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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악화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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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으로 대변되었던 고용안정이 급격히 약화되었

다. 많은 기업은 경영 위기를 인식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규노동자에 

대한 대량감원을 시도하였고, 연공형 위주로 편성되었던 인사노무관리의 기존 체계를 

변화시켰다(정이환･이병훈, 2000). 또한 2007년 말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는 고용불

안정성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상시적

으로 고용불안정에 노출되었다. 또한 계속된 경기침체는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여력 감

소시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가 호전된 후에도 기업이 정규직 신규임용을 회피하고 

있으며, 필요한 인원을 비정규 노동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종선, 2002). 장진호

(2009)가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안정성 만족도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하락하였다. 

고조된 고용불안정성에 의해 삶의 만족, 직무만족 등 많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 중 결과 중 하나가 근로자 정신건강상태의 변화이다. 근래 짧아진 정년과 수

시로 행해지는 구조조정은 고용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삶에 대한 자신감 상

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장재윤 외(2004)는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특히 청

년층에 국한해서 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노연희 외(2004)는 비정규직 집단이 

정규직 집단보다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신순철･김문조(2007)는 고용불안

정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반대로 같은 맥락에서 김

진영･송예리아･백은정(2013)로 고용안정성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했

다. 또한 박세홍 외(2009)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고용상태의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변금선･이혜원(2018)은 현재 종사상 고용상태보다는 고

용상태의 변화(특히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가 우울증을 늘린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직관적인 상식과 동일하게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종사상 위치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느끼는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을 각각 따로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고용

이 불안정할 것을 감안하고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여건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 있다. 반면에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정년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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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

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정신건강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종사상 나타나는 고용불안정성과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이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인식된 고용불안정성과 종사상 위치에 따른 고용불안정성

을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심지어 취업이 

되지 않아 비관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이 되더라도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혹은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다. 

10~30대 젊은 층의 자살률은 교통사고 다음으로 높은 사망원인이다(구정화 외, 2003). 

물론 모든 자살의 원인이 고용불안정성은 아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고용상태로 인한 정

신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악화는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중된 고용불안은 정신적

인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이와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고용불안정성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

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도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와 시의성을 배경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종사상, 인식된 고용불안

정성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풀어 보려고 한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시행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문제를 제기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

론적인 배경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와 방법을 설명

하였으며, 제4장은 도출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과

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용불안정성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은 해고 가능성을 무기로 근로자들을 위협하여 생산성을 높이

려고도 한다(Kwon, 2005). 여기에는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는 논리가 내재되어있다. 탄력적 인적자원관리라고 불리는 인사정책은 불확실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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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쉽게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어 인기있는 기조가 되었다(Sverke & Hellgren, 

2002).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임의고용을 비롯한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인사정책을 성과진작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Battaglio, 2010; Coggburn, et al., 2010; Lee, 2019).

고용불안은 평상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이해되는 단어이지만 학술적으로

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Greenhalgh & Rosenblatt(1984)는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개

념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고용불안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들은 

고용불안정성을 ‘위협적인 고용상황에서 근로유지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

하였다. 이에 반해 남재량(2005:114)은 고용불안을 ‘실직의 어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이

라고 정의하였다. 고용불안정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

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Bartley & Ferrie, 2001; 남재량, 2005). Erlinghagen 

(2008)은 이런 면에서 고용불안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인식한(self-perceived) 면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Staufenbiel & König(2010)는 고용불안정성을 고용안정에 있어서 근로자

가 바라는 것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것의 간극이라고 보았다. 또한 Linz & Semykina 

(2008)는 직업을 잃을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고용불안은 실업률이

나 종사상의 위치로 측정되기도 한다(Becker, et al., 2010). 

