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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직장 내 차별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본 연구는 직장 내 차별경험이 우울과 불면증 등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

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년 제 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만 세 이상의 총2014 4 15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지 차별경험 유무50,007 . 5

차이와 차별에 따른 우울 불면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우울 불면증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차별경험을 독립, /

변수로 설정하고 우울 불면증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 /

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경험은 여성 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 ,

만원 만원 미만 학력은 중학교 졸업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 직업은100 -200 , , ,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집, ,

단에서 가장 차별경험이 많았다 또한 차별경험 실태로는 연령차별 학벌차. ,

별 고용형태 차별 순으로 많았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령차별 차이는 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으며 성차60 ,

별 차이는 여성이 많이 나타났다 학벌차별은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형태 조. ,

건이 좋을수록 많았으며 출신지역차별 차이는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 ,

이 높을수록 많았다 고용형태차별 차이로는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용근. , ,

로자 순으로 많이 존재하였다.

차별경험에 따른 우울과 불면증 유무 차이는 차별경험이 존재할 때 우울과

불면증이 더 많았다 차별 중 출신지역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우울과 불면증이.



가장 많았으며 고용형태차별과 성차별 연령차별 학벌차별 순으로 많았다, , , .

우울 및 불면증에 끼치는 차별경험 요인으로는 연령차별 성차별 출신지, ,

역차별 고용형태차별이 있을 때 우울과 불면증이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적, .

특성을 통제변수로 놓고 각 차별경험이 개별적으로 우울과 불면증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보았을 때 모든 차별경험이 존재할 때 우울과 불면증이 증가하,

였다.

본 연구 결과 여러 차별경험이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는 일반,

적 특성과 차별경험 종류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장 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야 한다.



서 론.Ⅰ

차별 은 집단이나 개인이(Discrimination) 그 소속이나 지위로 인해 받게

되는 불공정한 처우 대우 를 말한다 국, (unfair treatments) (Krieger, 1999).

가인권위원회 법 제 조 제 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2 3 “ …

대 배재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고 법률상 정의하고 있으, , ”

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서는 정당한, 4 1 “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를 차, , , ”

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

조 제 호에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2 1 “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 ,

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4 4 1 “ …

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는 행위 라고 법률상 정의하고 있”

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 조에 따르면 모든2 사람은 인종 성 피부색 국적, , ,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사회적 또는 민족적 출신 재산 또는, , , ,

기타의 신분과 같이 어느 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

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

권리를 지닌 집단 또는 개인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 개인을 사회적 격리 단절시키는 통제행위인 차별은 우리의 일상, ,

생활에서 교육이나 고용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범위의 관행이 존재한

다.

특히 이러한 차별이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과, . Levering

의 일하기 좋은 일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립된Moskowitz(1993) GWP(Great



일하기 휼륭한 일터 일하기 좋은 직장 는 직장 구성원들이 자신Work Place; , )

의 경영진과 상사를 신뢰하고 모든 구성원들 간에 일하는 재미가 넘치는 일,

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는 일터에서 경영진과 직책자. GWP(Great Work Place) ,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관계수준을 높임으로써 결국은 기업 경쟁력

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따져볼 때 임금수준 뿐만 아니라 업무의 강도 직,

무의 성격 조직 분위기 등 근로환경의 질도 버금가는 영향을 미친다 근로환, .

경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워라밸(Work-life

과 신체 정신적 안전 일에 대한 성취감과 함께 직장 내 차별이 포Balance) · ,

함된다 이런 이유로 년 국제노동기구 와 년 유렵연합 에서는. 2002 (ILO) 2008 (EU)

양질의 일자리를 규정할 때 남녀평등 조건을 빼놓지 않았으며 한국노동연구(

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고용에, 2003), 1987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직장 내 차별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역량 또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혹은 학연 지연이 같다는 이유로 인사평가를,

잘 받거나 중요한 특정 부서 배치 승진이 되는 등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로부터 배제된 피해자의 경우 의욕상실 스트레스 그리고 퇴사로 이. ,

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혜택을 얻은 무능력자 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 ’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도 장기적 관점으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차별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와 가 년Pascoe Richman(2009) 1987

부터 년 사이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차별경험이 신체와 정신건강 모2007 ,

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개인이 경험한 차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차별 경험 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또는(Matud, 2004; Noh, Kaspar, 2003),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손인서 김승섭 더, ( , , 2015).

