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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은 보편화되고 있는가?

: 중장년기 노동궤적의 코호트 및 학력 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하림

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의 커다란 변동성,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유

연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중장

년기를 거쳐 간 한국 남성들의 노동생애 불안정을 추적하고 이러한 불안

정성에 코호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미치는 학력의

영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오늘날에는 전세계적으로 노동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자리

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퇴출된 사람들, 혹은 언제든지 퇴출될 위

험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사회학자 Ulrich Beck이

언급하였던 ‘위험사회(risk society)’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 다양한 위

험이 만연해있는 현대 위험사회를 대표하는 위험 중 하나는 바로 노동의

불안정성이다. 생계를 위한 개인들의 노동시장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는

데 반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연화되면서 평생직장과 평생 고용은 사라

지고 실직, 실업, 일자리 이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찬숙, 2015).

특히 Beck은 노동시장 위험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보

다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의 보편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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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의 불안정 증가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는 4, 50대 중장년기에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불안정화이다. 90

년대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의 관행이 자리 잡으면

서 많은 중장년층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을 일정 부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불안은 평

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오

늘날의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중장년기에 경험하는 노동의 불안정 양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안

정이 특정 세대에서만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체

감하는 것처럼 불안정한 노동생애가 불가피한 시대적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충분히 시도되지 못했다. 즉, 명예퇴직이나 자영업

으로의 이행, 그리고 잦은 폐업과 같이 중장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

은 미디어를 통해 어느 순간 하나의 굳어진 사실처럼 여겨져 실제로 이것

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경험을 대변하는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이다.

한편, 노동생애 불안정이라는 위험이 존재할 때 누가 그러한 위험에 더

취약한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취약성의 범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턱없이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중장년기에 불안정한 노동생애에 놓일 위험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특성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즉 실제로 사람들

이 느끼는 불안감처럼 안정적인 노동생애가 보장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낮은 이해는 필연적으로 막연한 불안감 혹은 지나

친 낙관으로 이어지며 개인과 사회에 직면해 있는 위험에 적절한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에 따라, 본 연구는 Beck이 제기한 위험의 보편화 가능성을 중장년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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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화 현상에 접목시키면서,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경험하는 불안정이라는 위험 또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지 질문한

다. 특히 “환경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생애 궤적은 연속적”이므로(이상직,

김이선, & 권현지, 2018: 141)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을 퇴직이나 특정

시점에서의 비정규직 여부 등이 아닌 ‘노동생애(working life course)’로의

관점 확장을 통해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생애 불안정의 보편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위험의 양적

증가’로 서로 다른 시대를 관통하여 살아온 남성 코호트의 중장년기 노동

생애 불안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노동생애 위험이 현재 코호트로

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지를 통하여 확인한다. 두 번째는 ‘위험의 탈계층

화’로서 위험이 양적인 수준에서뿐 아니라 그 영향 범위에서도 더 확대되

고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우 계층 변수로 학력을 사용하여 개인

의 학력 수준이 안정 혹은 불안정 노동생애를 결정짓는 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그 영향력은 코호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1차부터 20차까지의 개인 자료와 20차 직업력 자료를 이

용하여 1939~1958년생이 45세~59세의 15년동안 경험한 노동안정성의 연도

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때 노동안정성은 종사상 지위와 임금/소득을 결

합하여 0점부터 4점까지 점수화하였다. 1939년부터 1958년생까지의 남성

들을 코호트 1(1939년~1948년생)과 코호트 2(1949년~1958년생)로 분류한

결과, 코호트 1에는 총 910명, 코호트 2에는 1,059명이 포함되어 전체 사

례 수는 1,969명으로 도출되었다. 그다음으로 집단중심추세분석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45세~59세 노동안정성의 궤적

을 추정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코

호트와 학력이 불안정한 노동궤적에 속할 조건부 확률에 미치는 영향과

학력 효과의 코호트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코호트는 과거 코호트와 현재 코호트를

대표한다기보다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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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장년층이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정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

은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1960년~1972년생(코호트

3)을 부분적으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위의 코호트 1, 2와 달리 15년 동안의 노동궤적 추정이 불가능한 집단이

므로 45세 평균 근속연수와 종사 직종 분포 및 이러한 지표의 학력 간 차

이를 기술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불안정을 단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기 15년간의 노동안정

성 변화를 추정한 결과 ‘미취업 지속’, ‘비정규 불안정 지속’, ‘자영업 불안

정 지속’, ‘조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그리고 ‘안정 지속’ 총 6가지

유형의 노동궤적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유형은 노동안정성이 유지 및 하

락하는 양상과 시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6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궤적은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이었고

(37.6%) 그다음은 ‘안정 지속’이었다(20.9%). 그러나 중장년기 내내 비정

규직을 지속하는 유형의 비중 또한 19.0%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59세까지 안정적으로 노동을 유지하는 사람

들은 전체의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 외에는 자영업이나 비정규

직의 지속, 혹은 기존 일자리에서의 조기 이탈 등으로 커다란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두 코호트 간 노동안정성 궤적의 양상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궤

적 간에도 그래프의 세부적인 특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

었다. 특히 불안정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불안정화의 귀결점, 그리고 불

안정화의 속도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코호트 1에서

불안정화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었다. 예를 들어, ‘후기 불안정화’ 유형의 경우 코호트 1은 50대 초반에 불

안정화가 시작되어 50대 후반이면 완전한 미취업상태가 되는 반면 코호트

2는 이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서 바로 미취업으로

진입하지 않고 저소득 자영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45세 평균 근속연수와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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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특정 궤적에 속할 확률에 코호트와 학력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 지속형’ 대비 그 외

불안정 궤적들에 속할 확률이 모든 경우 코호트 1보다 코호트 2에서 높았

다. 또한 높은 학력 수준이 불안정 궤적에의 귀속 가능성을 낮추어주는

효과도 코호트 1에서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지 않았으나 코호트 2에서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호트 1보다 코호트 2에서 중장년기

노동생애 안정성이 더 높아졌고 학력에 의해 안정 혹은 불안정한 노동생

애를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1939년부터 1958년 사이에 출생한 남성들의 노동안정성 궤적

을 분석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이 보편화되기

보다 오히려 더욱 계층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안정적인 노동생애를 향유한 것으로 나타난 코호트 2는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사회에서 산업화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린 세대로서 산업화의

효과가 위험사회로의 보편적인 흐름을 압도했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험이 보편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

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출생 코호트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의 축적에 따라 생애과정에서의 불안정을 계

속해서 추적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살펴본 코호트 3(1960~1972년생)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45세 평균 근

속연수가 다른 두 코호트에 비해 7.90년으로 훨씬 짧아졌으며 45세 시점

의 미취업 비중 증가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코호트 2)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졸 이상에서 미취업자 비율이 늘어나 중장년기

노동생애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대학 졸업장의 영향력도 보다 축소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노동생애 전체를 분석하지 못

했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이 보편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유

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중장년기에 경험하는 노동의 불안정성

을 단일 시점이나 단기간의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생애과정 관점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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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면서, 기존에는 거의 시도된 적 없던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의 코

호트 비교를 진행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노동안정성을 개념화할

때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종사상 지위만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년 임금 및 소득 수준의 변화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노동생애 불안정성

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남성들에

게 중장년기는 커다란 불안정성이 내재해있는 생애단계이며, 그 양상은

단일하기보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노동생

애 불안정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다각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개인의 노동생애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탐구할 때

코호트로서의 세대 개념을 분석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즉, 시대적 상황과 환경은 그것을 통과해온 개인

들의 노동생애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노동에서의 위험은 필연적으로

각 세대가 노동시장 내 위계 구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결합한다

는 것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특히 강조하면서 논문을 마

무리하였다.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문제에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 위

해서는 다른 세대의 불안정 문제로까지 관심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만성적인 저성장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자동화의 추세 속에서 사람들의 일

자리 기회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누군가의 안정이 다른 누군가의 불안

정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정규직

과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 및 노년층 간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박길성, 2011).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는 유기적이므로 청년기에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불안정을 겪은 사

람은 중장년기에도 여전히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기에 불안

정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코호트는 결국 2~30년 후 불안정한 중장년층, 그

리고 노년층으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장

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장년층뿐 아니

라 현재의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난과 불안정 고용에 대해서도 적극적

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동은 생존, 그리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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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이유와 연결되어있는 만큼 노동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상생(相生)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위험사회, 위험의 보편화 및 계층화, 중장년기, 남성, 노동생애

불안정, 생애과정관점, 집단중심추세분석, 노동궤적, 코호트

학번: 2018-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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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노동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그 지위가 자신의

성과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제적 성공에 의존한다는 것, 따라서 자신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감정적인 수준에서 변함없이 갈망하는 바

와는 달리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

서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알랭 드 보통, 2011: 135)

인간의 노동은 최근의 사회과학뿐 아니라 인류가 생겨난 이후 오랜 시

간 동안 철학적·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즉, 일과 노동의 의미는 무

엇인가, 인간과 기계 사이의 노동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미래에도 노동은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등 노동은 역사에서 매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성격의 질문들을 생성해내었다.

이처럼 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가장 첫째

로 그것이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며, 일상과 삶의 시간을 구조화하

고 타인과의 관계 및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을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는 상태,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가는 상태, 혹은 자신이 노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는 개인과 그의 가족에 커다란 심리적 불안 및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노동에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

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alleberg, 2009; Näswall & De Witte,

2003; Rifkin, 1995).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행으로 국내외 경제가 불안

정해지고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자체의 생존이 점차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력 감축이나 아웃소싱(outsourcing) 등 기업

의 고용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Hollister, 2010). 이로 인

해 노동시장은 점점 유연해지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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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된 사람들, 혹은 언제라도 퇴출될 잠재적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술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는 자동화

(automation) 흐름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고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바꾸

고 있다(Autor, 2010). Richard Senette (2009)의 표현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퇴출의 공포(specter of uselessness)

가 (…)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사회학자 Ulrich Beck이 일찍이 언급하였던 ‘위험사회(risk

society)’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다양한 위험이 만연해있는 현대의 위

험사회에서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는 바로 노동의 불안정성이다. 생계를

위한 개인들의 노동시장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는 데 반해 노동시장이 급

격하게 유연화되면서 평생직장과 평생 고용은 사라지고 실직, 실업, 일자

리 이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찬숙, 2015). 특히 Beck은 노동시장

위험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계층 구분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의 보편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세계화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보편적 위험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불안정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그 추세와 심각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실직(job loss), 실업(unemployment),

비정형 고용(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 등 노동의 불안정성을 다각도에서 접근하면서 그 성격을 심층적이

고 폭넓게 규명하는 데 힘썼다. 연구에 따라 분석의 대상을 전체 인구 집

단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여성이나 청년, 혹은 노인과 같이 취약 집단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으나, 이들 연구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에 접근해온

방식은 상당히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정적이라는 특징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 즉, 비정형적 고용관계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사건’과 ‘상

태’로서의 불안정에 주목하면서 그 양상을 평균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

해 온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에서 향유되었던 안정

적이고 장기적인 고용 관행과 높은 임금 및 연공서열적 승진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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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조합 조직망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Doeringer & Piore, 1971;

Fantasia & Voss, 2004) 이러한 붕괴 자체가 거대한 사회적 변화이자 분

석이 필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성 증가라는 거시적 현상에 현미경을 대고 미시적

으로 관찰하면, 이는 결국 개개인의 삶이 불안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오늘날 불안정의 성격과 추이,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심도 있게 탐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진단을 내리

는 작업과 더불어 개인의 미시적인 삶의 과정 내에서 불안정이 어떻게 발

현되는지 조망하려는 시도도 필수적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사건’과 ‘상

태’로서의 불안정 분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떤 계기’로 불

안정해지는지는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개인이 각자의 생애과정

내에서 대체로 어느 시점에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경험하며 이러한 불안정

이 얼마나 유지·변화·반복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

면 “환경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생애 궤적은 연속적”이기 때문에(이상직,

김이선, & 권현지, 2018: 141)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노동생애 내에서 연속적인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4, 50대 중장년기에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불안정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구

조조정과 명예퇴직의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상당수의 중장년층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정 부분 안고 살

아간다1).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와

같은 자조 섞인 용어들은 평생직장의 신화에서 깨어나 4, 50대에 등 떠밀

려 직장을 떠나야 하는 중장년층의 불안한 현실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는 불안정은 실직 또는 퇴직이라는 사건이나 특

1) 통계청(2019)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중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40대가 63.0%, 50대가 

58.6%, 60세 이상이 51.6%였으며, 전체 연령에서 40대가 직업 및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는 실시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불안

을 느끼는 이들의 비중 변화를 종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

이 느끼는 고용불안의 수준은 객관적으로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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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점에서의 비정규직 여부만으로는 완전하게 파악되기 어렵다. 그것은

불안정을 촉발한 원인 혹은 불안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것 자체로

불안정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는 없다. 특히 직장을 잃어도 자신의 노

후대비 및 부모와 자식의 부양을 위해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

에 없는 가장으로서 중장년층 남성이 경험하는 불안정은 더욱 연속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조기에 퇴직한 이후 여러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폐업하는 등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우리 사

회 중장년 남성들의 모습은, 이들의 불안정을 탐구하기 위해서 보다 장기

간의 생애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2).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의 노동생애가 상당히 불안정한 가운데,

Beck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불안정은 점차 보편화 되어가고 있을까? 즉,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노동생애 불안정은 개인적이기보다 집단적인 위험

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이 증가할 뿐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사람

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중장년층의 노동

생애 불안정 양상이 서로 다른 코호트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다.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불안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

는지 살펴볼 것이다. 중장년층의 불안정을 다룬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에

서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시점에만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고용불안정이 증가하고 이러한 불안정이 사회

적, 학문적 관심으로 자리 잡게 된 직접적 계기가 외환위기 발생에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90년대의 특수한 상황이 중장년층 고

용 불안정 증가에 오롯한 책임을 진다면 왜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중장년층은 자신의 고용 상황에 불안해하고 실업률은 이전의 수준으로 회

복되지 않는가?3) 또한, 한 차례의 세계금융위기 발발과 세계화의 진전,

2) “폐업한 자영업자들 퇴로 꽉 막혀… ‘자연적 구조조정’ 기대 못해,” 한국일보, 2019. 02. 

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301122716419 (접속일자

-2019. 08. 01)

3) 외환위기 발생 직전에는 40대와 50대 남성의 실업률이 약 1.4% 정도였다가, 1998년 6% 

이상으로 상승한 뒤 2000년대에 들어 다시 3% 이하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2002년

부터 현재까지는 약 2% 초반대의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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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은 현재에도 계

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시적 환경은 중장년층 불안정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불안정은 외환

위기 직전과 직후가 아닌 보다 확장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추세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거시적 환경의 변화는 개개인의 삶에 장기적인 흔적을 남

길 뿐 아니라 이를 생애 어느 단계에서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중장년기 노동생애를 코호트 간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출생 코호트별로 매우 차별적인 노동생애를 형성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한국의

고유한 노동시장 특성들이 세계화라는 전세계적 흐름과 어떻게 조응하며

개인의 삶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과 달리 코호트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 연구 분야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초기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에 계층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점

차 축소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Beck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위험의 분배가

기존의 계급이나 계층 개념을 넘어서 ‘민주적’이고 ‘평등화’된다고 설명하

였다(Beck, 1997). 특히 노동에서의 불안정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

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홍찬숙, 2015).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는 모

두에게 동일한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더욱이 중장년기의 노

동시장 지위는 개인의 능력과 과거부터 축적해 온 경험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는 중장년기에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경험할 수 있

는 반면, 누군가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지속할 수 있다(신현구,

부가청, & 이혜정, 2010; Hillmert, 2012).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위험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으

므로 노동의 불안정성에 취약한 집단의 범위 혹은 구성 또한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Beck, 1997). 오늘날에는 고학력자, 대기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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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과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지위를 누려왔던 사람들도 실직

에서 자유롭지 않다(Hacker, 2006; Kalleberg, 2009). 즉, 계층이 노동생애

불안정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해보아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1939년부터 1958년 사

이에 출생한 남성들을 두 개의 코호트로 분류하고, 이들이 45세~59세의

중장년기에 어떤 노동궤적을 그리는지 종사상 지위와 임금의 변화를 통해

추정한다. 또한 이렇게 파악한 불안정의 양상을 코호트 간 비교·분석함으

로써 불안정이 최근 코호트에서 더욱 심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여기서 첫

번째 코호트(1939년~1948년생)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던 집단이다. 한편,

두 번째 코호트(1949년~1958년생)는 한국의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집단으로,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과정에

서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졌으나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중장년기의 한

가운데 경험했다는 특징이 있다(이성균, 2011).

한편, 이들 두 코호트의 노동생애를 분석함과 더불어 현재의 중장년층

이 경험하는 불안정 또한 살펴보기 위해 1960년부터 1972년생까지의 출생

코호트를 부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아직 59세에 도달하

지 못하였으므로 노동궤적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앞의 두 코호트

보다 세계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들의 경우 노동궤적이 아닌 몇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불안정의 양상

을 분석하면서 위험의 보편화 가능성을 확인하며, 그 결과는 분석결과의

말미에 제시한다.

이와 같이 각 코호트 내 불안정 양상과 코호트 간 불안정 변화 양상을

분석한 이후에는 탈계층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층 변수로서 학력을

활용하여 학력이 불안정한 노동궤적에 포함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학력의 효과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작아지는지

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위험의 보편화 논의가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적합성을 가지는지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 7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을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

는 시간의 추세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의 불안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성격

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살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인지’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의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을 비교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특정 ‘세대’의 불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도달할 ‘시기’에, 누군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과 막막함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 다만, 한 사람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운

과 불운은 역사적, 구조적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출

생 코호트 간의 비교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중장년층이 얼마나 다른 양

상의 불안정에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

는 현대사회에서, 늘어난 수명만큼 생존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연

장해야 하는 중장년기의 남성들이 어떠한 불안정에 직면해있는지 들여다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는 데 본 연구가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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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 1절에서 울리히 벡의 위험사

회와 위험사회 내의 고용불안정, 그리고 위험의 보편화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노동의 불안정성이 기존 연구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생애 불안정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

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노동생애 불안정의 보편화 가능성을 관련 이론과

실증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2장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

하는 중장년층의 특성과 중장년층 남성이 직면해있는 불안정의 특성을 기

술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을 살펴본 관련 선행

연구들의 연구 방향과 결과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장

년층 노동생애 불안정과 불안정의 보편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한다. 3장은 연구가설을 소개하고, 4장은 논문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와

크게 집단중심추세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진 분석방법

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한다. 마지

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논의하면서 연구의 한계와 함의

를 고찰한다.



- 9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노동생애 불안정의 보편화

1.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등장과 고용불안정

위험(Risk)은 개인의 일상과 삶, 그리고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Beck, 1997;

김영란, 2014; 정진성 외, 2010).4) Ulrich Beck은 근대 이후의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명명하였는데, 위험사회는 새로운 의미와 성

격을 내포하는 위험, 즉 생태적 위험이나 고도기술의 위험과 같이 과거와

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위험은 ‘전지구적’이며 ‘비가시적’이고 또 ‘평등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Beck, 1997: 77)”라는 Beck의 표현은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특

정 집단이 아닌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즉, 오늘날 사회에는 과거와 질적으

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위험이 기존의

계층 구분을 넘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전통적으로 계급

지위(class positions)를 구성하였다면 후자는 위험 지위(risk positions)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의 보편화(generalisation of risk distribution)’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5)

4) Beck은 “리스크(Risk)를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여의치 않고 위험을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의 새로운 위험성이 나타난다”고 말하였다(Beck, 2010: 25). 즉, 

위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존재해왔으나 과거의 위험은 자연에서 파생된, 특정 

장소에 국한되고 규제 및 관리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위험은 대부

분 인간의 행위에서 기인하며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Mythen, 2005).

5) Beck은 위험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선행 연구들에

서도 계층화와 대비 구도에 있는 개념으로서 ‘개인화’라는 정의를 채택한다. 여기서 개인

화란 개인들이 “원자화”된다는 것으로 “가족과 관련된 전통적 성역할이 더이상 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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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eck이 말하는 새로운 위험에는 여러 종류의 위험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노동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Mythen, 2005). Beck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경쟁적인 세계

시장의 등장이 고용의 유연화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조직적, 기술적 변화

를 야기하였으며, 여기서 파생된 고용의 불안정을 과거 산업사회의 완전

고용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이라고 보았다. 빠르게 진

행되는 세계화 속에서 조직과 인력은 계속해서 유연화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는 일자리 자체를 감소시키며 점차 고도로 전문화된 소수의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표준화된 완전고용체계에서 유연화

및 다원화된 ‘저고용 체계’로 이행”(Beck, 1997: 228)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되었으며 빈곤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실패는 이제 특정 계층의 특성이

아니라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홍찬숙, 2015). 즉,

“노동시장의 변동성은 해고 혹은 실업의 위험을 점차적으로 보편화시키고

(labour market fluctuations universalise the threat of redundancy)” 있

는 것이다(Mythen, 2005: 134). 이는 Beck의 논의가 ‘중산층의 위기’를 주

장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Warren & Tyagi, 2004; Hacker, 2006).

이처럼 Beck은 오늘날의 사회가 위험사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그중

에서도 노동시장 혹은 노동에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산업화 시기나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고용

인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Beck, 1997) 노동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의존성은 더욱 커지는 반면, 노동시장은 더욱 빠르게 유연화되고 있다는

규범이 아닌 개인적 결정의 문제로 변화하고, 계급적 지위 역시 개인의 생애과정 속에서 

유동적으로 분산된다(홍찬숙, 2015)”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개개인은 끊임없이 자신

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도록 강요받으며,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에도 개별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화는 ‘계

급 또는 계층효과의 약화’로 정의된다(Ross, Schoon, Martin, & Sacker, 2009).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가 아닌 ‘보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보편화가 본 연

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두 가지 양상, 즉 ‘위험 발생의 탈계층화’와 ‘위험의 확대’를 동

시에 포괄하는 용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화’는 ‘보편화’(남춘호, 2010) 

혹은 ‘민주화’(김영란, 2011) 등의 표현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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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위험의 보편화 가능성을 이해해볼 수 있다.

위험사회를 규정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인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안전성(insecurity)은 노동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발현되어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직과 실업, 취업난, 단

기 계약 및 비정규 일자리의 증가 등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불안정을 야

기하는 반면,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서구 사회의 경우 복지국가 황

금기에 비해 점차 그 효력이 축소되어감으로써 불안정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사회로의 도래가 이론적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실

제 세계적인 흐름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위험의 성격과

위험의 보편화 양상은 개별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Beck의 위험의 보편화 논의는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Beck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6)이다. 즉, 한국

의 경우 근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더 많은 위험들이 중첩되어있는

사회라고 진단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위험성은 환경, 외교,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내포되어있지만 고용의 불안정이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

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라는 지적 또한 있는 가운데(변금선 & 이혜원,

2018), 노동과 고용의 불안정 현상을 위험의 보편화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것은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생애 불안정의 보편화 가능성: 불안정 증대와 탈계층화

(1) 불안정 증대의 원인과 결과

Beck(1997)과 Giddens(1990)의 지적처럼 개인의 노동생애는 점차 불안

정해지고 있으며 실직이나 실업 등의 위험에 직면하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6)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다.” 조선비즈, 2008. 04. 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01/2008040100139.html(접속일

자-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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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Kurz, Hillmert, & Grunow, 2006). 이와 같이 개인의 노동생애

에서 발생하는 불안정 증가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기술 발전, 경제

성장의 둔화, 노동조합의 약화, 기업 내 관리자에서 주주로의 권한 이동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Hollister, 2011; Sverke & Hellgren,

2002),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해온 세계화의 영향

에 주목한다(Anderson & Pontusson, 2007; Garrett, 1998; Scheve &

Slaughter, 2004; Spilerman, 2008).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위험의 보편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관찰되고 또 심화되기 시작한 직접적 계기가 세계화의

진행에 있었기 때문이다(Beck, 1997).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고용의 안정성

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은 상당 부분 세계화라는 거시적인 흐름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노동상태에 가장 직접적인 충격

을 가하는 국내외적 경제위기 또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심화된다.

세계화가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불안정을 발생시키는지는 정

밀하게 이론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논의는 불안

정의 증가를 미시적 차원이 아닌 거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창

을 만든다는 점에서 커다란 유용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Mills와

Blossfeld(2003)는 세계화를 크게 네 가지 구조적 변화(structural shifts)

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불확실성(uncertainty)

을 증가시켜 개개인의 미시적인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

다. 세계화 개념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조적 변화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시장이 국제화되는

변화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국가들 사이의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거

래가 용이해지고 가격은 저렴해지며, 과거의 산업과 직업구조 또한 빠르

게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쟁의 심화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급

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업 및 국민 경제는 이러한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

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탈규제화), 가격

이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체제로 자리 잡으며(자유화), 공적 부문

의 소유권이 사적 부문으로 옮겨간다(사유화). 이는 신자유주의적

(neo-liberal) 변화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흐름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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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주요한 특징이 있

다. 세 번째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통해 개인과 기업들의 전지구적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변화를 의미하며,

마지막 구조적 변화는 시장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커지는 현상과 관련된

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은 다양한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산의 수요에 대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며,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시장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아닌 순응해야 하는 객체로 전락한

다(Mills & Blossfeld, 2003).

