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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직업 불안정은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조직의 환경이 빠르게 변함

에 따라 스트레스와 함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

다. 

이 연구는 자동차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백화점 서비스직 근로자, 세무

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중소무역회사의 사무직 근로자 840명(남자 

643, 여자 197)을 대상으로 하 고, 2003년 3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구조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직업 불안정에 대한 평가는 JCQ(Job 

Contents Questionnaire)를 이용하 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PWI-SF(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을 

남녀로 구분하 으며 연령, 근무 기간, 고용 형태, 학력, 직무 요구도, 직무 

재량도,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성격을 보정하고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남자에서는 직업 불안정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고 사회적 

지지가 높거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높은 경우 또는 B 형 성격에 가까

울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감소했다. 여자에서는 직업불안정이 높을수

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직업 불안정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업 불안정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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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경제적 제도의 보완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직업 불안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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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의 타결 등으로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우리 나

라에서도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지

향하는 국가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부분에서는 세계화와 정보

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기업과 노동 시장 전반에 변화를 겪게 되

었다. 특히 1997년 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위기로 그 동안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저가격, 저품질 전략 등

의 대외적인 문제와 독점주의적 경 , 정경 유착에 의존해왔던 재벌의 파

산, 중소 기업의 연쇄 부도 등의 대내적인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강화하려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1998년 시

행된 근로자 파견법 등의 신자유주의적 고용전략이 맞물려 근로자들의 고

용 형태가 변화되었다. 즉, 기업에서는 정리 해고를 하거나 기존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정보기술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외부로 

하청을 주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용 형태가 변화된 정규

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서 직업 불안정(job insecurity)으로 인하여 스트

레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직을 경험했거나 이미 정리 해고

가 이루어진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직업 불안정과 관련하여 스

트레스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는 고혈압, 신경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질환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장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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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1999). 또한 모든 질병의 60-70%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사망의 

주원인인 암에서부터 심장병 등 대부분의 생활 습관병이 스트레스에서 기

인한다는 보고(Cary, 1996)는 직업불안정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때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인간이 속해 있는 조직 속

의 내재하는 구조화된 상황으로부터 비롯되고 경제적 위기로 인한 노동 구

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간 개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파급

되어 향을 미친다(차봉석 등, 1998). 즉,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

게 되는 문제들은 사회적, 경제적인 조직체에 의해서 형성되며 그러한 문

제들은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직업 불안정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건강에 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연구(Ferrie 등, 2002; Domenighetti 등, 2000; McDonough, 2000)에 

비해 국내에서는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사고에 대한 연구와 직업

성 스트레스 연구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장해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으나(차봉석 등, 1989; 차봉석 등, 1998; 고동희 등, 2003) 

직업 불안정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는 최근 노동 시장의 불안 요소이자 사회적인 이슈인 직업 불안정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시행한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

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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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트레스 발생 과정에서 직무 요구도, 직무 재량도,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및 성격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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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근로자들은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일을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노동과 

건강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은 사회적․경

제적․정치적 요인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함

께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 직업 불안정이다. 직업 불안정은 노동 구조를 이중화시키고, 

직장 내 작업량을 과중하게 하여 노동 강도를 한층 강화시킨다(장세진 등, 

1997). 특히, 외국의 경우 직업 불안정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직

무 만족을 저하시키고 신체화 증상을 증가시킨다는 보고(Heaney 등, 1997)

가 있으며 직업 불안정을 느끼는 직장인은 안정된 직장인보다 혈압이 높고 

정신적 긴장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한 종류인 코티솔(cortisol)

의 혈액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netz 등, 

1991).  

    

1. 직업 불안정

직업 불안정은 처음부터 독립된 주제로 연구된 것은 아니다. 직업 불안

정은 직무 불만족의 일면으로 간주되어 오다가, 직무의 지속성에 대한 불

확실성의 개념으로 처음 연구가 시도되었다(Greenhalgh과 Rosenblatt, 

1984;  Tivendell 등, 2000). 1980년대 미국에서는 공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 구조 전반을 재조정하면서 생산량 변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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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유연성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근로자들

이 느끼는 직업 불안정이 본격적으로 연구의 주제로 부각되어 Greenhalgh

과 Rosenblatt(1984)이 직업 불안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

다. 

직업 불안정에 대한 연구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는 Greenhalgh과 

Rosenblatt(1984)은 직업 불안정을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담당하는 상태에

서 느끼는 위협과 그 위협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지각

된 무력감의 정도, 즉 직무 상실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하 다. 

Greenhalgh과 Jick(1989)은 직업 불안정을 직무 자체 또는 직무 특성의 

상실이 예상될 경우에 느끼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

다. 즉, 근로자들은 그들의 직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을 때 위협

과 불안을 느끼며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다(Lim, 1996). 여기

에서 위협이란 직무의 지속적인 유지에 대하여 위협을 받는 것으로 직무 

특성 상실의 위협과 직무 자체의 상실의 위협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 불

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직무 특성 상실 위협에는 승진의 탈락, 낮은 임금 

수준, 낮은 직무 자율성, 낮은 동료와의 유대감등이 있으며 직무 자체의 상

실의 위협은 조기 퇴직, 해고, 강등 등이 있다. 위협에 대한 무기력함이란 

직무의 지속적인 유지에 대해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위협에 대하여 통제하

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미래에 대한 불

확실성, 권위적인 문화 등이 포함된다. 

Heaney 등(1994)은 직업 불안정이란 실직이나 실업과는 구별되며 근로

자들이 현행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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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직업 불안정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Kinnunen 등(2002)은 직업 불안정을 통합적인 관점(The global view)과 

다차원적인 관점(The multidimensional view)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

는데,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직업 불안정이란 실직의 위협 또는 실직에 

대한 불안으로 정의되며 다차원적인 관점에서의 직업 불안정은 현재 상황

에서 지속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위협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지각된 무기력함으로 정의된다. 그는 직업 불안정이 통합적

인 차원과 다차원적인 차원이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다.

직업 불안정에 관한 연구 모델은 단순 요소 모델(single-factor model)

과 복합요소 모델(two-factor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단순 요소 모델은  

응답자가 회사에서 향후 1년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각각 현재의 고용 상

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며(Tivendell 등, 

2000), 복합 요소 모델은 직무 지속성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

과 위협이 예견된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의 2가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와 다르게 Karasek(1998)은 직업 불안정을 지속적인 직업의 유형, 직업

의 안정성, 지난 몇 년 동안의 실직 또는 실직 직면 유무, 현재 직업을 잃

을 가능성, 향후 능력 및 경력 개발의 가능성, 향후 5년 안의 자신의 기술 

가치성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 외에 Ferrie 

등(1998)은 예정에 없는 부서 이동에 대한 항목에 대해 ‘이미 발생하 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예정에 없다’의 3점 척도를 이

용하여 직업 불안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근래에 와서 Ferrie 

등(2002)은 현재의 직업 안정성(present job security) 대하여 ’불안정하다‘ 

또는 ’매우 불안정하다‘를 ’안정하다‘ 또는 ’매우 안정하다‘와 비교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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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2. 스트레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가정과 사회라는 울타리 안

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는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라틴어의 “Stringer" 로 

이는 ‘팽팽히 죄다’ 라는 의미로 14 세기에 이르러 고난, 역경, 고난의 의미

로 사용되었고 17 세기말에 오면서 Hook가 물리학에서 스트레스의 개념을 

개체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 다. 

