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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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시작된 한국의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들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국노동패널자료(1998년 및 2000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직무만족과

삶의 질 실태분석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분석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3 정도는 지난 2년 동안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

관한 회귀분석에서,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노동자의 근무경력,

근로시간에 대한 생각, 복지혜택, 기술적합도, 건강상태, 그리고 수입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편,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서는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승진가능성이 있을수록, 그리고 가족수입

이 많이 증가한 노동자일수록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자의 직무만

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은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 노동

자의 복지혜택이 너무 충격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된 작업장 환경 속

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노동자의 기술수준에 적합한 업무가 주어지도록 전환배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경우 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방적인 방법보다는 노동

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완충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노동자

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노동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일이다.

I. 서론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산업화(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정책에 힘입어

경제적 고도성장과 사회-정치적 발전을 달성하였지만, 1997년 후반에 외환보유고의 고갈에 따른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국제금융기구(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과거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의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시했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유사한 정책을 한국에 강요하였고, 당시 선

택의 여지가 없었던 한국정부는 가혹한 조건이 수반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실천

에 옮겼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과거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했던 국가들에 비하면 짧은

기간에 걸쳐 외환보유고, 경제성장, 무역수지, 실업률, 소비자 물가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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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시적 경제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천은 많은 기업의 도

산과 생산활동의 위축, 노동자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졌고 그 결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강요된 노동자의 임

금삭감, 노동강도의 증가, 업무량 과중, 상승이동에 대한 제약, 복지후생비의 축소 그리고 작업장

동료관계의 약화는 노동자의 직무만족을 크게 감소키고 있다(김영기·박재규, 2000; 이경용·박해

광, 2000; 조희연, 2000). 노동자의 직무만족 악화는 또한 노동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경제

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의 삶의 질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임금

삭감은 가정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가족경제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생활의 빈곤화, 주

거환경의 악화, 가족간의 유대약화나 심지어 가족해체, 정신적·육체적 건강악화, 여가생활의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박재규, 1999, 2001; 함인희, 1999). 이와 같이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의 삶

의 질 하락은 한국사회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빈민층의 증가, 계층간 빈부격차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사회적 신뢰구조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장상환, 1998; 성

경륭, 2000; 조희연, 2000).

한국사회의 사회적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는 과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했던 나라들의 경

험으로부터 그 증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외환위기에 처하여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일부 남미 국가들은 계층간의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통합 약화, 빈곤인

구의 증가, 건강악화, 범죄증가, 가족해체, 신뢰구조의 붕괴, 고용불안과 노동의 유목민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마르틴·슈만, 1997; 쵸스도프스키, 1998; MeChesney,

1999; Coburn, 2000). 비록 남미의 경험과 한국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사회도 1997년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정적 영향은

한국사회 전역에 걸쳐 심각하였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고용인력의 감축과 신규채용의 축소, 그에

따른 노동환경의 악화, 그리고 고용지위의 불안정 등을 초래하였다(박재규, 2001). 이러한 사실은

최근 일용·임시직 노동자 규모가 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추월하였다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상호의존적으로

중첩되어 작용하며, 경제 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

면서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이지연, 2001). 그리고

노동자의 직무불만족은 노동자의 일상생활인 가족의 경제생활, 가족관계, 이웃관계, 동료관계 등을

포함한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방하남, 2000).

지금까지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그 현상의 단면적인 차원의 이해

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수준에 머물고 있다(송복 외, 1995; 이현송, 2000). 물론 이러한

1) 최근 정부는 ' IMF 경제위기 를 극복하였고, IMF로부터 빌려왔던 구제금융을 2년 앞당겨 2001년 8월 23일

완전히 상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던 남미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들과 비교하면 매우 경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시적인 경제지표의 회복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기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의 한국경제의 관성에 의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IMF 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들의 효과는 2- 3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유철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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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한국사회의 노동자 생활을 포함하여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 하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는 다소 부족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은 노동자의 직무만

족과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가 사회 전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력은 노동자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이다(송정기·박재규, 2000). 특히

우리사회의 특정 소외계층인 빈민이나 노동자 그리고 농민은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직면

하여 이를 극복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경

험하는 상대적 박탈의식이나 빈곤화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오늘날 남북

분단과 동서 지역주의 분할구조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또 하나의 사회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 이런 현상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조사한 연구가 발견되기도 하지만(박재규, 1999; 김영기·박재규, 2000), 이들 연구는 특정 지

역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전국적인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