Greenhalgh & Rosenblatt(1984)에 따르면 고용불안정성은 객관적인 종사상의 위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느낌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위협의 정도가 

작더라도 스스로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주관적인 고용불안정성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위협의 정도가 크더라도, 스스로 대응할 힘이 있다면 고용불안

정성은 크지 않게 된다. 이렇듯 고용불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종사상의 

지위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무기력함을 느끼는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인식된 위협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인원 감축이 해당할 수 있다. 여러 

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된 위협이 된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다니는 근로자들도 고용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무기력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이 있다. 자신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

한다면 해고에 대한 위협이 적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용안정망이 잘 되어 있다면 

무기력함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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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더 긴 기대수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 면에서는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오히려 극도의 경쟁적 분위

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루에 평균 

30여 명이 자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대적인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자살보다는 

그 외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육체적 건강에 비해 정신건강은 비교적 최근에 관심이 갖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1905년에 정신위생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을 설립하여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서야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박선환 외, 

2006). 정신건강의 논의에는 사실 정신질환적인 측면도 포함되는데 낙인효과의 부정성 

때문에 대중적으로 쓸 때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김

동배･안인경, 2004).

조은숙(2000: 6)은 정신건강을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해 적응하고, 

자기생활을 독립적, 건설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상태”로 정의하였

다. 그리고 강문희･장연집･정정옥(2006: 16)은 “개인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자아실현을 이루어가는 이상적 상태”라고 보았다.

이런 정신건강이 악화되면 울적장애, 인지장애, 강박증, 성격장애, 물질의존 등의 증상

이 나타난다. 정신건강과 밀접히 관련있는 개념이 스트레스이다. 사실 모든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아니다. 긍정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유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디스트레스(distress)가 있다(조은숙, 2000:282). 하지만 경쟁을 독려하

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유스트레스보다는 디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정신병과 관계가 있지만, 특정 정신병이 없다고 정신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2015). 예를 들어, 흔히 다중인

격장애라고 불리는 해리성 정체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나 소위 정신분열증

이라고 불리는 조현병(Schizophrenia)같은 정신질환이 없다고 바로 정신이 건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신건강은 다양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정신건강

을 위협하는 것은 우울증이다. 경미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대한 경우 자살

에까지 이르게 한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 따르면 우울

증은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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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정의하고 있다.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슬픈 감정을 느끼거나, 원래 즐기던 일에 흥

미를 잃거나, 식욕에 변화가 있거나, 잠을 자기 힘들거나, 집중하는 것이 힘들고, 금방 

피곤해지는 것이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n.d.). 

3. 고용불안과 정신건강

인간이 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일해서 얻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일단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있더라도 생활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금전적인 토대가 필수적이다. 기초적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한, 고용불안정성은 경제

적 토대가 되는 직업을 위협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실업이나, 퇴직 

후에 사회적 지위 상실로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장연집 외, 2011). 이런 점

은 직업과 밀접한 사회적 지위가 흔들린다면 근로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을 암시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용불안은 삶의 만족과 평안함을 감소시킨다

(De Cuyper et al., 2008; De Witte, 1999). 심지어 직장을 잃지 않더라도 고용불안은 

직장 내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모두 감소시킨다(Ashford, Lee, & Bobko, 1989; Sora 

et al. 2009). 

그리고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느

끼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탄탄한 고용안정이란 꾸준히 자신의 업무가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일을 그만둘지 모른다면 삶의 질을 떨어

뜨릴 수 있고 이것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없다면 이로 인해 정신건강이 손상될 수 있다.

서론에서 본 상당수의 국내 논문처럼 해외에서도 고용불안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 McDonough(2000)은 캐나다에서 조사된 데이터로 고용불안이 

커질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다. Adam & Flatau(2006)는 호주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Mandal 

& Roe(2007)는 미국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자발적인 실업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 Silla et al.(2009)은 벨기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정신적 괴

로움을 가중시킨다고 보고하였다. Meltzer et al. (2010)은 영국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불

안이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였다. Watson & Osberg(2018)는 캐나다 자료를 통해

서 실업 자체보다도 실업할 가능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발견하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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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각국에서 보고되는 결과를 보면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점은 시

간과 장소에 초월하여 외적 타당성을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많은 문헌을 기반으로 Kim & von dem Knesebeck(2016)은 의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고 고용불안이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