불어 등 이 년부터 년간 수행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Williams (2008) 1998 2008

인종 및 민족차별이 신체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차별에,

의한 정신건강이 신체건강보다 더 깊은 연관성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박세(

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차별을 경험한 자의 경우 고혈압 발생 우울, 2011). ,

도 증가 스트레스 증가 만성질환 발병도 증가 등 다양하게 건강에 악영향을, ,

미쳤다(Krieger, 2014).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해외에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인종과 민족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서은교 한국에서는 차별( , 2011).

경험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년에 처음 수행되었으며 연구의2003 ,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구대상이 모두 이주노동자 탈북자 외국인 유. , ,

학생 등 이주민집단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

로서 여겨지고 있는 노인 장애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경험으로 인한 건강, ,

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적인 연구는 없었다 손인서 김승섭 그러나 노( , , 2015).

동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좋은 일터의 조건에서 언급한 직장 내에서의 차별경,

험에 의한 영향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설문을 통해.

직장 내 차별경험이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2014

직장 내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경험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직장 내 차별경험에 따른 우울 및 수면장애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우울 및 수면장애에 미치는 직장 내 차별경험의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연구대상 및 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년 제 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2014 4 .

란 전국의 만 세 이상의 취업(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KWCS) , 15

자 대상의 고용형태 근로형태 업종 직종 고용안정 위험요인 노출 등 업, , , , ,

무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본 연구 대상은 년 제. 2014 4

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근로자 명이며 해당 조사는 개별면접방식으로 시행되었다50,007 , 1:1 .

연구방법2.

수집된 본 연구의 방법은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연령, ,

월평균소득 학력 고용형태 직업군을 파악하는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 , ,

항과 지난 개월간 차별경험을 나타내는 개 문항 연령 성 학벌 출신지12 5 ( , , ,

역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 과 우울 또는 불안장애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 ,

등 문항을 추출하여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2 .

본 연구는 근로환경조사 문항에 따라 각 변수들을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가 일반적 특성.

연구에 사용된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학력 고용형태, , , , ,



직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연령은 세 미만 세 세 세 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30 , 30-39 , 40-49 , 50-59 , 60 .

월평균 소득은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100 , 100-200 , 200-300 , 300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초졸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분류하였다, , .

직업은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그룹과 서비스 종, , ,

사자 판매 종사자 그룹과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 , ,

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룹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군인 그룹으로 분/ ,

류하였다.

나 차별경험.

지난 개월 동안 일과 관련하여 연령 성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에 따12 , , , ,

른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를 조사하였다.

다 우울 불면증. /

지난 개월 동안 우울 또는 불안장애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가 있을 경우12 ,

를 조사하였다.



통계분석3.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Win SPSS/21.0 .

의 일반적 특성과 차별경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갯수와 차별유무 차이와 차별에 따른 우울 불면증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

울 불면증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우울 불면증 유무에 연령차별 성차별/ / , ,

학벌차별 출신지역차별 고용형태차별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 ,

해 더미를 활용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차별경험이.

개별적으로 우울과 불면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

제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Ⅲ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차별경험 실태1.

성별은 남성 이 명 으로 여성 명 보다 많‘ ’ 28,943 (57.9%) ‘ ’ 21,064 (42.1%)

았다 연령은 세 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49 ’ 13,035 (26.1%) ,

세 명 세 명 세 미만‘50-59 ’ 11,422 (22.8%), ‘30-39 ’ 11,095 (22.2%), ‘30 ’

명 세 이상 명 순이었다 월평균소득은7,361 (14.7%), ‘60 ’ 7,093 (14.2%) . ‘100

만원 만원 미만 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200 ’ 10,688 (31.1%) , ‘200

만원 만원 미만 명 만원 이상 명-300 ’ 9,788 (28.5%), ‘300 ’ 9,615 (28.0%),

만원 미만 명 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이‘100 ’ 4,254 (12.4%) . ‘ ’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명42,338 (85.4%) , ‘ ’ 3,876

초졸 이하 명 순이었다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가(7.8%), ‘ ’ 3,336 (6.7%) . ‘ ’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시근로자 명27,435 (85.4%) , ‘ ’ 6,144

일용근로자 명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종사자 관리(17.0%), ‘ ’ 2,589 (7.2%) . ‘ ,

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가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 ’ 18,284 (36.6%) ,

음으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명 단순노무종사자‘ , ’ 15,279 (30.6%), ‘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명, ’ 13,366 (26.7%),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명 순이었다‘ , ’ 3,048 (6.1%) .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8943 57.9%