이러한 세계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세계시장 내부의 변화가 점점 더 역

동적이면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혁신성, 기술 발전 등을 바탕으로 기업 간의 경쟁을 부추겨 시장을 불안

정하게 만들며 시장 변화에 대하여 경제 주체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

응할 것을 요구한다(Mills & Blossfeld, 2003).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

은 조직의 유연화와 직원들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증가

하게 되는데,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직무나 전반적인 기술 발전 속도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기술적, 전문적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Buchholz, Hofäcker, & Blossfeld, 2006).

세계화는 고용, 임금, 임금 불평등, 노동조합 응집률, 노동조건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Potrafke, 2013). 그중에서도 세계

화가 개인들의 고용에 불안정을 발생시키는 원인 혹은 경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기술 발전의 큰 변동

성, 그리고 무역 자유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생존 자체를 무작위적 충격(random shocks)에 노출시킨다(Melitz, 2003).

이로 인해 기업에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들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갑작스

러운 고용 불안정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한국에서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사실이나 제조업, 도소매업, 저숙련 서비

스업 등에서 실직과 장기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Kletzer, 2005; Kollmeyer, 2009). 이러한 충격은 개별 기업의 고용계

약에 상관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계화로 인한 기업 내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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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변화이다. Hollister(2011)는 이러한 고용 관행과 고용안정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새로운 고용 서사(New Employment Narrative)’라고 칭하

기도 하였다.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주기가 짧아지면서 비용감축은

기업의 필연적인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 운

용 기조는 ‘인력 양성’에서 ‘인력 조달’로 변화하게 되는데(정이환, 2006),

이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장기고

용의 비효율성과 높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략

에는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ur market)의 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 외

부노동시장(external labour market)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고용

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축소되고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로 인한 비정형 고용

관계가 증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고

용안정성을 약속하기보다 개개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사 정책을 개편한

다(Aurther, 1994; Osterman & Burton, 2005).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연공

서열적 임금체계로 인해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이 높으며, 환경변화에 따

른 재교육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오늘날 기업의 비용감축 전략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Buchholz, Hofäcker, & Blossfeld, 2006). 한국의 경

우에는 미국에 비해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저조한 중장년

층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과 같은 권고사직의 방법을 통하여 퇴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고 할 수 있다.

불안정 추세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상반된다. 먼저 고

용불안정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고용불안

정이 급격하게 증가한 90년대에 들어 이러한 추세를 분석하는 연구들 또

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Neumark, Polsky, &

Hansen(1999)은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고용 불안감이 90년대 들어

매우 커졌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노동시장 내 일자리 안정성 변

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1980년대와 달리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전반

적인 고용 불안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oisjoly, Duncan, &

Smeeding(1998) 또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 내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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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가 있었던 해에는 더욱

크게 증가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이 증가하는 전반적인 흐름

내에서도 경기에 따라 상당한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불안정 증가의 추세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난다.

Givord와 Maurin(2004)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982년부터 2002년 사이에

비자발적 실직이 크게 증가하였고, 비슷한 기간에 영국에서도 장기근속

일자리들이 감소하였다(Gregg & Wadsworth 2002). 또한 독일에서도 실

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직의 원인 중 해고와 같이 비자

발적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또 실직 후 실업으로 이행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Bergmann & Mertens, 2011).

이와 반대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불안정 정도가 상당히 일

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도 있다. Neumark(2000)에 따르면

미국에서 장기 고용관계는 여전히 우세하며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

는 만성적이기보다 오히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마

찬가지로 일자리의 불안정을 보여주는 이직률(separation rates) 또한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실업 상태로의 이행도

마찬가지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2002).

한편,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90년대 말 외환위기 전후 한국 사회에서

고용불안정이 더 심화되었는지 그 추이를 확인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고용 불안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가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는 결과를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전병유(2002)는 1년 직장

유지율이 외환위기 당시 하락하였다가 다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반면,

해고율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을 밝혔다. 남재량(2005)

의 연구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실직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실업에서 취업으

로 이행 시 상용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게 하락한 데 반해 일용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시기를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연장하여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남춘호(2010)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고용불안정의 전반적 추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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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는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직장유지율은 크게 감소하였다가 완

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발생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률’은 2000년대에 들어 크게 높아

졌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2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도 2005년부

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2005년의 수

준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균, 2017). 이러한 고용유지

율은 세계 경제위기가 발발했던 2009년에 모두 크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

여 경제위기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달리 불안정 증감의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 대표적으로 남재량, 이철희, & 최형재(2012)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실직확률로 측정한 고용 불안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재취업확률 또한 감소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의 종합적인 변화 방향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불안정의 계층화와 탈계층화

위에서 살펴본 거시적 변화들은 고용불안정이라는 위험이 보다 넓은 범

위의 사람들에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경기변동, 일자리의 축소, 그리고 이에 대응한 기업경영 방식의

변화 속에서 고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사람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내부노동시장의 보호를 받던 중장년층 남성들 또한 점차 이러

한 위험에 점차 노출되고 있으며(Lachman, 2004), 고학력자와 관리직·전

문직, 대기업 종사자 등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

던 사람들도 실직 및 실업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Hacker, 2006; Kalleberg, 2009; Mendenhall et al., 2008). 다시 말하

면 일자리의 이동과 실업 상태에 놓일 위험이 점차 과거의 사회적 계층

경계를 뛰어넘어 발생하는 것이다(Hacker, 2006; Mills, Blossfeld, &

Bernardi, 2006). 한국의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 당시 생산직 노동자나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뿐 아니라 대기업의 중간관리자층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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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상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업 위기에 놓인 바

있다(이종선, 2002).

그러나 이와 같이 고용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거시적 촉발 원인들이 반드

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이 가지

고 있는 자원과 기회, 노동시장 지위 등에 따라서 환경적 압력에 대한 취

약성이 상이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방하남 외, 2011; DiPrete &

Nonnemaker, 1997). 또한 위험이 누구에게 분배되는가는 각 사회가 갖는

여러 사회구조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

라 본 파트에서는 앞서 살펴본 위험의 보편화 논의와 대조적으로 생애과

정 내의 고용 불안정이 계층에 따라 상이하다는 주장의 논리를 검토하고,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한 실증연구 결과들을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Beck과 Giddens와 달리 계층화 연구자들은 계층, 학력, 인

종, 성별 등에 따라 실업이나 주변적 일자리에의 고용과 같이 경험하는

불안정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Breen, 1997; Gallie et al.,

1998; Goldthorpe, 2001; 2002). 즉, 계급 정체성은 상당히 퇴색되었지만

개인들이 계층의 위계 구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위치는 여전

히 고용기회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Nolan and

Whelan, 1999). 세계화 속에서 고용의 유연화와 실업의 위험은 모든 인구

에 동일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더 불리한

(disadvantaged) 위치에 있거나 저숙련인 집단에 집중되며, 이들은 구조조

정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해고 및 실업의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Grunow

& Leth-Sørensen, 2006). 이와 달리 위임된 권한(delegated authority)이

나 특수한 지식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이 훨씬 안정적으

로 유지된다(Erikson & Goldthorpe, 1992; Mills, Blossfeld, & Bernardi,

2006에서 재인용). 다시 말하면,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은 개개인이 얼마나

사회와 조직 내에서의 대체 가능성(replaceability)을 갖는지 따라 달라지

며 이러한 대체가능성은 숙련수준(skill)과 전문성(expertise) 등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다.

일례로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의 차이를 Erikson과 Golthorpe의 계층 체

계로 살펴본 Mills, Blossfeld, & Bernardi(2006)에 따르면 저숙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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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unskilled workers)이나 미숙련노동자계급(lower-grade routine

non-manual employees)이 고용 유연화와 실업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

되며, 이에 반해 관리자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서비스계급(service class)은

가장 적게 노출된다(Mills, Blossfeld, & Bernardi, 2006). Blau와

Duncan(1967) 또한 교육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 노동경력에 영향을 미치

고 첫 직장의 직업 지위(Occupational status)가 높을수록 이후의 직업 지

위 또한 높게 유지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개인이 학교와 노동시장 진

입 시 획득한 계층은 노동생애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거시적 압력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는 방어막의 영향을 할 수 있다.

한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과 실제로 위험에 따른 결과가

보편화되는 것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Mythen, 2005). 즉, 대부분의 사람

들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느껴도 위험의 실제적인 발

생 및 위험 발생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오히려 점차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Perrons, 2000). 특히

세계화는 개별 국가 내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데(Frieden &

Rogowski, 1996), 이는 재화와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시장 내 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높은 생산성을 내는 고숙련 근로자들의 고용기회 및 임

금은 증가하는 반면, 저숙련 근로자들은 실업 및 임금하락의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Helpman et al., 2008).

노동에서의 위험이 계층화되어있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이중노

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이다. 이중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

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되어있으며 두 부문 간 이동이 매우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칭한다. 1차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안정성, 고임금, 높은 승진

가능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낮은 고용안정성, 저임

금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한국은 내부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내부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

심의 외부노동시장으로 분리되어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매우 공고하다는

특징이 있다(정이환, 2007).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에

고용형태보다 사업체 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한국의 기업

규모 간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정이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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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업의 규모는 임금 격차뿐 아니라 세계화의 압력이 고용 안

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격차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2차 노동시장에 위치한 근로자일수록 세계화가 파생시키는 다양한

위험에 더욱 취약성을 가지며, 이와 달리 1차 노동시장에 위치한 근로자

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는다(Karin, Steffen, & Daniela,

2006). 공고한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하는 대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상

당히 보장되지만,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의 기업들은 가격 및 생산 경쟁에

보다 취약하고 경기침체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runow, & Leth-Sørensen, 2006). 또한 외부노동시장은 이러한 충격에

대하여 내부노동시장을 보호하는 완충제(buffer) 혹은 방패막의 역할을 하

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고용불안정의 추이를 분석한 실증연구들은 거시적인 불안

정 증감 추세뿐 아니라 그 내부의 집단 간 불안정 정도 차이에도 주목하

였는데, 이중 상당수의 연구들은 인종, 성별, 직종, 학력 등에 따라 여전히

고용불안정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을 지적한다. Neumark, Polsky, & Hansen(1999)에 의하면 흑인 및 제조

업과 블루칼라 근로자들이 급격한 고용안정성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근속

연수가 높은 관리직, 전문직의 안정성도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Boisjoly, Duncan, & Smeeding(1998)와 Givord &

Maurin(2004) 또한 고학력 집단의 비자발적 실직률이 1980년대 이후 크

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08년까지 실직률의 변화를 추적한

Farber(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졸자의 실직률은 고졸자보다 훨씬 낮지

만 대학 졸업이 갖는 학력의 효과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결과로 오히려 대졸 이상의 학력 및 백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불안

정성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어(Stewart, 2002) 학력이나 인종에 따른 불

안정 위험의 격차가 실제로 축소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

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차이

외에도 종사하고 있는 부문의 성격, 즉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에 따라 고용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에 비해 후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

정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oisjoly, Duncan, & Sm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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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Farber, 2006). 또한 50대 이상의 고용불안정이 높아졌으며(Farbe,

2010; Givord & Maurin, 2004; Gregg & Wadsworth, 2002), 여성보다 남

성의 불안정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Farber, 1995; Neumark, Polsky,

& Hansen, 1999).

한편, 국내 연구들은 고용불안정의 심화라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도

이러한 불안정이 몇몇 집단에 더욱 집중되어 나타남으로써 집단 간 격차

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지배적이다. Cho & Keum(2009)

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장기근속자의 직장

유지율은 회복되었지만 단기근속자의 직장유지율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외환위기 이후 다시 원상태로 돌

아온 반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악화되어

원상태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이환(2014)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직장유지율이 높고 기업 규모 또한 대

규모 사업체가 영세 및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안정성이 확연하게 높았다.

또한 직종과 학력의 경우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근로자 간 평균 근속연

수 차이가 컸고, 대졸 이상 학력자의 평균 근속연수와 직장유지율이 전문

대졸 이하 학력자에 비해 훨씬 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규모별 고용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남춘호(2010)의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안정성 격차가 2000년대 이후 커지

고 있음을 밝혔으며,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당시 크게 떨어

진 안정성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러한 차이는 기업규모와 마찬가지로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량, 이철희, & 최형재(2012)는 외환

위기 이후 실직 가능성의 증가가 성, 연령,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

서 나타나는 추세이나 상용직이나 임시직과 달리 일용직에서 고용불안정

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을 기점으로 4, 50대의 실직확률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고학력일수록 실직확률이 더욱 크게 낮아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이철희, & 최형재,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고용을 유지하였던 집단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이 커지

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전병유(2002)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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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었던 고임금, 고학력, 관리사무직, 장기근

속자 집단의 고용안정이 약화되었으며 판매, 서비스직 및 단순직 등 주변

적 노동자층의 고용안정성 또한 감소하였다. 이시균(2017)은 중년(30~59세

미만)과 대졸자의 고용안정성이 다른 연령 및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지만, 객관적인 고용유지율 수치를 보았을 때 이들 또한 안정적인 고용상

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몇몇 연구들에서는 여전히 성별, 학력,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라 고용 안정성의 수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공고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고용 불안정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4, 50대 근로자,

고학력자 등의 고용 불안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다. 이처럼 실증연구

들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2000년대 초

중반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삼는 것과 달리 노동생애 불안정의 집단 간 차

이와 그러한 차이의 변화 추이를 보다 최근으로 기간을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계층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에서는 학력, 지위

(status), 직업(occupation), 소득(income), 부(wealth) 등 다양한 계층 변

수들을 활용한다(Torssander & Erikson, 2009). 이들 변수는 각각 고유한

메커니즘을 통해 전반적인 계층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이 중 학력 변수를 사용하여 계층화 여부를 분석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학력이 개인의 직업과 지위, 소득 및 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는 학력 이외의 변수들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적 모호성과 자료의 부정확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

적도 내포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직업 및 지위의 서열을 바탕으로

한 계층 체계가 오랫동안 통용되어왔으나(Erikson & Goldthorpe, 1992)

이러한 개념과 한국의 맥락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한

편 소득과 부에 따른 계층 분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고자료의 특성

상 ‘회고의 오류(recall error)’가 존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전반적 판단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중장년기 불안정 노동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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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러한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계층화 및 탈

계층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고용 불안정과 ‘노동생애 불안정’: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

노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와 공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

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은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불안정(job

instability/job insecur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해왔는데 이때 고용불

안정이란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Kalleberg, 2000, 2009, 2011)나 실업

혹은 실직과 같이 ‘상태’ 및 ‘사건’(Farber, 2008; 2010)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안정성은 (상태로서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다양한 양태로 존

재”하며(이정아 & 김수현, 2017) ‘불확실성’뿐 아니라 안정적인 상태의 ‘비

지속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

질적인 이동성을 확인해야만 불안정의 성격을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다(변금선 & 이혜원, 2018). 예컨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의 고용불안정은 단순히 청년 실업률의 증가나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

어나는 것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덫(trap)으로 작용

해 계속 불안정한 일자리를 옮겨 다닌다거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이 점차 길어지고 이행 사이에 실업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이들의 삶을

장기간 들여다보아야만 파악할 수 있는 불안정의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장년층이 직면하는 불안정성 또한 장기적인 노동생

애에 대한 관찰이 필수적이다. 표준적인 은퇴과정, 혹은 표준적인 노동생

애가 상당 부분 무너진 것으로 표상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중장년기

는 빈번한 노동이동의 위험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생애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이동은 그 성격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

동이기보다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하향이동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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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노동이동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장년기에 진행되

는 불안정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파트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들이 고용불안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정의와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와

상반된 방식으로 장기적인 생애과정 내에서 불안정의 양상을 포착한 연구

들이 어떤 개념적·실증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불안정을 연구할 때 상태로서의 ‘고용불안정’에서

‘노동생애 불안정’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도출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고용불안정을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는 개

별 연구마다 고용불안정의 서로 다른 차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고용불

안정 개념을 구분하는 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관적 고용불안정과 객

관적 고용불안정이다. 먼저 고용불안정의 주관적 성격에 주목하는 연구들

에서는 고용불안을 개개인이 자신의 고용상태나 고용전망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느끼는지로 정의한다(전병유, 김혜원, & 신동균, 2006;

Anderson & Pontusson, 2007; Fullerton & Wallace, 2007; Gallie et al.,

2017).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근로

자가 갖는 주관적 경험과 인식’(구혜란, 2005), ‘미래 고용상태의 안정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Fullerton & Wallace, 2007) 등을 의미한다.

한편, 고용불안정을 개인의 주관적 인지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상태

로서 개념화한 연구들에서는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 평균 근속연

수(employer tenure), 장기고용(long-term employment) 일자리 비중, 비

정규직 비율, 실직률, 해고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조작적 정의를 시도한

다. 이처럼 고용불안정은 주관적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되

기도 하며 두 가지 차원 모두 각각의 중요성과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고

용불안정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을 유발하는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의 반영물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

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De Witte, 2005).

두 번째는 고용불안정의 측정 시점 혹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의 차이이다. 먼저, 고용불안정을 한 시점에서의 상태(state)로 파악하는

연구들에서는 주로 특정 시점에서의 고용형태 혹은 종사상 지위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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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계약 기간, 계약 형태, 근로시간 등에 따라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

용직이거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시점의 고용상태로 불

안정을 파악할 경우 삶의 특정 시점에서의 불안정은 측정할 수 있지만 삶

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은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종단자료를 통해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고용 불안정을 측정한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적용하는 가장 대표

적인 방법은 인접한 두 해(year) 혹은 두 달(month) 간의 취업 여부 변화

나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의

이행,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이행,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의 이

행과 같이 보다 불안정한 고용상태로의 이행을 고용에서의 불안정으로 간

주한다(박세홍, 김창엽, & 신영전, 2009; 변금선 & 김혜원, 2018; 전병유,

김혜원, & 신동균, 2006; Stewart, 2002; Virtanen et al., 2008). 이러한 방

법은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뿐 아니라 시점 간 ‘변화’ 혹은 ‘이행

(transition)’의 측면까지 고려하여 불안정을 포착해낸다는 점에서 불안정

개념의 깊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즉, 고용불안정을 ‘불안정 고용’과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상태 변화’의 합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짧은 두 시점 간의 변화를 관찰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고용상태의 실질적인 역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

다. 단순히 고용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부뿐 아니라 특정 상태가 얼

마나 지속되며 상태 간 이동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불안정을 변화의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장기간에 걸

쳐 관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개인의 노동생애에서 불안정성을 포착한다

는 의미이다. 개인의 장기적인 생애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분석한 연구들

에서는 ‘노동생애 불안정성(instability in the working life course)’ (최선

영 & 장경섭, 2012), ‘노동이력의 불안정화(instability of work history)’

(이상직, 김이선, & 권현지, 2018),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행과정

(destabilized transition to the labour market)’ (문혜진, 2012; 변금선,

2018) 등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불안정성의 관찰 범위를 생애과정(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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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으로 확장한다. 예컨대, 최선영 & 장경섭(2012)은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결혼 당시의 ‘직업 지위’를 45세까지 유지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는 직업 지위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바탕으로 남성들의 노동생애

내부에 존재하는 불안정성을 판단하였다. 한편, 이상직, 김이선, & 권현지

(2018)는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 지위’를 개념화한 후, 청

년들의 10년간의 노동 이력 유형을 파악하였으며, 문혜진(2012)은 노동시

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어떤 노동경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6년

간의 모든 일자리 배열을 구축하면서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기간과 이동성

의 증감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마

지막으로 변금선(2018)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청

년들의 노동궤적(work trajectory)이 얼마나 불안정해졌는지를 10년 동안

관찰하였다. 특히 종사상 지위와 임금 수준을 조합하여 노동 안정성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장기적인 궤적을 그림으로써 이러한 이행과정에서의 질

적 차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불안정성 증가는 노동생애

의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표준적인 노동

생애란 20세기 서구 국가들에서 형성된 직선적 노동생애, 즉 쉽게 구직이

이루어지고 고용이 중단 없이 지속되다가 최종적인 은퇴로 이어지는 과정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첫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하는 평생직장, 평생 고용이 전형적인 생애과정으로 표상되어왔다(최선영

& 장경섭, 2012). 그러나 세계화, 국제 경쟁의 심화 등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남춘호, 2007) 노동생애는 점차 표준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장년층, 노년층

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혹은 은퇴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발견된다. Mutchler

와 동료들은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이 반복되는 등 미국에서 노동시장 이

탈과정이 더 “희미해지고(blurred)” 있음을 발견하였으며(Mutchler et al.,

1997), 박경숙(2003)은 한국에서 전형적인 은퇴를 경험하는 고령자는 소수

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취업과 미취업을 넘나드는

다양하면서도 ‘모호한’ 은퇴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노동생애의 탈표준화가 반드시 그 자체로 불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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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의 노동생애에

서 나타나는 탈표준화는 불안정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표준화가 한 직장에서의 장기근속과 정년퇴직을 가리킨다면

탈표준화는 직장에서의 조기 퇴직과 자영업 및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귀납적으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

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이동은 크게 증가하고(신광영, 2004) 내부노

동시장의 약화 및 외부화가 해고와 비정형 고용의 증대 등을 통해 이동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Diprete, 2002), 노동생애의 탈표준화는

불안정화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위험, 특히 남성들의 불안정한 노동생애는 “실업

의 형태로 가시화되지 않고, 고용구조의 주변부에서의 계속적인 취업으로

은폐되어왔다”(윤진호, 1994: 최선영 & 장경섭, 2012: 207에서 재인용). 이

는 고용형태나 실직 여부, 혹은 단기간의 일자리 이동만으로는 중장년층

남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 이동과 이에 따

른 소득변화, 노동시장 이탈 및 재진입 과정을 총체적·연속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불안정성을 포착한다. 구체적으로 최선영 & 장경섭(2012)의 ‘노동

생애 불안정’이라는 표현을 빌려와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정확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노동생애 전체

가 아니라 노동생애의 일부, 즉 중장년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만 중

장년기에 발생하는 불안정은 단기적인 사건이 아닌 생애 관점에서 분석되

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개념을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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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

1. 중장년층의 정의

중장년층은 그 개념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연령대가 명확하게 정의되

어있지 않다. 중장년층은 기본적으로 중년층과 장년층을 포괄적으로 칭하

는 용어로 이해되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중년

은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또는 ‘청년과 노년의 중간’으로, 장년은 ‘서른에

서 마흔 안팎의 나이’로 규정되어있어 중년과 장년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장년층을 개념화하고 있다.

이성균(2008)은 중장년기가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시기이자 취업

상태에서 은퇴한 노년기의 ‘가교적 시기’라는 데 주목하였다. 중장년층에

게 안정적인 취업상태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노년기 경

제적 안녕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 및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고 자아정체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Baltes & Carstensen, 1999). 이와 유사하게 김유경 외(2018)에서도 중장

년층을 청년기와 노년기 중간 단계의 연령대인 45~64세로 정의하면서, 개

인 차원에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가족 차원에서는 경제적 부양과 자녀 독

립에 대한 지원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

편, 이철희 & 이에스더(2015)는 장년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

대로서 50~64세를 장년층으로 규정하였으며, 65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복

지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결국, 중장년층이라

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각 연구에서 집중하는 문제에 맞추어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중고령자의 고용불안정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모두 ‘중장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장년층’, ‘중고령자’, ‘고령자’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아래 <표 1>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용어 및 그 연령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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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로서 연구에 따라 45세 혹은 50세를 시작 연령대로 설정한다.

반면, 연령대의 상한선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노년층을 포함시키느

냐 여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객관적인 연령대가

아닌 ‘베이비부머’라는 특정 세대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대적 개념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문

화적으로 이전 혹은 이후 세대와 다른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의 의미로

사용되기보다(지은정, 2018), 불안정한 노동경력, 빈곤 위험에의 노출 등

현 중고령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 가깝다.

<표 1> 중장년층의 개념 및 연령 기준: 선행연구 정리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노동생애에서 불안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

므로 이러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연령대를 포괄하기 위해 45세부터 59세

까지를 중장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퇴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5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으나 40대 실직 또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7)을 고려하여 45세를 중장년기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초점은 노년층이 아닌 가계주로서 안정된 고

7)“일용직 내몰리는 40대…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SBS News, 2018.08.2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04946&plink=COPYPASTE&

cooper=SBSNEWSEND (접속일자-2019. 08. 04)

연구자 개념 연령대 기준

금재호 (2011) 중장년층 45세 ~ 59세

김유경 외 (2018) 중장년층 45세 ~ 64세

이철희 & 이에스더(2015) 장년층 50세 ~ 64세

김태훈 & 박용현 (2010) 중·고령 노동자 만 45세 이상

이성용 & 방하남 (2009) 중·고령 노동자 만 50세 ~ 만 70세 이하

장지연(2003), 손종칠 (2010),
홍백의 & 김혜연(2010), 강성호

& 조준용 (2016)
중고령자 45세 이상

최혜지 (2018) 중고령자 50세 ~ 60세 이하

박경숙 (2003) 고령자 59세 이상

방하남 외 (2010), 지은정 (2018)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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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필수적인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 50대의 불안정에 집

중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들에서와 달리 연령의 상한을 59세로 다소 낮게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고용상태 변화를 통해 불안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미취업’ 상태를 어떻게 간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청년의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상시 구직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년의 노동시

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취업을 ‘불안정한 상태’로 규정하는 데 큰 무

리가 없다(변금선, 2018). 그러나 중장년층의 미취업 상태는 자발적인 퇴

직이나 혹은 정년퇴직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직 및 정년

퇴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전까지의 시기,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노동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인 59세를 중장

년기의 상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생애 불안정을 보다 효과적으

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2.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 특성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중년의 남성들이다. 이들은 기

존의 기업문화와 단절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소속될 곳을 찾는 게

쉽지도 않은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졌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감상적으로 바

라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들은 (…) ‘추락의 두려움(fear of falling)’을

갖고 있다(리처드 세넷, 2009: 122-12).”