다. 또한 Llosa et al.(2018)도 그동안의 사회과학 전반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그들은 고용불안이 우울증, 불안감, 정서적 탈진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였다.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상당히 일관적인 결과에도 불구

하고,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애당초 근로계약을 할 때 한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일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Erlinghagen(2008)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를 분석하며 

파트타임 근로자가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고용불안을 덜 느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종사상 위치가 다른 사람은 입직당시에 애당초 기대가 다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De Cuyper & De Witte, 2005). 또한 De Cuyper & De Witte(2007)는 임시직 근로자들

이 그들의 고용불안이 고용주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종사

상 위치에서 나오는 고용불안정성은 여러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와 관계가 없다고 보았

다.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애당초 언제부터 언

제까지 일하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불안은 느끼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이나 희망

퇴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느끼게 하는 장치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장교로 임관한 군인이 승진에 실패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조교수가 정규직일지언정 테뉴어를 받을 때까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종사상 

위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 자기 일을 빼앗을 수 있는 위협으로 보기도 한다(Kraimer, et al. 2005). 이런 측면에

서 상용직 고용으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상용직 고용의 근로자보다 높은 우

울 또는 불안장애를 느낄 수 있다(김영선, 2014).

이 논문에서는 인식된 고용불안정성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

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특히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이 

인식된 고용불안정성과는 다르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

악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그림 1>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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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분석 모형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산하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4년에 시

행한 ｢4차 근로환경조사｣다. 근로환경조사는 유럽의 취업자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의 내용을 기반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취업자를 대상

으로 근로환경을 조사하여 직업 및 업종별 위험요인에 노출 정도 내지 고용형태별 위험

요인에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이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할 때 사용된 모집단은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

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임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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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피고용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이 있으나 일시 휴직상태인 자’였다. 본 연구에서

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금근로자(피고용자)의 경우만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고용주,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불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의 상황에 따라 고용주도 충분히 고용불안을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임금근로자로 표

본을 한정시켜 고용불안정성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바를 파악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6)에 따르면 근로환경조사 표본설계는 조사구를 층화하여 추

출하는 1차 조사구 추출과 2차 가구 및 가구원을 추출하는 2단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조사를 통해서 

자료가 수합되었다. 또한 종이 설문지를 이용한 PAPI와 컴퓨터를 이용한 CAPI가 병행되

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 표본 중 16세 이상의 임

금근로자 30,7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성은 15,742명, 여성은 15,009명으로 거

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변수와 측정도구

이미 메타분석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질 만큼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

과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종사상 위치에 따른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토대에서 이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인식된 고용불안과 종사상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고용불안정성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와 인식된 면을 따로 고려하였

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의 경우, 조현병이나 편집성 인격장애 같은 비교적 소수

의 사람이 걸리는 정신병 여부로 측정하기보다는, 일반 근로자라면 쉽게 느낄 수 있는 

우울증과 자신감 측면의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동일한 스트레스라도 당사자의 조건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임창

희, 2007). 그러므로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자의 성별이나 나이

와 같은 다양한 인적사항을 통제변수로 넣었다. 학력의 차이는 고용안정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요소이다(김진영･송예리아･백은정, 2013). 그러므로 교육변수는 고용불안

의 영향을 측정할 때 필수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도 정신건강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의 고용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소득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단기간의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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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Nica, Manole, & Briscariu, 2016). 그래서 

소득수준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에 대한 만족은 삶

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임금에 대한 만족이 자신감이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고려하

였다. 임금에 대한 만족이 늘어날수록 자신감은 올라가고 우울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근로영역에 따라서 고용불안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정규직이라고 하

더라도 공무원이 느끼는 고용불안과 사기업 직원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다르기 때문이

다. 이런 면에서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영역

을 통제변수로 산입하였다. 근로자가 속해있는 조직규모도 통제변수로 고려되었다. 근

로자가 일하는 조직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

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통제변수로 넣었다. 특히 장시간 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

도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속한 조직에 노조가 

있는지 여부도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노조의 유무도 통제변수로 넣

었다. 그리고 조직 내 인간관계가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동료들과의 관

계를 통제변수로 넣었다. 동료의 지지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상

관의 역할이 결정적이다(Lee, 2019). 따라서 연구모형에 상관의 지원을 통제변수로 넣었

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McDonough, 2000). 담당한 

업무에 실패했을 경우, 타인에게 해가 간다면 업무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통제변수로 고려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표 1>에 담았다. 