여성 21064 42.1%

연령

세 미만30 7361 14.7%

세30-39 11095 22.2%

세40-49 13035 26.1%

세50-59 11422 22.8%

세 이상60 7093 14.2%

월평균소득

만원 미만100 4254 12.4%

만원 만원 미만100 -200 10688 31.1%

만원 만원 미만200 -300 9788 28.5%

만원 이상300 9615 28.0%

학력

초졸 이하 3336 6.7%

중학교 졸업 3876 7.8%

고등학교 졸업 이상 42338 85.4%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27435 75.9%

임시근로자 6144 17.0%

일용근로자 2589 7.2%

직업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18284 36.6%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15279 30.6%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366 26.7%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048 6.1%

전체 100.0%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007)



대상자의 차별경험은 연령차별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벌차별2496 (5%) ,

이 명 고용형태차별 명 출신지역차별 명 성2132 (4.3%), 1626 (3.3%), 830 (1.7%),

차별 명 순으로 많았다815 (1.6%) .

그림 대상자의 차별경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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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성차별 학벌차별 지역차별 고용형태차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갯수 차이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갯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차별이 없었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 개 개 이상이라는 순으로 차별이, 1 , 2 , 3

있었다 변인별 차이는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학. (p<.001), (p<.001), (p<.001),

력 고용형태 직업 우울 불면증유무 에서(p<.001), (p<.001), (p<.001), / (p<.001)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 .

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세 미, 30

만에서 가장 차별이 많았으며 세 집단과 세 집단이 차별이 가장, 40-49 50-59

적었다 월평균소득은 월평균소득이 만원 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차별. 100 -200

을 많이 받았으며 만원 만원 미만 집단과 만원 이상 집단이 차별을, 200 -300 300

가장 적게 받았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차별을 많이 받았으며. ,

초졸 이하 집단이 차별을 가장 적게 받았다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가 가장.

많이 차별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순으로 차별을 받았, ,

다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 ,

조립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차별이 많았으며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

차별이 가장 적었다 우울 불면증유무는 우울 불면증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 / /

단보다 차별이 많았다.



변인

차별갯수

전체 p-value
개 이상3 개2 개1 없음

성

별

남성 305(1.1) 713(2.5) 1887(6.6) 25744(89.9) 28649(100)
0.001

여성 262(1.3) 588(2.8) 1484(7.1) 18513(88.8) 20847(100)

연

령

세 미만30 102(1.4) 269(3.7) 666(9.1) 6272(85.8) 7309(100)

0.000

세30-39 150(1.4) 260(2.4) 713(6.5) 9840(89.8) 10963(100)

세40-49 159(1.2) 296(2.3) 782(6.1) 11683(90.4) 12920(100)

세50-59 106(0.9) 294(2.6) 723(6.4) 10167(90.1) 11290(100)

세 이상60 50(0.7) 181(2.6) 488(7.0) 6295(89.7) 7014(100)

월

평

균

소

득

만원 미만100 49(1.2) 91(2.2) 367(8.8) 3686(87.9) 4193(100)

0.000

만원 만원100 -200
미만 146(1.4) 449(4.2) 802(7.6) 9202(86.8) 10599(100)

만원 만원200 -300
미만 130(1.3) 244(2.5) 604(6.2) 8725(89.9) 9703(100)

만원 이상300 122(1.3) 223(2.3) 606(6.4) 8584(90.0) 9535(100)

학

력

초졸 이하 20(0.6) 57(1.7) 204(6.2) 3015(91.5) 3296(100)

0.000
중학교 졸업 45(1.2) 123(3.2) 285(7.4) 3379(88.2) 3832(100)

고등학교 졸업
이상 492(1.2) 1109(2.6) 2861(6.8) 37459(89.4) 41921(100)

고

용

형

태

상용근로자 379(1.4) 790(2.9) 2013(7.4) 24001(88.3) 27183(100)

0.000임시근로자 88(1.4) 254(4.2) 606(10.0) 5128(84.4) 6076(100)

일용근로자 55(2.2) 139(5.5) 325(12.8) 2028(79.6) 2547(100)

직

업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
기술공 및 준전문가

269(1.5) 508(2.8) 1276(7.1) 16030(88.6) 18083(100)

0.00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120(0.8) 305(2.0) 907(6.0) 13808(91.2) 15140(100)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조립종사자,

175(1.3) 479(3.6) 1140(8.6) 11424(86.4) 13218(100)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0.1) 9(0.3) 47(1.6) 2968(98.0) 3028(100)

우
울/
불
면
증

있음 456(1.0) 1155(2.5) 3066(6.5) 42314(90.0) 46991(100)

0.000

없음 97(5.1) 124(6.5) 243(12.7) 1447(75.7) 1911(100)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갯수 차이 단위 명>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 차이3.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령차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령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별 차이.