Cannon(1932)은 감정의 변화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생체에 변화를 일으킨

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스트레스의 개념을 최초로 인간에게 적용하 으며 

그후 Selye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스트레스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비특이적인 반응에 연관된 증후군이라고 정의하 다

(LaDou, 1997).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혈압과 

심박동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이상 등의 생리적 현상들을 일으킨다고 하

다. 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일시적 스트레스와 동일한 생리적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 암,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Frank, 1990; 장세진, 2002).

스트레스의 원인은 크게 정신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자기 지각 및 

자아 개념, 성격으로 구분된다(고경봉, 2002). 정신 사회적 요인으로는 과다

한 자극, 좌절 등으로 이는 개인이 원하는 행동이나 목표가 방해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환경과 접촉해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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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극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소음, 공해, 기후 등이 있

다. 자기 지각이나 자아 개념은 자아상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일의 수행, 자신의 신체, 학력, 대인 관계 등에서 열등감이 지속될 

때 스트레스 반응이 야기될 수 있으며, 성격은 그 성격 자체가 불안한 사

람들에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지속시킨다.  

스트레스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ressor)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distress)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지속적

으로 피로와 권태감을 주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급격한 사회적 변동, 배우

자와의 사별, 심리적 손실, 욕구 좌절 같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반응으로

서의 스트레스는 반응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예상했던 심리적 기제 같은 것

들을 고려한 것으로 반응하는 대상자의 태도에 따라 스트레스의 반응이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의 상황적 측면에 대한 이

해가 중시되면서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적 맥락이나 인성의 특성을 중시

하여 스트레스를 이해하려고 한다. 즉,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되는 스

트레스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 손실에 대한 위협(실직의 위기, 

질병 징후 등), 자원의 손실(부도, 실직, 이혼 등), 그리고 자원의 손실로 

인한 새로운 자원의 보충의 부족이나 결핍(재고용 불능, 자금 동원의 어려

움 등)에 의해 스트레스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장세진, 2002).

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외부의 위협이나 손실이 개인에게 위협을 가함

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 인간의 갈등 상태를 말한다(장세진, 2000). 



- 9 -

사회심리적 건강(psychosocial well-being)은 건강측정 중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정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알려져 왔다. 정신 건강 상태, 즉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지수로는 SCL-90(Symptom Check List), Goldberg의 

GHQ-60(General Health Questionnaire), Zung이 고안한 SAS(Self-rating 

Anxiety Scale)와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 Keenan등의 

SIR(Stress Incidence Record), Ilfeld의 PSI(Psychiatric Symptom Index)가 

있다(장세진, 1993). 그러나 대부분의 측정 도구들은 문항이 너무 많고 정

상적인 인구 집단보다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 수

준을 파악하는데 비교적 많이 쓰여왔다. 그 중에서 GHQ-60은 일반적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들 중에서 가장 유용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통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측정도구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국내에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도구의 개발이 절실하 다. PWI는 기존의 GHQ-60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60문항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관 관계를 측정한 후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을 제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거된 항목에서 응답 빈도수를 조사하여 응답 빈도의 차

이를 보이지 않는 문항을 제거하 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PWI는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자기 신뢰도, 우울증, 수면장해 

및 불안, 일반 건강 및 생명력의 4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PWI는 2단계의 

수정 작업을 거쳐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나 문항수가 너무 

많아 응답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하여 응답율을 떨어뜨리거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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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응답하기 애매하고 직업의 특

성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 있어 결측 처리되는 경우와 어구의 

표현이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문항이 있음이 지적되어 장세진(2000)이 

18문항의 단축형 PWI-SF(Psychosocial Well- being Index-Short Form)

를 개발하 다. PWI-SF는 사회심리적 측정도구로서 PWI의 특성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의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연

구 대상 집단을 통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아 왔다. PWI-SF는 우

리나라 직장인 및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진단하

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기 보다 주로 직업 집단,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

신 건강 수준을 비교하고 스트레스 위험요인 및 질병위험 요인간의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장세진, 2000).

4.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란 근로자와 직무 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모델중에서 최근 20년간 주목

을 받아온 모델은 Karasek이 창안한 직무 긴장 모델(Job Strain Model, 

Demand-Control Model)이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요구(demand)와 이 요

구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능력(control)의 불균형에 의해 스트레스

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 모델은 직무 요구도(job demand)와 직무재량

도(job control)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리 나타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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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직무 요구도란 일에 향을 주는 모든 스트레스, 즉 직무부담을 말하

며 직무재량도란 작업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권한 그리고 기

술에 대한 활용성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즉 숙련 기술의 사용 여부, 

시간분배 능력, 조직 정책 결정에의 참여 등과 같은 직무 내용을 뜻한다. 

이 모델은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량도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직업성 특

성의 수준에 따라 긴장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 으며 각 차원의 중앙값

(median)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전체를 4개의 집단으로 구

분하 다. 첫 번째 집단은 저긴장 집단(low strain group)으로 직무 요구도

가 낮고 직무 재량도가 높은 직업적 특성을 갖는다. 여기에 속하는 집단의 

예로는 사서, 치과의사, 수선공 등 자 업자와 자연과학자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수동적 집단(passive group)으로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량도 모두 

낮은 직업성 특성을 갖는 집단으로 경비원, 수위, 상점 점원 등을 들 수 있

다. 세 번째 집단은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량도 모두 높은 집단인 능동적 

집단(active group)으로 지배인이나 관리인,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엔

지니어, 농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고긴장 집단(high strain)으

로 높은 직무 요구도와 낮은 직무재량도를 갖는 집단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조립공, 절단작업자, 화물취급자 등과 낮은 직급의 서비스업

(호텔,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 요리사), 창구업무 근로자, 자료 입력 

요원 등이 있다. 직무 긴장 모델은 직장 내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제공받

는 사회적 지지라는 제 삼의 변수를 도입함으로 요구-통제-지지 모델로 

강화되었다(Karasek과 Theorell, 1990). 사회적 지지는 삶의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로 중재할 뿐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안녕에 

중요하며, 건강과 사회심리적 안녕과도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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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작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정신적 장애로는 우울, 불안, 약물 남용, 알코

올, 수면 장애, 인격 장애 등이 있으며 직업성 스트레스는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장해를 낳고 개인의 안녕과 생산성 같은 민감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LaDou, 1997). 그러나 작업장에서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종종 과소 

평가되고 있다.   