본 연구는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생애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본 연구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의 불안정에 주목하

는 주된 이유는 중장년기라는 생애 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이 보이는 노동

의 맥락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에 남성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30대에 들어 결혼·출산·양육 등으

로 경력단절이 일어나면서 감소한 이후 40대부터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을 그린다(통계청, 2018). 즉, 중장년기는 남성들의 경우 노동시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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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 압력이 증가하는 시기인 반면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에의 재참여가 여성 노동생애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필요가 높은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 재진

입할 확률이 높으며 실제로 4, 50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에 비해

높다(통계청, 2018).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노동생애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의 양상과 의미는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

석할 경우 한쪽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에 대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

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변화의 양상

에 주된 관심을 두고자 하므로 삶의 보다 이전 단계에서 불안정을 경험하

였거나 혹은 노동생애 전반에서 불안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아닌 중장년기에 갑작스러운 불안정을 경험하는 남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

의를 진행한다.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의 심각성과 그것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의미

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의 수준이 한국사회 전반에서 얼마나 높으냐이고, 둘째는 그로 인

한 결과가 얼마나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다. 본 장에서는 중장년층 고용불안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활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남성의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특

성을 먼저 단면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후 이러한 불안정이 개인과

가족,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것이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학술적으로 갖는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자신이 가졌던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력이 매우 이른 시점에

종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2018)의「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

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64세 고령자들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

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5년이었으며 그중 남성은 약 19년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근속연수가 짧고(남민호, 2018), 여

타 국가들과 달리 50대의 직장유지율이 40대의 직장유지율보다 낮은 한국

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이환, 2014). 실제로 <표 3>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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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50대(53.7%)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40대(21.9%)가 뒤를

이었고 전체적인 평균 이직연령은 약 51세로 나타났다.

<표 2>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

출처: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표 3>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출처: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그러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과 그만둔 연령이

그 자체로 고용의 불안정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정확한 분석

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퇴직의 사유를 살펴봄으로써 평균 근속기간의 단축

이 이직 기회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직장에서의 퇴출 때문인지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4>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38.5%로 가장 높았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17.8%)’가 그다음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건강문제’(13.9%) 또한 주요한 퇴직 사유였다. 이

와 달리 여성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28.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에서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은 평균 이직연령이

50대 후반인 데 반해, 앞서 열거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이들의 평균

년도 계 남자

2018년 15년 4.9개월 19년 3개월

2017년 15년 3.8개월 19년 3.7개월

2016년 14년 11.1개월 18년 10.0개월

연령 계 (%) 남자

30세 미만 7.9 0.6

30~39세 7.1 5.7

40~49세 21.9 25.7

50~59세 53.7 56.5

60~64세 9.5 11.5

평균 이직연령 49.1세 5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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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연령은 5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나 조기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퇴직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출처: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이처럼 비자발적 조기 퇴직이 이루어짐에 따라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

리에서 노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OECD, 2019).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이면에

는 높은 자영업 비율과 임시, 일용직 종사자의 비율, 그리고 낮은 평균 임

금 수준이 은폐되어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30, 40대와 달리 50대와 60

대의 경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이동 비중이 증가하며(강성호 &

조준용, 2016; 김종원, 2011), 반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다(금재호, 2011). 더욱이 옮겨간 비정규직 일자리

들의 직종은 대부분 청소나 경비직으로의 직업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권

혜자, 2011). 뿐만 아니라 남성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56

세 이후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이전 일자

리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금재호, 2011). 박예

은 & 정영순(2016)에서는 재취업 중고령자의 78.4%가 중위임금 2/3 이하

의 저임금 일자리나 시간제 또는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만둔 사유 평균 이직연령 계 (%) 남자(%) 여자(%)

정년퇴직 58.4세 7.5 12.7 3.1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51.7세

11.2
17.8

5.6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50.7세

31.9
38.5

26.3

가족을 돌보기 위해 38.3세 15.8 1.3 28.2

건강이 좋지 않아서 51.7세 19.5 13.9 24.3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50.9세

2.3
1.5

3.0

그 외 45.9세 11.7 14.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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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고용과 소득에서의 불

안정은 더욱 심각하다. 여혜수(2014)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자는 고용형태

에서 상용직이나 자영업으로의 재진입 비율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퇴직

자는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진입 비율이 높았다. 유사한 연구로서 김태훈

과 박용현(2010)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중고령 노동자들의 경우 미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실직

경험은 취업상태에 있는 남성 근로자로 하여금 미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

을 높여 재취업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중장년층 노동생애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의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데서 이와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장년

층 고용불안이 사회적, 학술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용불

안정이 야기하는 결과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불안정을 경험한

중장년층의 상당수는 빈곤한 노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강성호, 조준용,

2016; 김연주 & 차경욱, 2008; 이성균, 2008; 홍백의 & 김혜연, 2010). 뿐

만 아니라 중장년층 남성 중 상당수가 가구주임을 고려했을 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 퇴직과 재취업의 어려움 및 재취업 일자리의 낮은 질

등은 당사자와 가족을 빈곤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금재호,

2011; 민현주 & 이수경, 2018; 이철희 & 이에스더, 2015; 지은정, 2018).

실제 지난 10여 년간 45세~64세 가구주 비율 및 자녀와 부모세대에 대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김유경 외,

2018), 이는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정이 가족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어질 가능성을 증폭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은 일차적으로 생애 주

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점이 빠르고, 이러한 퇴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 이후 갑작스럽게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재취업 시장에 뛰어듦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행한 일자리의 질이 임금과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중장년기의 불안정을 퇴직과 같은 사건 중심이 아닌 장기적인 생

애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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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의 방향과 한계: 노동생애에 대한 관심의 저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중장년층이 놓여있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주목해왔지만, 개인의 장기적인 생애과정 내에서 불안정의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

구들의 접근은 퇴직과 같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사건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정기간 동안의 일자리 변화를 관찰하되 이를 기술적으

로만 제시함으로써 각 유형 간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의 변화를 종단적

으로 비교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횡단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중장년층의 노동생

애 불안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한다. 따

라서 본 파트에서는 중장년층 고용불안정에 주목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

의 방향과 주요 결과, 그리고 한계를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후 중장

년층의 노동생애 불안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발적 조기 퇴직은 그 자체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을 나타내는 현상이면서 동시에 급격한 소득 감소, 재취업의 어려

움, 재취업 일자리의 낮은 질 등 고용 불안정의 다른 현상들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다(이철희 & 이에스더, 2015). 이철희 & 이에스더(2015)에서 6년

간 50~64세 근로자들의 퇴직률을 추적한 결과, 조사 시점 당시 50~64세였

던 임금근로자의 6년 이내 퇴직률은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러한 퇴직 사유의 40% 이상은 직장의 파산과 폐업, 정리해고 및 명

예퇴직, 계약 기간 종료, 정년퇴직에서 기인하였으며 특히 50대 초반 임금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직장의 파산이나 폐업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높았

다. 퇴직과 퇴직 이후 재취업으로의 이행을 연속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

다. 방하남과 신인철(2011)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해 생애 주

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으로의 이동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임금근로자는 소득이 높은 경우,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정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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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년이 보장된 경우, 상용직에 근무한 경우 등 안정적 일자리에서 근

무할수록 생애 주된 일자리에 보다 오래 머물렀다. 한편, 가구 부채가 재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재취업은 ‘강요된 선택’의 성격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취업은 일반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발생하는 일자

리의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취업 일자리의 질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러한 이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경숙(2003)은 노동시장 이탈과정의 다양한 양상을 배열하고 이러한 노

동이동 유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59세 이상 고

령자의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직업과 종사상 지위 이동을 통해 노동시

장 이탈과정을 살펴본 결과, 직업이동의 경우 세 시점 모두에서 미취업상

태에 머문 직업배열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57.9%)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으로의 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농어업, 기능

직, 판매 서비스직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고령자의 열악한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종사상 지위의 이동 또한 마찬가

지로 미취업의 유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57.8%), 다음으로

는 자영업에 머무는 비율이 높았다(11.8%). 이 연구는 59세 이상 고령자

의 일자리 이동과정이 전형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생애과정에서 장기적인 미취업의 위기가 클 뿐 아니라 은퇴과정이 ‘강제

된 비경제활동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3~4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여

일자리 이동의 장기적 추이를 포착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가 발

생하였던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일자리의 이동을 분석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양상이 특정 시기에만 국한된 것인지 혹은 장기적인 추세성을

갖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관찰 기간을 보다 확장하여 중장기적으로 은퇴과정을 유형화한 연구들

도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잔존과 이탈 및 고용상태의 변화를

종사상 지위 변화를 바탕으로 유형화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홍백의 & 김

혜연(2010)은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직, 퇴직으로 분류한 고용형

태를 바탕으로 퇴직 남성이 50~70세 사이에 어떠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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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퇴직의 시기와 고용형태 변화 유무 및 변

화의 종류에 따라 ‘조기퇴직자형’, ‘정규퇴직자영자형’ 등 8가지의 은퇴과

정이 도출되었으며, 모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연

령, 그리고 50세 시점의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50세에 무직이

나 자영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상용직에 종사한 사람에 비해 ‘노동시장이

탈형’, ‘조기퇴직형’ 그리고 ‘정규자영퇴직자형’에 속할 확률이 현저히 높았

다. 민현주와 이수경(2018)도 유사한 방법으로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10년 동안 45세~64세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였다. 은퇴과

정의 유형화는 마찬가지로 종사상 지위, 즉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무급

가족종사자, 자영업/고용주, 일용/임시직, 상용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

데, 연구결과 지속적으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고학력 집단은 지속적으로 상용직에 머

물 가능성과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속할 가능성이 모두 높은 반면

저학력 집단은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중장년층 노동생애의 불안정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코호트별로 비교한 연구들이 다수 존

재하는 현상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김이선, 이상직, & 권현지, 2018; 문혜

진, 2013; 변금선, 2018). 중장년층의 노동이동과 은퇴과정을 살펴본 연구

중 코호트를 고려하고 있는 연구가 소수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코

호트를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변수 중 하나로 모형에 투입하였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 코호트 간 비교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방하남 & 신인

철, 2011; 홍백의 & 김혜연, 2010).

가장 근접한 연구로는 베이비부머의 근로 생애를 다른 코호트와 비교한

방하남 외(2010)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930년

부터 1960년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45세 시점의 생애 주 직장에서의 생존

율’과 ‘생애 주 직장8) 개시 20년 후의 생존율’,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

8) ‘일생동안 경험하였던 직장 중 근속기간이 가장 길며 그 지속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인 

직장’(혹은 일자리)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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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불안정화 경향의 코호트

별 차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애 주 직장을 가

지고 있던 사람이 45세에도 그 직장에서 생존해있을 확률과 직장 시작 20

년 후의 생존율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에서는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근로생애 불안정을 추동한 원인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고 않으나 외환위기가 이러한 불안정을

증폭시켰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퇴직, 재취업, 노동이동, 은퇴유형 등을 바

탕으로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정 현상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들 연구에서는 불안정을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관찰하지 않으며 현상을 단

순히 기술할 뿐 그러한 현상을 불안정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시키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불안정이

과거에 비해 현재 코호트에서 더 커지고 있는지 그 추세를 확인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기 노동생애에서 나타

나는 이동성을 풍성하게 관찰하면서, 그러한 양상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

이 아니라 불안정을 판단해낼 수 있는 질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

한 이를 코호트별로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대에 중장년기를 지나온

개인들이 어떤 노동생애 불안정을 경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과 불안정의 보편화 판단 기준

(1)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판단 기준: 노동궤적의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간 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인의 생

애과정(‘개인적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변화가 내재해있는 시대적

흐름(‘사회적 시간’)이다(방하남 & 김기헌, 2001). 중장년기라는 개인의 생

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을 포착하고 이러한 불안정이 최근 출생 코호

트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① 노동생애 불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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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이러한 ② 불안정의 보편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 각각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의 종사상 지위

와 임금/소득의 변화를 바탕으로 노동생애 불안정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 간의 비교를 통하여 노동생애 불안정이 증가하였는지, 그리

고 여기에 미치는 학력의 영향이 축소되었는지 분석한다.

노동생애 불안정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행(transition), 궤적(trajectory),

그리고 배열(sequence)이다. 이들 개념은 생애과정을 지위의 이동과정으

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순미, 2013). Spilerman(1997)은

노동생애를 분석할 때 하나의 시점이나 특정 연령에서의 고용 상태

(employment situation)가 아닌 직업의 배열(sequence of jobs)과 이러한

배열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명시한 바 있

다. 이때 이행은 지위(status) 혹은 상태(state)의 변화를 의미(George,

1993)하며 대체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같이 단일한 사건 발

생을 가리킨다(문혜진, 2010). 한편, 궤적은 여러 이행사건을 포괄하는 보

다 장기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궤적은 그 자체로 사건이나 상태

의 배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궤적과 배열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

다(Barban & Billari, 2012). Spilerman(1997)은 노동궤적(work trajectory

또는 job trajectory)을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적 규칙성(empirical

regularity)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노

동경력을 집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노동 궤적(work

trajectory)을 분석의 단위로 삼는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대응 혹

은 반응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노동경력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노동경

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노동궤적이기 때문이다(남춘호, 2014).

그렇다면 노동궤적에서 어떻게 불안정을 포착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불안정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부재하며 불안정성이나 불안정화 경향을

사후적이고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장기간의

실업 상태를 거쳐 중소기업에 취직한 집단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부터 비

정규직으로 일하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 등에서 청년 노동 이력

에서의 불안정화 경향을 ‘해석’해내는 방식이다(이상직, 김이선, & 권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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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불안정성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불안정 개념이 다차원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가지 기준으로 불안정성을 판단하면 불안정 현상의 깊이를 축소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동

의 양상을 기술적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판단 자체

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현상의 파악을 과도하게 해석의 영역에 맡긴다

는 위험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노동이동에서의 불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포착하는 시도를 하

되, 불안정성의 판단 기준을 종사상 지위와 임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단순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

련한다.

노동이동 과정에서의 불안정 판단 기준은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을 빌려 마련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

에서는 Rodgers & Rodgers(1989)의 불안정한 일자리(precarious job) 혹

은 고용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 개념을 활용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노동의 불안정성은 총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문혜진, 2013; 이정아

& 김수현, 2017; 한승헌, 임다혜, & 강민아, 2017). 첫 번째는 ‘일의 지속

에 대한 확실성 정도(the degree of certainty of continuing work)’로 고

용계약이 단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직의 위험이 높은 경우 불안

정하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통제력(control over work)’으로

서 근로자가 노동조건 등에 대해 통제력이 약할수록 불안정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보호(protection)’의 차원인데 이는 법이나 관행 등에 의해서

차별 및 부당해고로부터 얼마나 보호될 수 있는지와 사회보장 혜택에의

접근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은 ‘소득(income)’

으로서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빈곤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노동의 불

안정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노동의 불안정은 고용형태, 임금, 사회적 보호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기준을 활용하여 노

동이동 양상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문혜진(2013)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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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2018)이 있다. 문혜진(2013)은 Rodgers & Rodgers(1989)에 따라 고

용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경험한 직장 수’ 및 ‘지속기간’, ‘실업 주

기 수’, ‘고용형태’를 사용하였으며 노동에 대한 통제권은 일자리의 ‘직종’

을 활용하였다. 또한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살펴보

았고, 경제적 측면은 ‘임금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

불안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 불안정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지만 그만큼 노동경력의 구성이 복잡하다는 단점

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변금선(2018)은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노동궤적

유형 중 무엇이 불안정한지 구분 및 서열화하기 위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종사상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임금/소득’의 두 지

표를 활용하였는데, 두 지표를 혼합하여 노동안정성을 0점부터 4점까지

점수화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궤적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금선(2018)에서 활용된 고용 불안정 판단 지표를 차용

하여 임금 수준과 종사상 지위 두 요소를 바탕으로 중장년층 노동생애에

서의 불안정성을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Rodgers & Rodgers(1989)의 고

용불안정 구성요소 중 ‘일의 지속에 대한 확실성’과 ‘소득’의 차원에 초점

을 맞추어 불안정성을 개념화한다. 다른 요소들이 제도적 불안정을 의미

하는 데 반해 위 두 가지는 사후적, 결과적 차원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백승호, 안주영, & 이승윤, 2017). 더욱이 종사상 지위와 소득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은퇴

과정을 유형화하거나 중장년층의 노동이탈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고

용형태나 종사상 지위를 단일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오직 고용계약 차원

에서의 불안정성만을 포착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민현주 & 이수경,

2018; 홍백의 & 김혜연, 2010). 이 경우 예컨대 상용직에서 동일한 상용직

으로 이동하였지만 대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으로 재취업한 사람이나, 상용

직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하였지만 사업이 영세하여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

람의 불안정은 제대로 드러날 수 없다. 반대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더

라도 임금 수준이 높으면 임금 측면의 안정성으로 인해 고용상태의 안정

성이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이승윤

외, 2017). 즉, 임금과 소득의 수준은 사업체 규모나 직종과 같이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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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 불안정은 소득 불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있으며(백승호, 2018),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은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기준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방하남 외, 201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와 임금을 조합하여 이들의 노동생애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을 파악한다.

(2)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의 보편화 판단 기준: 코호트 분석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출생 코호트를 비교한다. 코호트

(cohort)는 세대(generation)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다. Kertzer

(1983)는 오늘날의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세대의 네 가지 용법을 1) ‘조

부모 세대’, ‘부모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kinship descent) 내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2)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동일한 생애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출생 코호트(birth cohort), 3) ‘노인 세대’, ‘청년 세

대’처럼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 4) ‘전후 세대’와

같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로 정리하였다(박재흥, 200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세대 개념의 복합성 및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Kertzer와 Ryder(1965)는 세대를 친족계보적 의미로 제한해서 사용해야

하며,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강조하는 시간적 분석단위는 ‘코호트’로 개념

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는 유사한 시기

에 주요한 일련의 생애과정 과업들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서로 다른 코

호트 간의 비교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장단기적 영향이나 사회 변화가 개

인들의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지 살펴보는 데 중요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코호트 비교는 사회의 변화를 개인들의 생애 내에서 포착하려는

핵심적인 연구 방법이다(Ryder, 1965)9). 거시적 변화가 사람들의 노동생

9) 엄밀한 코호트 분석을 위해서는 연령-시기-코호트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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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동의 궤적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생애 단계를 거친 코호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해야 한다(남춘호,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차례의 외환

위기와 세계화 등의 거시적 환경변화는 중장년층의 고용과 노동 이력에

영향을 주며,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령’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불리

한 여건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기 노동

생애 불안정을 출생 코호트 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정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코호트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 및 고용에 커다란 영

향을 미쳤던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

기에 주목한다. 경제적 위기는 개인의 고용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노동생애 불안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는

특히 노동시장에 뚜렷한 상흔을 남기”며, 개개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

는 경로 또한 고용이다(김준, 2015: 66).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경제위기는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두 사건 모두 직접적으로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의 영향에 의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제위기가 노동시장 및 고용에 미친 영향(예컨대, 노동의 유연화) 또한 세

계화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

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s)’”이었으며 이 당시 이루어졌던 신자유

주의 개혁에는 ‘구조조정의 일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적인 역할

다른 연령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차이가 1) 연령 자체 혹은 생애 단계의 차이에서 기

인하는지(Age effect), 2) 특정 시기의 사건이나 상황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공통적

으로 미친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지(Period effect), 3) 혹은 출생 시기에 따른 역사적 사

건과 사회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지(Cohort effect)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Bengtson et al., 1985: 박재흥, 2003에서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에서 나타나는 노동생애 불안정의 차이가 연령, 코호트, 그리고 시기에

서 각각 얼마만큼 기인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기보다 서로 다른 역사적·사회

경제적 사건을 서로 다른 시기에 경험한 사람들의 생애가 얼마나 다르게 전개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변화, 

특정 출생 코호트만의 독특한 경험, 그리고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

적 변화(예컨대, 세계화)의 영향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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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했다(이종선, 2002: 26). 즉,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구조개혁은 고

성장-저실업이던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상시적 실업 위기와 고용불안정

이 증폭된 구조로 변환시킨 것이다(이종선,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코

호트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외환위기 당시의 연령 분포를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본 연구의 주 분석 대상인 1939년부터 1958년생은 이러한 외환위기

와 세계금융위기를 상이한 연령대에 경험하였고 이는 각 코호트의 중장년

기 노동생애 전반에 이질적인 불안정의 양상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각 코

호트의 구체적인 특성은 이어지는 연구방법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동생애 불안정의 ‘보편화’는

불안정의 절대적 증가뿐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생애를 결정하는 학력의 영

향력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불안정에 미치는 학력의 영향이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축소되는지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중장년층 노동

생애 불안정이 보편화 된 위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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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10).

[연구질문 1]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은 증가하고 있

는가?

연구가설 1-1. 과거에 비해 보다 최근 코호트에서 불안정한 노동궤적에

포함될 확률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연구질문 2]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은 탈계층화 되

고 있는가?

연구가설 2-1. 과거에 비해 보다 최근 코호트에서 불안정한 노동궤적에

포함될 확률에 대한 학력의 효과가 작아졌을 것이다.

10) 연구가설의 수립과 이에 대한 검정은 노동궤적의 추정이 가능한 1939년~1958년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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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분석대상

본 연구의 주 분석대상은 1939년부터 1958년 사이에 출생한 남성을 10

년 단위로 구분한 두 개의 코호트이다(이하 ‘코호트 1’, ‘코호트 2’). 이와

같은 연구 대상의 범위 설정은 일차적으로 가장 최근 조사 시점의 59세까

지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 진행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는 노동패널 20차(2017년) 자료이며 해당

자료에서 만 59세는 1958년생이다. 따라서 이들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시

킴으로써 최대한 많은 이들의 노동생애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두 차례의 핵심적인 경제위기 발생 시점과 개개인

의 생애 단계 간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코호트를 구분하였

다. 즉, 서로 다른 생애 단계에서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한

연령(45세~59세)대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다른 양상의 노동생애를 형성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코호트를 10년 단위로 분류한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코호트 연구

들에서 코호트의 구분이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으며(박재

흥 & 강수택, 2012), 이에 더하여 코호트를 더 세분화할 때 각 코호트 내

의 표본 수가 과도하게 작아지거나 코호트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을 피하고자 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표 5> 출생 코호트의 구분

위 <표 5>에는 출생연도와 45세 시점, 59세 시점,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연령이 제시되어 있다. 편의상 각각

코호트 출생연도 만 45세
시점

만 59세
시점

외환위기
당시 연령

세계금융위기
당시 연령

코호트 1 1939~1948 1984~1993 1998~2007 49~58세 60~69세

코호트 2 1949~1958 1994~2003 2008~2017 39~48세 50~59세



- 46 -

의 코호트를 ‘코호트 1’과 ‘코호트 2’로 칭한다. 각 코호트 특성을 사회경

제적 사건과의 맥락 속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39년

에서 1948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 1은 1984년부터 1993년에 45세였고

1998년부터 2007년에 59세였던 집단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한국

의 경제가 가장 호황이던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력의 상당 부분을 형성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외환위기 당시 이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에 분포하여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었고 갑작스럽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이철승, 2013). 이와 달리 글

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60대였으므로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에의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코호트 2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칭해지기도 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외환위기 전후에 45세였던 출생 코호트로, 30대 후반과 40대 후반 사이에

외환위기를 경험하여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대에 경

제위기를 겪은 집단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들도

해고나 실업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므로 이들 또한 고용의 불안정을 경험했

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후의 노동생애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2008 금융위기도 50대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코호트 1에 비해

서는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의 위험이 보다 컸으리라 예측해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영향 또한 코호트 1에 비하여 더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적인 노동생애 내에서 불안정을 포착하는 방식을 통

해서는 현재의 중장년 코호트를 분석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즉, 현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장년층은 여전히 중장년기의 초입에,

그리고 그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생애 불안정은 분석의 대

상이 되지 못하고 예측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컨대, 1965년생은

2017년에 52세이며 1970년생은 47세이므로 45세에서 59세까지의 노동안정

성 궤적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정확한

의미에서 베이비부머와 그 이전 코호트의 비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이었으며 현재까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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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이다. 10년 간격으로 발생한 이

례적인 경제불황은 그 당시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연령대의

이들 세대에게도 작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을 것이며 이는 중장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6, 70년대생은 제조업

의 쇠락과 IT 산업의 부상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변화 속에서 여전히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현 중장년층이 현재 경

험하고 있거나 추후 경험할 수 있는 노동생애 불안정의 가능성을 제시하

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단면적인 지표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

은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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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자료 및 자료의 구성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노동패널)를 활용하여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의 양상을

넓은 범위의 기간 동안 파악하고, 이를 코호트별로 비교한다. 한국노동패

널조사는 국내 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노동패널은 도시지역에 거주

하는 한국의 5,000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

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

재 20차 조사(2017년)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

구 및 가구원에 대해 동일 조사를 반복 실시하기 때문에 원표본 가구 유

지율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패널의 각 조사년도별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살펴보면 20차년도(201년)에 67.1%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통합

원표본가구는 84.4%의 높은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18).