관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일반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전국적인 표본조사에 의해 수집된 『한국노동패널자

료』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현상을 단면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변화결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① 지난 2년

(1998-2000) 동안 개인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②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와 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할 것이며, 그리고 ③ 이상

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

1. 직무만족에 관한 논의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용적·학문적 관심과 연구의 증가는 그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먼저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직무만족은 노동자의 애사심, 직무수행, 기업활동에의 참여, 직장이동, 노사관계 등 기업

의 생산성, 인사, 그리고 노무관리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Bedeian, et al.,

1991). 예를 들면, 직무만족도가 높은 노동자가 낮은 노동자에 비해서 이직율 및 결근율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작업장의 생산성과 작업성과도 높았다고 한다(신유근, 1991; 유봉민, 1997; Muchinsky,

- 3 -



1977; Organ, 1977). 다른 한편, 노동자의 입장에서 직무만족은 노동자의 가족경제생활과 여가생활,

가족관계 등 노동자의 일상생활(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방하남, 2000). 예를 들면, 작업장 생황에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전이효과를 가져와

가정생활이나 여가생활, 이웃관계, 등 가족생활과 자신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Orpen, 1978; Schmitt and Bedeian, 1982). 더욱이 직무불만족이 높은 노동자들은 그에 따른 스트

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생활도 크게 악화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최재열, 1991).

이와 같이 직무만족도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직무만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일반적 개념정의

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 실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추론함으로써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

구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스미스(Smith, 1955)는 직무만족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의 총화 혹은 긍정적인 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일련의 태도 라고 정의하였고, 오스본(Osbon, 1972)도 직무만족을 직무과업, 작

업조건, 동료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의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맥코믹과 티핀(McCormick and Tiffin, 1974)은 직무만족이란 직무로부터 경험되거나 유래

되는 욕구충족의 정도로서 이는 각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규정하

였고, 로크(Locke, 1976)는 자신의 직무 혹은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로서 근로자 자신의 유쾌함이

나 긍정적인 심리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직무만족의 성격을 규정하면, 직무만족이란 바로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기 때문에 자기관찰을 통해서 혹은 노동자의 행위 및 언어적 표현을 통해 유출할 수

는 있어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직무만족은 노동자가 원하는 것과 실제 경

험한 것 사이의 격차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직무만족을 현재의 작업장에서 임금,

취업의 안정성, 하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가능성, 작업장의 동료관계, 인사고과의 공정

성, 그리고 복지후생에 노동자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측정하였다.

노동자의 직무만족연구에서 개념적 정의만큼 논쟁적인 대상은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에 관한 것이

다. 직무만족의 결정요인분석에 의하면, 그 결정요인이 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들은 서로 다른 직무만족 개념과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도 각기 상이하여 연구대상의 조직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차별적으로 반영되었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포터와 스티어스(Porter and Steers, 1983)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조직전체(급여, 승진기회, 정책과 절차), 작업환경(감독유형, 참여적 의사결정, 작업집단규모,

동료관계), 직무내용(범위,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그리고 개인적 특성 요인을 사용하였고, 로크

(Locke, 1976)는 직무의 특성을 작업요인, 현금요인, 부가급부요인, 작업조건요인, 감독요인, 동료,

조직과 관리요인으로 세분화시켜 사용하였다. 포넷과 디스티판(Fournet and Distefane, 1966)의 연

구는 개인적 특성과 직무의 특성(조직과 관리, 직속상사의 감독, 사회적 환경, 안정도, 단조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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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구분하여 직무만족에 관한 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된 직무만족 결정

요인 분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성, 교육, 연령, 혼인지위, 임금, 생활수준

등)과 조직적 특성(산업, 노조유무, 근속년수, 고용형태, 근무시간 등) 가운데 연구설계의 방향에 따

라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손학원, 1989; 최윤

실, 1992; 박성인, 1992; 송영희, 1998; 황희중, 1998).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도 노동자의 개인적 특

성으로 연령, 교육, 건강상태, 수입변화, 성, 그리고 경제여건 변화 변수를 사용하였고, 조직적 특성

으로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고용형태, 근속연수,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 승진가능성,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술적합성, 초과근무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직무만

족 변화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 삶의 질에 관한 논의

삶의 질 개념정의도 직무만족 개념만큼이나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실용적인 목적 하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용어가 함축하

고 있는 내용이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이현송,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삶의 질 연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개인 생활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복지를 의

미하는 것으로 인간생활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수준, 그리고 가치의식 등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

로 삶의 질이란 경제적인 생활수준, 심리적/주관적 만족, 생활만족, 주관적 복지 등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이 삶의 질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 모두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

로 사용되고 있다(임희섭, 1996; 송정기·박재규, 2000).