5. 성격 

스트레스 연구시 고려해야 할 개념 중의 하나는 성격(personality)이다.  

Allport(1961)는 성격이란 개인의 내부에서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

는 정신물리학적 체계의 역동적인 조직이라 말했으며 Pervin(1996)은 성격

을 사람들의 삶에 방향과 양식(일관성)을 제공하는 인지, 정서 및 행동들의 

복합 조직이라고 하 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수준은 개인이나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Aneshensel, 1992). 이것은 개인이 스

트레스 인자(stressor)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요인

(mediator)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격은 지금까지 심리학적 역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심장질환(chronic heart disease)의 위험 요인으로서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Friedman과 Rosenman(1974)은 성격 유형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기술하 으며 근래에 

들어 스트레스와 성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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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명 등, 1999). 성격의 유형은 A 유형과 B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는데 A형 유형은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고,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성향을 보

인다. 또한 끝까지 몰두하고 쉽게 긴장하며, 경쟁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성

격으로 이들은 그들의 성취를 양적으로 측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B 유형

은 A 유형에 비해 여유 있고 느긋하며 덜 경쟁적이다. 이완된 성격으로 대

인 관계에 대한 억압된 갈등이 없고, 시간에 대한 긴박감이나 적대감, 경쟁

이 심하지 않다. A 유형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반응

할 때 잠재적으로 병리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능한 손

실과 같은 사건이나 변화가 생기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에 위해한 

향을 줄 수 있다고 하 다(Glass, 1977). 이와 같이 성격의 특성은 사건으

로부터 올 수 있는 해로운 효과로부터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

는 자원으로 작용한다. 

6. 가족의 지지

인간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은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유대

감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특성이 있으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 생활, 

단위 생활 단위로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속에서 성장하고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한다. 가족의 구조적인 형태와 특성은 문화와 시간

에 따라 다양하다. 가족은 사회에 향을 받기만 하는 집단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향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적응하고 변화한다. 가족은 

사회적 안정성이 낮을 때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Lee(1992)에 의하면 가족 

기능이 양호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용이하게 받아들이므로 가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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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Thoits, 1982). 

객관적인 가족 기능 평가도구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

으며 30여 가지의 가족기능 관련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족 기능 평가도구로 

Family APGAR Score, 가족 환경 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FES), 

가족 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Ⅲ, FACES Ⅲ) 등이 있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동

료 관계의 상실에 대한 중요한 상쇄 효과를 갖는다고 하며 실직자가 재취

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고 한다(Defrank와 Ivancevich, 1986). 이와 같

이 가족의 기능은 스트레스 수준에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7. 직업 불안정과 비정규직 

현재 노동시장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그 

용어 및 규모 자체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다. 비정규직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의 고용 계약

이나 근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일정한 기간

의 노무 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 관계를 맺는 

모든 조직화된 고용 형태를 말한다(권오현 등, 2001).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내이지만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각 기관에서 바라보는 비정규직의 개념은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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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노동계 등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상 비정규직이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근로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등을 < 비정규 근로자>로 규

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고용 형태의 변화를 적절히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범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고용 형태를 망라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비정형적인 근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을 말하는 비

정형 개념은 고용 형태의 보편성이나 고정성 정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

로, 개별 노사가 계약을 통해서 고용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상호간의 책임과 권한의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비정

규직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월평균 임금과 

노동시간, 사회보험의 가입율에서 그 차이점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비정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182만원) 50% 수준

인데 비해 주당 노동 시간은 45.5시간으로 정규직의 44시간보다 오히려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율은 비정규직

에서 25%(정규직 95%)에 머물고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 등도 10-14%(정규

직 77-93%)만 적용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범

위의 역 또한 확실치 않음에 따라 논란이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어 비정

규직 규모의 실태 파악 또한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른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경향신문. 2003.1.9). 2003년 1월 30일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의 유연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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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로

자들의 입장에서 직업 불안정이 심하고 비정규직화가 심화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여러 기업체에 만연해 있는 고용 형태의 변화로 인해 정규직

에서도 직업 불안정을 크게 느끼며 특히 기업의 위기나 도산, 파산으로 인

해 정리해고가 있었던 곳의 정규직들은 그 불안감이 더하다. 이 연구에서

는 비정규직의 개념을 노동계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 다.  

8.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현황

직업 불안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만성적인 직업 불안정의 효과에 대한 연구(Ferrie 

등, 2002), 직업 불안정과 건강 효과에 대한 연구(McDonough, 2000), 직업 

불안정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Kinnunen 등, 2003)등이 있

으며 인원감축(downsizing)과 직업 불안정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Kivimaki 등, 2000)등이 있다. 또한 자살시도와 직업 불안정의 대한 연구

(Chastang 등, 1998),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업 불안정 수준에 대한 

연구(Tivendell과 Bourbonnais, 2000), 구조 조정과 직업 불안정의 건강 효

과(Ferrie 등, 1998)등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국내에서의 직업 불안정이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들은 

다운 사이징이 직무 불안정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주성은, 1999), 차

봉석 등(1989)의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직업성 스트레스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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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건강에 관한 연구,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장세진 등, 1997), 하청 근로자들의 건강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최홍열, 2001), 국가 경기침체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향(차봉

석 등, 1998), 실직이 신체 및 건강 상태에 미치는 향(김현실, 1998)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직업 

불안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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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대상

2003년 3월 30일부터 2003년 5월 2일에 걸쳐 4개의 작업장(프레스, 차

체, 페인트, 조립공장과 완성차 부품)으로 이루어진 한 자동차 공장의 생산

직 근로자 1500명과 중소 무역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 140명, 

서울에 소재한 백화점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200명, 서울에 소재한 세

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2003년 3월14일부터 2003년 

3월 21일까지 30명의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 으며, 이를 재구성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자기 기입식으

로 완성하 다.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 1500명중 560명, 중소기업 사무직 근

로자 140명중 110명, 백화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200명중 185명, 세무직 

및 일반직 공무원 130명중 102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중 자료가 불

충분하거나 응답이 불량한 자로 평가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840명의 설문지

를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성, 연령, 교육 수준, 근

무 기간, 직종, 고용 형태)과 5문항으로 이루어진 직무 요구도, 14문항으로 

구성된 직무재량도, 8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 5문항의 가족의 지지, 

그리고 18문항으로 이루어진 PWI-SF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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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PWI-SF

이 연구는 장세진(1993)이 GHQ-60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수정 보완한 45문항의 PWI 성격을 최대한 유지한 18문항의 단축형 

PWI-SF를 사용하 다. 이는 45문항으로 구성된 PWI가 다소 추상적이고 

문항수가 많아 응답률이 떨어지고 응답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

기되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것이다(장세진. 1993). 