<표 1> 연구변수

변수 측정내용
독립변수

인식된 
고용불안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다음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나는 향후 6개월 안
에 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매우 동의한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1이 매우 만족이고 5가 매우 불만족이다. 그러므로 5로 갈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종사상 위치
고용불안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에서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각종 수혜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임시직’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 및 퇴직금 비수혜자를 말한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 및 임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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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De Witte & Näswall(2003)의 연구에 기반하여 ‘일용직’이 고용불안정성
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임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높다고 보았다. 객관적 고용불
안정성은 다음의 질문 “직장에서의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로 측정되었다. 

종속변수

자신감

김재희(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다음 문항에 대하여 지난 2주간 귀하의 느낌에 가장 적합한 것을 보기 문항에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나는 즐겁고 기분이 좋았다./ 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했다./ 
나는 활발하고 활기찼다./ 나는 아침에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하게 일어났다./ 
나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찼다.” ① 항상 그랬다. ~ ⑥ 그런 적 없다로 측정
되었는데 역부호화시켰다. Cronbach Alpha=0.928

우울증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울 또는 불안장
애”라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① 있다. ② 없다. ‘없다’를 0으로 다시 부호화하여 참조그룹
으로 만들었다.

통제변수

성별
여성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을 구성하
였다(0=여성, 1=남성).

연령 응답자의 만 나이

교육 ①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 미만 ~ ⑦ 대학원 재학이상

소득수준

설문조사에서 소득의 경우, 소득 금액을 구체적 액수로 적지 않았다. 대신 “전반적으로 귀
댁의 한 달 총소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어떻습니까?”의 문항으로 소득
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① 매우 쉽다 ~ ⑥ 매우 어렵다. 측정되었는데 역부호화하여 숫자
가 클수록 소득수준이 높다고 파악하였다. 

근로영역

근로 영역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귀하가 일하는 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민간부분 ② 공공부문 ③ 민간-공공 협력 조직 ④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관 ⑤ 기타”으
로 측정되었는데, 공공부문, 민간-공공 협력조직,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관, 그리고 기타를 
0으로 재부호화하여 참조그룹으로 만들었다. 

조직규모
귀하가 일하는 직장의 현 종사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 ⑪ 1,000명 이상으로 측
정되었다.

근로시간 귀하가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1주일에 일하는 시간으로 측정되었다. 

노조여부
귀하가 일하는 곳(“직장)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근로자의 활동(노조, 노사협의회 
등)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로 물어보았는데 ‘없다’를 0으로 재부호화하여 참조그
룹으로 만들었다. 

상사의 지원
“일반적으로 귀하의 직속상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예. ② 아니요.” ‘없다’를 0으로 재부호화하여 참조그룹으로 만들었다.

임금만족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매우 동의 한다.

동료의 지원
동료의 지원을 “나의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1이 
항상 그렇다 5가 전혀 그렇지 않다였는데 역부화시켜서 5가 동료의 지지가 많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업무가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

“귀하가 일을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스트
레스를 준다”를 넣었다. 1은 항상 그렇다이고 5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역부화시켜서 숫자가 커질수록 실수가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더 일으키는 것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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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1.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와 상관관계가 <표 2>에 나와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과 인식된 고용불안이 0.16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두 고용불안이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밀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신건강에서도 자신감과 우울증은 -0.09로 반대의 상관

관계를 가졌다. 소득수준과 종사상 지위에서 오는 고용불안이 –0.19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임시직일수록 소득수준이 낮다는 이해하기 쉬운 결과를 보여준다. 학력과 

나이가 높은 부적상관관계(r=-0.48, p<0.01) 보였는데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회귀모

