로, 빈곤, 자살문제 등의 연구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장년근로자 퇴직에 우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적인 작업으로서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장년근로자의 퇴직 과정에서 고용주의 선택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

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과 연관성이 높은 각종 요인들 간의 상호작

용을 분석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확

인된 우울의 영향력이 실제로 과소 혹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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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and Older Wage

Worker’s Retirement in Korea

Jongwoo Chung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how depression, the most common mental

disorder, affected older wage worker’s retirement in Korea.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panel data, I research

1,235 people who are 45-64 old workers in 2006.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pression of older worker increases the hazard of

retirement. Second, the effect size of the depression on retirement

depends on their work type. I divide the data into 3 groups-full time,

temporary, and daily workers. In case of the full time workers,

depression significantly increase the hazard of retirement. In case of

daily workers however, depression significantly decreases the

retirement hazard.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marital status, and

relationship with family as a reason why this difference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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