삶의 질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인간생활의 주관적 차원을 무시하고 객관적 차원에만 초점을 두

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둔 삶의 질 연구결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수준이 증가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구성원의 전체 삶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개

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관적 차원을 중시하게 되었다(Bauer, 1966).

그후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척도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삶의 질 연구들은 여전히 객관적 차원이나 혹은 주관적 차원 하나에 초점을 두고 진

행되었다(Inkels, 1993). 왜냐하면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단일 차원적 척도구성이 어렵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데이비스와 하인-데이비스(Davis and Fine-Davis, 1991)에 의한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 조사에 의하면, 도시의 객관적 조건과 그 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 사이에는 어떤 일관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함의는 바로 삶의 질 문제는 그것

의 객관적인 차원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주관적인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에 관한 초보적인 연구는 1970년대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한국

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의 개발에서 발견된다. 이들 연구들은 경제개발 전략의 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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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사회·정치영역에 대한 수량적 지

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더욱이 정치·경제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를 수반하였다(김병관·박준식,

1995).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객관적인 사회지표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질 사이에

커다란 괴리감이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려

는 노력이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었다(윤종주, 1983; 한국개발원, 1987). 이런 연구지향은 삶의 질

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초보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이 한국사회의 삶의

질 문제(건강, 안전, 주택, 환경, 평등성 등)에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

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에반스(Evans, 1994)의 경험연구를 받아들여 삶의 질을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그 차

원들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개념적인 분석틀이 제시되었다. 이미 에반스의 경험연구에서 증명되었

듯이, 객관적인 지표들이 적절하게 선택되었을 경우 그것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삶의 질 만족은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에 충분조건

은 아닐지라도 필수조건은 될 수 있다고 한다(임희섭, 1996). 이러한 유형의 이론적·경험적 작업

이 최근 활성화되어 삶의 질 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상균 외, 1996; 한성덕,

1996; 박재규, 1999; 김영기·박재규, 2000). 이들 연구들이 제시하는 삶의 질 척도구성 작업은 객관

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단일 차원적 삶의 질 척도구성에 유의미한 실마리를 제공

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한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척도와 객관적 척도를 함께 사용한 단일 차원적 척도구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패널자료에 포함된 노동자의 주관적 가족수입 만족, 가족관계 만족, 여가생활 만족, 주거환경 만

족, 그리고 전반적 생활만족 항목을 이용하여 삶의 질 척도를 구성하였다.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1998-2000)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노동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변수

에다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와 생계 여부 변수를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론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위기 하에서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

화와 그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998년에 수

집된 1차 자료와 2000년의 3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1998년 1차 자료와 2000년 3차 자료에 모두 포

함된 응답자는 10,256명이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서 노동자의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문항 모두에

1998년 조사와 2000년 조사에 공통으로 응답한 노동자는 2223명이었다. 물론 삶의 질 문항 모두에

2차 연도에 걸쳐 응답한 사람은 9,991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회귀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약 2,300명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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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제1단계 작업은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이다. <표 1>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는 1

차 자료와 3차 자료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바탕으

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rotation)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유치(Eigenvalues)가 1이 넘는 요인이 오직 1개 추출되었고,

8개 문항 모두는 요인분석에서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변화 구성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42.16%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신뢰계수는 0.801로 높게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2단계 작업은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분석이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성분 분석

과 직각회전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오직 1개 추출되었고, 5개

문항 모두는 요인분석에서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구성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45.01%로 나

타났고,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신뢰계수도 6.904로 나타났다.

< 표 1> 직무만족과 삶의 질 구성 내용 , 요인분석 , 그리고 신뢰도

직무만족 변화 구성 내용 요인1 삶의 질 변화 구성 내용 요인1

임금 또는 소득만족의 변화

취업의 안정성의 변화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의 변화

근로환경의 변화

개인의 발전가능성의 변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변화

인사고과의 공정성의 변화

복지후생의 변화

.545

.600

.659

.727

.694

.706

.600

.644

가족의 수입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여가생활의 변화

주거환경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

.680

.539

.679

.665

.771

고유치 (Eigenvalues ) 3.373 2.251

설명력 42.16% 45.01%

신뢰도 (Cronbach 's Alpha) .8011 .6904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은 조사 당시의 만족상태를 나타내는

