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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이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K지역의 
근로자 131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3월 15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삶의 질은 
Korean version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t-test, two-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와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으로 SPSS/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 모두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삶의 질을 결혼
만족도, 우울, 월 평균수입, 배우자 관계가 34.3%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고용스트
레스로 인해 가정 생활이 영향 받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 비정규직근로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quality of life. 131 workers in K are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rch 15nd, 2017 to April 10th, 2017. The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by means of 
Korean version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Descriptive statics, t-test, two-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8.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s a result of study, it was confirmed that regular workers were higher than irregular workers in the 
quality of life,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all. The quality of life was explained by the 
martial satisfaction, depression, averagely monthly pay, and spouse relationship as 34.3%. 
It is necessary to essentially implement the government’s support and the corporate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in order to enhance the life quality of workers. Also, workers need to give 
value to themselves leading their life and form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ople around them not to let their 
family life be negatively affected due to the employment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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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발생으로인해정부주도

아래고용유연성을확대하였다. 고용유연성이란기업주

도 아래 근로자의 근조조건의 변화, 다원적인 저고용 저

비용, 일시 고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게 한다. 현재 금융위기

에서 벗어난 지 이미 20여 년이 되었으나, 최근 국내 경

기가 다시 저성장에 늪에 빠지며,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정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

다[1,2].

2016년 기준우리나라의정규직노동자는 66.1%, 비정

규직노동자는 33.9%로 추산되고있으나, 비산출된비정

규직 혹은 청소년 노동자를 추산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저가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더 큰 문제

점은 비정규직의 3년 미만 근속기간이 41.5%, 이중

52.9%가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갖는다는 것이다[2], 이

는 수입의불안정화를가져와근로자는일상생활영위의

어려움, 사회적지위박탈, 잦은재취업활동으로인한자

존감 손상, 열등감 경험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다[3].

또 기업이비정규직노동자를값싼노동력제공자로인지

하고언제든지정규직노동자를대체할수있는노동력

으로 간주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노

동자모두고도의노동강도를요구당하고있는실정이다

[4]. 더불어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점점 고용 자체가 미지

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에 대한 압박감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근심,

침울함, 상실, 자신에대한무가치감등에대항해야하는

이중고를 경험한다[1,2,5].

인간은스트레스를받을경우, 많은신체적정신적문

제에 노출되며 특히 우울이 문제가 된다. 우울은 사회적

고립, 약물남용, 음주, 자살 등과도 연관이 있고, 근로자

의 25%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보고가 있어 매우 심각

한 문제이다[6]. 직장 내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근로자

에게자아존중감과사회관계망의훼손을가져온다. 자아

존중감이높아야적응능력, 긍정적인대인관계형성, 긴장

완화 등 일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갖출

수 있다[3,7].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때 현재의 과

업과미래에대한계획을마련할수없다[6,8]. 이처럼비

정규직근로자는고용형태의차이로인해불평등을경험

하고, 장시간의 노동강도에 노출되어 신체적 피로와 우

울을경험하며낮은자아존중감과삶의질을느낀다[5,6].

인간의삶의질에영향을주는요인은객관적환경뿐

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기대, 인성 등 주관적 측면 역시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은 소득, 의식주,

교육수준 등 사회물리적 환경에 의해 평가된다[9]. 반면

주관적 평가는 개인마다 삶의 과정 중에 경험하는 만족

감, 행복, 사회적 성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끼는 자신

의평가, 타인과의비교에서오는우월감등다양한요소

가 영향을 미친다[10]. 이런 연유로 최근까지 객관적 요

소가 삶의 질의 지표가 되었으나 경제적인 우월과 삶의

질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다

양한연구가진행되어야하는실정이다[11]. 특히, 전쟁이

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12위로 세계적 경제 성장국임에도 불구하고[12], UN 세

계행복보고서에 따른 한국인의 삶의 질의 평가지수는

OECD국가 38개국 중 28위로 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1년 이후계속적으로점수가하향추세이다[13].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고용이 줄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14].

우리나라의결혼비율을살펴보면임금이높을수록, 정

규직일수록결혼비율이높았고, 소득분위별로결혼비율

이 최대 12배의 차이가 났다. 정규직 남성의 결혼비율은

53.1%, 비정규직 남성의 결혼비율은 28.9%이었다. 이는

비정규직 남성이 가정을 책임질 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지 못해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되며, 인구절

벽과 같은 인구수 저하 등의 사회문제와 연동된다[15].

또한 비정규직노동자가이런문제점을딛고결혼에성공

하더라도불안정한가정경제문제, 잦은 취업경쟁에서의

심리적 압박, 정규직 노동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등에 의해 가정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감

이 줄어들 수 있다[14]. 결혼만족도란 매우 주관적인 것

으로만족과불만족, 행복과불행, 유쾌와불유쾌에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각성에 기인한다[16]. 그러므로 결혼만

족도와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실정이다.