형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자신감과 소득은 

양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r=0.31, p<0.01). 흥미로운 점은 학력과 소득이 우울증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r=-0.02, -0.04, p<0.01). 노조와 조직크기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0.44, p<0.01), 큰 기업일수록 노조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식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과 동료들의 지지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고용불안정이 직장내 동료들의 차별을 일으킨다는 견

해와 일맥상통한다(변금선･이혜원, 2018). 그리고 근로영역과 인식된 고용불안이 부적

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사기업에 있는 근로자가 고용불안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 

각 변수의 자세한 기초통계량은 <부표 1>에서 보였다.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성 1

2.나이 .01 1

3.학력 .12** -.48** 1

4.소득 .02** -.12** .24** 1

5.동료지지 .04** -.08** .18** .11** 1

6.상대방 스트레스 .10** -.01* -.03** -.08** .03** 1

7. 상관배려 .03** -.10** .16** .11** .27** .04** 1

8. 임금만족 .04** -.06** .21** .20** .22** -.06** .20** 1

9. 근로시간 .17** -.07** .08** .05** .01 .06** -.01* -.01 1

10. 근로영역 .02** -.15** -.07** -.03** -.08** .06** -.05** -.10**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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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p<0.05, **p<0.01; 인식고용=인식된 고용불안정성; 종사고용=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 상대방 스
트레스=본인이 업무를 그르치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여부 

2. 회귀분석

먼저 정신건강 중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선형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할 

때, Variance Inflation Factor(VIF) 지수를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의 경우, VIF의 

값이 10 이상일 경우에 심한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본다(김두섭･강남준, 2008). 하지만 본 

회귀식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의 VIF 값이 2 이하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Likelihood ratio 

chi-square는 회귀식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Özdemir & 

Eyduran,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모형에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표 3>는 자신감은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이다. 종속변수인 자신감에 대한 응답이 

1~6으로 된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서열로짓(Ordered logit) 분석을 실행하였다. 크

게 세 가지 모형으로 결과를 보았다. 모형 1에서는 인식된 고용불안과 종사상 위치에 

따른 고용불안을 모두 넣어 보았다. 그리고 각 고용불안이 자신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명쾌하게 알기 위해 모형 2에서는 인식된 고용불안만 넣고, 모형 3에서는 종사상 

위치에 따른 고용불안만 넣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이 늘어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졌다.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그런데 고용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삶에 대한 자신감마

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의 경우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상대방이 생각할 때 고용불안이 높아 

보이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해 특별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같은 고용불안이더라도 인식된 고용불안과 종

사상 지위에서 오는 고용불안이 보이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와 관련하여서는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감도 커졌다. 자본주의 사회에

11. 노조 .14** -.06** .19** .10** .09** .08** .09** .11** .02** -.11** 1

12. 조직크기 .21** -.06** .26** .13** .12** .04** .12** .15** .02** -.16** .44** 1

13. 인식고용 -.03** .07** -.12** -.07** -.04** -.01 -.07** -.06** -.09** -.05** -.06** -.08** 1

14. 종사고용 -.08** .23** -.43** -.19** -.14** .01 -.17** -.16** -.27** -.01* -.18** -.28** .16** 1

15. 자신감 .01 -.16** .19** .31** .20** -.08** .15** .23** -.02** -.03** .07** .08** -.06** -.13** 1

16. 우울증 -.04** .03** -.02** -.04** -.004 .05** -.02** -.05** -.01 -.01 .01 -.01 .04** .02** -.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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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삶에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소득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의 경우에는 아직도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높은 학력

은 사회적으로 대접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점이 자신감을 올려주는 요인으로 작용

했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떨어졌다.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감이 줄어

들었다. 동료의 지지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신의 실수가 상대방

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노조의 존재

가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3> 자신감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통제변수

성 .035 .023 .033 .023 .034 .023
나이 -.013*** .001 -.013*** .001 -.013*** .001
교육 .035** .012 .038** .011 .037** .012
소득 .395*** .010 .395*** .010 .396*** .010