는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고용형(p<.001), (p<.001), (p<.001), (p<.001),

태 직업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p<.001), (p<.001) .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차별을 받았다는 응.

답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대 이상 집단에서 가장 연령차별이 많았으며, 60 ,

세 집단에서 가장 연령차별을 적게 받았다 월평균소득은 월평균소득이30-39 .

낮을수록 연령차별을 많이 받았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연령차별.

을 많이 받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집단에서 가장 연령차별을 적게 받았,

다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연령차별을 많이 받았다. .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연령차별이 많았으며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

연령차별이 가장 적었다.



변인
연령차별

p-value
있다 없다

성별
남성 1359(4.7) 27452(95.3)

0.000
여성 1137(5.4) 19836(94.6)

연령

세 미만30 394(5.4) 6946(94.6)

0.000

세30-39 439(4.0) 10622(96.0)

세40-49 540(4.2) 12431(95.8)

세50-59 606(5.3) 10757(94.7)

세 이상60 518(7.3) 6532(92.7)

월평균

소득

만원 미만100 304(7.2) 3925(92.8)

0.000
만원 만원 미만100 -200 765(7.2) 9872(92.8)

만원 만원 미만200 -300 422(4.3) 9335(95.7)

만원 이상300 372(3.9) 9217(96.1)

학력

초졸 이하 196(5.9) 3122(94.1)

0.000중학교 졸업 289(7.5) 3564(92.5)

고등학교 졸업 이상 1986(4.7) 40174(95.3)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1413(5.2) 25936(94.8)

0.000임시근로자 457(7.5) 5658(92.5)

일용근로자 317(12.3) 2252(87.7)

직업

사무종사자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794(4.4) 17422(95.6)

0.00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674(4.4) 14542(95.6)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987(7.4) 12304(92.6)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1.4) 2993(98.6)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령차별 차이 단위 명> ( : (%))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차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별 차이는.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직업(p<.001), (p<.001), (p<.001), (p<.001),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p<.001) .

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성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

연령은 연령이 적을수록 성차별을 많이 받았다 월평균소득은 월평균소득이.

만원 만원 미만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성차별을 더 많이 받았다 학력100 -200 .

은 학력이 높을수록 성차별을 더 많이 받았다 직업은 사무종사자 관리자. ,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성차별이 많았으며 군인 농림어, , ,

업 숙련 종사자에서 성차별이 가장 적었다.



변인
성차별

p-value
있다 없다

성별
남성 268(0.9) 28554(99.1)

0.000
여성 547(2.6) 20433(97.4)

연령

세 미만30 183(2.5) 7153(97.5)

0.000

세30-39 234(2.1) 10821(97.9)

세40-49 206(1.6) 12768(98.4)

세50-59 129(1.1) 11250(98.9)

세 이상60 62(0.9) 6996(99.1)

월평균

소득

만원 미만100 57(1.4) 4162(98.6)

0.000

만원 만원100 -200
미만

226(2.1) 10425(97.9)

만원 만원200 -300
미만 178(1.8) 9579(98.2)

만원 이상300 132(1.4) 9455(98.6)

학력

초졸 이하 20(0.6) 3296(99.4)

0.000중학교 졸업 49(1.3) 3812(98.7)

고등학교 졸업 이상 738(1.8) 41433(98.2)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539(2.0) 26814(98.0)

0.470임시근로자 115(1.9) 5996(98.1)

일용근로자 42(1.6) 2530(98.4)

직업

사무종사자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5(2.2) 17818(97.8)

0.00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223(1.5) 14995(98.5)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86(1.4) 13121(98.6)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0.4) 3026(99.6)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차별 차이 단위 명> ( : (%))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벌차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벌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별 차이.

는 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고용형태 직(p<.001), (p<.001), (p<.001), (p<.001),

업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p<.001) .