5점 서열척도(매우 만족스럽다는 1점이며,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5점)로 측정되었고, 직무만족과 삶

의 질 변화는 각각 1998년(1차 자료)에 수집된 자료 값에서 2000년(3차 자료)에 수집된 자료 값을

뺀 방식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음수 값(- )은 직무만족이나 삶의 질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 반면,

양수 값(+)은 그것이 향상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는 <표 2>와 같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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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특성

변수명 척도구성 조작적 정의

개인적 특성

성 명목 여성, 남성

연령 등간

교육수준 서열
1 초등이하,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초대졸,
5 대학교 이상

건강상태 서열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하다, 3 보통이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매우 건강이 나쁘다

수입변화 등간 = 2000년 월평균 수입 - 1998년 월평균 수입

경제여건 서열
1 매우 악화, 2 약간 악화, 3 변화 없음

4 약간 향상, 5 매우 향상

생계여부 명목 1 가구주(생계책임), 가족원(생계책임 없음)

조직적 특성

산업분야 명목
제조업, 건설업, 판매서비스, 금융교육서비스,
행정공무원

고용형태 명목 상용직, 임시직

초과근무 명목 없음, 있음

복지혜택 서열
1 모두 받음, 6 전혀 없음 (퇴지금, 정기적 보너스, 유

급연가/휴가, 유급병가, 유급출산휴가, 전세 및 학자금융자)

승진가능 서열 1 있다, 2 없다

근속년수 서열 1 3년 미만, 2 3년 이상

근무시간 서열 1 너무 길다, 2 적당하다, 3 짧은 편이다

기술수준

적합도
서열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알맞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본 연구의 분석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제1단계 분석은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와 그것

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이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

지 1998년 자료와 2000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의 변화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와 조직적 특성 변수를 사용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제2단계 분석작업은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회

귀분석인데, 먼저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998년 자료와 2000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 조직적 특성 변수, 그리고 직무만족 변수를 사용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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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자료의 분석결과

1.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실태

본 연구의 노동자 직무만족은 임금수준, 고용 안정성, 하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인사고과의 공

정성, 개인발전 가능성, 작업장의 동료관계, 그리고 복지후생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서 측정하였고, 1998년과 2000년도의 노동자의 직무만족 평가는 각각 <표 3>과 같다.

먼저 1998년도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평가를 보면, 8가지 직무 내용 가운데 인간관계, 하는 일의

내용, 그리고 근무환경 등 3가지 내용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 비율이 불만족을 느끼고 있

는 노동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임금만족, 취업의 안정성, 인사고과의 공정성, 개인발

전 가능성, 복지후생 등 5가지 내용에서는 불만족이 만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노동자의 직무만

족 수준이 크게 악화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도 노동자의 직무만족 평가도 만족

과 불만족 노동자간의 비율만 다소 줄어들었을 뿐 그 차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이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른 한편, 1998년과 2000년도 노동자의 직무만족 평가를 비교하면, 만족스럽게 평가한 노동자의

비율은 8개 내용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인간관계로 1998년

48.1%에서 2000년 34.7%로 무려 13.4%나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임금만족이 6.4%, 하는 일의 내용

에 대한 만족이 6.3%, 그리고 근무환경과 개인 발전 가능성이 각각 5.5% 감소하였고, 인사고과의

공정성 만족이 2.1%로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노동자의 불만족이 1998년에 비해 2000년에

증가한 내용은 임금만족(2.4%)과 복지후생(1.5%) 2가지 내용뿐이었고 나머지 6가지 내용은 오히려

크게는 6.3%에서 적게는 3.0%에 걸쳐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직무만족 평가에서 만족 수준이 감소하면서

불만족 수준이 증가한, 이른바 직무만족이 크게 악화된 내용은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후생 부문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도입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천과정에서 초래된 기업환경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초래된 비용을 노동강도의 강화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임금삭감

이나 복지혜택의 축소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였다(박재규, 2001). 반면 나머지 6가지 내용은

만족 수준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불만족 수준도 감소하여 중간 정도의 만족 수준을 유지한 노동자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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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노동자의 1998년과 2000년 직무만족 실태 (단위: %, 명)

만족정도

직무내용

만족 중간 불만족 합계

1998 2000 1998 2000 1998 2000 1998 2000

임금만족 17.0 10.6 33.7 33.7 49.3 51.7 100.0 (3056) 100.0 (5546)

취업의 안정성 31.6 27.2 34.8 45.2 33.6 27.6 100.0 (3054) 100.0 (5543)