PWI-SF의 점수 산정 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각 항목에 0-1-2-3의 점

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합산하여, 각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산

정 하 다. PWI-SF의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 직장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27점 이상을 고위험군, 9-2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그리고 

8점이하를 건강군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대상집단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 수준을 높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PWI-SF의 Cronbahch's 

α 값은  0.878로 측정 도구로서 신뢰성이 높았다(표 1). 



- 20 -

표 1.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

조 사 도 구 N* 항 목 수 Cronbach's α

직무 요구도 834 5 0.513

직무 재량도 840 9 0.758

성격 839 10 0.697

가족의 지지 839 5 0.841

사회적 지지 840 9 0.869

직업 불안정 838 6 0.58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834 18 0.878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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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가. 직업 불안정

JCQ(Job Content Questionnaire)의 직업 불안정에 대한 설문 문항의 원

문을 번역하여 사용하 다. JCQ는 Karasek 등(1985)이 사회적 그리고 심

리학적 직업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직업 특성에 대한 설

문으로 직무 결정범위, 심리적 요구도와 정신적 과부하, 사회적 지지, 신체 

요구도, 직업 불안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5년 27문항으로 구성된 

Karasek의 Core QES(Quality of Employment Surveys) JCQ는 

Framingham study에서 사용하 다. 그러나 이 Core QES JCQ에는 중요

한 문항이 생략되어 있어 문항의 보완과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49문항의 

Full recommended JCQ를 만들었다. Core QES JCQ의 직업 불안정에 대

한 설문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ull recommended JCQ의 직업 불

안정에 대한 설문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방법은 3문항과 6

문항을 이용하는 방법과 4문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Karasek 등,1985; 

Karasek 1998). 이 연구에서는 49문항으로 구성된 Full recommended JCQ

의 직업 불안정의 설문 중 4개의 문항을 이용하 다. 

불안정 1 - 직업의 지속성

불안정 2 - 직업 안정성

불안정 3 - 최근 실직여부  

불안정 4 - 미래의 실직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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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5 - 경력 개발과 승진의 가능성

불안정 6 - 자신의 기술의 가치성

직업 불안정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Core QEC JCQ :

직업 불안정(Ⅰ) = 불안정 1 + 불안정 4 + (5 - 불안정 2) 

Full recommended JCQ :

직업 불안정(Ⅱ) = 불안정 1 - 불안정 2 + 불안정 3 + 불안정 4 

                  - 불안정 5 - 불안정 6 

직업 불안정(Ⅲ) = 불안정 1 - 불안정 2 + 불안정 3 + 불안정 4

점수가 낮으면 직업 불안정이 낮고 점수가 높으면 직업 불안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JCQ 측정방법(Ⅲ)을 이용하 으며 단변량 분석시 크기순

으로 배열하여 사분위수의 상위 25 %를 ‘고’, 하위 25 %를 ‘저’로 나누고 

중간 그룹은 ‘중’으로 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하 다. 

나. 가족의 지지

이 연구에서는 가족 기능 평가도구 중에서 Smilkstein(1978)이 제안한  

Family APGAR Score를 이용하여 가족의 지지를 측정했다. 점수는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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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한 기능저하, 3-6점은 중등도, 7-10점은 곤란의 정도가 미약, 즉 스트

레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총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

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 ‘가끔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2-1-0의 점수를 부여하

다. 

이 연구에서 단변량 분석시, 크기 순으로 배열한 후 중앙값으로 이분화

하고 점수가 높은 그룹은 ‘고’, 점수가 낮은 그룹은 ‘저’로 하여 비교하 다. 

다. 성격

성격유형검사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행동 양상을 구분하기 위한 검사로  

Girdano와 Everly(1979)가 제시한 성격 요인 자기 평가 검사지를 이용하

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은수(1994)와 김경옥(1997)이 검

증하여 사용한 검사지이다. 

긍정 문항은 원점수대로 3-2-1-0의 점수대로 부여하고, 부정 문항은(4

번, 6번) 역 코딩하여 합산하여 점수화 하 다. 중앙값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은 경우 A형, 점수가 낮으면 B형으로 이분화 하여 비교하 다. 

라.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은 Karasek의 직무 긴장 모델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 다(Karasek,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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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요구도는 5개 문항, 직무재량도는 의사결정 권한 3개 문항, 기량의 

활용성 6개 문항의 총 9개 문항으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 항상 그렇다’, ‘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 으며, 각각에 대하여 1, 2, 3, 4 

점을 부여하 다. 따라서 직무 요구도의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심리

적 부담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직무재량도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높고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 요구도 = 

       (요구 1 + 요구 2) * 3 + (요구 3 + 요구 4 + 요구 5) * 2

            (단, 요구 1, 요구 2 는 4-3-2-1 로 역코딩)

직무재량도 =

   (재량 1 + 재량 2 + 재량 3) * 4 + (재량 4 + 재량 5 + 재량 6 + 재량  

    7 + 재량 8 + 재량 9) * 2

   (단, 재량 1, 재량 3, 재량 4, 재량 6, 재량 7, 재량 8, 재량 9는          

    4-3-2-1 로 코딩)

사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 4개 문항과 동료의 지지 4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 다. 사회적 지지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각 문

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 으며, 각각에 대하여 4, 3, 2, 1 점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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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의 지지 = 상사 1 + 상사 2 + 상사 3 + 상사 4

 동료의 지지 = 동료 1 + 동료 2 + 동료 3 + 동료 4  

 사회적 지지 = 상사의 지지 + 동료의지지

단변량 분석시 직무 요구도, 직무재량도, 사회적 지지는 크기 순으로 배

열하여 사분위수의 상위 25 %를 ‘고’, 하위 25 %를 ‘저’로 나누고 중간 그

룹은 ‘중’으로 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하 다.    

 

3. 분석방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

서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 경력, 직종, 고용 형태 등의 일반적 특성과 직

무 요구도, 직무재량도,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직무 스트레스, 가족의 지지, 

성격, 직업 불안정을 스트레스 수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우

리나라는 남녀간의 고용구조, 성 역할이 다르고 사회적 통념상 직업 의식

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남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 및χ2 검정을 실시하 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업 불안정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분산분석 및 t 검정을 실시하 다.

셋째,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 검정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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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업 불안정, 직무 요구도, 직무재량도, 사

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성격, 고용 형태, 직종, 나이, 학력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종속 변수로 하고 직

업 불안정, 직무 요구도, 직무 재량도,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성격, 고

용 형태, 직종, 근무경력, 나이, 학력을 독립변수로 하 다.