다음과 같다 연령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벌차별이 많았으며 월평균소득은 월. ,

평균소득이 만원 이상 집단에서 학벌차별이 가장 높았다 학력은 학력이300 .

높을수록 학벌차별이 많았으며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집단에서 학벌차별이,

많았다 직업은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에서. , , ,

가장 학벌차별이 많았다.



변인
학벌차별

p-value
있다 없다

성별
남성 1251(4.4) 27486(95.6)

0.428
여성 881(4.2) 20059(95.8)

연령

세 미만30 482(6.6) 6840(93.4)

0.000

세30-39 593(5.4) 10417(94.6)

세40-49 537(4.1) 12424(95.9)

세50-59 365(3.2) 10976(96.8)

세 이상60 154(2.2) 6889(97.8)

월평균

소득

만원 미만100 99(2.4) 4108(97.6)

0.000

만원 만원100 -200
미만 551(5.2) 10088(94.8)

만원 만원200 -300
미만

448(4.6) 9282(95.4)

만원 이상300 535(5.6) 9034(94.4)

학력

초졸 이하 56(1.7) 3265(98.3)

0.000중학교 졸업 131(3.4) 3713(96.6)

고등학교 졸업 이상 1921(4.6) 40140(95.4)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1568(5.7) 25714(94.3)

0.000임시근로자 303(5.0) 5802(95.0)

일용근로자 105(4.1) 2446(95.9)

직업

사무종사자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51(6.3) 17005(93.7)

0.00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437(2.9) 14750(97.1)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534(4.0) 12731(96.0)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0.3) 3032(99.7)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벌차별 차이 단위 명> ( : (%))



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신지역차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신지역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별.

차이는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고(p<.001), (p<.001), (p<.001), (p<.001),

용형태 직업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p<.05), (p<.001) .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출신지역차별을 받았.

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세 집단에서 가장 출신지역차별이 많, 40-49

았다 월평균소득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출신지역차별을 많이 받았으며. ,

학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출신지역차별을 많이 받았다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집단이 가장 출신지역차별을 많았으며 임시근로자 집단이 출신지역차별이 가,

장 적었다 직업은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에. , , ,

서 가장 출신지역차별이 많았다.



변인
출신지역차별

p-value
있다 없다

성별
남성 536(1.9) 28230(98.1)

0.000
여성 294(1.4) 20675(98.6)

연령

세 미만30 110(1.5) 7219(98.5)

0.000

세30-39 191(1.7) 10842(98.3)

세40-49 269(2.1) 12714(97.9)

세50-59 202(1.8) 11145(98.2)

세 이상60 57(0.8) 6986(99.2)

월평균

소득

만원 미만100 33(0.8) 4180(99.2)

0.000

만원 만원100 -200
미만

164(1.5) 10475(98.5)

만원 만원200 -300
미만 199(2.0) 9554(98.0)

만원 이상300 229(2.4) 9341(97.6)

학력

초졸 이하 18(0.5) 3297(99.5)

0.000중학교 졸업 37(1.0) 3807(99.0)

고등학교 졸업 이상 768(1.8) 41355(98.2)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555(2.0) 26767(98.0)

0.020임시근로자 91(1.5) 6017(98.5)

일용근로자 47(1.8) 2512(98.2)

직업

사무종사자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3(2.2) 17796(97.8)

0.00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191(1.3) 15008(98.7)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237(1.8) 13040(98.2)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0.3) 3032(99.7)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신지역차별 차이 단위 명> ( : (%))



마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차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별.

차이는 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고용형태(p<.001), (p<.001), (p<.001), (p<.001),

직업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p<.001) .

다음과 같다 연령은 세 미만 집단에서 가장 고용형태차별이 많이 나타났. 30

다 월평균소득은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고용형태차별을 많이 받았다 학력. .

은 중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고용형태차별을 많이 받았으며 초졸 이하 집단,

에서 가장 고용형태차별을 적게 받았다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고용형태차별을 많이 받았다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 ,

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고용형태차별이,

많았으며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고용형태차별이 가장 적었다, , .