하는 일의 내용 39.4 33.1 39.7 49.6 20.9 17.3 100.0 (3055) 100.0 (5545)

근무환경 30.7 25.5 40.9 50.3 28.4 24.2 100.0 (3054) 100.0 (5544)

인사고과의 공정 20.8 18.7 55.4 62.3 23.8 19.0 100.0 (2910) 100.0 (3482)

개인발전 가능성 25.3 19.8 41.4 52.4 33.3 27.8 100.0 (3024) 100.0 (5541)

인간관계 48.1 34.7 41.1 57.5 10.8 7.8 100.0 (3051) 100.0 (5542)

복지후생 20.6 15.6 48.2 51.7 31.2 32.7 100.0 (3005) 100.0 (3490)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및 3차 자료

노동자의 직무만족 평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수입만족, 가족관계만족,

여가활동만족, 주거환경만족, 그리고 전반적 생활만족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였고,

1998년과 2000년도 각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먼저 1998년도 노동자의 삶의 질 평가를 보면, 5가지 삶의 질 구성 내용 가운데 가족관계와 주거

환경 2가지 내용에서만 만족이 불만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관계 내용에서 전체 노

동자의 63.9%가 만족하다고 평가하여 불만족하다고 평가한 6.4%보다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경제가 처한 IMF 위기상황이 아직 가족관계에까지 심각하게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실직문제가 최고조에 달한 것은 1999년 1/4분기였고, 노동

자의 실직에 따른 가족해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9년부터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임인숙, 2000; 정기선, 2000; 함인희, 2000;

김영기·박재규, 2001). 그러나 나머지 수입만족, 여가활동만족, 그리고 전반적 생활만족에서 노동

자들은 만족보다 불만족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많았다. 예를 들면, 수입만족에서 불만족하다고 평가

한 노동자는 50.6%로 만족하다고 평가한 노동자의 13.7%에 비해 무려 약 4배정도 많았다. 그리고

2000년도 노동자의 삶의 질 평가도 만족과 불만족 노동자간의 비율만 다소 줄어들었을 뿐 그 차이

는 거의 변하지 않고 1998년 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1998년과 2000년도 노동자의 삶의 질 평가를 비교하면, 만족스럽게 평가한 노동자의

비율은 5개 내용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가족관계로 1998년

63.9%에서 2000년 57.9%로 6.0% 감소하였고, 주거환경만족은 0.8%로 가장 적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삶의 질 평가는 만족 수준이 감소하면서 동시

에 불만족 수준도 모두 감소하여 중간 정도의 만족 수준을 유지한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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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노동자의 1998년과 2000년 삶의 질 실태 (단위: %, 명)

만족정도

직무내용

만족 중간 불만족 합계

1998 2000 1998 2000 1998 2000 1998 2000

수입만족 13.7 8.5 35.7 44.2 50.6 47.3 100.0 (10011) 100.0 (10250)

가족관계 만족 63.9 57.9 29.7 38.0 6.4 4.1 100.0 (10011) 100.0 (10247)

여가활동 만족 20.4 16.2 41.1 48.9 38.4 34.9 100.0 (10014) 100.0 (10253)

주거환경 만족 31.4 30.6 44.6 53.2 23.0 16.1 100.0 (10012) 100.0 (10252)

전반적 생활만족 23.9 21.7 44.1 62.0 32.0 16.3 100.0 (10016) 100.0 (10252)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및 3차 자료

2.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 , 1998- 2000

위에서 검토한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관한 1998년도 자료와 2000년도 자료를 결합시켜

지난 2년 동안 직무만족과 삶의 질 수준에서 각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표 5>에 의하면, 노동자의 직무만족을 구성하고 있는 8가지 내용 가운데 인간관계 내용에

서만 지난 2년(1998- 2000) 동안 노동자의 34.3%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24.9%보다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7가지 내용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상태가

호전된 노동자가 악화된 노동자 비율보다 많게는 8.4%에서 적게는 0.4%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의 약 1/3정도는 지난 2

년 동안 직무만족 평가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가장 악화된 내용은 인간관계인데, 응답

자의 34.3%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동자가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근무환경이

각각 29.6%와 26.3%로 비슷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직무만족 내용에서도 27%에서 28%에 걸쳐 분

포하였으며, 인사고과의 공정성 내용에서만 24.2%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지난 2년 동안 가장 좋아

진 내용은 취업의 안정성과 후생복지로 각각 35.9%와 35.4%로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내용들도 약