통계분석은 통계 소프트웨어 SAS version 8.0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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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남자(643명)와 여자(197명)로 구분하여 연

령, 근무경력, 학력, 직종, 고용 형태, 실직 경험 유무 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남자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여자의 평균 연령 30세보다 높

았으며 남자의 평균 근무 경력은 11.1년이었고 여자는 4.5년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직업 불안정은 남자와 여자 각각 2.08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남자가 23.0, 여자가 

21.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의 경우, 학력은 고졸이하가 각각 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대졸이상이 13% 다. 직종은 생산직이 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이 11% 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94% 으며 비정규직은 6% 다.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20% 다. 

여자의 경우, 고졸이하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직종은 서비스직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이 17% 으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49%인데 

반해 비정규직이 51%로 남자에 비하여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았다.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는 28%로 남자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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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자

(N=643)

여자

(N=197)
p-value

연령 37.3±6.3* 30.1±7.5 <.000

근무경력 11.1±6.4 4.5±4.9 0.001

2.08±2.0 2.08±2.2 0.315직업불안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21.56±8.1 0.81422.97±8.4

학력 고졸이하 483(75.1)
**

114(57.9)

0.001전문대졸 74(11.5) 54(27.4)

대졸 86(13.4) 29(14.7)

직종 생산직 473(73.6) 11(5.6)

<.000
사무직 72(11.2) 30(15.2)

서비스직 39(6.0) 122(61.9)

공무원 59(9.2) 34(17.3)

고용형태 정규직 606(94.2) 97(49.2)
0.001

비정규직 37(5.8) 100(50.8)

실직경험 유 130(20.2) 56(28.4)
0.077

무 513(79.9) 141(71.6)

 

*평균±표준편차; **number(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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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 불안정

 

직업 불안정을 성별에 따라 나누고 연령, 학력, 직종, 근무 경력, 고용 

형태, 실직 경험의 유무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분석과 t 검

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남자에서는 20-29세의 연령에서 직업 불안정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0-39세인 경우로 2.42 다. 전문대졸의 학력과 서비스직

에서 직업 불안정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다중비교한 결

과 전문대졸의 학력은 대졸이상의 학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서비스직은 공무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의 근무 경력에서 직업 불안정이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직업 불안정

이 높았으며 실직을 경험한 남자들이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에 비해 

직업불안정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에서는 50대의 연령층에서 직업 불안정이 가장 높았다. 다중비교한 

결과 50세 이상의 연령층은 20-40세 미만의 연령층에 비해 직업 불안정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고용 형태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직업 불안정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실직을 경험한 여자

는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여자보다 직업 불안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그러나 학력과 직종 그리고 근무 경력에서 직업 불안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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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 불안정

변 수 구분

직업 불안정

남자 (N=643) 여자 (N=197)

평균±표준편차 p-value 평균±표준편차 p-value

연령

20-29세 2.67±2.2

0.026

2.44±2.1

0.013
30-39세 2.42±2.0 2.06±2.0

40-49세 1.97±1.8 2.69±2.7

50세이상 2.21±2.6 6.33±5.9

학력

고졸이하 2.33±1.9

<.000

2.60±2.5

0.300전문대졸 2.83±2.2 2.25±1.7

대졸이상 1.14±2.1 1.89±1.8

직종

생산직 2.32±1.8

<.000

4.44±2.4

0.053
사무직 2.19±2.1 2.46±2.4

서비스직 3.00±2.4 2.31±2.1

공무원 1.10±2.3 2.18±2.6

근무경력

1-4년 2.90±2.4

0.000

2.62±2.5

0.0705-9년 2.31±1.8 1.64±1.7

10년이상 2.02±1.8 1.96±1.6

고용형태
정규직 2.13±1.9

<.000
1.78±1.4

0.002
비정규직 3.95±2.7 3.03±2.7

실직경험
유 2.92±2.5

<.000
2.40±2.6

.0016
무 2.05±1.8 1.77±1.9



- 31 -

3. 연구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연구 대상을 성별로 나누고 연령, 학력, 직종, 근무 경력, 고용 형태, 실

직 경험의 유무에 따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남자의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40대의 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다

중비교 결과 20대, 30대, 40대의 연령이 50세 이상의 연령에 비해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학력은 고졸이하의 학력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중비

교 결과 전문대졸과 고졸이하의 학력이 대졸이상의 학력에 비해 높았다. 

직종은 생산직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다중비교 결과 생

산직은 공무원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그러나 근무 경력, 고용 형태, 실직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30세 미만의 연령에서 가장 높았

으며 다중 비교한 결과 40세 미만의 연령이 40세 이상의 연령에 비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러나 학력과 직종, 근무 경력, 고용 형태, 실

직 경험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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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변수 구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남자 (N=643) 여자 (N=197)

평균±표준편차  p-value 평균±표준편차 p-value

연령

20-29세 22.08±8.6

0.029

24.21±8.6

0.018
30-39세 23.99±8.4 22.75±7.9

40-49세 24.03±8.6 18.86±6.7

50-59세 18.52±7.8 18.00±1.4

학력

고졸이하 24.48±8.1

<.000

23.04±7.4

0.699전문대졸 23.28±9.7 22.47±9.2

대졸이상 18.90±7.6 21.59±8.8

직종

생산직 24.63±8.4

<.000

21.00±2.6

0.795
사무직 21.55±6.7 22.41±8.1

서비스직 23.23±9.9 23.15±7.8

공무원 18.39±7.1 21.94±7.6

근무경력

1-4년 24.05±7.9

0.757

23.95±8.2

5-9년 24.01±8.8 20.33±8.4 0.071

10년이상 23.51±8.5 22.03±5.8

고용형태
정규직 23.59±8.4

0.668
22.3±8.6

0.465
비정규직 24.28±9.3 23.2±7.1

실직경험
유 23.17±9.1

0.072
23.48±8.6

0.472
무 22.55±8.2 22.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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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직업 불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인 직무 요구도, 직무재량도, 사회적

지지, 그리고 성격과 가족의 지지 수준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을 비교해 보았다.

남자의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직업 불안정이 ‘고’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다중비교 결과 직업 불안정이 ‘고’ 그룹은 직업 불안정이 ‘중’ 그룹

과 ‘저’ 그룹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세 그룹 사이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직무 요구도는 ‘고’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 

‘저’ 그룹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재량도는 ‘저’ 그룹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고’인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또한 A 유형 성

격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의 지지 및 사회적 지

지가 ‘저’ 그룹이 ‘고’인 그룹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여자의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직업 불안정이 ‘고’인 그룹에서 가

장 높았다. 다중비교 결과 직업 불안정이 ‘고’인 그룹은 ‘저’인 그룹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량도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는 모두 ‘저’ 그룹에서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가 높았으며 ‘고’ 인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격

에서도 마찬가지로 A 유형 성격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B 

유형 성격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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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변 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남자 (N=643) 여자 (N=197)