노동패널은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

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

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

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의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노

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한편, 노동패널 표본에 처음으

로 편입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조사자용 자료는 앞서 설명한 개인용

자료의 정보와 함께 1차 조사 당시 파악했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추가

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를 직업력 자료(work history)라고 하는데 이러

한 직업력 자료에는 기업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 취업시기 및 퇴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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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및 소득 등 회고적

(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일자리 정보가 수록되어 있

다(한국노동연구원, 2018).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 중장년층 코호트의 노동안정성 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므로 개인의 노동력과 관련하여 장기간 조사된 패널이

필요하다.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의 경우 15세 이상의 전 연령대를 포함하는 노동패널에 비해 중

고령자의 대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2006년에 처음으로 조사가 실

시되어 상당 기간을 회고력 자료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패널은 이보다 훨씬 빠른 1998년에 조사가 시작되었

으므로 1차년도 이전에 가졌던 일자리 정보를 수록한 회고자료와 함께 1

차부터 20차까지 개인이 가진 모든 일자리 정보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코

호트의 노동안정성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자료의 구성

한국노동패널자료의 1차(1998년)부터 20차(2017년)까지의 개인 자료와

20차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만 45세부터 59세까지 15년에 대한 노동안

정성 점수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력 자료와 개인 자료를

활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에는 개인이 설문에 최초 진입하기

이전에 가졌던 회고 일자리에 관한 정보와 매 차수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일자리 정보가 누적되어 기록되어있다. 직업력 자료는 다른 자료와 달리

연도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자료만이 존재하며,

개인이 아닌 개인의 직업을 자료 구성의 기본 단위로 한다(한국노동연구

원, 2018). 따라서 직업력 자료에는 일자리 정보를 제외한 개인의 모든 정

보, 즉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 변수와 미취업 상태에 대한 정보가 존

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자료를 통해 성별, 출생연도,

학력 변수11)를 별도로 연결하였으며, 미취업이었던 기간과 설문에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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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기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1차년도(1998년) 이전의 일자리 정보는

직업력 자료에서 추출하고, 1차년도 이후의 일자리 정보는 각 차수의 개

인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체 자료를 구성하였다12).

직업력 자료에서 추출된 일자리 정보는 1차년도 이전에 시작하여 1차년

도 이전에 종료된 회고 일자리뿐 아니라 1차년도 이전에 시작하여 1차년

도 이후에 계속 지속된 일자리들의 1차년도 이전까지의 정보도 포함한다.

이후 1998년부터 각 차수의 자료를 차례로 연결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차수에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무응답)와 설문에는 참여하였으

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를 구분하였다. 다만,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도 설문에 최초 진입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설문 무응답이 아닌 미

취업으로 간주하였는데, 설문 진입 전에 가진 일자리 정보는 회고력 자료

에 입력되기 때문에 회고 일자리 정보가 없다는 것은 설문 최초 진입 시

점까지 취업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3차년

도(2000년)에 설문에 최초 진입한 개인이 회고 일자리가 없었다면, 물론

이 사람은 1, 2차년도에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지만 설문 무응답이

아닌 미취업으로 간주된다. 즉, 최초로 일자리 정보가 입력된 해 이전은

모두 미취업 상태로 처리하였으며, 최초 진입 이후 중도에 설문 무응답이

발생한 차수와 영구적인 이탈이 일어난 경우만 무응답으로 표시하였다.

추후 기술할 것이나 무응답 기간이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개인은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문 무응답과 미취업을 구분함으로

써 추후 분석대상 규모가 과도하게 작아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구조화할 경우 1차년도 이후 설문에 신

규 진입한 사람은 진입한 차수부터만 일자리 정보가 입력된다는 문제가

11) 한국노동패널 자료에는 학력과 관련된 변수로 ‘학교’와 ‘이수여부’가 별도로 기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여부’에서 ‘졸업’이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 학교 수준을 ‘–1’ 

시켜줌으로써 학력 변수가 ‘~학력 졸업’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고등학교 

중퇴인 경우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부여한다. 단, ‘4년제 대학(4) 재학중’인 개인을 ‘2

년제 대학(3) 졸업’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 하여 ‘고등

학교 졸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2) 주된 일자리(main job)가 아닌 부업은 제외하였다. 이는 특정 시기에 주된 일자리와 부

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 종사상 지위와 임금 수준을 평균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노동안정성 결과 도출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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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진입 시 보유하고 있었던 일자리의 시작

시기를 별도로 추적하여 해당 년도부터 일자리 정보를 입력하는 추가 작

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10차년도(2007년)에 설문에 최초 진입한 개

인이 진입 당시의 일자리를 2000년부터 시작했다면, 2007년부터 일자리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수정하여 2000년부터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

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패널 자료의 특성상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결측(missing)

및 이탈(attrition)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무응답은 문항 무응답과

설문 무응답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항 무응답은 설문에는 참여하였으나

특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집단

중심추세분석은 결측을 허용하는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의 분석

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년도에 임금/소득 및 종사상 지위가 결측인 개

인도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시작 연도 또는 종료

연도에 결측이 있는 경우와 학력 변수 정보가 결측인 사례는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한편, 설문 무응답은 특정 차수에 아예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회고 일자리는 일자리 시작 연도부터 종료 연도까지 일

률적으로 노동상태 정보가 입력되지만 1차년도부터는 각 차수의 설문 결

과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문에 무응답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응답이 특정 차수 이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바로

이탈이다. 이와 같은 설문 무응답 및 이탈의 발생 가능성은 노동이력의

상당 부분을 회고자료가 아닌 개인 자료의 연결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추

출하는 코호트 2에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위험이 있어

추후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중심추세 방법은 결측을 허용하는 분석 방

법론이지만 이러한 결측이 과다할 경우 추정의 오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5세부터 59세까지 15년 동안 절반 이상

의 기간이 결측 또는 무응답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제외

된 사례는 총 575명이었으며, 이러한 사례의 특성을 확인해본 결과 코호

트 1이 182명(31.65%), 코호트 2가 393명(68.2%)으로 코호트 2의 누락 비

중이 두 배 이상 높았다. 한편, 학력은 중졸 이하가 169명(29.39%),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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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50명(43.48%), 전문대졸이 33명(5.74%), 그리고 대졸이 123명(21.39%)

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졸의 누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추후 기술할 불안정 판단 지표 세 가지와 회귀분석에서 사

용되는 통제변수가 결측인 사례 또한 제외하였으며, 여기에는 45세 당시

설문 무응답, 퇴직사유 결측, 45세 당시 직업 정보 결측, 45세 당시 종사

산업 정보 결측이 해당된다. 각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 수는 아래 <표

6>과 같다. 이때 45세 당시 설문 무응답의 경우에도 코호트 2의 누락 비

중이 월등히 높았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은 1,969명이며, 코호트 1은 910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고 코호트 2는 1,059명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분석 대상 도출 과정

제외 기준
제외 사례

(전체%)
잔여 사례

전체 사례 (1939~1958년생) - 5,690명

일자리 시작 또는 종료년도 결측 197명 (3.46) 5,493명

여성 2,788명 (50.76) 2,705명

학력 정보 결측 1명 (0.00) 2,704명

45세~59의 15년 동안 노동안정성 점수가

결측 또는 무응답인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575명 (21.26) 2,129명

45세 당시 설문 무응답 70명 (3.29) 2,059명

일자리 개수 정보 결측 3명 (0.00) 2,056명

퇴직사유 결측 15명 (70.72) 2,041명

45세 당시 직업 결측 51명 (2.50) 1,990명

45세 당시 종사산업 결측 21명 (1.06) 1,969명

최종 분석 대상 (1,9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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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안정에

대한 학력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

석방법을 크게 세 파트로 구성하였다.

가장 먼저, 만 45세에서 59세 중장년기 남성의 노동생애 불안정을 측정

하기 위하여 종사상 지위와 임금 수준을 결합한 노동안정성의 점수를 구

성한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노동 안정성의 점수가 15년 동안 매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추적하고,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최적의 궤적

(trajectories) 유형을 추정한다. 연령을 x축, 노동안정성을 y축으로 하여

45세부터 59세까지 연령에 따른 노동 안정성의 변화 그래프를 도출하고

코호트별, 학력별로 구체적인 양상을 비교한다. 이와 더불어 코호트와 학

력별로 각 궤적 유형의 상대적 비중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시각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와 표를 제시한다. 마지막 단계로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궤적을 종속변수로, 코호트와 학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노동생애 불안정 수준에

대한 코호트와 학력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코호트별로 별도의 모형을 설정

하여 학력의 회귀계수 값과 그 유의도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

함으로써 학력 효과의 감소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단계별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분석은 STATA 14.0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1. 노동생애 불안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이란 만 45세부터 59세

까지 15년 동안 노동안정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전체적으로 조

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 시점에서의 노동 불

안정을 측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Rodgers & Rodgers(1989)의 개념에 따라 종사상 지위와 임금수준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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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측정한다.

먼저, 종사상 지위 변수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1차부터 20차년도까지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된

반면, 회고자료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종업원 있는 고용주’,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로 조사되어 세

부적인 항목에 차이가 있다. 즉, 회고자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사상 지위

가 아닌 고용형태로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의 통일성을 위하여 비회고 자료의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임시직’

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때 노동패널에서의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측정된 비정규직 규모보다 작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이는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의 조합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이

상직, 김이선, & 권현지, 2018).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이상직, 김이선, & 권현지(2018)의 방법을 따라 회고자료에서의 ‘정

규직 임금근로자’나 비회고 자료에서의 ‘상용직’ 중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

이 있거나 근로시간 형태가 시간제, 불규칙적, 정규근무시간이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비정규직’에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종사상 지위에 ‘미취업’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무급종사자도 별도의 지위로 구성하였다. 종합적으

로,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과 ‘종업원 있는 고용주’가 가장 안정적이고,

‘비정규직’과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그다음 안정적이며, ‘무급가족 종사

자’와 ‘미취업’13) 순으로 서열화된다.

한편, 임금과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비임금근로자의 월평

균 소득14)을 각 연도에 입력한 후 이를 각 연도의 월 중위임금과 비교함

13) 직업력 자료에는 각 일자리의 취업 시기(년)와 퇴직 시기(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미취업상태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미취업에

는 자발적인 퇴직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미취업을 가장 불안정하다고 간주할 경우 불안

정의 정도를 과대 측정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45세에

서 59세까지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의 지속이 기대되는 연령

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취업상태를 가장 불안정한 상태인 ‘0점’으로 설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하였다. 

14) 설문에는 월평균 소득뿐 아니라 ‘연봉’과 ‘연간 매출액’도 측정되고 있으나 ‘월평균 임

금’과 ‘월평균 소득액수’에 비해 결측(missing)값이 훨씬 더 많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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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저임금’과 ‘저임금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였다. 먼저, 매해 취업상

태였던 개인의 임금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

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부터는 매해 임금 및 소

득 정보가 입력되지만 직업력 자료에 수록되어있는 회고 일자리의 경우

해당 일자리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일자리에 대한 임금

및 소득 정보는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는다. 즉, 직업력 자료는 일자리가

자료 구성의 기본 단위이므로 한 일자리에 대해 한 줄의 정보만이 입력된

다. 예컨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동일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월평균 임금은 매년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제시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별도의 임금 상승이나 하락

없이 월평균 임금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제시되어 있는 임금 및 소득 값이 일자리 시작 시점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종료 시점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자가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회고

일자리의 임금/소득의 경우 일자리 종료 시점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응

답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할인된

값을 입력하였다. 또한 설문 진입 차수 이전에 시작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설문 진입 연도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

였다.

저임금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OECD의

저임금 기준을 변용한 ‘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2/3보다 낮은 임금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임금이 곧 소득의 불안정이라고 규정하였다15)(이

승윤 외, 2017). 이러한 저임금 여부를 결정하는 중위임금은 앞서 구조화

한 자료에서 각 차년도의 중위값을 계산하여 도출하였다. 이러한 중위임

금은 전체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된다. 변금선(2018)에서와 같이「고

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월 임금액의 중위수’를 활용하지 않고 표본 자

15) ILO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중위임금의 2/3보다 낮

은 경우를 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패널 자료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결측

값이 많고, 회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평균 임금(임금근로자)과 월평균 매출액(비임금근로자)을 

바탕으로 저임금 상태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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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직접 중위임금 값을 도출한 이유는 위 조사 자료가 10인 이상 사업

체의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

하므로 위 자료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비중의 노동경력을 회고자료로 구성하는

데, 이러한 회고자료에는 회고 오류(recall error)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고 일자리에 대한 임금/소득의 처리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의 불안정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반대로 과대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코호트

1의 경우 회고자료의 비중이 코호트 2에 비해 월등히 높아 코호트 간 노

동생애 불안정을 비교할 때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살

펴본 무응답이나 이탈의 문제가 코호트 2에서 심각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

이다.

이에 두 코호트 간의 임금/소득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저임금

이 1점, 저임금이 아닌 경우가 2점이라고 할 때 코호트 1의 45세~59세 전

기간에 대한 임금/소득의 평균 점수는 1.36, 코호트 2는 1.57으로 코호트

2의 점수가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년 동안 저임금의 평

균 빈도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코호트 1은 2.82번, 코호트 2는 1.65번으

로 확인되어 코호트 1의 저임금 빈도가 약 1.1번 가량 높았다. 이러한 차

이가 코호트 간의 실제적인 소득불안정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자

료의 한계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결과 해석 시 약간의 주

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변금선(2018)의 방법을 차용하여 노동 안정성을 종사상

지위와 임금 및 소득의 결합을 통해 점수화하였다. 이러한 점수는 0부터

4점까지 ‘미취업’,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성된다. 종사상

지위와 임금 및 소득을 조합하는 방법은 이승윤 외(2017)의 방법론을 따

라,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한 경우를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보고

둘 중 한 가지에서 불안정한 경우를 그다음 불안정 상태로 보았다. 그러

나 이때 모든 개별 상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종사상 지위와

임금 및 소득 중 한 측면만 불안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서열을 매겨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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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기의 불안정 노동생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

겨지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불안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형태

에서의 불안정보다 임금 및 소득에서의 불안정을 더 불안정한 것으로 간

주하였다(백승호, 2018).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와 임금 및 소득 모두 안

정적인 경우 노동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설정된다.

노동안정성 점수의 구성은 아래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0점은 ‘미취업’으로, 고용과 임금 모두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보아(변금선,

2018; 이승윤 외, 2017; Kalleberg, 2009) 가장 낮은 안정성 점수를 부여하

였다. 1점은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저임

금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와 ‘무급

가족 종사자인 경우’에 해당된다. 2점은 ‘중위임금 2/3 미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이며 3점은 ‘중위임금 2/3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고용주인 경우’, 마지막

으로 노동안정성이 가장 높은 4점은 ‘중위임금 2/3 이상이면서 동시에 정

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7> 노동안정성 점수의 구성

노동안정성 구성

미취업(0) 미취업 상태

매우 낮음(1) ➀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임금의 2/3 미만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혹은

➁ 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

낮음(2)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임금의 2/3 미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인 경우

보통(3)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임금의 2/3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높음(4) 월평균 임금과 소득이 당해 월 중위임금의 2/3 이상이면서
동시에 정규직이거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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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1) 집단중심추세분석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퇴직이나 재취업 확률, 혹은 인접한 두

시점 간 고용상태의 전환율을 살펴보기 위해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methods)을 활용하였다. 사건사분석은 위험함수(risk function)를 바탕으

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나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

일어날 확률을 추정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발생이나

단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장기간 발생

하는 상태 변화의 경로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김혜연, 2010). 관련하여 Elder(1985)는 사건사분석으로는 생애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김혜연, 2010: 143에서

재인용).

이처럼 사건사분석이 상태 변화의 궤적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집단중심추세분

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이 있다. 하지만 배열분석에서 활용

되는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Analysis)이 집단 유형화 과정에서

상태간 거리 측정 시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여지가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

는 데 반해(Levine, 2000) 최근 생애사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집단중

심추세분석은 각 궤적함수를 직접 추정할 수 있고 자료에 맞는 궤적의 형

태와 수에 대하여 가설검증을 할 수 있다는 상대적 강점을 갖는다(Hynes

& Clarkberg, 2005; 박미희 & 홍백의, 201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노동 경로를 전체적(holistic)인 시각으로 조

망하고, 이러한 경로(궤적)들 간의 이질성, 특히 불안정성 측면에서의 질

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시행하였다. 집단중심추세

모델링은 연령이나 시간에 따른 특정 결과값의 발달 궤적(developmental

trajectory)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Nagin, 2010). 이와 같은 집단중

심의 방법론은 서로 다른 경로를 따르는 개인들의 특성과 변화의 양상에

대하여 통계적이고 시각적인 묘사(snapshot)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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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in, 2010).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이 사

전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특성이 아닌, 각자 독특한 발달 궤적을 따르는

알려지지 않은 하위집단들이 모집단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Nagin, 2010). 즉, 전체 모집단이 상이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 몇

가지 유형의 하위집단으로 구성된다는 전제하에 궤적 그룹(trajectory

groups)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발달과정의 개인 무리(clusters of

individuals)를 추정하는 것이 이 방법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Nagin, 2005).

분석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에 가

장 부합하는 궤적(trajectory)의 수를 산출하고, 각 궤적에 대한 궤적함수

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개별 사례들이 각 궤적에 포함될 확률

을 추정함으로써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집단에 해당 사례를 포함하

는 단계이다(변금선, 2018).

집단중심추세분석은 궤적들의 모집단 분포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J개

의 유한혼합모형(finite mixture model)을 통해 이러한 분포를 추정한다

(Nagin & Odgers, 2010). 모든 모수의 추정은 최대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J라는 집단 수를 조건으로 한

모든 개인 의 우도함수 식은 아래와 같다.

  
  



×
 

여기서 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분포를 사용하는데 변

수가 횟수(count)이면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최댓값과 최솟

값을 갖는 절단된 변수이면 절단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

를, 그리고 이항변수인 경우에는 이항로짓분포(Binary logit distribution)

를 사용한다(Nagin, 2005).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노동궤적은 0점부터 4점

까지의 범위를 갖는 노동안정성 점수로 구성되므로 확률밀도함수 추정 시

최솟값과 최댓값을 갖는 절단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김혜연, 2010; 변금

선, 2018). 그러나 어떠한 분포를 가정하더라도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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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대화하는 모수 추정에 있다. 위 식에서        는 개

인 가 t 기간 동안 보이는 노동상태의 개별 값들의 종단적 배열을 의미

하며, 본 연구의 경우 45세에서 59세까지의 노동안정성 변화를 나타낸다.

는  를 관측할 무조건적 확률이다. 마지막으로  는 집단 j에

속해 있을 때의  의 확률이고, π는 모집단에서 무작위적으로 추출된 개

인이 집단 j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

또한 아래 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방법은 j가 주어졌을 때 매

시점의 개별 관측값()이 조건부 독립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는 

의 확률분포의 단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동일한 개인에 대한 반복

관찰치가 궤적 집단에 대해 독립적이며 개인 내 상관구조는 각 개인이 속

해 있는 궤적 곡선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Franklin et al., 2013).

  




집단중심추세 분석의 핵심은 모집단 내 궤적 변화의 이질성을 정확하게

포괄하는 최적 집단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적의 궤적 유형 수를 도출

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며 최

적 모형은 BIC의 절댓값이 가장 작은 모형으로 결정된다. 또한 <표 8>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j개의 집단을 원 모형으로, j+1개의 집단을 대안모형

으로 설정하여 둘 간의 BIC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는 방법

을 통해 최적의 궤적 유형 수를 결정할 수 있다.

<표 8> 최적 모형 선택기준

출처: Jones, Nagin, & Roeder (2001)

ln∆BIC 를 기각하는 정도

0~2 받아들일 수 없음
2~6 긍정

6~10 강한 긍정

10 초과 매우 강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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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in & Odgers(2010)는 이에 더하여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세 가지 통계적 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각

개인이 특정 궤적 집단에 속할 확률(π)의 추정치와 각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이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이 특정 궤적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의 평균, 즉 평균 사후확률이

0.7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고, 마지막은 할당 정확도 오즈(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가 5라는 최저 기준치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16).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단중심추세분석에서 최적 궤적 수의 도출

이 위 통계치를 통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론의 예측과 기존

의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라

는 것이다(Nagin & Odgers, 2010). 추정된 궤적들은 전체 모집단을 완전

하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대한 근사치(approximation)라

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준모수적

(semiparametric)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aumol(1992)이

언급한 바 있듯이 “잘 설계된 모델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

로 사고할 수 있도록 선택된 부분적인 진실(partial truths)”(Nagin &

Odgers, 2010: 118에서 재인용)이다. 즉, 분석의 결과는 현실의 복잡성을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단순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주어진 자료 내에서 모집단

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유용성을 갖

는 것이다.

한편, 최대우도법은 각 집단의 사례수 비율을 결정하고 아래 시간(연령)

에 따른 노동상태 변화의 함수에서 β, β, β, β를 추정하여 각 집단 j의

16) 할당의 정확도 수치를 도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궤적 수를 j개로 

설정했을 때의 평균 사후할당률이며, 는 궤적 함수에 의해 추정된 할당확률을 의미한

다(변금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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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는 연령과 노동안정성 점

수를 연결하는 잠재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함수의 모양, 즉 차수의 결

정은 BIC 값과 더불어 분포 양상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상수, 1차 선형함수, 2차 함수(증가 후 감소 또는 감소 후 증

가), 3차 함수(변화 곡선) 중에서 적용할 수 있다.

 
  

  
연령 

연령 
연령  

궤적의 수와 궤적함수를 추정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개별 사례들이 각

궤적에 포함될 확률, 즉 사후확률(Posterior group membership

probabilities)을 추정하여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집단에 각 사례를 포

함시켜야 한다(Ratelle et al., 2004; 변금선, 2018에서 재인용). 다시 말하

면 이는 위에서 살펴본 π를 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들이 사후확률

이 가장 높은 집단에 할당됨으로써 서로 다른 노동생애 궤적의 평균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박미희 & 홍백의, 2014). 그러나 사후확률은

개개인이 특정 집단에 반드시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속할 확률을 부여받는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집

단중심추세분석에서 도출된 궤적 유형의 수와 모양이 고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중장년기의 노동안정성 궤적은 β값들과

π라는 두 가지 모수를 바탕으로 추정되게 된다.

(2) 노동궤적 유형의 특성 비교

앞의 과정을 통해 노동궤적 유형을 도출한 다음에는 각 유형이 어떤 특

성과 의미를 가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가장 먼저 각 궤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고 코호트

별, 학력별로 이러한 개별 궤적의 비중이 얼마나 상이하게 분포하는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각 궤적이 어떠한 모양을 갖는지(지속, 증

가, 감소 등)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한 후 각 궤적에 명칭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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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써 이러한 명칭이 중장년기 노동생애의 다양한 양상을 효과적으

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안정성의 변화 양상을 통해 노동생애 불안정을 시각적으

로 확인한 후에는 몇 가지 지표들을 바탕으로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심

도 있게 살펴본다. 가장 첫 번째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각 유

형의 차이를 비교한다. 그다음으로는 노동생애 불안정을 나타내는 몇 가

지 관련 지표들을 구성하였는데(이하 ‘불안정 지표’), 이는 각 유형이 어떤

측면에서 더 높은 불안정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의 고용불안정

측정 방식을 참고하여 이러한 지표를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45세 당시 가졌던 일자리의 평균 근속연수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고용불안정 지표로서(정이환 & 김유선,

2011), 일반적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불안정 정도가 더 크다고

본다. 두 번째는 45세에서 59세까지의 기간 동안 경험한 일자리의 개수이

다. 일반적으로 잦은 일자리 이동은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신광영, 2004). 마지막은 비자발적 퇴직 사유17)의 비중이다. 이는 45

세에서 59세까지의 연령 범위 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생한 일자리 변

동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례를 전체 사례 수18)로 나눈 수치(%)를 의미

한다. 이러한 수치가 높을수록 더 불안정한 궤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17) 노동패널에서는 그만둔 일자리에 대해서 해당 일자리를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으며 그만

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계속 다니고 싶었으

나 직장에서 요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1)”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

었다(2)”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항목은 “직장

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1)/정리해고로 인해(2)/권고사직(3)/명예퇴직(4)/정년퇴

직(5)/계약기간 끝나서(6)/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7)/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8)/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9)/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10)/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11)/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결혼, 가족 간병 등 가사문제로(13)/건

강, 고령 등의 이유로(14)/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15)/회사가 이사하여서(전근․발령을 

받아서)(16)/우리 집이 이사하여서(17)/학업 때문에(18)/군입대 때문에(19)/좀 더 좋은 일

자리가 있어서(20)/출산, 육아를 위해(21)/기타(22)”의 객관적 사유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퇴직의 비자발성을 판단하며, 고용의 불안정과 밀

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1), (2), (3), (4), (6), (7), (8)을 비자발적인 사유에 포함

하였다. 