30% 내외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단지 인간관계에서만 24.9%로 가장 낮았다. 비록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직무변화에서 개선되었다는 노동자가 악화되었다는 노동자보다 다소 많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사회에서 노동자의 약 1/3은 지난 2년 동안 직무만족도 평가에서

직장생활에서 불만족 수준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한국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거시적

경제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위기극복과 함께 선진사회로의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노동자(노동현장)들이 아직도 IMF 경제위기 이전의 생활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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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변화 , 1998- 2000

변화 정도

직무 내용

악화되었다 비슷하다 개선되었다 합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임금수준 702 27.4 1004 39.2 858 33.4 2564 100.0

취업 안정성 705 27.5 936 36.6 819 35.9 2560 100.0

하는 일의 내용 757 29.6 1033 40.4 760 30.0 2560 100.0

근무환경 750 29.3 994 38.8 816 31.9 2560 100.0

인사고과의 공평성 542 24.2 1048 46.8 649 29.0 2239 100.0

개인발전 가능성 710 28.0 1014 40.0 811 32.0 2535 100.0

인간관계 877 34.3 1044 40.8 637 24.9 2558 100.0

후생복지 655 28.3 840 36.3 818 35.4 2313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및 2차 자료

다음으로 <표 6>은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삶의 질 척도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5가지 내용 가운데 가족관계에서 지난 2년 (1998- 2000) 동안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보다 악

화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지난 2년 동안 가족관계가 악화된 노동자

는 33.6%로 가족관계가 좋아진 22.2%보다 11.4% 많았다. 이런 결과는 1998년 중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의 실직사태가 확대 재생산되었고, 노동자의 실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관계의 악화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장혜영·김영란, 1998; 임인숙, 2000; 정

기선, 2000).

반면에 노동자의 가족소득, 여가생활, 주거환경, 그리고 전반적 생활변화에서는 좋아졌다는 노동

자가 악화되었다는 노동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 생활변화에서 향상되었다는 노동자의 비

율이 34.5%로 악화되었다는 노동자의 22.7%보다 11.3%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환경 변화에

서 향상되었다는 노동자의 비율(31.4%)이 악화되었다는 노동자의 비율(26.7%)보다 다소 많았고, 그

리고 가족소득변화와 여가생활변화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가 발견되었다(29.1 vs 27.8; 30.2 vs

29.6). 이상과 같이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서 향상된 노동자의 비율이 악화된 노

동자의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3 정도

는 지난 2년 동안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직도 우리사회

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

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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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 변화 , 1998- 200

변화 정도

직무 내용

악화되었다 비슷하다 향상되었다 합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가족소득 변화 2,780 27.8 4,318 43.2 2,907 29.0 10,005 100.0

가족관계 변화 3,358 33.6 4,427 44.2 2,217 22.2 10,002 100.0

여가생활 변화 2,961 29.6 4,026 40.2 3,024 30.2 10,011 100.0

주거환경 변화 2,674 26.7 4,191 41.9 3,143 31.4 10,008 100.0

전반적 생활 변화 2,268 22.7 4,294 42.8 3,451 34.5 10,013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및 3차 자료

3.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 관한 회귀분석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

의 질 변화에서 전체 노동자 가운데 직무만족과 삶의 질의 향상을 경험한 노동자가 직무만족과 삶

의 질의 악화를 경험한 노동자보다 다소 많았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약 1/3 정도는 지난 2

년 동안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 부문

이 여전히 작업장에서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불만족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바로 우리사회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들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표 7>은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노동자의 직무

만족 변화에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조직의 특성 변수를 투입시켜 분석한 모델1에 의하면, 노동

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노동자의 근속년수(r=.108, p<.001), 근로

시간에 대한 생각(r=.063, p<.05), 복지혜택(r=.088, p<.05), 기술적합도(r=.095, p<.01) 등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노동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서 근로시간이 적다

고 느낄수록,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많을수록, 그리고 현재 노동자가 하고 있

는 일의 내용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수준 사이에 간격이 적을수록(기술적합도가 높을수록),

노동자의 직무만족 수준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자의 산업유형, 고용형태, 승진가능성,

그리고 초과근무 여부는 직무만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자의

조직적 특성 변수에 의한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 설명력은 약 4%로 높지 않았다(R2 =.037).