동료 지지 .267*** .015 .266*** .015 .267*** .015
상대방 스트레스 -.104*** .011 -.104*** .011 -.107*** .011

상관 관심 .192*** .033 .195*** .033 .192*** .033
임금 만족 .292*** .013 .289*** .013 .295*** .013
근무시간 -.007*** .001 -.007*** .001 -.007*** .001
근로 분야 .032 .024 -.036 .033 -.029 .033

노조 .094** .035 .098** .035 .098** .035
조직규모 -.011* .005 -.011* .005 -.011 .005

인식된 고용불안정성 -.026** .009 -.026** .009
종사상 고용불안정성 -.020 .022 -.019 .022

LR Chi-square 4141.60*** 4155.84*** 4211.44***
Log likelihood -71633.537 -72143.594 -72490.275

n 24,395 24,564 24,683

Pseudo   .078 .078 .028

 주. *p<.05, **p<.01, ***p<.001: 상대방 스트레스=본인이 업무를 그르치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여부 

<표 4>은 우울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우울증이 0과 1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인식된 고용불안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이 동시에 들어간 모형 1을 보면 인식

된 고용불안정성은 우울증을 증가시켰다. 반면에 종사상 고용불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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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에서는 인식된 고용불안정성만을 독립변수로 넣고 분석하였다. 모형 1과 마찬

가지로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이 올라갈수록 우울증이 올라갈수록 커졌다. 모형 3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만을 넣고 분석하였는데 모형 1과 마찬가지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인식된 고용불안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주고, 종사상 지위에서 오는 고용불안은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자신

감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와 비슷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우선 남자일수록 우울증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함이 적게 나타났다. 임금에 대한 만족은 우울증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자신이 실수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우울증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자신감과 우울증에 대한 요인이 정반대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동료

에 지지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우울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수값 자체도 음의 부호도 아니었다. 또한 근로시간의 경

우에는 자신감이 종속변수였을 때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표 4> 우울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통제변수

성 -691*** .135 -.697*** .135 -.609*** .132
나이 .012* .006 .012* .006 .012* .006
교육 .124 .066 .108 .064 .096 .064
소득 -.194** .057 -.193** .056 -.235*** .056

동료 지지 .031 .082 .032 .082 .033 .080
상대방 스트레스 .407*** .054 .414*** .054 .396*** .053

상관 관심 -.281 .165 -.300 .162 -.333* .160
임금 만족 -.419*** .071 -.410*** .070 -.418*** .069
근무시간 .002 .005 .001 .005 -.001 .005
근로 분야 .038 .138 .016 .185 -.125 .176

노조 .440* .192 .420* .191 .472* .187
조직규모 .015 .032 .009 .032 .003 .032

인식된 고용불안정성 .198*** .039 .209*** .038
종사상 고용불안정성 .110 .113 .082 .111

LR Chi-square 183.68*** 187.13*** 168.02***
Log likelihood -1332.7 -1346.4 -1406.9

n 24,282 24,450 24,567

Pseudo   .065 .065 .056

 주. *p<.05, **p<.01, ***p<.001: 상대방 스트레스=본인이 업무를 그르치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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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하자면,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은 자신감이나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못

했다. 반면에 자신감과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불안정성은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Ⅴ. 맺음말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향상된 육체적 건강을 누리고 있다. 하지

만 동시에 고용을 위협하는 극도의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정신건강 중 자신감 

측면의 경우, 인식된 고용불안정성만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우울증 

측면에서도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우울함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종사상 위치로 파악된 고용불안정성은 자신감과 우울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이론적 기여, 정책적 함의, 한계 및 

미래의 연구 방향을 차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결

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을 느끼는 경우와 비정규직이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고용불안이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제대로 보지 않은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용불안정성을 모두 넣어 파악하였고 인식된 고용불안정성과는 달리 종사상 고용불안

정성은 정신건강에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밝히지 못했던 점으로, 앞

으로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근태･고가영(2012)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저하, 고용불안, 경쟁 심화가 스트레스를 높

이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2010년 기준으로 우울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4.3조