평균±표준편차 p-value 평균±표준편차 p-value

직업불안정

저 18.7±8.3

<.000

20.6±7.8

0.021중 22.8±7.6 22.4±7.1

고 27.2±8.2 24.8±9.1

직무요구도

저 21.5±8.4

0.001

21.4±8.6

0.134중 23.8±7.8 22.8±6.9

고 25.1±9.2 24.7±9.1

직무재량도

저 26.4±8.9

<.000

25.0±8.4

0.101중 24.0±7.5 23.1±7.6

고 19.7±8.1 20.8±8.2

성 격

B 형 21.7±7.9

<.000

20.1±8.5

<.000

A 형 25.2±8.5 24.8±7.0

가족의지지

저 25.4±7.9

<.000

26.0±7.4

<.000

고 22.1±8.5 19.7±7.5

사회적지지
저 25.6±8.0

<.000
23.6±8.4

0.021
고 21.2±8.2 2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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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직업 불안정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직업 불안정은 연령(r=-0.106, p<0.01))및 근무경력(r=-1.171, p<0.01)과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 으며 가족의 지지(r=-0.134, p<0.01), 직무재량

도(r=-0.153, p<0.01), 사회적 지지(r=-0.181, 0<0.01)와도 낮은 음의 상관관

계를 보 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직무 요구도(r=0.170, p<0.01)와 낮은 양의 상관

관계를 보 고 성격(r=0.286, p<0.01), 직업 불안정(r=0.297, p<0.01)과는 비

교적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그러나 가족의 지지(r=-0.298, p<0.01), 

직무재량도(r=-0.286, p<0.01), 사회적 지지(r=-0.305, p<0.01)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비교적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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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성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결정요인

    

각 독립변수들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위하

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로 연령, 근무 경력, 직종, 고용 

형태, 교육 수준, 직무재량도, 직무 요구도,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성

격, 직업 불안정을 선정하 으며 남녀로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남자의 경우, 두 가지 모형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설명력이 좋

은 모형은 제 1모형이었다. 제 2모형에서는 직업 불안정이 사회적지지, 가

족의지지, 성격과 교호작용(interaction)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 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 1모형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는 직업 

불안정, 직무재량도,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성격이었다. 연령, 근무 경

력, 고용 형태,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성격, 직무 요구도, 직무재량도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직업 불안정이 클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무재량도가 클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거나,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 그리고 B형 성격일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들 변수로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약 31% 가량을 설명할 

수 있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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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자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결정요인

독립변수 구분
제 1 모형 제 2모형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절  편 21.75 7.2 <.000 16.49 3.56 0.000

연  령 0.11 1.50 0.135 0.11 1.53 0.127

근무경력 -0.09 -1.22 0.222 -0.09 -1.31 0.190

직  종
사+공=0*

생+서=1**
1.20 0.86 0.318 1.37 1.00 0.318

고용형태
정규직=0

비정규직=1
1.6 1.86 0.064 1.55 1.82 0.069

학  력

전문대졸

 이상=0

고졸이하=1

1.42 1.47 0.142 1.47 1.50 0.133

직무요구도 10.06 1.34 0.181 0.07 1.35 0.172

직무재량도 -0.08 -2.90 0.003 -0.08 -2.93 0.003

사회적지지 -0.33 -4.83 <.000 -0.27 -2.52 0.012

직업불안정 1.06 6.23 <.000 2.01 2.27 0.023

가족의지지 -0.55 -4.96 <.000 -0.59 -3.62 0.000

성  격
A형=0

B형=1
-3.00 -4.84 <.000 -2.51 -3.50 0.000

직업불안×

사회적지지
-0.03 -1.34 0.177

직업불안×

가족의지지
-0.03 -0.41 0.511

직업불안×

성격
-0.01 -0.72 0.590

 R2(Adj R2) 0.31(0.29) 0.32(0.29)

*사+공=사무직+공무원; **생+서=생산직+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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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자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결정요인

각 독립변수들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위하

여 여자를 대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각 두 가지 모형을 가

정하여 연령, 근무 경력, 고용 형태,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성격, 직무 

요구도, 직무재량도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가장 설명력이 좋은 모형은 

남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1모형이었다. 제 2모형에서 직업 불안정이 사회

적 지지, 가족의 지지, 성격과 교호작용(interaction)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 1 모형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로는 연

령, 직무재량도, 가족의 지지, 성격이었다. 가족의 지지가 높거나 B 유형의 

성격일수록, 연령이 높아지거나 직무재량도가 클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직업 불안정은 그 값이 클수록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들 변수로

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약 31% 가량을 설명할 수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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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자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결정요인

독립변수 구 분
제 1 모형 제 2 모형

회귀계수 T p-value 회귀계수 T p-value

절  편 41.40 8.19 <.000 38.98 6.38 <.000

연  령 -0.29 -3.46 0.000 -0.30 -3.58 0.000

근무경력 0.16 1.12 0.265 0.13 0.95 0.341

직  종
사+공=0*

생+서=1**
0.29 0.21 0.832 0.73 0.54 0.587

고용형태
정규직=0

비정규직=1
0.83 0.65 0.515 1.37 1.00 0.401

학  력

전문대졸

이상=0

고졸이하=1

2.62 1.57 0.119 2.62 1.56 0.120

직무요구도 0.03 0.45 0.656 0.02 0.34 0.731

직무재량도 -0.09 -1.99 0.048 -0.10 -2.05 0.041

직업불안정 1.41 0.99 0.322 1.99 1.33 0.137

사회적지지 -0.03 -0.24 0.809 -0.22 -1.09 0.277

가족의지지 -1.08 -5.71 <.000 -0.82 -2.98 0.003

성  격
A형=0

B형=1
-2.85 -2.40 0.017 -1042 -0.95 0.090

직업불안×

사회적지지
-0.05 -0.96 0.337

직업불안×

가족의지지
-0.12 -1.46 0.147

직업불안×

성격
-0.06 -1.12 0.265

R2
(Adj R2) 0.31(0.28) 0.32(0.27)

*사+공=사무직+공무원; **생+서=생산직+서비스직



- 41 -

Ⅴ. 고 찰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잠재되어 있던 한국 사회의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들이 표출되면서 기업은 투자계획과 생산량 변동에 따라 탄

력적으로 대처하고 조절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용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근

로자들을 해고하는 체제로 고용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 

강도의 증가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켰으며 실업자 층의 대량 발생

과 직업 불안정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불안정이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실시하 다. 

남자의 경우, 직업 불안정은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Loomba(1987)의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직과 재고용에 

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

정 기준에 있어 연공서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일수록 실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에서 직업 

불안정이 높았다. 이는 Domenighetti 등(2000)의 직업 불안정의 건강 효과

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비좁은 노동 시장에서, 보다 기술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취업에 더 효과적이라는 노동 경제학적 이

론(Kaufman, 1982)과 Loomba(1987)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학

을 졸업한 사람보다 재취업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종은 서비스직에서 직업 불안정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생산량과 경기 변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상태가 서비스직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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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탄력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근로

자들이 직업 불안정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되며 비정규직인 근로자가 정규

직 근로자보다 직업 불안정이 더욱 높은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는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근로자보

다 직업불안정이 더 높았는데 이는 과거에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자주 인식하기 때문이고, 퇴사 후 재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에도 그들이 직업 불안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 다(Carrie 등, 1992).  