변인
고용형태차별

p-value
있다 없다

성별
남성 937(3.3) 27803(96.7)

0.853
여성 689(3.3) 20252(96.7)

연령

세 미만30 385(5.3) 6937(94.7)

0.000

세30-39 292(2.7) 10705(97.3)

세40-49 368(2.8) 12617(97.2)

세50-59 351(3.1) 10990(96.9)

세 이상60 229(3.3) 6807(96.7)

월평균

소득

만원 미만100 220(5.2) 3987(94.8)

0.000
만원 만원 미만100 -200 495(4.7) 10127(95.3)

만원 만원 미만200 -300 277(2.8) 9470(97.2)

만원 이상300 196(2.0) 9372(98.0)

학력

초졸 이하 89(2.7) 3224(97.3)

0.000중학교 졸업 167(4.4) 3669(95.6)

고등학교 졸업 이상 1350(3.2) 40729(96.8)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802(2.9) 26479(97.1)

0.000임시근로자 448(7.4) 5647(92.6)

일용근로자 273(10.7) 2280(89.3)

직업

사무종사자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471(2.6) 17703(97.4)

0.000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413(2.7) 14767(97.3)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736(5.6) 12524(94.4)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0.2) 3033(99.8)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차별 차이 단위 명> ( : (%))



차4. 별에 따른 우울 불면증 유무 차이/

차별에 따른 우울 불면증유무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별 차이/ .

는 연령차별 성차별 학벌차별 출신지역차별(p<.001), (p<.001), (p<.001),

고용형태차별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p<.001), (p<.001) .

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차별종류에서 차별이 존재할 때 우울. /

불면증이 더 많았다 차별 중 출신지역차별이 있을 경우 가장 우울 불면증이. /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용형태차별과 성차별 연령차별13.7% , 12.1%,

학벌차별 순으로 우울과 불면증이 많이 존재하였다10.7%, 8.4% .



변인
우울 불면증 유무/

p-value
있다 없다

연령차별
있다 263(10.7) 2184(89.3)

0.000
없다 1661(3.6) 45052(96.4)

성차별
있다 96(12.1) 700(87.9)

0.000
없다 1832(3.8) 46570(96.2)

학벌차별
있다 177(8.4) 1921(91.6)

0.000
없다 1746(3.7) 45241(96.3)

출신지역차별
있다 112(13.7) 707(86.3)

0.000
없다 1812(3.7) 46517(96.3)

고용형태차별
있다 191(12.1) 1394(87.9)

0.000
없다 1730(3.6) 45759(96.4)



5. 우울 및 불면증 영향요인

우울 불면증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우울 불면증을/ . /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연령차별 성차별 출신지역차별 고용형태차, , ,

별이 있을 때 우울 불면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벌차별은 우울/ , /

불면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울 불면증에 영향을 많이 끼치. /

는 요인은 고용형태차별 출신지역차별 연령차별 성차별 순이다, , , .

변수 B S.E OR(95% CI) p-value

연령차별 없다 있다( :0/ :1) 0.748 0.084 2.112(1.793-2.488) 0.000

성차별 없다 있다( :0/ :1) 0.540 0.127 1.715(1.336-2.202) 0.000

학벌차별 없다 있다( :0/ :1) 0.057 0.103 1.059(.866-1.295) 0.576

출신지역차별 없다 있다( :0/ :1) 0.728 0.123 2.072(1.627-2.639) 0.000

고용형태차별 없다 있다( :0/ :1) 0.801 0.095 2.228(1.849-2.685) 0.000

Number of obs 48,943

우도-2 Log 15661.703

제곱Nagelkerke R- 0.027



위의 표 과 같은 분석 결과는 차별경험이 우울 불면증에 미치는 영향< 10> /

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차별경험이 우울,

불면증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에 우울 불면증을 종/ . /

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학력 고용형태( , , , , ,

직업 을 통제변수로 넣은 모형에서는 연령차별 성차별 학벌차별 출신지역) , , ,

차별 고용형태차별 즉 모든 차별종류에서 차별경험이 존재할 때 우울 불면, , /

증이 증가하였다.

변수 B S.E OR(95% CI) p-value

연령차별 없다 있다( :0/ :1) 1.196 0.090 3.308(2.773-3.947) 0.000

성차별 없다 있다( :0/ :1) 1.270 0.144 3.562(2.688-4.721) 0.000

학벌차별 없다 있다( :0/ :1) 0.848 0.104 2.335(1.903-2.864) 0.000

출신지역차별 없다 있다( :0/ :1) 1.327 0.137 3.770(2.881-4.933) 0.000

고용형태차별 없다 있다( :0/ :1) 1.400 0.101 4.055(3.324-4.945) 0.000

표< 10 통제변수를 고려한 우울 불면증 영향요인> /



고 찰.Ⅳ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장 내 차별경험의 정도를 파악하고 차별,

경험이 우울 및 불면증에 미치는 정도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는 직장 내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경험하였을 때,

개인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았고 연령은 세 미만에서 가장 차별이 많았다 월평, 30 .