다른 한편, <표 7>의 모델2는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노동자 개인의 특성 변수를 투입시켜

분석한 결과인데, 모델1과 마찬가지로 그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R2 =.033).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 변

수들 가운데 직무만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노동자의 건강상태(r=.055, p<.05)와 수

입변화(r=.176, p<.001) 2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좋거나 혹은 지난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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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증가한 노동자가 직무만족 변화에서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반면에 노동자의 성, 연령, 교육,

경제여건 변화 등은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만족의 변화

모델 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상 수

제조업 (판매서비스 )
건설업 (판매서비스 )
금융교육서비스 (판매 )
행정공무원 (판매 - )

일용직 (상용직 )

근무경력

근로시간에 대한 생각

복지혜택

승진가능성

기술 적합도

초과근무 있음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수입변화

여성 (남성 )

경제여건 변화

- 1.051*** .103 - 1.107* * *

- .055 - .039 - .071 - .050
.134 .062 .049 .019

- .078 - .044 - .111 - .063
- .118 - .013 - .135 - .047

.024 .013 .091 .044

.148 .108* * * .138 .099* *

.086 .063* .145 .105* *

.026 .088* .026 .084*

.007 .005 .017 .012

.138 .095* * .136 .089* *

.084 .060 .080 .056

- .003 - .040 - .003 - .040

- .011 - .022 - .029 - .058

.052 .055* .112 .121* * *

.003 .176* * * .026 .164* * *

- .017 - .011 - .023 - .017

.010 .012 .031 .036

R2 .037 .033 .081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및 3차 자료

마지막으로 <표 7>의 모델3은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개인적 특성 변수와 조직적 특성 변수

모두를 투입시켜 분석한 것이다. 먼저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변화 설명력은 모델1과 모델2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R2 =.081). 이와 같이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 변수에 의한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변화 설명력이 낮은 이유는 종속변수 정적인 현상이 아닌 동적인 변화로 측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

본에 의해 도입된 노동유연성과 관련된 정리해고, 고용동결, 비정규직화,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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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수들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

된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을 크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박재규, 2001). 그리고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

로는 모델1과 모델2에서와 똑같이 노동자의 근속년수, 근로시간에 대한 생각, 복지혜택, 기술적합

도, 건강상태, 그리고 수입변화 변수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

변수는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 변수만을 투입시켜 분석한 모델1에 의하면,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동시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r=.445, p<.001). 즉 지난

2년 동안 직무만족 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노동자는 삶의 질 변화에서도 긍정적인 변화

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직무만족 변화 변수에 의한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설명력 또한 약 20%로

매우 높았다(R2 =.198).

다음으로 모델2는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와 노동자의 조직적 특성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

한 것인데, 먼저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설명력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R2 =.205). 그러나, 노동

자의 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무만족 변화 변수 하나를 제외하면 하나도 없었다

(R2 =.205). 이러한 결과는 크게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자체가 노동자

의 삶의 질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다(방하남, 2000).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산업 조직적 특성 영향 자체가 바로 직무만

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 변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모델1에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한 모델3에 의하면, 직무

만족 변화 변수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교육수준, 수입변화, 그리고 성별 변수들이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장의 직무에 만족을 느끼는 노동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지난 2년 동안 가족소득에서 증가를 경험한 노동자일수록, 그리고

여성 노동자일수록 삶의 질이 지난 2년 동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인 경우는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만족 변수와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에 의한 설명력

은 모델1보다 다소 증가하였다(R2 =.220).

마지막으로 모델4는 앞의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한 것인데, 먼저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설명력은 앞의 분석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

았다(R2 =.228).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노동자의 직무만

족 변화, 승진가능성과 수입변화 변수 등 3가지 변수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가 긍정적이거나 혹은 승진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지난 2년 동안 수입이 증가한 노동자일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노동자의 조직적 특성 변수와 개인적 특성 변수는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대안은 바로 노동자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이는 것

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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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삶의 질 변화

모델 1 모델2 모델3 모델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 수

직무만족 변화

제조업 (건설업 )
판매서비스 (건설업 )
금융교육서비스

행정공무원 (건설업 )

일용직 (상용직 )

근무경력

근로시간에 대한 생각

복지혜택

승진가능성

기술 적합도

초과근무 있음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수입변화

여성 (남성 )

생계여부 (책임 )

경제여건 변화

.028* .031 .012 - .192

.414 .445* * * .413 .441* * * .421 .451* * * .390 .422* * *

.026 .013 .045 .035
- .036 - .028 - .091 - .041
- .095 - .057 - .097 - .059
- .035 - .013 .024 .009