18) 여기서 전체 사례수는 자발적 퇴직자와 일자리 변동이 없었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값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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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몇 가지의 지표에 따라 각 궤적의 불안정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

은 노동안정성 궤적을 시각적으로만 확인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호

성 혹은 자의성을 보완해줌과 동시에, 이후 코호트별, 학력별로 어떤 측면

에서 불안정의 정도와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세밀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3) 노동궤적의 코호트별, 학력별, 코호트*학력별 차이 및 변화

다음으로는 노동궤적이 코호트별, 학력별, 그리고 코호트*학력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차이 및 변화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코호트별, 학력별, 코호트*학력별로 각 노동궤적의 비중(%)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재 코호트로 올수록 불안정 궤적의 비중이 증가한다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노동궤적의 비중이 높은 등의 양상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

다. 코호트*학력의 경우 코호트별로 각 학력 수준에서 개별 노동궤적의

비중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

학력자의 불안정 노동궤적 비중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코호트별, 학력별, 코호트*학력별로 불안정 지표가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즉, 코호트별, 학력별로 평균 근속연수,

일자리 개수, 비자발적 퇴직의 비율이 얼마나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

본다. 또한 각 코호트 내 학력별로 불안정 지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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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1)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중장년층의 노동궤적을 유형화한 후 코호트

별, 학력별, 코호트*학력별로 각 궤적 유형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만으로는 코호트와 학력이 더 불안정

한 노동궤적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코호트와

학력 외에 노동생애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통제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상태에

서 코호트 및 학력(독립변수)이 불안정한 노동궤적에 속할 조건부 확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계층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

므로 코호트별로 별도의 모형을 설정하여 학력의 효과 크기와 유의성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형이고 세 개 이상의 범주가

있는 경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이를 통해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독립변수들 하에서 한 개인이 특정한 집단에 속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의 범주 중에서

하나의 기준범주를 설정하며 이러한 기준범주에 대비하여 특정 범주에 속

할 가능성을 추정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의 추정은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은 회귀계수의 직관적인 해석이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회귀계수()가 로그 오즈(log odds), 즉 승산

(odds)에 로그(log)를 취한 값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서 승산(Odds)이란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1-P(A)) 대비 사건

이 발생할 확률(P(A))의 비(ratio)이다. 즉, 선형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확률변화를 의미하지만 로지스틱 모

형에서는 확률이 아닌 승산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승산이라

는 개념은 확률과 달리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우므로 오즈(odds)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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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부호의 방향

성과 통계적 유의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2) 변수 설명

<표 9>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주요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9> 변수 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노동안정성
궤적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도출된 N개의 유형

독립변수 코호트 (1) 코호트 1 (1939년~1948년생) (기준집단)
(2) 코호트 2 (1949년~1958년생)

학력 (1) 중학교 졸업 이하 (기준집단)
(2) 고등학교 졸업
(3) 2년제, 전문대학 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통제변수 45세 당시
근속연수

45세 당시 일자리의 근속연수

45세 당시
직업

(1)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 사무 종사자 (기준집단)
(3) 서비스/판매 종사자
(4) 농림,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단순노무 종사자
(7) 미취업

45세 당시
종사산업19)

(1)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

(2) 제조업 (기준집단)

(3) 숙박 및 음식점업/판매, 도매 및 소매업

(4) 전기·가스·수도업, 운송업, 건축업

(5)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

(6)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전

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정

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공공행

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 기타

(8)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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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속변수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도출한 노동궤적 유형이이

고, 독립변수는 코호트와 학력이다. 코호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호

트 1과 코호트 2로 설정하였으며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

년제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호트와 학력이 노동궤적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노동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 및 투입변수

들을 참고하여 일자리 관련 특성으로서 45세 당시의 근속연수, 직업, 종사

산업(업종)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20)먼저, 일반적으로는 45세 시점에

가지고 있던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해당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임금 수준이 결정되

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하에서는 오히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의 위험

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한편, 직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및 기술 수준과 밀접하게 연

관된다. 높은 전문성과 기술은 고령과 세계화에 따른 노동생애 불안정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낮은

전문성은 중장년층의 노동생애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Erikson

& Goldthorpe, 1992; Mills, Blossfeld, & Bernardi, 2006에서 재인용). 마

지막으로 종사산업 또한 종사상 지위 및 임금(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데, 경제 상황과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

은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고령에

호의적이거나 또는 불리한 산업의 비중 또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이철

희, 2012). 실제로 산업마다 고용 관행이나 노동시장 특성에 차이가 있으

며 이는 산업별로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이

19) 각 산업에 속하는 표본의 수가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사 성격의 산업

들은 같은 범주로 결합하여 총 범주 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0) 본 연구에서 중장년층 노동생애 불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 규모’를 통제변

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첫째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사업체 규모(사업장 종업원 수) 

문항은 6차년도부터 측정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임금 근로자에만 해당되는 ‘사업체 규모’ 변수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특성 변수 중 하나인 ‘노조 여부’ 또한 포함시키지 못

하였는데, 이 또한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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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철희, 2012).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령(45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령), 가구 소득, 건강

등과 같은 개인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본 연

구에서 구조화한 자료의 독특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회고 일자리의 경우

해당 일자리들의 일자리 관련 특성은 추적할 수 있으나 그 일자리를 가졌

던 당시의 가구 소득, 건강 등의 일자리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 구성 시 45세~59세 사이 특정 연령

에서 임금 및 종사상 지위 변수에 결측이 있거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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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결과

제1절. 일반적 특성

아래 <표 10>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두 코호트로 구분하여 제시

한 결과이다. 가장 먼저 각 코호트 내 교육수준의 분포와 45세 당시 종사

하였던 직종 및 산업의 기술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불안정 지표의 결과가

각 코호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각 코호트가 15년 동

안 노동안정성의 각 점수에 평균적으로 몇 년씩 머물렀는지 분석하였다.

<표 10>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코호트1

(1939~1948년생)

코호트2

(1949~1958년생)

사례수 (%, 명) 46.22 (910) 53.78 (1,059)

교육수준 (%, 명)

중졸이하 58.02 (528) 42.78 (453)

고졸 29.01 (264) 38.34 (406)

2년제, 전문대졸 0.88 (8) 4.44 (47)

4년제 대졸 이상 12.09 (110) 14.45 (153)

45세 종사 직종 (%, 명)21)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75 (116) 13.50 (143)

사무 종사자 7.69 (70) 10.10 (107)

서비스/판매 종사자 14.95 (136) 14.64 (155)

농림·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14.40 (131) 6.14 (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51 (223) 37.02 (392)

단순 노무 종사자 7.80 (71) 6.23 (66)

45세 종사 산업 (%, 명)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 15.16 (138) 7.08 (75)

제조업 (준거집단) 13.52 (123) 19.07 (202)

숙박 및 음식점업/판매업, 도매·소매업 12.86 (117) 14.83 (157)

전기·가스·수도업, 운송업, 건축업 19.23 (175) 24.46 (259)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 3.30 (30) 4.53 (48)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공

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11.65 (106) 10.67 (113)

기타 6.37 (58) 6.9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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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호트 1은 전체의 약 46%(910명)를, 코호트 2는 약 54%(1,059

명)를 차지하여 분석대상에 최근 코호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두 코호트 모두 ‘중졸 이하’의 비중

이 가장 높았는데, 코호트 1은 약 58%로 절반 이상이었고 코호트 2는 약

43%를 차지하였다. ‘고졸’ 비율의 경우 코호트 1이 약 29%인데 반해 코

호트 2가 약 38%로 훨씬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코호트 모두 ‘2

년제, 전문대졸’의 비율은 각각 0.88%, 4.44%로 매우 낮았으며, ‘4년제 대

졸 이상’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코호트 2가 약 14%로 코호트 1에

비해 2%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호트 2에서 중졸 이하의 비

율은 낮은 반면 고졸과 대졸의 비율은 더 높아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향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45세 당시의 종사 직종과 종사산업 특성이다. 먼저, 코호트 1은

관리자와 전문가의 비중이 12.75%이고, 사무 종사자는 전체의 7.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는 14.95%였으며, 농림, 임업, 어

업 숙련 종사자가 14.40%로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능

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4.51%로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단순 노무 종사자

는 전체의 7.85%였다. 코호트 2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전문가의 비중이

13.50%로 코호트 1에 비해 약간 높았고, 사무 종사자의 비중 또한 과거에

비해 높아진 10.10%로 나타났다.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는 14.64%로 코

호트 1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두 코호트 간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

는 농림, 임엄, 어업 숙련 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코호트 1

에서는 약 14%가 종사하고 있었던 데 반해, 코호트 2의 경우 약 6%만이

농림어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37.02%로 크게 증가하였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종사산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호트 1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의 비중이 15.16%로 높았

21) 총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45세 종사 직종’ 변수의 한 항목으로써 미취업 상태가 

아래 별도로 제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45세 종사 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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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제조업은 13.52%를 차지하였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판매업, 도

매·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2.86%였다.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업, 운송업, 건축업으로 19.23%인데 반해,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은 가장 낮은 비중인 3.30%로 확인되었

다.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연구·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공공행정·국방·사회

보장 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11.65%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산업이 6.37%를 차지하였다. 이와 달리 코호트 2는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의 비율이 7.08%로 낮아졌고 제조업은 19.07%로 크게 증가하였

다. 숙박 및 음식점업/판매업, 도매·소매업 종사자는 14.83%였으며, 전기·

가스·수도업, 운송업, 건축업은 코호트 1보다 늘어난 24.46%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의 비중은 코호트 1보다는 높아졌으나 여

전히 전체 산업에서는 가장 작은 4.53%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

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

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0.67%였고, 기타가 6.99%로 확인되었다.

한편, 노동안정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45세 평균 근

속연수’, ‘45세~59세 평균 일자리 개수’, 그리고 ‘45세~59세 사이 마지막 일

자리 변동 사유가 비자발적인 개인의 비중’ 특성을 코호트별로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45세 당시 평균 근속연수는 코호트 1이 11.01년,

코호트 2가 8.98년으로 코호트 1에서 약 2년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호트 2에 비해 코호트 1이 45세 시점에 한 일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45세에 미취업 상태

에 있었던 개인의 비중이 코호트 1에서 더 높음을 고려할 때, 45세 당시

취업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근속연수 차이는 이보다 더 클 것

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호트 1의 긴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농림, 임업 및 어업, 광업 종사 비율에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얼마나 일자리의 변동이 빈번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평균적인 일자리 개수 또한 코호트 2에서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코호트 1은 45세에서 59세 사이에 평균적으로 1.40개의 일자



- 72 -

리를 가졌던 반면에 코호트 2는 1.85개의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자리 변동이 반드시 불안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자리

기회의 증가를 시사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장년기

의 일자리 이동은 기존 일자리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안정이 커진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45세에서 59세 사이 발생한 마지막 일자리 변동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개

인의 비중 또한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가 더 높았다. 즉, 과거 코호트

는 전체의 약 28% 정도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데

반해, 최근 코호트는 약 32%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일자리 변동을

경험한 것이다. 종합하면 세 가지 지표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코

호트 1에 비하여 코호트 2가 평균 근속연수, 일자리 개수, 일자리 변동의

사유 모든 측면에서 노동생애의 불안정이 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

<표 10>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계속)

코호트1

(1939~1948년)

코호트2

(1949~1958년)

45세 평균근속연수 (년) 11.01 8.98

45세~59세 평균 일자리 개수 (개) 1.40 1.85

마지막 일자리 변동 사유가 비자발적인 개인의

비중 (%, 명)
27.58 (251) 32.01 (339)

45세 미취업 상태 (%, 명) 17.91 (163) 12.37 (131)

노동 안정성 상태 (평균 년수)22)

0. 미취업 2.93 1.95

1. 저임금이면서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2.52 1.60

2. 저임금이면서 정규직 혹은 고용주 0.43 0.22

3. 저임금 이상이면서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자 3.74 4.40

4. 저임금 이상이면서 정규직 혹은 고용주 4.00 5.17

임금/소득 상태 (평균 년수)

저임금 2.82 1.66

저임금 이상 7.86 9.68

종사상 지위 상태 (평균 년수)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비정규직 2.17 2.77

자영업자 4.16 3.28

고용주 0.63 1.55

상용직 4.18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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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각 코호트의 노동안정성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기초통계 분석

결과이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5세에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은 코호트 1에서 17.91%, 코호트 2에서 12.37%로 코호트 1

이 더 높았다. 즉, 자발적인 의사에서건 비자발적인 이유에서건 45세에 미

취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 코호트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표에는 제시되어있지 않지만 미취업자의 학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중졸 이하가 코호트 1에서는 약 63%, 코호트 2에서는 약 47%였으

며 고졸 이하는 각각 약 88%와 85%로 나타나 미취업자의 상당수가 저학

력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취업이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비

자발적인 상황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미취업

자의 비중으로 판단하였을 때 코호트 2에 비해서 코호트 1의 불안정 정도

가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안정성 상태를 점수항목별로 세분화하여 15년 동안 각 상태

에 평균적으로 몇 년을 머물렀는지 살펴본 결과, 코호트 1과 코호트 2 모

두 ‘저임금 이상이면서 정규직 혹은 고용주(4점)’에서의 평균적인 기간이

각각 4.00년, 5.17년으로 가장 길었다. 그러나 코호트 2가 코호트 1에 비해

약 1.2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저임금 이상이면서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자(3점)’의 평균 연수가 길었는데, 코호트 1이 3.74

년, 코호트 2가 4.40년으로 역시 코호트 2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편,

코호트 1에서는 평균적으로 2.93년동안 미취업(0점) 상태에 머물렀고 코호

트 2는 1.95년으로 머문 것으로 나타나, 코호트 1의 미취업 기간이 약 1년

정도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두 코호트 간 45세 미취

업자의 비중의 차이와도 연결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저임금이면

서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1점)’는 코호트 1이 2.52년, 코

호트 2에서 1.60년으로 과거 코호트가 1년 가량 더 길었고, ‘저임금이면서

정규직 혹은 고용주(2점)’이 가장 짧아 각각 0.43년과 0.22년을 차지하였

다. 즉, 노동안정성 점수의 상태별 평균 잔류 기간을 분해하여 살펴본 결

과, 전반적으로 코호트 2가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기간은 더 길고 불안정

22) 각 상태의 평균 연수 총합이 15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15년 중 평균적인 결측(.) 기

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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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서의 기간은 더 짧다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노동안정성 상태의 분석 결과가 임금/소득 불안

정과 종사상 지위의 불안정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소득 상태 및 종사상 지

위 상태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호트 1은 15년 중 저임금

상태의 기간이 2.82년으로 코호트 2보다 약 1.2년 가량 긴 데 반해, 저임

금 이상인 상태는 7.86년으로 코호트 2에 비해서 2년 정도 짧았다. 즉, 임

금과 소득 측면의 불안정은 코호트 1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상 지위 상태의 결과를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

고 코호트 1은 고용주로서의 기간이 0.63년으로 가장 짧았고, 상용직 기간

은 4.18년으로 가장 길었다. 자영업자가 4.16년으로 상용직과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비정규직은 2.17년이었다. 코호트 2도 마찬가지로 상용직 상태

의 기간이 4.16년으로 가장 길었으나 코호트 1보다는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상태의 기간이 3.28년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코호트

1보다는 약 0.9년 가량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비정규

직 기간은 2.77년으로 코호트 1에 비해 길었으며, 고용주 상태의 기간 또

한 코호트 1보다 긴 1.55년으로 확인되었다. 즉, 임금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코호트 1이 코호트 2에 비해 상용직 기간이 길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아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비임금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코호트 1에서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종업원 있는 고용주로서의

기간이 짧아 코호트 2보다 불안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적인 분석 결과는 두 코호트의 노동생애 불안정에 관해 상

반된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즉, 세 가지 불안정 지표에 의하면

최근 코호트가 과거 코호트에 비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지만, 노동안정

성을 구성하는 각 상태별 평균 기간을 구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반대로 과

거 코호트가 불안정 상태에서의 기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안정성 내에서도 임금/소득 상태의 불안정은 과거 코호트가 더 높은

반면 종사상 지위 측면의 불안정은 최근 코호트가 더 높다는 차이가 있

다. 결국 이와 같은 복합적인 기초통계 분석의 결과는 중장년기 노동생애

의 불안정을 판단할 때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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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만으로는 한 개인, 그리고 개인들로 이

루어진 한 세대가 생애 내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생애 내에서 연속적인 양상을 살펴보

아야 함을 암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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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의 양상

1. 노동안정성 궤적의 유형화

(1) 모형 적합도

한 시점에서의 불안정성이 아닌 장기적인 불안정 양상을 판단하기 위해

45세에서 59세까지의 노동안정성 점수 변화 궤적을 도출하였으며 가장 먼

저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집단중심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궤적의 수와 각 궤적의 함수식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에 의

한 추론 및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최적 모형의 수는 1 집단부터 시작하여 최적 모형 도출 시점까지 점차

집단 수를 증가시키면서 찾았다. 또한 도출된 최적 집단 수를 중심으로

각 궤적의 함수 유형을 변형시켜봄으로써 BIC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과거 코호트와 현재 코호트의 15년 간 노동상태

변화 정보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측값이 많을 수밖에 없

고, 대부분의 시기가 미취업 상태인 개인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개별 값들의 분산 행렬을 비대칭적으로 만들어 궤적의 추정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추정된 모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분산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궤적 수를 증가시켜나갔는데, 다시 말하면 집단 수를 1개 더 늘렸을 때

BIC의 절댓값이 감소하더라도 분산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수를 더이상 증가시키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집단 수 하에서도 각 궤적

의 함수 유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궤적 함수에 대한 차수의 적용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적용시켜봄으로써 최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아래 <표 11>은 궤적 수와 함수식을 변경함에 따른 BIC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최적의 궤적 수는 6개였으며23),

23) 분석 결과 BIC의 절댓값이 가장 작은 궤적의 수는 7개였으나 새롭게 추가되는 유형이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매우 작았다. 일반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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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차수의 결정은 2차식과 3차식의 다양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결과적

으로 하나의 차수로 통일했을 때보다 2차식, 2차식, 2차식, 2차식, 3차식,

3차식으로 적용한 경우 BIC의 절댓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최적 유형 수 추정

한편, 아래 <표 12>는 이와 같은 6개 유형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모든 집단의 평균 사후확률(Average Posterior

probabilities)이 94%~98%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들

이 각자의 변화 패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궤적 집단에 배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Nagin & Odgers(2010). 뿐만 아니라

할당 정확도 오즈는 모두 5 이상이었으며 궤적 집단들의 추정 분포와 실

제 표본 분포 또한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이 5% 미만인 집단은 별도의 유형으로 군집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김혜연, 

2010; 변금선, 2018) 최종 유형 수를 6개로 확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유형의 경우 

40대에 미취업 상태에 있다가 50대에 새롭게 취업을 하는 궤적이었는데,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궤적 수 함수 차수
(궤적 모양)

BIC
(N=1,969)

BIC
(n=26,520)

ln∆BIC
(N=1,969)

1 3 -44080.54 -44087.04 -

2 33 -38925.46 -38938.46 8.55

3 333 -36039.57 -36059.07 7.97

4 3333 -34819.59 -34793.59 7.14

5 22222 -33971.15 -33997.15 6.68

6 222233 -33464.71 -33498.51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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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6개 집단의 모형 적합도

(2)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궤적의 양상

<그림 1>은 전체 남성의 45세부터 59세 사이의 노동안정성 변화 궤적

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0점부터 4점까지의 노동안정성

점수가 연령에 따라 점수가 어떻게 유지·상승·하락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중장년기 노동안정성 변화의 궤적은 유지되는 유

형과 하락하는 유형으로 이분화되는데, 상대적으로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노동생애 전반 내에서 중

장년기는 과거의 노동시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불안정해지는

시기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지와 하락의 정도 및 시기,

그리고 그 수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안정

양상의 구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각 궤적에 명칭을 부여하면서, 각 궤적

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만의 변화 양상을 별

도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24) 종사상 지위의 궤적 분포는 <부록>에

24) 위 그림에서 노동안정성 점수 1점 근처에서 유지되는 유형과 3점 근처에서 유지되는 유

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지 알기 어렵다. 보다 정확한 집단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종사상 지위 변화 궤적 그래프를 별도로 확인한 결과 전자는 비정규직에서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집단과 상당 정도 일치하는 반면, 후자는 종업원 없는 자영업을 유지하

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점에서 유지되는 집단은 ‘비정

규 불안정 지속’으로, 3점에서 유지되는 집단은 ‘자영업 불안정 지속’으로 명명하였다. 그

러나 노동안정성 점수를 기준으로 도출한 궤적 집단의 유형과 종사상 지위만을 바탕으로 

도출한 궤적 집단의 유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전자에서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이 반드시 후자에서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집단과 

궤적 평균 사후확률 할당 정확도
오즈

각 유형에의 할당

추정(%) 표본(%)

1 98.16 648.3644 7.6 7.5

2 95.16 85.49204 18.7 19.0

3 94.17 253.6031 37.9 37.6

4 95.98 39.03985 6.0 6.0

5 94.33 178.3288 8.5 9.0

6 95.46 77.97716 21.2 20.9



- 79 -

수록되어있다.

<그림 1> 45~59세 노동안정성 궤적
0

1
2

3
4

노
동
안
정
성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연령

          7.5%미취업지속   19.0%비정규불안정지속
        6.0%조기불안정화  37.6%자영업불안정지속

        9.0%후기불안정화              20.9%안정지속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취업 지속’ 유형이다. ‘미취업 지속형’

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45세부터 59세까지 미취업상태(0

점)를 유지하는 집단이며 여기에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미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미취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혼합되어있다. 이들은

전체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중장년층 남

성들이 핵심적인 노동연령에 미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이다. 이 유형은 1점에서 시작하여

2점 가까이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1점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자이거나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노동안정성 상태를 지속하는 집단이다. 종사상 지

동일한 개인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도표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유사한 군집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 궤적

과의 비교를 통해 노동안정성 궤적의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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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변화 궤적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비정규직에서 머무

르고 있는 집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소 상승하는 추세

를 보이는 것은 비정규직을 유지하면서 임금의 수준이 약간 증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벗어나지

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전체의 19.0%를 차

지한다.

세 번째는 37.6%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이다. 이 유형은 3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50대 중반

을 지나면서 안정성 점수가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노동안정성 점

수 3점은 저임금 이상이면서 비정규직이거나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를 의

미하는데, 마찬가지로 종사상 지위 변화 궤적을 참고한 결과 이들은 자영

업을 지속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집단은 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조기 불안정화’ 유형이다. 전체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

는 이 유형은 노동안정성 점수 3점과 4점 사이에서 약 57세 경에 0점까지

하락하며, 이러한 하락이 최초로 시작되는 시점은 40대 중반으로 매우 빠

르다. 이들은 자영업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임금 이

상의 자영업에서 점차 저임금으로 이동하다가 50대 중반에는 미취업상태

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영세 자

영업자의 폐업 양상을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폐업 이후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기보다는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연금과 같은 사회적 보호 체계에서의 배제나 노년기 빈곤의 가능성이 상

당히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후기 불안정화’ 유형으로 9.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임금 이상의 상용직을 유지하다가 약 53세경부터 서서히 이탈을 시작하

는 집단이다. 기울기를 보았을 때 이들은 ‘조기 불안정화’ 유형에 비해 불

안정화의 속도가 빠르고 50대 후반에 이르면 대체로 미취업상태에 이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명예퇴직’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조기 퇴직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안정 지속’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자영업 불안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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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 이상의 상용직 일자리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50대 후반에 안정성이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며 동시에 표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퇴직 과정을 거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정적인 상용직을 유지

하다가 60세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퇴직하는 노동안정성이 가장 높

은 유형이며, 이들은 전체의 약 1/5을 구성하고 있다.

(3)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궤적의 특성

다음으로 <표 13>은 노동안정성 궤적별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앞서

설정한 불안정 지표가 각 궤적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그 외 45세 종사 직종과 산업의 특성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45세 시점의 평균 근속연수는 ‘미취업 지속’ 유형에서 1.2년으로

가장 짧고 ‘후기 불안정화’ 유형이 13.2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지속’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45세

시점부터 대부분 미취업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기 불안정화’의

경우 40대 중반부터 안정성이 하락하기 시작하므로 이 유형이 내포하는

불안정은 근속연수에 반영되지 않아 상당히 긴 평균 근속연수를 보여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정 시점의 평균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불안정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내포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도 하다. 즉, 근속

연수로는 근속연수를 측정한 시점 이후의 불안정화의 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렵다. 한편, ‘비정규 불안정 지속’과 ‘자영업 불안정 지속’, ‘조기 불안정

화’ 유형은 약 9년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지속’은 12.3년이

었다.