균 소득에서 만원 만원 미만 집단 학력은 중학교 졸업한 경우 차별을100 -200 ,

많이 받았다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 즉 근로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차별을. ,

많이 받았으며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 , ,

조작 및 조립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차별이 많았다.

점차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진출이 많아지는 현 시점을 고려

할 때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으로 평등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세 미만에서 차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30

역량 위주의 조직문화가 아닌 연령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시 되는 연령

이 낮으면 소위 막내역할을 해야 하는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빈번하다고 판단

된다.

대상자의 차별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연령차별이 가장 많았고 학벌차별, , ,

고용형태차별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의 경우 다른 종류의 차별과는 달리.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 또는

근속년수 등 연령관련 요소로 인한 간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할 수 있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령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은 대 이상 집단에서60

가장 많았으며 세 집단에서 가장 적게 받았다 연령은 그 자체가 생산, 30-39 .

성의 변화를 의미하여 직종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고령화가 의미하

는 것은 육체적인 힘 근력 시력 순발력 등 생물학적인 능력의 감소이다, , , .

이로 인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

다 또한 이영배의 연구 에서 알 수 있듯이 저연령층은 차별을 받더라도. (2009)

결국 머지않아 고연령층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차별이라고 인

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된다.

성차별 차이에서는 고용형태를 제외한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왔는데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받았으며 연령이 낮을,

수록 성차별을 많이 받았다 이는 한국 여성들은 아직도 고용 업무배치 훈. , ,

련 승진 보상에서 여전히 차별적 대우를 겪고 있다 신철우 진선영, , ( , , 2004)

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벌차별 차이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났으

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으로 근로조건이 좋을수록 사무종, , ,

사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집단에서 학벌차별이 많았다 한, , , .

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

에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로서 학벌 과 학력 을 꼽았다’ (61%) (15.9%)

노희선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학벌과 학력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게( , 2008).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명문고 등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개인의 능력수,

준을 평가하기 시작하며 더불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대학 진학의 가,

능성이 커지므로 비명문대로서의 직간접적 차별을 느낄 확률이 높기에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추정된다.

출신지역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이 많



았다 월평균 소득과의 결과는 출생지역별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

구 김창환 와 일치하지 않았다( , 2008)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차별 차이에서는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상, ,

용근로자 순으로 고용형태차별이 많았다 일용근로자들이 낮은 임금 고용불. ,

안 훈련기회의 박탈 복리후생에 대한 배제 등으로 인해 상용근로자에 비해, ,

인적자원 관리 전반에 있어서의 차별 그로인한 스트레스 증대되어 기업 운영,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선희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일용 임시( , 2008). ·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

차별에 따른 우울 및 불면증 유무 차이를 살펴보면 차별경험이 빈번할수록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신체 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

구결과 류한수 와 일치하듯이 연령 성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 모( , 2016) , , , ,

든 차별 종류에서 차별이 존재할 때 우울과 불면증이 더 많았다 차별에 대한.

인식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등 의 연구결과와 일치Williams (2008)

한다 차별 중 출신지역차별이 있을 경우 우울과 불면증이 가장 많았고 다음. ,

으로 고용형태차별과 성차별 연령차별 학벌차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 .

특성상 만연하다고 생각되는 출신지역과 고용형태차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적인 제도기반이 뒷받,

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울과 불면증의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한 경우 연령차별 성,

차별 출신지역차별 고용형태차별이 있을 때 우울과 불면증이 증가하였으며, ,

고용형태 출신지역 연령 성차별 순으로 우울과 불면증에 영향을 많이 끼쳤, , ,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차별경험이 우울과 불면증. ,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차별경험이 존재할 때 우울 불, /

면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민의 노후대책의 부족으로 연령차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



여 지며 시기적으로 성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출신지역출신과 고용형태 차별.

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에서 완연하게 금지되는 것이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소속된 조직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된다, .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연구는 차별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차별을 받,

은 적이 있는지 주관적 인식을 묻고 있다 측정방식이 매우 단순하여 차별경.

험과 정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차별경험은 경험유무의 한 문항으로.