.032 .016 .020 .010

.020 .016 .018 .014

.001 .001 .007 .006

.010 .035 .012 .041

- .077 - .057 - .096 - .072* *

- .011 - .008 - .011 - .008

- .059 - .044 - .064 - .048

- .001 - .014 .001 .019

- .016 - .055* .009 .019

.029 .033 .029 .034

.001 .050* .001 .084* *

.076 .056* .062 .049

.021 .016 .027 .021

.030 .038 .041 .052

R2 .198 .205 .220 .228

* p< .05, ** p< .01, *** p< .001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 및 3차 자료

V .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노동자의 직무만족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임금

만족과 복지후생 부문은 만족수준이 감소하면서 불만족 수준이 증가하여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여기에 노동자의 취업안정성, 개인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사고과의 공정성 내용은 만족과 불

만족 수준이 동시에 감소하면서도 만족보다 불만족 수준이 다소 높았다. 반면에 노동자의 일 내용,

근무환경, 인간관계는 만족 수준이 불만족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노동자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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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는 수입만족과 여가활동 내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노동자의

가족관계, 주거환경, 그리고 전반적 생활만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동자

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관한 단순비교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의 경제환경과 관련된 내

용들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

위기'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듯 싶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도입한 신자

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해고, 임금삭감, 복지비

용의 축소, 그리고 노동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면서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이 경험한 직무만족과 삶의 질 변화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직

무만족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다소 많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3 정도는 직무만족이 지난 2년 동안 더욱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경향은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

난 2년 동안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노동

자보다 약간 많았지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3 정도가 삶의 질 변화에서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의하면,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는 노동자의 조직적 특성 가운데 근무경력, 근로시간에 대한

생각, 복지혜택, 기술적합도 등이 있으며, 노동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 중에서 건강상태와 수입변화

변수 등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길지 않을수록,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있

을수록,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기술수준이 일치할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그리고 수입증

가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서는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승진

가능성이 있을수록, 그리고 가족수입이 많이 증가한 노동자일수록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수는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방하남, 2000).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 정도가 지난 2년 동

안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정부가 IMF로부터 빌려왔던 구제금융을 2년 앞당겨 상환하였고,

거시적 경제지표에서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으로써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는 정

부의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2)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가 무역흑자, 외환보유고, 그리고 경제성

2)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1998년과 2000년도에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해석에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첫째, 1998년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으로 이미 다수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경험했거나 훅은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직무만족이나 삶의 질 수준이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이미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경제는 1999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조금씩 호전되

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수집 시점인 2000년도에 노동자의 기대심리가 크게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은 다소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경제위기 동안 노동자들이

경험한 직무만족이나 삶의 질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2001년의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직무만족이나 삶의 질 변화는 다소 긍정적으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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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같은 거시적 지표에서 비교적 호전되고 있을지라도,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작업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서 상대적 박탈감 내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하

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이는 작업

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직무불만족은 바로 기업의 생산성, 노무관리, 직장이동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자의 직무만족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직무만족을 높이면 그것은 바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자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우선

기업조직 차원에서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

다. 즉 노동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은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 노동자의 복지혜택이 너무 충격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

된 작업장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노동자의 기술수준에 적합한 업무가 주어지도록

전환배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경우 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방

적인 방법보다는 노동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완충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

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노동자의 교육수준, 건강상

태, 성별, 생계여부 등 개인적 특성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작

업장에서 겪고 있는 직무만족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삶의 질 변화에 관한 회귀분석에서 드러났듯

이, 노동자의 직무만족 변화는 바로 삶의 질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럼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제고가 한국경제

의 도약과 노동자 개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가 갖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다소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실태분석과 직무만족 및 삶의

질 변화 분석에서 그 내용들간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직무만족 실태에서

가장 악화된 것으로 임금만족 내용이었는데, 직무만족 변화에서 오히려 인간관계 내용이 가장 악

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만족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자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수가 각각 상이한데서 비롯되었다. 즉 실태분석에서는 1998

년도 응답자 수가 3,000명 이상 포함되었는데, 변화분석에서는 최고 2,500명에서 최소 2,200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점은 패널자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 대상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수 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직으로 인하여 직무만족도 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방법론에서 밝혔듯이, 노동자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내용의 중요성에 비

해 패널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내용을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자율성 관련 내용, 작업장 동료관계, 그리고 노동자

와 사용자간의 관계, 그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가정경제생활, 이웃관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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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신뢰 등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직무만족감과 삶의 질 자체는 기

업과 가정생활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름하는 주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좀더 종

합적인 척도 구성이 가능하도록 추후 조사에 포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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