다음으로, 45세부터 59세 사이에 가진 평균 일자리 개수는 ‘미취업 지

속’에서 0.2개로 가장 적었다. 이는 미취업에 있다가 새롭게 일자리를 찾

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계속해서 미취업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그다음으로는 ‘안정 지속형’이 1.5개로 적은 수의 일자리를

갖는다. 그런데 ‘안정 지속형’에서 평균적인 일자리 개수가 1개를 초과하

는 것은 노동안정성이 높은 집단 내에서도 이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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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중장년기의 노동생애가 곧

동일한 일자리의 장기적 유지로 여겨지는 통념과 현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평균적으로 일자리 개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자영업 불안정 지

속’으로 총 1.9개였는데, 이는 자영업 유지 집단 내에서도 ‘비정규직 → 자

영업’, ‘자영업 →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 → 자영업’으로의 이동이 상당

정도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25). 마찬가지로 ‘조기 불안정화’ 유형 또한

1.8개의 평균 일자리 수를 가지고 있었다. 즉, 안정성이 하락하는 과정에

서 저임금의 자영업 혹은 비정규직으로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과 ‘후기 불안정화’는 동일한 1.7개로 확인되었

다. 특히 ‘후기 불안정화’ 유형에서 평균 일자리 수가 1.7개로 높게 나타나

는 것은 50대 초중반에 불안정화를 겪는 사람들이 바로 미취업 상태로 전

환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 등에 의해서 다른 일자리로 새롭게 이동

해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사람들 또한 계약 기간 만료와 같은 이유로 일자리 변동을 경험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25) ‘자영업 유지‘ 유형은 종사상 지위 궤적 상에서 자영업을 지속하는 집단과 상당 정도 일

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여한 궤적 명칭이지만, 노동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궤적에서는 3

점을 유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 자영업’ 사이의 이동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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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노동안정성 궤적별 특성

변수

Group

미취업

지속

비정규

불안정

지속

자영업

불안정

지속

조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안정

지속

45세 평균 근속연수(년) 1.2 9.7 9.8 9.1 13.2 12.3

45~59세 평균 일자리 개수

(개)
0.2 1.7 1.9 1.8 1.7 1.5

비자발적 퇴직 비중(%) 10.7 28.8 34.9 42.4 44.6 19.6

45세 종사 직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8 1.5 27.0 6.2 15.4 49.0

사무 종사자 0.0 4.0 19.2 5.7 23.7 47.5

서비스/판매 종사자 2.4 17.2 50.2 8.6 6.9 14.8

농업·임업·어업 숙련 종사

자
0.0 45.4 46.9 3.1 1.0 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7 12.5 49.9 7.2 8.5 21.3

단순 노무 종사자 0.7 38.0 8.8 29.9 8.0 14.6

미취업 46.3 30.3 19.4 1.7 0.3 2.0

45세 종사 산업(%)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 0.0 42.7 47.4 3.3 0.9 5.6

제조업 (준거집단) 0.0 7.1 37.8 7.4 13.2 34.5

숙박·음식점업/판매업/도

매·소매업
2.2 19.3 47.8 8.4 6.2 16.1

전기·가스·수도업, 운송업,

건축업
1.2 18.7 49.5 8.1 6.7 16.0

금융·보험업/부동산업/통

신업
1.3 7.7 32.1 3.9 23.1 32.1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전문·과

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

구 및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

련업/공공행정·국방 및 사

회보장 행정

0.5 1.4 12.8 3.2 21.0 61.2

기타 0.8 16.7 50.8 10.6 9.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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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지표로서 비자발적 퇴직 비중의 경우 ‘후기 불안정화’ 유형이

44.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안정성을 유지하다가 50대 초반 급격하게 불

안정해지는 집단에 속한 집단의 절반 정도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함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살펴본 명예퇴직 등의 강제 조기 퇴직 현상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기 불안정화’ 유형 또한 유사하게 높은

42.4%로 나타났는데, 이는 40대 중후반부터 일어나는 불안정화의 시초가

비자발적인 퇴직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불안정화 양상을 대표하는 두 궤적 집단에서 비자발적 퇴직 비

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60세 이전에 종사상 지위 및 임금/소득 측면에

서 안정성이 하락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변화를 비자발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퇴직 사유 문항에서 ‘일이 임시

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근로시

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그리고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까지 비자발

적 퇴직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비자발적 퇴직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정 지속’ 유형은 비자발적 퇴직의 비중이

19.6%로 낮았으며, ‘미취업 지속’은 10.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미

취업 지속’ 유형에서 비자발적 퇴직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은 자

발적인 퇴직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상당수가 45세에 이미 미취업상태에 있

었기 때문에 45세~59세 일자리 변동 횟수 자체가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45세 종사 직종과 종사산업에 따라 어떤 궤적 유형에의 비

중이 높은지 확인하였다.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각 궤적의 직업

및 산업 분포를 확인하지 않고 각 직업과 산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어

떤 궤적에 더 많이 속해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종사 직종에

서 관리자 및 전문가의 경우 ‘안정 지속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49.0%), 다음으로는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이 높았다(27.0%). 이와 달

리 ‘미취업 지속’이나 ‘비정규 불안정 지속’에 속해 있는 관리자, 전문가의

비율은 각각 0.8%, 6.2%로 매우 낮았다. 사무 종사자 역시 ‘안정 지속’에

속하는 개인이 절반에 가까운 데 반해(47.5%), ‘후기 불안정화’의 비율 또

한 23.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 관리자 및 전문가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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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미취업 지속’이나 ‘비정규 불안정 지속’에 속한 이들은 매우 적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50.2%), 농림어업 종사자(46.9%), 그리고 기능원

이나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49.9%)는 절반가량이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농림어업 종사자의 나머지 절

반이 ‘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에 속하는 것과 달리(45.4%), 나머지 두

직업군의 종사자들은 ‘비정규 불안정 지속’과 ‘안정 지속’형에 골고루 분포

하고 있다. 특히 기능종사자와 장치, 기계 종사자들은 약 21%가 ‘안정 지

속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직종 내에서도 불안정을 지속하는

유형과 안정을 지속하는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비정규 불안정 지속’(38.0%)과 ‘조기 불안정

화’(29.9%)에 유사한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 직종은 거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안정을 유지하거나 혹은 이른 연령대에 불안정화를 경

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45세에 미취업이었던 사람들은

절반 정도가 ‘미취업 지속’ 유형에 속하였고(46.3%), 45세에는 미취업이었

으나 이후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도 3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5에 미취업인 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이러한 미취

업상태를 59세까지 계속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나 자영

업을 불안정하게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사산업의 경우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47.4%), 제조업

(37.8%), 숙박·음식점업/판매업/도매·소매업(47.8%), 전기·가스·수도업, 운

송업, 건축업(49.5%) 모두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이중 제조업은 유사한 비율로 ‘안정 지속’

유형의 비중(34.5%) 또한 거의 유사한 수치로 높아 동일 제조업 내에서도

매우 상이한 중장년기 노동생애를 보내는 두 유형의 집단이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은 ‘안정 지속’ 유형과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에 동일한 비중으로 속해 있었다(32.1%). 속단

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산업에서 불안정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은 상당

정도 보험업이나 부동산업에서 기인할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교육서

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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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안정 지속형’이 61.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후기 불안정

화’(21.0%) 유형까지 합치면 전체 80% 이상이 중장년기 대부분의 기간동

안 안정적인 노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

처럼 전문적인 산업 영역에 속해 있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 또한 높

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도 있고 혹은 위 산업들에 공공 기관의 비중이

높은 등 독특한 특성이 내재해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산업은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이 크게 높았다(50.8%).

아래 <표 14>는 각 코호트별 궤적 유형의 전체적인 분포와 코호트별

분포, 그리고 학력 수준에 따른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코호트 1의

경우 ‘자영업 불안정 지속-비정규 불안정 지속-안정 지속-후기 불안정화-

미취업 지속-조기 불안정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

해 코호트 2는 ‘자영업 불안정 지속-안정 지속-비정규 불안정 지속-후기

불안정화-조기 불안정화-미취업 지속’의 순서를 보여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간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 파트에서 보다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표 14> 노동안정성 궤적의 분포

궤적 유형
전체

(%)

코호트 (%) 교육수준 (%)

코호트

1

코호트

2

중졸

이하
고졸

2년제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이상

미취업 지속 7.5 10.8 4.9 9.0 6.4 0.0 7.2

비정규 불안정지속 19.0 23.3 14.7 27.6 11.8 12.7 4.2

자영업 불안정지속 37.6 32.3 42.8 40.4 41.3 30.9 21.7

조기 불안정화 6.0 6.5 5.6 6.4 5.5 5.5 5.7

후기 불안정화 9.0 10.8 6.6 5.8 10.3 12.7 13.3

안정 지속 20.9 16.4 25.4 10.8 24.6 38.2 4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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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력 수준별 궤적 유형의 분포는 <표 14>와 함께 <그림 2>를

통해 보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

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의 비중은 감소하고 ‘안정 지속’ 유형의 비중은 증

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후기 불안정’ 유형 또한 학력이 높아짐에 따

라 조금씩 더 높아지는데 초반에는 안정성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유

형이기 때문에 학력이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해해볼 수 있다.

각 학력 수준에 따라 노동궤적 비중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졸 이하의 경우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의 비

율이 가장 높고(40.4%) 그다음으로 ‘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의 비율이

높았다(27.6%). 미취업 또한 네 학력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으며(9.0%), ‘안정 지속’형은 전체의 약 10.8%만을 차지하였다. 즉, 중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 중장년기에 안정적인 노동생애를 누릴 가능

성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고졸 또한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

형이 전체의 41.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안정 지속형’은 중졸

이하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 24.6%를 차지하였다.

2년제 대학, 전문대졸의 경우 ‘안정 지속’형이 38.2%로 크게 늘어났으며

‘자영업 불안정 지속’은 30.9%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후기 불안정화’는

중졸 이하나 고졸보다 높은 12.7%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졸 이상

의 경우 ‘안정 지속형’이 47.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 지속형’이 늘어난 만큼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은 21.7%

까지 감소하였고, 거꾸로 ‘후기 불안정’ 유형이 다른 학력 수준 중 가장

높은 13.3%를 차지하였다. 또한 ‘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이 4.2%로 매

우 낮은 수준인 데 반해 미취업은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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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력별 노동안정성 궤적의 비중 차이

<표 15>는 세 가지 불안정 지표의 학력 간 결과 차이를 제시한다. 학

력 수준에 따라 각 노동생애 궤적의 상대적 비중에는 상당히 뚜렷한 차이

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세 지표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4년제 대졸 이상에서 45세 평균 근속연수가 11.69년으로 가

장 길어 학력 수준이 높을 때 한 일자리에서 변동 없이 일자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5~59세 사이 일자리 개수의 경우 중

졸 이하와 4년제 대졸 이상이 1.58개로 동일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수치 속에 내포되어있는 두 학력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중졸 이하에서 미취업 지속 궤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평균적으로 적은 일자리 개수가 높은 안정성(동일한 일자리의 유

지)과 불안정성(미취업)을 모두 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비중은 네 학력 수준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

었으며 오히려 중졸 이하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에서

도 살펴본 것처럼 미취업의 지속으로 인해 일자리 변동 자체가 적었기 때

문일 수 있다.



- 89 -

<표 15> 학력별 ‘불안정 지표’의 차이

2. 중장년기 노동안정성 궤적의 코호트별 변화

(1) 코호트 별 모형 적합도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코호트 간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양상에 차이

가 있는지, 특히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의 노동생애 불안정이 더 커졌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학력에 따른 불안정 궤적의 분포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학력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앞과 동일한 방식으로 코호트 1과 코호트 2의 최적 노동안정성 궤적 유형

을 도출하였다.

<표 16>과 <표 17>은 코호트 1의 최적 유형 수 추정과 모형의 적합도

를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표 18>과 <표 19>는 코호트 2의 최적 유형

수 추정과 모형 적합도를 나타낸다. 두 코호트 모두 6개의 궤적 수가 도

출되었으며, 모형의 적합성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최적 유형 수 추정: 코호트 1

궤적 수 함수 유형

(궤적 모양)

BIC

(N=910)

BIC

(n=12,387)

ln∆BIC
(N=910)

5 22222 -15456.14 -15482.25 -

6 112333 -15040.36 -15073.00 6.03

지표 학력
중졸

이하
고졸

2년제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45세 평균 근속연수 (년) 9.86 9.31 9.89 11.69

45세~59세 평균 일자리 개수 (개) 1.58 1.70 2.2 1.58

마지막 일자리 변동 사유가

비자발적인 개인의 비중 (%)
28.34 31.19 32.73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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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6개 집단의 모형 적합도: 코호트 1

<표 18> 최적 유형 수 추정: 코호트 2

<표 19> 6개 집단의 모형 적합도: 코호트 2

26) 분석 결과 ln∆BIC 값이 6점보다 작았으나 전체 코호트 및 코호트 1과의 일관된 비교

를 위하여 궤적 수를 6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궤적 평균
사후확률

할당 정확도
오즈

각 유형에의 할당

추정(%) 표본(%)

1 98.22 457.4135 10.7 10.6

2 96.91 98.98499 24.1 24.0

3 97.49 80.29768 32.6 32.7

4 97.21 573.9182 5.7 5.9

5 98.09 605.8586 7.8 8.3

6 96.23 108.6846 19.0 18.5

궤적 수 함수 유형

(궤적 모양)

BIC

(N=1,059)

BIC

(n=14,133)

ln∆BIC
(N=1,059)

5 22233 -18396.31 -18424.82 -

6 333333 -18191.94 -18230.81 5.3226)

궤적 평균
사후확률

할당 정확도
오즈

각 유형에의 할당

추정(%) 표본(%)

1 99.10 1739.478 5.9 6.0

2 90.41 57.56071 14.1 14.0

3 94.15 26.01003 38.2 38.0

4 87.97 63.71861 10.3 10.1

5 91.30 70.00374 13.0 13.6

6 93.24 61.14356 18.4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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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안정성 궤적 분포 및 학력 수준별 분포 차이의 변화

한편, 아래 <표 20>을 통해서 노동안정성 궤적의 분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코호트 2는 코호트 1에 비해 ‘미취

업 지속’, ‘비정규 불안정 지속’, ’안정 지속’ 유형 비중이 감소하였고 반대

로 ‘자영업 불안정 지속’, ‘조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유형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업 지속’형의 비중이 4.6%p

감소하였고,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은 10.0%p 더 크게 줄어들었다. ‘안정

지속’형은 0.35%p만큼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영

업 불안정 지속’ 유형은 5.3%p의 비율 상승을 보였으며, ‘후기 불안정화’

도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였다. ‘조기 불안정화’는 4.2%p 증가하였다.

이처럼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의 단순 수치적인 변화의 결과를 종합

하면 코호트 1과 코호트 2 사이의 노동생애 불안정 차이에 대하여 단일한

방향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즉, 코호트 2로 오면서 ‘미취

업 지속’과 ‘비정규 불안정 지속’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불안정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영업 불안정 지속’, ‘조기 불안정화’ 및 ‘후

기 불안정화’ 비중의 증가와 ‘안정 지속’의 미세한 감소는 오히려 코호트

2의 불안정이 더 커졌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호트 간 각 궤적 비중의 변화뿐 아니라 각 코호트 내의 궤적

분포를 전반적으로 비교하는 것 또한 서로 다른 코호트의 노동생애 불안

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먼저, 코호트 1의 경우에는 가장 불안정한 노

동생애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미취업 지속’과 ‘비정규 불안정 지속’의

비중이 합하여 34.6%인데 반해, 코호트 2는 20.0%로 훨씬 작다. 반대로

‘후기 불안정화’와 ‘안정 지속’형의 비중 합계는 코호트 1에서 26.8%이고

코호트 2에서 31.8%로 더 높다.

6개의 노동안정성 궤적을 불안정 정도를 기준으로 단일하게 서열화하기

는 어렵지만 ‘미취업 지속’과 ‘비정규 불안정 지속’을 상대적으로 가장 불

안정한 유형으로, ‘후기 불안정화’와 ‘안정 지속’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유형으로 규정한다면 코호트 1은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비중이 높고 코

호트 2는 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자영업 불안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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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 ‘조기 불안정화’은 코호트 1(38.6%)보다 코호트 2(48.1%)에서 더 높

아 가장 불안정한 집단과 가장 안정적인 집단 사이에 분포하는 집단의 비

중이 높아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20> 노동안정성 궤적 분포의 변화

<그림 3> 코호트별 노동안정성 궤적의 비중 차이

궤적 유형 코호트 1 (%) 코호트 2 (%) 변화 (%p)

미취업 지속 10.6 6.0 -4.6

비정규 불안정 지속 24.0 14.0 -10.0

자영업 불안정 지속 32.7 38.0 +5.3

조기 불안정화 5.9 10.1 +4.2

후기 불안정화 8.3 13.6 +5.3

안정 지속 18.5 18.2 -0.3

합계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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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3>은 이러한 코호트별 궤적 유형 분포의 차이를 도식화한 것

으로, 이는 변화의 양상을 한눈에 비교하는 데 용이하다. 막대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단의 두 가지 유형 비중과 가장 상위의 ‘안정 지속’ 유형은 줄

어들고 중간의 세 가지 유형은 늘어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코호트 사이에서 학력 수준별로 노동궤적 비중의 차이는

얼마나 다르게 나타날까? 아래 <그림 4>는 특정 개인이 불안정하거나 안

정적인 노동궤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학력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대략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4> 학력별 노동궤적 비중 차이의 코호트 간 비교

분석결과 두 코호트 모두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자영업 불안정 지

속’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년제 및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이상

에서는 ‘안정 지속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1의 2년제 및

전문대졸만 제외하고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불안정 지속형’의

비중이 감소하고 ‘후기 불안정화’가 증가하는 것 또한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양상이다.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학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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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형’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코호트 1보다 코호트 2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즉, 중졸 이하와 고졸에서 ‘안정 지속’ 유형의 비중은 코호트

1(11.6%)보다 코호트 2(8.6%)에서 더 작아진 데 반해 4년제 대졸 이상에

서는 그 비중이 다소 더 늘어났다. 특히 코호트 2의 경우 다른 세 학력에

비한 4년제 대졸 이상에서의 급격한 ‘안정 지속형’ 비중의 증가가 눈에 띈

다. 이는 전반적으로 ‘4년제 대졸 이상’이라는 높은 학력 수준이 안정적인

노동생애의 형성에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작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

어졌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호트 2에서 ‘미취업 지속형’과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은 2년제·

전문대졸을 제외한 모든 학력 수준에서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두 궤적 유형이 줄어든 자리를 채운 것은 ‘자영업 불안정 지속형’인데

4년제 대졸 이상을 제외하고 세 학력 수준에서 ‘자영업 불안정 지속’ 유형

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에서 45세~59세에 미취업 및 비정규직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

들었지만, 오히려 영세 자영업을 유지하는 집단의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력별 불안정 지표를 각 코호트마다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21>, <표 22>와 같다. 먼저, 두 코호트 모두 다른 학력 수준에 비해

대졸 이상에서 45세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길었지만 학력 간의 차이는 코

호트 2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호트 1에서는 2년제,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이상 사이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전자에서 다소 긴 것과 달리 코호트 2에서는 둘 간에 약 2년 정도의 차이

가 나타난다. 또한 코호트 1은 중졸 이하와 4년제 대졸 이상의 차이가 1

년도 채 나지 않는 데 반해, 코호트 2에서는 3년 이상의 격차가 발견된다.

이어서, 45세~59세 사이의 평균적인 일자리 개수의 경우 코호트 1에서

는 모든 학력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코호트 2에서는 2년제 대

졸, 전문대졸까지 학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다가 4년제 대졸 이상에서 가

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코호트 1에서는 고학력이 중

장년기에 보유한 평균적인 일자리 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코

호트 2의 경우에는 일자리 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퇴직 비중의 경우 코호트 1에서는 2년제, 전문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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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4년제 대졸 이상에서 높았으며 오히려 중졸

이하가 가장 낮았다. 즉, 고학력일수록 오히려 비자발적 퇴직 비중이 높다

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코호트 2는 모든 학력 수준에서 비자

발적 퇴직 비중이 약 30%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2년제 대졸과 4년제 대졸

이상에서 미세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학력별 ‘불안정 지표’의 차이: 코호트 1

<표 22> 학력별 ‘불안정 지표’의 차이: 코호트 2

(3) 코호트 간 노동안정성 궤적 양상의 비교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코호트 1과 코호트 2의 노동안정성 궤적

양상을 나타낸다. 즉, 앞서 살펴본 <표 20>과 <그림 3>에서는 각 궤적

집단의 비중 차이만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아래 그림을 통해

서는 궤적의 변화 양상을 보다 동적이고 연속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의 궤적이라고 해도 코호트마다 세부적인 그래프 모양에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며 그래프의 기울기와 변화 시점 등은 노동생애 불안정

변화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지표 학력
중졸

이하
고졸

2년제,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45세 평균 근속연수 (년) 11.18 10.22 12.5 12.03

45세~59세 평균 일자리 개수 (개) 1.36 1.45 1.5 1.47

마지막 일자리 변동 사유가

비자발적인 개인의 비중 (%)
25.19 28.79 37.50 35.45

지표 학력
중졸

이하
고졸

2년제,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45세 평균 근속연수 (년) 8.32 8.73 9.45 11.44

45세~59세 평균 일자리 개수 (개) 1.85 1.86 2.32 1.65

마지막 일자리 변동 사유가

비자발적인 개인의 비중 (%)
32.01 32.76 31.91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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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5~59세 노동안정성 궤적: 코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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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안
정
성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연령

         10.6%미취업지속   24.0%비정규불안정지속
        5.9%조기불안정화 32.7%자영업불안정지속

       8.3%후기불안정화             18.5%안정지속

<그림 6> 45~59세 노동안정성 궤적: 코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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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6.0%미취업지속  14.0%비정규불안정지속
 38.0%자영업불안정지속       10.3%조기불안정화

      13.6%후기불안정화            18.1%안정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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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취업 지속’ 유형의 경우 45~59세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0점에

서 유지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코호트 1은 45세 시점에 이미 미취업 상태

에 진입해있는 것과 달리 코호트 2는 1점에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약 49

세 정도부터 완전한 미취업상태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는 미취업상태로의 진입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아

니라 종사상 지위의 궤적을 참고했을 때 이들은 대체로 이전에 무급가족

종사자였다가 서서히 미취업상태로 이행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코호트 간 노동안정성 궤적에 큰 차이가 발견되는 유형은 ‘비정규

불안정 지속’과 ‘조기 불안정화’이다.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부터 살펴보

면, 코호트 1은 노동안정성 점수가 1점부터 약 1.5점까지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변화 궤적을 살펴본 결과 전체 코호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는데, 노동안정성 점수는 1점과 2점 사이에 분

포하고 있지만 종사상 지위만을 기준으로 궤적을 그려보았을 때 이들은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50대 초반부터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집단과 상응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커다란 변동을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자영업을 하면서

도 저소득이기 때문에 노동안정성 점수가 1점 주위에서 머무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27) 한편, 코호트 2의 ‘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은 1점과 2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변화 곡선의 형태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유

지하는 집단이며 매년 임금 수준에 따라 노동안정성 점수에도 약간의 증

가 및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임금과 소득이 계속해서 변

화함으로써 상당한 불안정을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기 불안정화’의 경우 코호트 1은 노동안정성이 일정하게 감소하여 약

56~57세가 되면 미취업으로 진입한다. 이들은 자영업을 하다가 약 50대

중반 즈음에 미취업상태로 이동하는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코호트 2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변화 곡선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

진다. 즉, 45세에서 약 47세까지는 안정성 점수가 약간 상승하다가 48세부

27) 따라서 코호트 1의 경우 ‘비정규 불안정 지속’이라는 궤적의 명칭과 실제 양상에 괴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 코호트 및 코호트 2와의 용이한 비교를 위하여 ‘비정규 불안정 지

속’이라는 궤적 명을 사용하였으며, 다만 해석을 할 때에는 이러한 괴리를 염두에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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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곧바로 미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50대

중반을 기점으로 약간의 반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증감은

이들의 노동에 상당한 변동성이 내재되어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의

‘비정규 불안정 지속’과 같이 큰 불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부

록>의 종사상 지위 변화 궤적을 참고한 결과 이들은 상용직에서 조기 이

탈하여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집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곡선의 최저점이 0점과 1점 사이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비정규직 일자

리 내에서도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종합하면 동

일한 ‘조기 상용직 이탈’의 궤적이라도 코호트에 따라 어떤 성격의 일자리

에서 이탈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탈의 종착지가 어디인지에서 뚜

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코호트 1은 불안정화가 시작되는 시

점이 다소 빠르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코호트

2는 서로 다른 노동 지위로의 이동이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불안정의 차원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 불안정 지속형’은 두 코호트 간에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

다. 단, 코호트 2는 45세~59세 사이에 노동안정성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

는 데 반해 코호트 1은 50대 후반부터 다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코호트

1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영업자의 지위는 유지하되 시간이 갈수록 소득 수

준이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후기 불안정화’ 유형은 불안정화의 속도, 즉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양

코호트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코호트 1은 약 53세에 급격하게 불

안정이 진행되어 59세가 되면 미취업상태에 근접할 정도로 노동안정성 점

수가 낮아지고 있다. 코호트 2 또한 53세 정도부터 노동안정성 점수의 하

락이 시작되지만 코호트 1과 다르게 안정성의 하락이 1점과 2점 사이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 궤적과 비교해 본 결과, 이들은

미취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집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자영업 소득이 저임금 주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코

호트 2의 경우에는 ‘후기 불안정화’가 ‘조기 불안정화’와 유사한 노동궤적

이되 불안정의 시작 시기에만 약 5년가량의 시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 지속형’ 또한 두 코호트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코호



- 99 -

트 1은 약 57세부터 서서히 안정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대략 50대 중

후반에 퇴직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호트 2의 경우 59세까지

노동안정성이 일정하게 4점에서 유지되는 모습이다. 이는 중장년기에 안

정적인 노동상태를 유지하는 집단 내에서도 퇴직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차

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집단 내에

서는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가 더 늦게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래프의 분석결과는 이전의 궤적 분포 차이 분석과 이후의

회귀모형의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각 유형 내부의 세부적인 이질성

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커다란 유용성을 갖는다. 이처럼 코호트 1과 코호

트 2의 궤적들 간 상대적 비중 차이와 동일 궤적 내의 세부적인 양상 차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자의 경우 몇 가지 불안정 유형은

오히려 코호트 2에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의 전반적인 감소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반면, 후자의 경우 동일한 궤적 집단 내부에서

도 불안정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불안정화의 귀결점, 그리고 불안정화의

속도 등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코호트 1에서

불안정화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었다.