측정하기에는 복잡하며 여러 측면에서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둘째는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인지하

고 있는 우울 또는 불안장애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인 개념의 정신건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 사용과 흡연 음주를 하는 등의 건강, ,

위해행동 유무도 파악하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특히 부각되고 있는 학력 출신지역 고용형태 등에 따른, ,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특히 직장 내 차별경.

험의 발생정도와 이에 따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요인을 도출하

였다 이에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차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회사 개인적인 측면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 .



결 론.Ⅴ

본 연구는 직장 내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경험은 성별은 여성 연령은 세 미만, 30 ,

월평균 소득은 만원 만원 미만 학력은 중학교 졸업 고용형태는 일용100 -200 , ,

근로자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 ,

및 조립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차별경험이 많았다 대상자의 차별경험 실태를.

보면 연령차별 학벌차별 고용형태차별 순으로 많이 존재하였다,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령차별 차이는 성별은 여성 연령은 대 이상 월, 60 ,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은 중학교 졸업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 직업은, , ,

단순노무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연령차별이 많았다 성 차별 차이는 성별은 여.

성 연령이 적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만원 만원 미만 학력이 높을수록, , 100 -200 , ,

직업은 사무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성차별이 많았다 학벌차별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만원 이상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형태는 상용근, 300 , ,

로자 직업은 사무종사자 집단에서 학벌차별이 많았다 출신지역차별 차이는, .

성별은 남성 연령은 세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고, 40-49 , , ,

용형태는 상용근로자 직업은 사무종사자 집단에서 출신지역차별이 많았다, .

고용형태차별 차이는 연령은 세 미만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은 중학30 , ,

교 졸업 고용형태는 일용근로자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집단에서 고용형태, ,

차별이 많았다.



둘째 직장 내 차별경험에 따른 우울과 불면증 유무 차이를 분석하였다, .

모든 차별종류에서 차별경험이 존재할 때 우울과 불면증이 더 많이 나타났

다 차별 중 출신지역차별이 있을 경우 우울과 불면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고용형태차별과 성차별 연령차별 학벌차별 순으로 우울과 불면증이 많, , ,

이 존재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우울 및 불면증에 끼치는 차별경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

학벌차별을 제외한 연령차별 성차별 출신지역차별 고용형태차별이 있을, , ,

때 우울 불면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불면증에 영향을 많이 끼/ . /

치는 요인은 고용형태차별 출신지역차별 연령차별 성차별 순으로 나타났, , ,

다 또한 각 차별경험이 우울과 불면증에 어떠한 개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연령차,

별 성차별 학벌차별 출신지역차별 고용형태차별이 있을 때 즉 모든 차별, , , , ,

종류에서 차별경험이 존재할 때 우울 불면증이 증가하였다/ .

직장 내에서 차별경험이 연령 성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 등의 요인으, , , ,

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우울 및 불면증 증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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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Bo Reum 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D.)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o examine the extent of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its influence on depression and sleep disorders. This is



to examine what kind of discrimination is occurring in the workplace

and to see how it affects the individual's mental health when they

experience it.

Subjects and Methods : In 2014, we tried to find out how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ffects the mental health

of 50,007 workers aged 15 and over by using the survey results of the

nationwide labor environment. A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a chi squared tes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discrimi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 insomnia according to discrimin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 insomnia, we

conducted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dumm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depression /

insomnia.

Result :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s as follows: female, under 30 years

old, monthly average income of 1 million ~ 2 million won, junior high

school graduate, daily worker, simple laborer, functional worker and

related function worker has most discriminated experience was

confirmed. In addition, age discrimination was the most common,

discrimination was the second most frequent,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was the least.



Differences in age discrimi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the highest in the 60s and over, and differences in sex

discrimination appeared in women. School background discrimination was

more frequent in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conditions, and

regional discrimination showed higher monthly average earnings and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Employment type discrimination is the

most frequent among daily workers, secondly, temporary workers, and

third, with least employment type discrimination.

Differences in depression / insomnia with discrimination experience

reveal that more phenomena appear when discrimination experiences

exist. Among the discrimination, regional depression showed the most

depression and insomnia. Second, depression and insomnia were found in

employment type discrimination and sex discrimination. Third, age

discrimination, and school background discrimination showed the least

depression and insomnia.

Depression and insomnia increased when age discrimination, gender

discrimination, local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were factors that discriminated against depression and insomni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ge discrimination, gender

discrimination, school discrimination, native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of employment type when depression and insomnia

increased.

Conclusion :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various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it had



different effect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Therefore, measures to prevent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should be conside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