원 그리고 자살에 따른 손실액이 5조원에 이른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고용불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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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트레스가 인적자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정신

보건법을 제정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람들은 육체건강에 

비해 정신건강을 신경 덜 쓰고 있다. 더 많은 예산을 통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 정신건강(특히 

우울증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검사는 정확히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

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점을 개선하여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비교적 간단한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

를 이용한 검사에 그치고 있다. 정신건강이 중요한 만큼 예산을 증대시켜 더 깊이 있는 

검사와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 유연성이 높은 비상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국민적인 합의도 있었다(김영선, 2014). 그래서 오랫동

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문제는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에 있었

다(장지연･이병희･은수미･신동균, 2011).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리 정규직이더라도 고

용불안을 느낄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에만 치우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불안은 어느 한 집단만 느끼는 개념이 아

니고, 현실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정규직의 경우

에도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노동법과 

제도가 존재해도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년이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비교적 많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가 있다. 혹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는 사람에게 인사관련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

로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한 관련 법이

나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나이와 관련되어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나이를 토대로 퇴직이나 해고에 영향을 주

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문제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와 관련해서

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법과 정책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

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과 정책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행될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공헌과 실질적 함의에도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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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사용한 <근로환경조사>는 횡단면 자료이다. 그러므로 고

용불안과 정신건강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명확히 도출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고용이 

불안해져서 정신건강이 악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신건강이 악화하여 고용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한 역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패널 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우울증의 경우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우울증의 경우 단일문항으로 포

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은 강박증, 공포, 불안, 우

울증, 적대감, 대인예민, 편집증, 정신증 등으로 세분화해서 나누어 볼 수 있다(유은영, 

2009). 그래서 다양한 우울증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Depression)의 측정도구를 쓰기도 한다(이미숙, 2012).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

울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추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도구를 통해 우울증을 보고 고용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인식된 고용불안도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근로환경조사>

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모집단으로 한 설문조사로서 체계적인 표집방법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이다. 다만, 근로환경에 대한 다양한 측면

을 살펴보다보니 모든 개념이나 상태를 여러 개의 문항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 고용불

안과 관련된 문항도 그중 하나다. 고용불안이 다차원적인 측면이 있는 개념이므로 더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항이 필요하다. 

셋째, 이 논문에서 사용한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개별면접을 통해서 얻은 자료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보장

된다고 하더라도 응답자가 ‘의식’을 하고 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위신상 특

히 우울증에 부분에 있어서 남성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적게 보고할 수 있다(Hunt, 

Auriemma, & Cashaw, 2003). 만약에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있다면 실제로 응답자가 우울증이 없는 건지, 없어 보이고 싶어서 

없다고 한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임시직이 된 이유도 파악한다면 더 풍부한 

논의가 될 것이다. De Cuyper & De Witte(2007)는 자발적인 임시직과 비자발적인 임시

직은 고용불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추후 연구에서 비정규직이 된 이유를 고려하여 종

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면 더 깊이 있게 

고용불안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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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위치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나누어 보고 일용직으로 갈수록 고용불안이 

크다고 보았다. 그런데 상용직과 임시직, 그리고 임시직과 일용직 사이의 고용불안의 차

이가 다를 수 있다. 추후 이러한 차이를 세밀하게 고려한다면 더 폭넓은 논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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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nk between Job Insecurity and Mental Health: A Focus on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al Status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Yunsoo Lee

Insecure employment conditions are leading to growing numbers of people suffering 

mentally. Decreased job security can increase mental stress and, in turn, might create social 

pathologies. Previous literature has demonstrated that job insecurity negatively affects mental 

health. However, little research has assess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occupational status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on mental health. Occupational status insecurity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share similarities but have differences as well. Therefore, it is worth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two kinds of job insecurity separate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mpact of job insecurity on psychological health (self-confidence and depression) using 

<The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Perceived job insecurity leads to a 

reduction in self-confidence and an increase in depression. In contrast, occupational status 

job insecurity is not associated with self-confidence and depression.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empirical findings.

【Keywords: Job insecurity, mental health, KW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