(4) 현중장년 코호트의 노동생애 불안정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중장년층인 집단은 중장년기의 노동

궤적을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이들의 생애에 내

재해있는 불안정을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앞서 설정한 불

안정 지표 중에서 분석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의 노동생애가 아닌 특정

시점에 국한된 것은 45세 시점의 평균 근속연수 및 45세 종사 직종과 종

사산업이다. 이에 따라 1960년생(2017년 기준 57세)부터 1972년생(2017년

기준 45세)까지의 코호트 1,715명을 대상으로 45세 평균 근속연수와 종사

직종을 살펴보았으며,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코호트 1과 코호트 2의 결과

를 다시 한번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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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45세 종사 직종: 세 코호트 비교

먼저, 1960년~1972년생(이하 코호트 3)의 45세 기준 평균 근속연수는

7.90년으로 앞서 살펴본 코호트 1의 11.01년, 코호트 2의 8.98년보다 짧다.

이처럼 코호트 3에서 45세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진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해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들 세대에서 대학 진학

률이 높아져 평균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이다. 혹은

과거에 비해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해짐으로써 한 일자리에서의 평균적

인 근속연수가 감소하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45세 미취업자가 증가

하여 평균적인 근속연수를 하락시켰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45세 직종 분포를 살펴본 결과28) <표 23>에 제시된 것과 같이 45세 시점

에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14.29%로 코호트 1의 17.91%보다

는 작고 코호트 2의 12.37%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4>의

미취업자 학력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69.39%이고, 4년제 대졸 이상은

21.63%로 나타나 대졸 이상의 미취업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표 25>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력 수준별 45

28) 단순 노무 종사자 또한 코호트 2(6.23%)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의 비율은 코호트 1, 코호트 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농

림어업 종사자는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호트 1
(1939~1948년)

코호트 2
(1949~1958년)

코호트 3
(1960~1972년)

45세 평균 근속연수 (년) 11.01 8.98 7.90

45세 종사 직종 (%, 명)

미취업 17.91 (163) 12.37 (131) 14.29 (245)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75 (116) 13.50 (143) 18.72 (321)

사무 종사자 7.69 (70) 10.10 (107) 13.88 (238)

서비스/판매 종사자 14.95 (136) 14.64 (155) 10.90 (187)

농림·임업·어업 숙련 종사자 14.40 (131) 6.14 (65) 2.39 (4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
자

24.51 (223) 37.02 (392) 32.48 (557)

단순 노무 종사자 7.80 (71) 6.23 (66) 7.35 (126)

전체 100.0 (910) 100.0 (1,059) 100.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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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평균 근속연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의 근

속연수가 코호트 1(12.03년)과 코호트 2(11.44년)에 비해 훨씬 짧은 8.94년

으로 나타났다. 한편, 4년제 대졸 이상과 2년제, 전문대졸, 그리고 고졸 사

이에는 평균 근속연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다만 중졸 이하에서 크게 낮

았다. 종합하면, 위와 같은 두 지표는 현 중장년층의 노동생애에 불안정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낮은 학력이 아니라면 노동생애 불안

정에 대한 고학력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코호트 3으로 오면서 급격하게 증가

한 대학진학률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대학진학률이 낮았던 세

대의 대학 졸업자와 진학 기회가 상승한 세대의 대학 졸업자는 여러 측면

에서 같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는

대학을 졸업해도 과거와 같이 대학 졸업장 자체가 안정적인 노동생애를

보장해주지 못하며 개인의 책임이나 운 등에 의존해야 몫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Beck이 말한 위험의 보편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4> 45세 미취업자의 학력 분포: 세 코호트 비교

<표 25> 학력 수준별 45세 평균 근속연수: 세 코호트 비교

45세 평균 근속연수 (년)
중졸

이하
고졸

2년제,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코호트 1 (1939~1948년) 11.18 10.22 12.5 12.03

코호트 2 (1949~1958년) 8.32 8.73 9.45 11.44

코호트 3 (1960~1972년) 5.47 7.67 8.58 8.94

코호트 1
(1939~1948년)

코호트 2
(1949~1958년)

코호트 3
(1960~1972년)

교육수준 (%, 명)

중졸이하 63.19 (103) 47.33 (62) 22.86 (56)

고졸 25.15 (41) 37.40 (49) 46.53 (114)

2년제, 전문대졸 0.61 (1) 2.29 (3) 8.98 (22)

4년제 대졸 이상 11.04 (18) 12.98 (17) 21.63 (53)

전체 100 (163) 100.00 (131) 100.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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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장년기 노동안정성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중장년기 노동안정성 궤적에 대한 코호트 및 학력의 효과

지금까지 두 코호트 간 노동안정성 궤적의 비중 및 각 궤적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학력 수준별로 궤적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

았다. 이러한 방법은 코호트 1과 코호트 2의 노동생애 불안정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학력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

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순수하게 코호트와 학력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종사 직종이나 산업과 같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인지 구분

하기 어렵다.

이에 제3절에서는 평균 근속연수와 종사 직종 및 종사산업의 영향을 통

제한 상태에서 각 노동안정성 궤적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코호트 및 학력

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코호트와 학

력이고, 종속변수는 6개의 노동안정성 궤적 유형에 속할 상대적 가능성이

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궤적은 ‘안정 지속형’이며 따라서 각 계수는 ‘안정

지속형’에 비해 특정 유형에 속할 상대적 가능성을 가리킨다. 음수인 계수

의 경우 ‘안정 지속형’에 비해 해당 유형에 귀속될 상대적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양수인 계수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2Log likelihood는 4799.66으로 유

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001). 각 회귀계수를 보

면 코호트와 높은 학력 수준은 기준 집단인 ‘안정 지속형’에 비해 그 외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호

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단순 비중 변화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

다. 가장 먼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코호트 2는 코호트 1보다 ‘안정 지

속’형 대비 ‘미취업 지속’, ‘비정규 불안정 지속’, ‘자영업 불안정 지속’, ‘조

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유형에 속할 로그 오즈(log odds)가 일관되

게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 불안정 지속’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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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코호트 2의 경우 코호트 1에 비해서 다

른 궤적 유형들보다는 ‘안정 지속’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노동안정성 궤적에 대한 코호

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코호트 2가 코호트 1에 비해 노동생애 안정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취업 지속형’에 포함될

오즈의 절댓값이 가장 커 미취업에 속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고 그다음

으로는 ‘후기 불안정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학력 또한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이상의 학력은 모두 다른 유형의 궤

적들보다 ‘안정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앞서 살펴본 학력 간 노동안정성 궤

적 분포의 차이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

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과 4년제 대졸 이상에서는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에 속할 확률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고등학교와 4

년제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은 중장년기에 비정규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다음으로는 ‘미취업 지속형’에 속할 가

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4년제 대졸 이상에서

다른 두 학력 수준에 비해 모든 궤적에 대한 계수의 절댓값이 가장 크고

또 모든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졸 이상에서 다른 궤적 집단

보다 ‘안정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하면, 대학 졸업장은 중장년기에 안정적인 노동생애를 보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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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노동안정성 궤적에의 영향 요인

주 1) *: p<.10 **: p<.05 ***: p<.01 ****: p<.001

   2) 기준집단: 안정 지속 유형

   3) 표 안의 수치는 값

변수
미취업
지속

비정규
불안정
지속

자영업
불안정
지속

조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코호트 (기준: 코호트 1)

코호트 2 -1.122**** -0.629**** -0.094 -0.625*** -0.931***

학력 (기준: 중졸이하)

고졸 -0.943*** -1.108**** -0.482*** -0.681*** -0.269

2년제, 전문대졸 -18.664 -0.920* -0.930** -0.828 -0.239

4년제 대졸 이상 -1.337*** -2.004**** -1.108**** -0.807** -0.712**

45세 평균 근속연수 0.011 -0.016 -0.022** -0.038** 0.010

45세 종사직종 (기준: 사무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112 -0.431 0.729* 0.329 -0.331

서비스/판매 종사자 17.246 1.427*** 1.457**** 0.864* -0.201

농림, 임어업 숙련 종사자 5.654 3.336**** 2.382*** 1.415 0.78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

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789 1.030** 1.073**** 0.302 -0.368

단순 노무 종사자 15.690 2.237**** 0.840** 0.773 -0.270

미취업 38.402 5.185**** 2.943**** 1.329* -0.979

45세 종사산업 (기준: 제조업)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 3.789 1.369* 0.975* 0.196 -1.991

숙박 및 음식점업/판매, 도매

및 소매업
16.208 1.500**** 0.721** 0.505 -0.050

전기·가스·수도업, 운송업, 건축

업
16.619 1.462**** 0.989**** 0.803** 0.080

금융, 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 16.690 0.471 0.457 -0.315 0.673*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

지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578 -1.501** -1.042**** -1.118** -0.095

기타 16.064 1.712**** 1.341**** 1.263*** 0.622

모형 적합도

-2Log likelihood = 4799.66****, chi-square =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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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제변수의 영향력도 주목할만하다. 가장 먼저 45세 평균 근속연

수의 효과는 ‘자영업 불안정 지속’형과 ‘조기 불안정화’ 유형에서만 유의하

였다. 45세 평균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수록 ‘안정 지속형’ 대비 ‘자영업

불안정 지속’에 속할 오즈가 2.2% (100×(1- ))감소하며, ‘조기 불안

정화’에 속할 오즈는 3.7% 감소한다. 이는 45세 시점에서의 높은 평균 근

속연수가 불안정한 노동궤적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특히

‘조기 불안정화’에의 귀속 확률을 크게 낮춰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45세 시점의 평균 근속연수가 길수록 ‘후기 불

안정화’ 유형에 속할 확률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히

려 근속연수가 길 때 명예퇴직과 같은 후기 불안정화의 발생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45세 시점의 종사 직종의 각 회귀계수는 사무직을 기준 범주

로 하였을 때 각 직종이 ‘안정 지속형’ 대비 특정한 불안정 궤적에 속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먼저, 관리자 및 전문직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불안정

한 노동생애에 대한 방어 효과가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자

영업 불안정 지속’에 속할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는 사무직에 비해 ‘비정규 불안정 지속’, ‘자영업 불

안정 지속’, 그리고 ‘조기 불안정화’ 유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45세 시점에서 서비스 및 판매직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의 경우 장기

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림어업 종사자 및 기능원, 장치, 기계 조작 종사자,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비정규 불안정 지속’과 ‘자영업 불안정 지속’을 경험할

상대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또한 ‘비정

규 불안정 지속’, ‘자영업 불안정 지속’, 그리고 ‘조기 불안정화’ 유형에 속

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직종 중에서 45

세에 미취업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직종보다 불안정한 노동안정성 궤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45

세에 어떤 이유로든 미취업상태였던 사람은 그 이후 적어도 15년동안 비

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전반적인 결과는 45세 시점의 특정 직종들은 사무직에 비해 중장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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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관리자 및 전문가라고 해서 반드시

사무직보다 유의미하게 안정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5세 종사산업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기준 집단은 제조업

이므로 회귀계수는 제조업에 비한 각 산업의 ‘안정 지속형’ 대비 특정 노

동궤적에 속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먼저, 제조업에 비하여 농림어업 및 광

업, 숙박 및 음식점업/판매, 도매 및 소매업전기·가스·수도업, 운송업, 건

축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 그리고 기타 산업은 전반적으로 불

안정한 노동궤적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통신업은 ‘후기 불안정화’의 귀속 가능성만을 유의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의 산업들은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자영업 불안정 지속’에 속할 확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육서비스, 보건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공공 행정업 등은 안정적인 노동궤적에 속할 상대적 가

능성이 높았다. 특히, 교육서비스, 보건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공공 행정업 등은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의 로그 오즈를 가장

크게 낮추었고, ‘자영업 불안정 지속’과 ‘조기 불안정화’의 가능성도 유의

미하게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제하고

도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성격에 따라 중장년기에 특정한 불안정 노동생

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중장년기 노동안정성 궤적에 대한 학력 효과의 변화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서 아래 <표 27>과 <표 28>은 중장년기 노동

안정성 궤적에 미치는 학력의 영향력이 코호트 1과 코호트 2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에서 학력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즉, 코호트 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력의 효과는 중졸 이하

대비 고졸에서 ‘비정규 불안정 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양상에

서만 확인되는 반면, 코호트 2에서는 중졸 이하 대비 모든 학력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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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불안정 궤적에 대한 귀속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호트 2에서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은 ‘미취

업 지속’ 유형에 속할 오즈가 68.49% 감소하며, ‘비정규 불안정 지속’의

오즈는 72.99%나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졸 이하에 비해

2년제, 전문대졸은 ‘조기 불안정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낮

아졌다. 한편, 4년제 대졸 이상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

다. 즉, 4년제 대졸 이상의 학위는 중장년기에 불안정한 노동생애를 경험

할 확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안정 지속’형 대

비 ‘비정규 불안정 지속’에 속할 오즈를 94.12%나 감소시키며, ‘조기 불안

정화’의 오즈도 86.04%만큼 줄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에서 안정적, 불안정적 노동생애의 형성에 대한 학력 효과가 훨

씬 더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오히려 중장년기 불안정

노동생애라는 위험이 학력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계층화되었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이어서 45세 평균 근속연수와 직종 및 산업의 영향력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호트 1에서는 평균 근속연수의 영향이 모든 경

우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코호트 2의 경우 ‘자영업 불안정 지속’의 가능

성을 낮추고 반대로 ‘후기 불안정화’의 가능성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후기 불안정화’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 세대에게 근속연수가 오히려 명예퇴직과 같은 조기 강제 퇴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국 기업

들의 임금체계는 대체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높은 근속

연수를 가진 중장년층은 조직의 입장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여겨질 가능성

이 높다.

종사 직종 중 관리자와 전문가는 두 코호트 모두 오히려 ‘안정 지속형’

에 비해 ‘자영업 불안정 지속’에 포함될 가능성을 다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경우 코호트 1에서는 불안정

노동궤적에 속할 가능성이 크게 높았던 데 반해, 코호트 2에서는 그 효과

가 전반적으로 유의성이 감소하였고 또 ‘조기 불안정화’나 ‘후기 불안정화’

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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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비록 계수의 값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이는 서비스, 판매 종사

자의 노동시장 내 상대적 지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한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단순 노무 종사자일

때 코호트 1에서는 ‘후기 불안정화’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던 것과 달리 코

호트 2에서는 높아졌으며 계수 값이 대체로 유의하게 변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하게 단순 노무 종사자라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코호트 1보다 코

호트 2에서 불안정한 노동생애를 보낼 가능성이 커졌음을 나타낸다. 마지

막으로, 45세에 미취업이었던 사람이 ‘안정 지속’ 유형에 속할 가능성 대

비 ‘비정규 불안정 지속’이나 ‘자영업 불안정 지속’ 노동생애를 경험할 확

률이 코호트 2로 오면서 조금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사산업의 경우 코호트 1과 코호트 2 사이의 계수 부호 변

화를 통해서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안정성 측면에서 특정 산업이 갖는 성

격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코호트 1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통신업이 대부분의 불안정 궤적에 속할 가능성을 전

반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졌던 데 반해, 오히려 코호트 2에 오면 반대로

그러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이는 금융업이 내포하는 변동성 혹은 불안정성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더 커지는 흐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결과

일 수 있다. 한편, 교육서비스, 보건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등은 코호트 1에서 불안정 궤적에의 귀속 확률을 크게 낮추는

힘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방향성은 코호트 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

만 코호트 1과 달리 코호트 2에서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과거

에는 안정적인 노동생애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던 산업도 코호트 2에 와서

는 그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

판매,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전기 가스, 건축업 등의 산업은 ‘안정 지속

형’에 비해 ‘비정규 불안정 지속’과 ‘자영업 불안정 지속’에 속할 확률이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에서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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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코호트 간 노동안정성 궤적에의 영향 요인 비교: 코호트 1

주 1) *: p<.10 **: p<.05 ***: p<.01 ****: p<.001

   2) 기준 집단: 안정 지속 유형 3) 표 안의 수치는 값

변수

코호트 1 (1939~1948년생)
미취업

지속

비정규

불안정지속

자영업

불안정지속

조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학력 (기준: 중졸이하)

고졸 -0.028 -0.744** -0.238 -0.193 -0.020

2년제, 전문대졸 -21.397 -1.590 -20.601 0.713 0.859
4년제 대졸 이상 -1.096 -0.980* -0.678 0.399 -0.326

45세 평균 근속년수 0.093 -0.006 -0.004 -0.029 0.003

45세 종사 직종 (기준: 사무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566 0.096 0.802* 0.142 0.068
서비스/판매 종사자 15.104 2.520*** 1.843*** 1.745** 0.258

농림,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3.693 3.002*** 1.668** 1.861 -17.78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727 1.746** 0.938** 0.934 -0.959**

단순 노무 종사자 0.979 2.805*** 0.758 1.412* -1.139*

미취업 40.298 5.258**** 2.343*** 0.711 -19.449

45세 종사 산업 (기준: 제조업)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 5.618 1.912* 1.331 0.369 0.177

숙박 및 음식점업/판매, 도매 및 소매업 20.074 1.298* 1.007* 1.005 -0.092
전기·가스·수도업, 운송업, 건축업 15.538 0.934** 0.629* 0.820 0.362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 3.231 -1.421 -0.666 -1.268 -1.165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연구 및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46 -2.056** -1.293*** -1.372* -0.736*

기타 1.670 0.568 0.605 0.989 0.436

모형 적합도 -2Log likelihood**** = 2157.7704, chi-square = 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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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코호트 간 노동안정성 궤적에의 영향 요인 비교: 코호트 2

주 1) *: p<.10 **: p<.05 ***: p<.01 ****: p<.001

   2) 기준 집단: 안정 지속 유형 3) 표 안의 수치는 값

변수

코호트 2 (1949~1958년생)

미취업

지속

비정규

불안정지속

자영업

불안정지속

조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학력 (기준: 중졸이하)

고졸 -1.155*** -1.309**** -0.596** -0.784*** -0.307
2년제, 전문대졸 -1.918* -1.098* -1.116** -2.746** 0.016

4년제 대졸 이상 -1.384** -2.833**** -1.508**** -1.969**** -0.760*

45세 평균 근속년수 -0.037 -0.019 -0.035** -0.021 0.031**

45세 종사 직종 (기준: 사무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782 -0.614 0.873** 0.336 -0.121

서비스/판매 종사자 -0.3981 0.373 0.898* -0.078 -0.622

농림,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0.594 3.720** 2.290* 0.590 5.08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689 0.704 1.350**** -0.095 0.241
단순 노무 종사자 1.062 2.975*** 2.268*** 1.993** 1.769**

미취업 4.605*** 5.443**** 3.136**** 0.404 -0.613

45세 종사 산업 (기준: 제조업)

농림, 임업 및 어업/광업 -12.610 1.718 1.678* 0.703 -20.344

숙박 및 음식점업/판매, 도매 및 소매업 0.862 2.639**** 1.124*** 0.376 -0.118

전기·가스·수도업, 운송업, 건축업 1.643** 2.301**** 1.233**** 0.540 -0.283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통신업 1.331 2.902*** 1.593*** 1.150* 1.109**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연구 및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425 -0.345 -0.584 -0.809 0.185

기타 1.392 2.610**** 1.625**** 0.726 -1.159

모형 적합도 -2Log likelihood = 2778.1014****, chi-square = 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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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의 커다란 변동성,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유

연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중장

년기를 거쳐 간 한국 남성들의 노동생애 불안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불안

정성에 코호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중장년기에 경험하는 노동의 불안정 양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불안정이 특정 세대

에서만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것처럼 불

안정한 노동생애가 불가피한 시대적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탐

구는 충분히 시도되지 못했다. 즉, 명예퇴직이나 자영업으로의 이행, 그리

고 잦은 폐업과 같이 중장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은 미디어를 통해

어느 순간 하나의 굳어진 사실처럼 그려져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이

들의 경험을 대변하는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한편, 노동생애 불안정이라는 위험이 존재할 때 누가 그러한 위험에 더

취약한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취약성의 범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턱없이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중장년기에 불안정한 노동생애에 놓일 위험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특성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즉 실제로 사람들

이 느끼는 불안감처럼 안정적인 노동생애가 보장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실에 대한 낮은 이해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지나친

낙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시대를 관통하여 살아온 남성들이 중장년기에

어떤 노동생애를 보내며 이러한 노동생애는 어떠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생애 불안정이라는 위험은 ‘위험사회’ 속에서 더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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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더해 위험이 양적인 수

준에서뿐 아니라 그 영향 범위에서도 더 확대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종

합적으로 ‘위험이 보편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부터 20차까지의 개인 자료

와 20차 직업력 자료를 바탕으로 45세~59세 15년에 대한 노동궤적을 도출

하고 노동생애 유형에 미치는 코호트 및 학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

궤적의 추정은 종사상 지위와 임금/소득을 결합해 구성한 노동안정성 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1939년부터 1958년생까지의 남성들을 코호트

1(1939년~1948년생)과 코호트 2(1949년~1958년생)로 구분하여 6가지 노동

궤적을 도출하였으며, 각 궤적의 양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비교하기 위

하여 여러 층위에서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작업으로서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실행한 결과 45세부터 59세까

지의 중장년기 노동안정성 변화 궤적은 ‘미취업 지속’, ‘비정규 불안정 지

속’, ‘자영업 불안정 지속’, ‘조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그리고 ‘안정

지속’의 6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취업 지속형’은

45세부터 59세까지 미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이고 ‘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은 저임금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불

안정 지속’은 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영세자영업자였으며 ‘조기

불안정화’ 유형은 저임금 이상의 자영업에서 40대 중반부터 점차 저임금

으로 이동하면서 50대 중반에는 미취업상태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표하

고 있었다. 다섯 번째 ‘후기 불안정화’ 궤적은 상용직을 유지하다가 약 53

세경부터 서서히 이탈을 시작하는 집단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안정 지속’

궤적은 상용직 일자리를 지속하다 50대 후반에 안정적으로 퇴직하는 집단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궤적은 ‘자영

업 불안정 지속’ 유형이었고(37.6%) 그다음은 ‘안정 지속’ 유형이었다

(20.9%).

이와 같은 6가지 유형은 전체 코호트뿐 아니라 각 코호트 내에서도 공

통적으로 도출되었는데, 궤적 간의 상대적 비중과 궤적의 구체적인 모양

에는 두 코호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코호트별 중장년기 노

동생애 불안정을 궤적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지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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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의 비중은 코호트 2로 오면서 크게 줄어들었고

‘안정 지속형’도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자영업 불안정 지속’,

‘조기 불안정화’, ‘후기 불안정화’ 유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

호트 2에서 가장 불안정한 두 유형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그 외의 불안

정 궤적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학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안정적 노동궤적

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또한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졸 이하, 고졸, 대졸로 가면서 ‘안

정 지속’ 유형과 ‘후기 불안정화’의 비중이 코호트 2에서 더 큰 폭으로 증

가하였고, 반대로 ‘자영업 불안정 지속’과 ‘조기 불안정화’ 유형은 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 단계로 두 코호트의 15년간 노동안정성 궤적을 비교 분석하였

다. 동일한 명칭의 궤적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양상에는 서로 다른 코

호트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미취업 지속형’

의 경우 코호트마다 미취업에 진입하는 시점이 달랐는데, 코호트 2는 코

호트 1보다 2~3년 가량 늦은 40대 후반에 미취업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의 경우 코호트 1은 미취업에서 저임금 자영업

으로 진입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코호트 2는 비정

규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45세 시점부터 이미 노동안정성이 하락하는 ‘조기 불안정화’는 6가지 노

동궤적 중 코호트 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발견되는 유형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호트 1의 ‘조기 불안정화’ 집단은 자영업을 하다가 50대 중

반에 미취업으로 이행했지만 코호트 2는 자영업이 아닌 상용직에서 이탈

하여 바로 미취업으로 진입하지 않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이행해

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자영업 불안정 지속’은 두 코호트에서 대체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후기 불안정화’ 유형의 경우 불안정이 시작되는

시점과 그것의 종착지에 차이가 있었는데, 코호트 1은 50대 초반에 불안

정화가 시작되어 50대 후반이면 완전한 미취업상태가 되는 반면 코호트 2

는 이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서 저소득의 자영업

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안정 지속형’은 안정적인 상태

에 있다가 불안정화가 시작되는 시기, 즉 퇴직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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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퇴직 시기는 코호트 1에서 더 빨랐다.