여자의 경우, 직업 불안정은 연령, 고용 형태, 실직 경험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 직종, 근무 경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것은 남자와 달리 회사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시 기

혼 여성, 그리고 젊은 여성보다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으

로 생각되며 고용 형태나 실직 경험 유무는 남자의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연령별로 보았을 때 50대에서 가

장 낮았고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와 20대에서 높은 수

준을 보 다. 여자의 경우는 2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에

서 높은 수준을 보 다.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은 것은 Gooding(1970)이 말한 바와 같이 젊은 연령층의 근로자들

이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직장에 대한 직무 요구도 및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력에서도 전문대졸 이하가 대졸이상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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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학력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차봉석 등

(1988)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이것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재취업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 연구 결과(Loomba, 

1987)처럼 낮은 학력의 근로자들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현재의 불확실성 등

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남자의 경우, 직업 불안정이 클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의 경우, 직업 불안정이 클수

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

혼 여성들이 직장을 구적인 직장이 아닌 일시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서비스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을 감안

하면 이 연구에서 여자들의 직종이 대부분 서비스직이었고 남자에 비해 가

족을 부양할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직업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 남자는 여자와 달리 직

업의식이 다르고 가족 부양자로서 여자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

에 Ferrie 등(2002)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업 불안정이 스트레스 요

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정된 자료는 흔히 비체계적 오류(신뢰성)와 

체계적 오류(타당성)를 간과하기 쉽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자가 연

구 대상에 대하여 반복되는 측정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가를 뜻한다.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에는 재조사법, 반분법, 내적 일

관성법 등이 주로 쓰이는데(홍두승, 2002; 채서일, 1997), 이 연구에서는 내

적 일관성법을 이용하 다. 내적 일관성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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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에서 제거시킴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Chronbach's 

α계수가 신뢰도의 판단 기준이 된다. Chronbach's α계수는 각 문항의 동

등성을 가정하고 있어 이 가정이 깨어질 때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하며, 문

항수가 많아지면 실제보다 커진다. 본 연구의 각 요인별 신뢰성은 표 1과 

같이 직무 요구도 0.51로 비교적 낮았고 나머지 변수들은 0.6 이상으로 만

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직무요구도가 0.51로 낮게 나온 것은 외국에서 개발

된 설문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발생한 편차로 생각된다.  

타당성(validity)이란 연구자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대로 

관찰하 는가에 대한 것, 즉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측

정했는가를 의미한다(홍두승, 2002). 타당성 검증에서 타당도의 문제가 제

기되는 것은 주로 조사설계와 측정의 단계에서이다. 조사설계의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나눌 수 있다. 내적 타당도란 독립 변수가 

실제로 종속 변수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느냐 여부

를 가르킨다. 많은 경우에 종속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실험의 대상

이 되는 독립변수뿐만 아니라 제 3의 외적 변수에 의해서도 그 변화가 초

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채서일, 1997). 내적 타당도는 실험 상황을 신중하

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미처 통제되지 못한 변수의 향이 개재될 수 있고 

이것이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게 된다.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특정 사건의 향, 피실험자의 변화, 대상자의 차별적 선정, 사전 검사의 

향, 그리고 측정도구나 관찰자에 따라 측정의 변화 등이 있다. 이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설문 조사 기간에 향을 줄만한 특정 사건이나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변화 등이 없었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발생의 

관련 요인으로 직업 불안정, 성격 유형, 직무재량도, 가족의 지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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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등의 관련 요인과 더불어 R
2
값이 여자 0.31, 남자 0.31로 결과만 비교

적 높았다.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또는 대표성을 가르킨다. 연

구의 결과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어떠한 집단에 대해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외적 타당도에서는 특히 표집이 중요하다. 보다 광

범한 대상으로부터 표집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폭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직종은 생산직, 서비스직, 사

무직, 공무원으로 자동차 공장을 생산직의 대표 직종으로, 백화점을 서비직

의 대표 직종으로, 중소 무역회사를 사무직의 대표 직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대표값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가 광

범위한 직업적 특성을 갖는 사람들로 근로자 전체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의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구성체 또는 개념을 어

느 정도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반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측정의 타당

도는 우선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 

개념이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측

정의 타당도 검증은 보통 그 평가 방법에 따라 내용 타당도, 기준 관련 타

당도, 구성체(개념) 타당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 관련 타

당도와 구성체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

만을 이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 다. 내용 타당도란 점수 또는 척도가 일

반화하려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로 잘 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항들

이 각 내용 역들의 독특한 의미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은 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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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2000)의 PWI-SF, 직업 불안정 및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Karasek(1998)

의 JCQ 설문의 일부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 으며, 가족의 지지는 

Smilkstein(1978)가 제안한 Family APGAR Score, 성격 유형은 Girdano와 

Everly(1978)가 제시한 성격요인 자기 평가 검사지를 이용한 것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 설문들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된 

PWI-SF는 장세진(2000)이 PWI와 상관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PWI-SF와의 

상관계수는 r=0.95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 고 PWI-SF와 PWI의 4요인간

의 상관분석에서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0.54-0.88). 따라서 

PW-SF는 PWI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당성 있는 도구로 평가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PWI-SF의 제한점은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이 특정 

지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PWI의 단축

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PWI가 가진 측정도구의 본질적인 결함이 재연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장세진, 1993).  

이 연구는 자동차 공장의 근로자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세무

직과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무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단

면연구이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이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방법에 의해 변수들을 

측정하 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 관찰이나 면접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런 부분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연관성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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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트레스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즉 혈압, 코티솔, 

저 도 콜레스테롤 등의 변화가 조사되지 못했다.

넷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

다. 서비스 근로자에서는 외부의 힘에 강요된 노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

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요인으로 단순, 반복 작업요인과 같은 육체적 요인과 작업 환경 요인으

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단기적, 만성적 직업 불안정으로 인한 내분비계와 신

경계에 미치는 객관적인 효과와 직업 불안정과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밝

힐 수 있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으로 직

업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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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생산직으로는 4개 작업장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공장의 생

산직 근로자 1500명, 서비스직으로는 서울에 소재한 백화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200명과 사무직으로는 서울에 소재한 중소 무역회사에 종사하는 사

무직 근로자 140명, 서울에 소재한 세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130명

을 대상으로 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생산직 484명, 사무직 102명, 서비스직 161명, 공무원 93명, 총 

84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 다. 

직업 불안정은 남자에서는 20-29세의 연령에서, 학력은 전문대졸에서, 

직종은 공무원에 비해 서비스직에서, 1-4년의 짧은 경력, 그리고 비정규직

과 실직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직업 불안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자에서는 50대의 연령과 비정규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단면량 분석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남자의 경우, 40-49세의 연령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력은 고졸이하에서, 직종은 생산직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요인으로는 직업 불안정이 ‘고’ 그룹, A 유형 

성격의 그룹, 직무요구도가 ‘고’ 그룹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

며,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은 그룹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여자의 경우, 20-29세의 젊은 연령에서 사회심리적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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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직업 불안정이 ‘고’ 인 그룹과 A 

유형 성격의 그룹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은 그룹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직업 불안정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B 우형 

성격, 가족의 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

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는 직업 불안정이 클수록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는 증가했다. 그러나 직무재량도가 크거나 사회적 지지 또는 가족의 

지지가 높거나 B 유형의 성격에 가까울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낮아

졌다. 여자에서는 직업 불안정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업 불안정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직업 불안정을 느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

로 조건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들에서도 고용 형태의 변화로 인

한 직업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직업 

불안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며, 직업 불안

정으로 인한 신체적 효과와 직업 불안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적 제도의 보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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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안녕하세요? 다음의 설문은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에 관련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고안

된 설문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이므로 외부로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대답하는 

모든 내용이 숫자로 바뀌어 컴퓨터로 처리됩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옳고 그

른 것이 없으므로  생각하는 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 순 실/연락처 : 361-5110  

<귀하의 직무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 표  해주세요>

1.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생산직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④ 공무원 ⑤  기타                          

2.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규직        ② 협력업체 정규직 또는 파견된 정규직   

③ 일용직        ④ 상용직         ⑤ 임시직     ⑥ 촉탁직

⑦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⑧ 기타 비정규직              

3.  귀하는 현 직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실직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현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년 

<귀하의 특성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V 해  주십시오>  

항                  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약  간

그렇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나는 줄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2.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당황하게 된다

3. 나는 화를 잘 내기도 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고 느낀다 

4. 나는 누구를 어떤 일에서나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일이든지 경쟁적인 편이다

6.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유있게 한다

7.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는 대개 충분한 생각과 계획이 없

이 무모하게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8.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도 급하게 먹는 편이다

9. 누가 요점을 말하는데 오래 끌면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고 

싶다

10. 나는 화가 나면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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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 표  해주세요>

1. 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2. 나 이 :                  세 

3. 결혼 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4.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예전에 피웠으나 현재 끊었다    ③ 아니오

5. 술은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거의 안마신다  ② 한달에 2-3회 ③ 일주일에 1-2회  ④ 일주일에 3-4회  ⑤ 거의 매일 

6. 현재 규칙적인 운동( 20-30분 이상 /주 2-3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키 :              cm                     8.  몸무게 :                Kg

9. 최종학력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이상  

10. 귀하를 포함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 모두의 월급여, 상    

  여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① 100 만원 이하         ② 100 만원 - 149 만원    ③ 150 만원 - 199 만원 

 ④ 200 만원 - 249 만원   ⑤ 250 만원 - 299 만원    ⑥ 300 만원 이상

<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직장생활  하

시면서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것에 V표  해주세요>

항        목
매  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 간

그렇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2. 나의 상사는 내가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해 준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4. 나의 상사는 서로 협력하여 일이 잘 진행되게끔 이끌어 

간다

5. 나의 동료들은 각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6. 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호의)을 갖고 

있다

7. 나의 동료들은 친절하다

8. 나의 동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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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직무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

1. 귀하의 직업 형태를 평가해 볼 때,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다    ② 특정 계절에만 일한다     ③ 자주 휴직한다 

④ 특정 계절에만 일하고 또 자주 휴직한다     ⑤ 기타

2. 귀하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안정하다  ② 불안정한 편이다  ③ 안정적인 편이다   ④ 매우 안정적이다

3. 지난 1년 동안 실직이나 해고 상황에 직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번정도 있었다  ③ 한번이상 있었다  ④ 지속적으로 있었다

⑤ 실제로 실직 당했다

4. 때때로 사람들은 원하는 직장을 구적으로 잃기도 합니다. 향후 2년 동안 귀하는 현재

의 직장을 잃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가능성이 없다  ② 큰 가능성은 없다  ③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④ 가능성이 매우 많다

5. 귀하는 직장에서 직업상 경력(능력) 개발과 승진에 있어 전망이 밝은 편입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6. 앞으로 5년 동안, 귀하의 기술은 여전히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다음은  직무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  해주세요>

항            목
매  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  간

그렇다

전 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수행하는 일은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2. 나의 일은 매우 시간적 여유없이 빡빡하게 수행된다

3.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4. 내가 일(직무)를 수행할 때는 충분한 시간(기간)이 주어진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강요를 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6. 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 어떻게 일(직무)을 수행해야 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권한)이 나에겐 거의 없다

8. 나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 발언  

  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9. 나의 일(직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10.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적이다

11. 나의 업무는 창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12. 나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13. 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한다

14.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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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가족에 대해 느꼈던 점을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매 우 

그렇다

약  간

그렇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만족한다

2. 가족이 나와 집안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의논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만족한다

3.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는

데 대해 만족한다

4. 가족들끼리 애정을 표현하는 법이나 나의 감정(기쁨, 슬픔, 분노, 

사랑)에 반응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5.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

<아래의 질문은 최근에 귀하가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것
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항             목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  간

그렇다

전  혀

아니다

1.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2..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3.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낀다

4.. 근심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5.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껴진다

6.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7.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진다

8.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

 고 생각한다

9.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어가고 있다 

10.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11. 어떤 일을 바로 시작(착수)할 수 있다

12.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즐길 수 있다

13.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궃게 되어진다

14.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15.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16.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지고 만다

17.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18.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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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Job insecurity and Psychosocial Distress

                 

                                Han, Soon Shil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Advisor: Professor Il Suh, M.D., Ph.D.)

Objective: This cross-section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security and psychosocial distress among workers. The 

case group consists of 643 male workers and 197 female workers who 

were working at a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y, department 

stores, a IRA office and a government office, med-sized trade 

corporations in Korea. 

Methods: A struct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used to 

assess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n job insecurity, job stress,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personality and psychosocial distress.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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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urity,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measured using Karasek's 

JCQ(Job Content Questionnaire) and psychosocial distress was measured 

using Dr. Chang's PWI-SF(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male workers group, job insecurity was related to higher 

psychosocial distress. High social support, high family support and 

personality Type B were related to lower level of psychosocial distress. 

But in female workers, job insecurity was correlated to an increased 

psychosocial distress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job insecurity was related to higher psychosocial 

distress. It is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job insecurity and to 

provide stress management program to minimize psychosocial distress 

caused by job insecurity. It also needs to improve the social and 

welfare policies to protect Korean workers from psychosocial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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