세 번째 분석 단계로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코호트 및

학력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본 궤적 분포

및 그래프 양상의 차이 분석과 다르게 ‘안정 지속형’에 비해 그 외 불안정

궤적들에 속할 확률이 모든 경우 코호트 1보다 코호트 2가 높았다. 또한

높은 학력 수준이 불안정 궤적에의 귀속 가능성을 낮추어주는 효과도 코

호트 1에서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코호트 2에서는 매우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코호트 1보다 코호트 2에서 중장년기 노동생애 안정성

이 더 높아졌고, 학력에 의해 안정 혹은 불안정한 노동생애를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45세 평균 근

속연수와 45세 시점에 종사하고 있는 직종 및 산업도 특정 불안정 궤적에

속할 확률을 높이거나 혹은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앞서 분석한 두 코호트는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독

특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중장년층이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고자 1960년~1972년생(코호트 3)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들은 위의 코호트 1, 코호트 2와 달리 15년 동안의

노동궤적 추정이 불가능한 집단이므로 45세 평균 근속연수와 종사 직종

분포 및 이러한 지표의 학력 간 차이를 기술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불안정

을 단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45세 평균 근속연수가 다른 두 코호트에 비해 7.90년으

로 훨씬 짧아졌으며 45세 시점의 미취업 비중 증가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

(코호트 2)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졸 이상에서 미취

업자 비율이 늘어나 대학 졸업장이라는 고학력이 갖는 중장년기 노동생애

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영향력도 보다 축소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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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의 및 연구의 함의

서로 다른 세 남성 코호트의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을 다각도에서

비교·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

다.

1. 이론적 논의 및 함의

먼저, 본 연구는 개인이 경험하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단일 시점이나 단

기간의 변화 양상이 아닌 장기적인 생애과정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관찰하

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은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불안정과 개념적으로 일치시키면서 특정 시점에서의 고용형태나 종사

상 지위, 혹은 1~2년간의 고용 상태 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한 사람이 경험하는 노동의 불안정을 역동

적이고 또 연속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5년 동안의 노동생애로 분석의 범위를 확

장시켜 중장년기 남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였다.

또한 노동생애 불안정을 추정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고용

불안정의 판단 지표, 예컨대 평균 근속연수 등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불안정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개념 간의 타당성 및 상보성(相補性)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정한 노동생애를 보이는 집단에서 대체

로 불안정 지표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도출

된 결과도 있었다. 이는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을 연구할 때 한

두가지의 지표에 의존하거나 혹은 단기적인 관점을 적용할 경우 현실의

일부만 이해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노동안정성의 측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궤적의 추정 시 종사

상 지위뿐 아니라 임금 및 소득의 수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기존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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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종사상 지위 변화에만 집중하여 중장년기 혹은 노년기에 어떤 종

사상 지위로 이동해가는지에 주된 초점을 맞춘 데 반해(민현주 & 이수경,

2018; 박경숙, 2003; 홍백의 & 김혜연, 2010), 본 연구에서는 노동의 불안

정성 개념을 폭넓게 확장한 Rodgers & Rodgers(1989)에 따라 임금 및

소득의 불안정성까지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종사상 지위는 동일

하게 유지되지만 임금이나 소득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는 이들의 노동생애

불안정까지 포착할 수 있었으며,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안정성 개념의 확장 및 다각화가 중요함을 증명하였다.

예컨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호트 2의 ‘조기 불안정화’ 유형은 단순히

상용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 내에서도 저

임금 일자리로 옮겨가는 집단임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영

업 불안정 지속형’도 코호트 1의 경우 자영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시간

이 갈수록 소득 수준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자영업을

유지하는 집단 내에서도 소득의 불안정이 상대적으로 큰 하위집단이 존재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에서 거의 시도된 적 없던 중장년층 노동생애의 코호

트 비교를 수행하였다. 청년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과거의 청년과 현재의 청년 간 불안정의 차이를 비교·분석

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의 불안정을

코호트별로 비교한 연구는 한국에서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

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양상의 노동안정성 궤적 내에서도 곡선의 기

울기나 불안정화의 시점 등 구체적 양상에는 두 코호트 간에 상당한 차이

가 있었다.

예컨대, ‘후기 불안정화’ 유형에서 코호트 1은 상용직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하는 집단인 것과 달리 코호트 2는 상용직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렇게 옮겨 간 자영업은 저소득 영세 자영업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중장년기라는 동일한 생애 단계에서도 서로 다른 시대를 살

아온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다른 양상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로, ‘중장년층’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개념화하기보다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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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이들의 중장년기 노동생애에 대한 개

별화된 관심과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사회에서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이 보편화되기보다 오히

려 더욱 계층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학

력 수준은 중장년기에 얼마나 불안정한 노동생애를 보내게 되는지에 커다

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코호트 1에 비해 코호트 2에서 그 영향이 커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생애 초중반에 획득한 학력이라는 자원이 중

장년기에 경험하는 기회와 위험을 장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애과정에 따라 점차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누적된 혜택/불리 이

론(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과도 중요한 접점을 갖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노동생애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탐구할 때 세대, 즉

특정 연령대에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사건을 경험한 코호트로

서의 세대를 핵심적인 분석의 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 이해에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대적 환경과 사건이 노동시장

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 개개인이 어떠한 생애 시기에 있었는지에 따라 커

다란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것이 바로 ‘세대의 정치’를 구성한다(이철승,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생애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정도와

양상에 코호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거시적 환경이 코

호트 간, 그리고 코호트 내부의 여러 집단 간에 서로 다른 기회와 제약을

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위험이 보편화 되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도 개별 코호트

의 고유한 경험이 이러한 흐름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예컨대, 1950년대 출생 코호트는 그 이전 코호트에 비해 세계화의 영

향을 더 많이,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나

경제 규모 확장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누린 집단이다. 코호트 2가 코호

트 1보다 모든 측면에서 중장년기 노동생애의 안정성이 높다는 결과는 어

쩌면 후자가 생애 초중반에 누린 혜택이 전자의 흐름을 압도하여 중장년

기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은 위계적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각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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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합한다. 즉,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코호트가 노동시장 위계

내의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매우 상이한 노동생애를 형성하게 된

다. 예컨대, 코호트 1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40대 후반~50대 후반에 겪

으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대거 퇴출된 반면, 코호트 2는 외환위기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 분포해 있었기 때문에 코호트 1에 비해 외환

위기의 영향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86세

대와 다른 세대 간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이철승(2019)에 따르면 장기

호황기에 입사하여 외환위기 당시 이미 기업조직의 하단과 허리를 차지하

고 있었던 386세대(1960년대생)는 구조조정을 경험한 앞 세대나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의 첫 번째 희생자가 대상이 되었던 그 이후 세대에 비해 이

러한 위기를 상당 부분 비켜 갔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내부자로서의 공

고한 위치를 그 어느 세대보다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9). 이와 같이 노동시장 내 위험과 세대는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

으며 본 연구는 각 코호트가 지나온 고유한 경험, 그리고 이것이 노동시

장의 위계 구조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9) 지난 20여년 간 국내 100대 대기업 임원진 구성을 살펴보면, 1960~1964년 출생 ‘전기 

386세대’는 그 이전 세대(1950년대생)가 50대 초반에 약 35%의 구성에 도달하고 50대 

중반부터 급속도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달리, 50대 후반까지도 약 40%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5~1969년 출생 ‘후기 386세대’까지 합치면 현재 50대인 이들의 

임원진 장악률은 70%가 넘는다. 한편, 386세대는 30대 중후반(1990년대 후반)에 최초로 

임원에 진입하여 40대 후반(2000년대 후반)에 이르면 20% 이상을 차지했던 데 반해, 그

다음 세대인 현재의 40대는 현재 386세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 약 9.4%만을 차지하고 있

다. 즉, ‘전기 386세대’가 임원직을 장기간 유지함에 따라 40대의 승진이 막혀있는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층 노동시장을 차지하는 50대 남성의 비중은 2004년

에 50대였던 사람들에 비해 2015년에 50대인 사람들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

한 동일한 정규직 내에서 40대 초반 시점에서의 ‘현직에서의 근속년수’를 비교해본 결과 

197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에 비해 386세대는 약 2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386 이후의 세대에서 금융위기의 여파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수년 늦어졌고 이직률

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 안정적 연공 시스템 하에서 정년퇴직까지 한 조직에서 

수십년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관행은 386세대 이후부터 상당 부분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철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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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논의 및 함의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논의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안정성 궤적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

보면 59세까지 안정적으로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안정 지속’ 유형)

은 전체의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빠

르면 40대 중반(‘조기 불안정화’ 유형), 늦으면 50대 초반(‘후기 불안정화’

유형)부터 불안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5%를 능가하였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4~50대에 일자리에서 이탈하거

나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과 국가의 차원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이

서로 다른 코호트 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상대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절대적’으로

커다란 불안정에 직면해있음을 보여준다. 즉, 상당수의 남성들이 중장년기

에 갑작스러운 불안정을 경험하거나 혹은 그 이전의 불안정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위험이 ‘보편화’ 되기 이전에 이

미 위험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는 그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파악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장년기에 나타나는 불안정 양상의 다양성은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다각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중장년층이 겪

고 있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라는 목표하에 ‘60세 정년연장’,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서

비스’ 등의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

면, 50대 중후반에 급격하게 불안정화를 겪는 집단(‘후기 불안정화’)보다

오히려 40대 중반부터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을 지속하는 중장년층

(‘비정규 불안정 지속’ 및 ‘자영업 불안정 지속’)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임금근

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과 더불어 그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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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태를 지속해왔던 이들에 대한 별도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정보에서 소외되어있는 불안정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보

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혹은 현재의 노동조건

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어떤 직종이나 산업은 평균 근속연수, 교육수준, 코호트를 통제하

고도 불안정 궤적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컨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 기계 조립 기능원 등은

불안정한 중장년기 노동생애를 보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뿐

만 아니라 직종을 통제하고도 어떤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얼

마나 불안정한 중장년기 노동생애를 보낼지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상관없이 산업구조

의 변화에 따라 갑작스럽게 불안정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직업의 생성과 소멸, 산업의 부흥과 쇠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빨라

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한 개인이 생애 초중반에 선택하는 직종 및

산업의 지위가 중장년기에 이르러 급변하게 될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의 정책들은 대체로 취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경력

설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책의 목표나 실질적인 효과성이 모

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직종 간, 산업 간 지식 및 기술을 효율적

으로 습득하고 효과적인 직업 훈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기에도 새

로운 직업으로의 이행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불안정 문제로까지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만성적인 저성장

및 급속도의 자동화 추세 속에서 일자리 기회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누군가의 안정이 다른 누군가의 불안정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과 중장

년 및 노년층 간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박길성, 2011). 이는 한편으로 세대 관점을 생애과정 관점으로 전환시켜

고용과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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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오늘날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및 노년 세대

간의 구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생애과정 관점에서 조망하면 결국 각각

“일자리 진입의 장벽”과 “일자리 퇴출의 고통”(박길성, 2011: 16)을 의미

한다. 한 사람의 생애는 유기적이다. 즉, 청년기에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서 불안정을 겪은 사람은 중장년기에도 여전히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기에 불안정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코호트는 결국 2~30년 후

불안정한 중장년층으로 전락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높은

비중의 집단이 45세 시점부터 이미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였고 이들

은 계속해서 이러한 노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전의

연령은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은 중장년기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정적인 중장년

기 노동생애를 위해서는 현재 중장년층뿐 아니라 현재의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 노동은 생존 및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연결되어있는 만큼

노동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상생(相生)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장년기의 고용 및 임금/소득 불안정화

양상에 개입하는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이러한 중장년기를 지나쳐 온 노

년층의 소득 빈곤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노동

궤적의 양상을 보면 ‘조기 불안정화’ 유형은 40대 중반부터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서 50대 중반 정도면 이미 미취업상태에 진입해있으며, ‘후기 불안

정화’ 유형도 50대 중후반부터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규 불안정 지속’ 유형처럼 저임금 비정규직을 반복하는

이들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 대상 중 중장년

기에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하였거나 일찍이 불안정화를 경험한 이들은 소

득 창출의 수단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동시에 배제되어 현재 빈곤한 노인

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장년기에 불안정한 노동생애를 보낸

현재의 노년 세대에 대하여 사후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개인의 노동생애 불안정 정도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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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매우 다르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도에 개인과 가족이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서구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반적인 경기 팽창과 내부노동시장 및 높은 노조 조직률

을 바탕으로 전례 없이 안정적인 고용과 고용기회를 누렸다(Biemann,

Fasang, & Grunow, 2011). 한국도 1970년대 이후 급속도의 산업화와 경

제성장에 힘입어 90년대 말 이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창출

되었다. 오늘날에는 앞서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사람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어쩌면 전후

시기에 향유하였던 다양한 고용기회와 고용의 안정성이 인류 역사에서 예

외적인 현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Biemann, Fasang, &

Grunow, 2011; Hollister, 2011). 그렇기에 현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불안해졌는가”가 아닌 “불안정한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 개인과 사회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

다.

현대사회를 정의하는 주요한 특징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안전성

(insecurity)이다(Beck, 1997). 이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적절한 계획과 대비에 실패했을 경우 개인을

빈곤으로부터 방어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 또한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Hacker, 2006).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 차원의 대비가 어려워지

고 이러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가 커지

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집합

적 대응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즉, 실직·실업·취업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득 및 자존감의 상실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

해 공사 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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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 이를 보완 및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장 첫 번째 한계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위

험사회 및 세계화 논의와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

재한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의 주된 분석은 ‘과거’ 코호트와 ‘최근’ 코호

트 간의 비교라기보다는 정확한 의미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전 산

업화 세대 간의 비교였으므로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

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 두 코호트가 노동시장에 진

입한 시기는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 자체에 커다란 차이

가 있었고 전반적인 학력 분포 또한 매우 달랐다. 즉, 베이비부머는 그 이

전 코호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누렸을 뿐 아니라 전반적

으로 교육수준 또한 크게 향상된 세대였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두 코호

트의 비교만으로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이라는 위험이 보편‘화’되었다

고 할 수 있는지 그 추이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 중장년층 세대에 대하여 45세 시점

의 평균 근속연수와 종사 직종의 기술적 통계치를 분석함으로써 불안정의

보편화 양상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생애 불안정

을 한 시점에서의 상태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는 현시점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확한 분

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뿐 아

니라 386세대, 그리고 이제 막 중장년층에 진입하고 있는 그다음 세대

(1970년대생)의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비교힐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시대에 중장년기를 보낸 서로 다른 집단들이 어

떤 상이한 양상의 불안정을 경험하는지 이해하고, 그 성격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매년 임금과 소득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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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가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는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다

소 저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회고 일자리는 일자리의 지속기간에 상

관없이 임금 또는 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가 한 번만 기술되므로, 해당 정

보가 그 일자리를 가졌던 마지막 해의 금액일 것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여

그 이전 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다르게 회고 일자리에 대한 각 임금/소득 정보가

일자리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한 수치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결과와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전 기간의 평균적인 금액이라는 가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각각 비교해볼 수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기준의

적용 결과 비교는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 혹은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

하는 작업으로서도 유용할 것이다.

셋째, 코호트 비교분석의 수행과정에서 연령 효과(age effect),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그리고 시기 효과(period effect)를 정밀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중장년층 코호트 간의 노동생애

불안정 차이를 풍성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있었으므로 세 가지 효과

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호트 간 차이 중 얼마만큼이 순수

하게 코호트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또 시대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작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구체적으로 정책의 대상

이 특정 코호트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연령대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특정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

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서 다른

연령 코호트, 예컨대 청년층과의 비교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코호트 1,

2, 3의 중장년기 노동생애 불안정 차이가 얼마만큼 시대적 특성에서 비롯

하였고 또 각 코호트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

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계층화 양상을 확인하는 단일 변수로서 학력만을

고려하였다. 학력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오랜 기간동안 계층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것이 계층을 나타내는 유일한 변수인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코호트 1의 경우 2년제, 전문대졸 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아 결과 해석 시 다소 주의가 필요하였으며, 코호트 별로



- 125 -

학력 분포 자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생애 불안정의 계층화 가능성을 보다 심도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력 변수 외에도 계층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들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

다. 예컨대, 임금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설명하

는 대표적 변수 중 하나인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생애 불안정 차이를 확

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대학 졸업 자체보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공했는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의 추세를 반영하여 대학 순위나 전공에 따른 노동생애 궤

적 차이를 추적하는 것도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다음 두 가지의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여성의 노동생애는 남성과 또 다른 양상과 정도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므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여성과 남성

의 삶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비교하는 데 핵심적

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생애 불안정이 초래하는 결

과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Beck이 제기한

위험의 보편화 논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의 발생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갖지만, 위험 발생의 결과 즉 그것

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타격의 정도가 계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Mythen, 2005). 예컨대, 50대

초반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이후 계속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 내

에도 축적된 소득 및 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

동의 불안정이 삶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다를 것이다. 따라서

노동생애 불안정의 발생뿐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성이 소득, 부, 배우자의

노동, 건강,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도 보편화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들의 삶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 속에서 끊임없

이 영향을 받으며 빚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거시 구조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기회와 위험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세계화

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점점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것이 사람들의 삶, 특히 노동생애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계속해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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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삶에서 기회를 얻고 위험을 피할 수 있

는 힘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지 않지만, 이러한 역량의

차이가 언제나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확언하기

어려우나 만약 위험의 보편화 논의가 일정 부분 현실의 추세를 반영한다

면 이러한 힘이 ‘운’이라는 요소에 받는 영향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불안은 사회

의 보다 지배적인 정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위험의 보편화 및 계층화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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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종사상 지위 변화 궤적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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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working life instability of

middle-aged men

getting universalized in Korea?

: Comparison of work trajectories between

two co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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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working life instability of Korean men

(born from 1939 to 1958)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volatility in the global economy,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In-depth analysis was

made on verifying the differences of instability in middle age between

two cohorts, as well as how the impact of one’s educational level on

determining working life instability has changed.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individuals’ working lives are

getting more and more unstable these days. Due to the volatility of

economic situation, changes in corporate management practice as well

as macro trend of globalization, labor market is becoming more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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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ecure worldwide.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who

are unable to find jobs or at risk of losing their jobs at any time.

This i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Risk Society", which German

sociologist Ulrich Beck has built in his early work (Beck, 1992). One

of the dangers representing the modern risk society is instability of

work/employment/job. While the dependency of individuals on labor

market is increasing, the labor market itself is rapidly becoming

flexible, resulting in the loss of life-long employment and job as well

as increasing unemployment. Beck, in particular, raised a theory of

‘universalization of risk distribution’ in that labor market risk is not

only increasing quantitatively but also affecting a wider range of

people than in the past.

Increasing work instability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in Korea. In particular, the sudden unstabilization that occurs

in middle age -mainly in 40s and 50s- is very serious. Since the

practice of downsizing and forced-early-retirement became widespread

in the late 1990s, lots of middle aged men has been living under the

anxiety that they might lose their jobs earlier than they usually

expect. This anxiety is becoming more amplified in today's situation

where life expectancy increases and their obligations to support their

children and old parents also increases. However, the events such as

early retirement, transition to self-employment have been portrayed as

a solid fact or unchanged reality especially through media, resulting in

not being empirically examined how much of these stories actually

represent the real world. In addition, there was little attempt to ask

whether such instability occurred only for a certain generation who

were in their middle age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or whether

the unstable working life has become inevitable risk in this modern

world.

This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reality could lead to v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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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or excessive optimism, and impedes proper access to the risks

that individuals and society are facing. This study adapts Beck’s

theory of ‘universalization of risk distribution’ to the issue of working

life instability of middle aged men in Korea, and asks whether this

risk is indeed getting universalized. Since “the life trajectory of

individuals living in the environment is continuous”(Lee, Kim, &

Kwon, 2018:141), I examined this instability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the single events such as retirement or

moving to a non-regular work.

In order to identify the universalization of working life instability,

this study sets two criteria: The first is increasing of risk, which

measures whether the risk instability has been increased in the later

cohort. The second is de-stratification of risk, which analyzes whether

the risk is expanding not only in quantitative level but also in its

impact scope. I used the educational level as a class variable to

identify how strong one’s educational level is in determining the stable

or unstable working life, and how this power differs by cohorts.

Using the 1st ~ 20th (1998~2017) wave of Personal data and 20th

wave of Work history data of the Korea Labour and Income Panel

Survey(KLIPS), I estimated work trajectories through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by constructing 15 years (age 45~59) of yearly

data. This has done by putting ‘instability score’ at each year, which

were measured by combining two indicators: change one’s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Men born from 1939 to 1958 were classified

into two cohorts, which resulted in a total of 1,969 cases, including

910 in Cohort 1 (born 1939~1948) and 1,059 in Cohort 2 (born

1949~1958). Next,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cohort and educational level on

conditional probability of belonging to unstable work trajectories, as

well as the change of educational effect between two co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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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since each cohort has a unique identity as an

‘industrialized generation’ and ‘baby boomers’ rather than representing

the past and the current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instability that current middle-aged people experience or may

experience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partially overcome this

limitation, further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the inclusion of cohort

who were born from 1960 to 1972 (Cohort 3). Unlike Cohort 1 and

Cohort 2,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work trajectories of this group

for 15 years. Therefore, I estimated its instability by technically

ident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tenure at 45 and

distribution of occupations, including unemploymen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change in labor stability over the 15 years, six types of

trajectories were found: 'Continuous unemployment', 'Continuous

non-regular job', 'Continuous self-employment', 'Early unstabilized',

'Post unstabilized', and 'Continuous stability.' Each type differed

considerably in the pattern and timing of maintaining or decreasing

woirk stability,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Continuous

self-employment (37.6%)’ and followed by 'Continuous stability

(20.9%)’.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nly about one fifth of all Korean

men maintains stable status in terms of employment and income until

the age of 59, and the others experience great instability, such as low

income self-employment, continuation of non-regular jobs, or early

retirement etc.

Second, a comparison of work instability trajectories between the

two cohor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detailed patterns

even in the same trajectories. In particular, there were huge

differences in the starting point, consequences, and the rate of

destabilization. Overall, destabilization tended to occur a little earlier

and faster in Cohort 1 than Cohort 2. For example, in th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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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bilized’ type, Cohort 1 begins to destabilize in early 50s and

completely unemployed at the point of late 50s while Cohort 2 begins

to destabilize a little later and moving to low income self-employed

rather than immediately enters into unemployment.

Thir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cohorts and educational leve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specific trajectory, even

after controlling the average tenure, occupation, and industry factor. It

turned out that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ll types of unstable

trajectories compared to the ‘Continuous stability’ was higher in Cohort

2 than in Cohort 1. In addition, the effect of high educational

attainment lowering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unstable trajectories

was not significant in Cohort 1 but was very significant in Cohort 2.

In other words, the general working life stability has enhanced in

Cohort 2 and the scope of educational level predicting stable or

unstable working life has expanded.

Taken together,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orking

life instability in middle age is more stratified than universalized in

Korea.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Cohort 2, which appears to

enjoy more stable working life course than Cohort 1, is the generation

that directly received the benefits of industrialization in the process of

rapid growth in Korea.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that the benefits

of industrialization overwhelmed the flow of univeralization of risks.

Therefore, it is quite difficult to draw a clear conclusion about whether

risk being universalized by only comparing two distinctive cohort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keep track of working lives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n their middle age as data gets

accumulated in the future. Nevertheless, the result of Cohort 3 (born

1960 to 1972) turned out that average tenure at the age of 45 got

much shorter than the other two cohorts and the propor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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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ed at 45 has also increased than Cohort 2.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unemployed among college graduates went higher, stating

that the power of college diploma which reduces working life

instability in middle age.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affirm, but it

can be inferred that this result suggests the possibility working life

instability is getting more universalized in recent cohorts.

This study made several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existing

literatures. First, I analyzed working life instability of middle aged men

by conceptualizing instability with change both in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Second, I cmpared working life instability in middle

age between two different cohorts by observing this instability not at

a single point but in a long-term life course perspectiv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middle age is a life stage where

serious instability exists for Korean men and these patterns are

considerably diverse, which suggests policy diversification is needed.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following issue: In order to take a fundamental approach to the

working life instability of middle aged men, it is esential to extend the

scope of our interest to other generations as well. In the midst of

chronic low growth and rapid automation, job opportunities are

shrinking fast and the likelihood of one’s stability leading to the

other’s instability is increasing. This is the key reason of why

conflicts are getting deeper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In addition, since one’s life course is

the sum of each life stage, those who experience instability in younger

age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instability in their middle age.

Thus,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of working life instability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ttention to the

current situation where young people confronts; such as job crisis and

precarious employment, longterm unemployment etc. For mos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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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nd job are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and the reason for their

being, and that is why policy approach to improve stability in one’s

working life course needs to be taken in the perspective of

coexistence.

Keywords: Risk Society, Universalization/Stratification of risk

distribution, Middle-aged men, Working life instability, Life

course perspective, Group-based Trajectory Model (GBTM),

Work history, Birth cohorts

Student number: 2018-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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