한국인대상의정규직과비정규직비교연구를살펴보

면, 우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

로높게측정된결과를보인연구가다수이나비슷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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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다[6,8,11]. 그러나 삶의 질에서는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5,9,10].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객관적인 요소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결혼만족도의 경우 삶의 질과 간접적인 영향이 있

는것으로보고된연구는있으나[16], 삶의 질에직접요

소로 인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향

후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우울, 긍정 마인드 등 다양한

요소와 직접적인 연관성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결혼만족도, 우울 등은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

로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노동자의 결혼만족도, 우울,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해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의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근로자의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자 시도되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우울, 결혼생활만족

도를 평가해 근로자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줄

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

램마련에기초자료로사용하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이

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시에 상주하고, 철강업에 종사하는 고용

상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표본수 산

정을 위해 G-power 3.1을 이용하였으며, 중간정도의 효

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4개로 계

산한결과, 표본수는 129개이었다. 근무시간을고려하여

타락율을 20%로 산정해 170부를 배부하였다.

본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

의한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최종 131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10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하여부서장에게연구의목적과취지를설명하고설문조

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취

지를이해하고연구참여에동의한대상자에게설문지를

배부한후자료를수집하였으며, 설문응답소요시간은 1

인당 10∼15분이었다. 설문지는 170부를 배부하여 회수

한 141부 중 미응답문항이많은 10부를 제외하고 131부

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삶의 질
삶의 질은 The WHOQOL Group(1998)이 개발한

WHOQOLBREF를Min, Lee, Kim, Suh와 Kim (2000)이

한국판세계보건기구삶의질간편형척도(Korean version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하위영역은신체영역 7문항, 심리영역 6문항,

사회관계영역 3문항, 환경영역 8문항, 전반적인영역에

관한 2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Min 등(2000)의개발당시신뢰도는 Cronbach’s α= .89였

으며, 본연구에서의도구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

로 나타났다.

2.3.2 결혼만족도
본연구에서결혼만족도는Roach, Frazier와Bowden(1981)

이 개발한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전춘애

(1994)가 48문항중한국실정에맞게재구성해 18문항으

로구성한 한국판결혼만족도도구를사용하였다. 본도

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결혼생활의 일정

시점의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한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개발당시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1이었다.

2.3.3 우울
본연구에서사용한우울은 Yesavage, Brink, Rose와

Leirer(1983)[19]가 개발한 우울척도를 팽금영(1995)[20]

이 수정․보완한 한국형 단축 우울척도(Depression

Scale Short-form Korea version, DSSF-K)를 사용하였

다. 개발당시 노인우울 측정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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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확대와편리성을위해 15문항으로재구성되어여러

나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

로구성되어있으며 ‘예’인경우 1점, ‘아니오’인경우 0점

인양분척도로한다. 점수의범위는 0점에서 15점으로우

울 판단기준은 5점을 기준점으로 우울 여부를 판단하며

5점이상에서는점수가높을수록우울경향이심한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1이었다.

2.3.4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존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도

구를전병재(1974)가번안한도구를사용하였다. 본도구

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urt 4점 척도이며 점수

가높을수록자아존중정도와자아승인정도가높은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2이었다.

2.2 자료분석 방법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실수와백분율, 평균과표

준편차 및 χ2-test로 산출하였다.

•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특성에따른삶의질차이를파악하기위하

여 two-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증

을 위하여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변수간의 교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삶의 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나이는정규직 46.57세, 비정규직 37.64세이

었으며, 정규직은남성이 88.6%, 여성이 11.4%, 비정규직

은 남성이 90.2%, 여성이 7.8%이었다. 대상자의 월수입

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10년 이하가 대부분으로 최근의

만혼 풍조를 반영하고 있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1)

Variables Category

regular
workers
(n=70)

irregular
workers
(n=61) χ2(P)

M±SD
or n(%)

M±SD
or n(%)

Age 46.57.±7.63 37.64±7.31

Gender
Male 62(88.6) 55(90.2) .087

(.769)Female 8(11.4) 6(9.8)

Religion

Catholic 4(5.7) 5(8.2)
5.877
(.118)

Christian 21(30.0) 8(13.1)
Buddhism 13(18.6) 11(18.0)
etc 32(45.7) 37(60.7)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5
million won

0(0.0) 13(21.3)

34.495
(<.001*)

2.5-Less than 5.0
million won

29(41.4) 39(63.9)

More than 5.0
million won

41(58.6) 9(14.8)

Relation ship
with spouse

Satisfaction 54(77.1) 43(70.5)
.758
(.685)

usual 15(17.1) 17(27.9)
Unsatisfaction 1(1.4) 1(1.6)

Wedding
period

Less than 5 years 5(7.1) 11(18.0)

4.900
(.086)

5 years-Less than
10 years

65(90.2) 49(80.3)

More than
10years

0(0.0) 1(1.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4(48.6) 32(52.5)
.203
(.903)

college 22(31.4) 18(29.5)
More than
university

14(20.0) 20(18.0)

3.2 변수의 정도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검정한결과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모두 각각 3.0과 10.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의 조건에 충족하였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

균 3.82점 이었으며, 하부영역은 전반적 삶의 질, 신체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 사회관계적 삶의 질 순이었으

며, 그중심리적삶의질이가장낮은점수를보였다. 결

혼만족도는 평균 3.72±0.32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64±0.28점 이었다. 그러나우울은평균 9.03±2.23점으로

우울판정 기준 5점 이상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상

자는 우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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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evel of Related Variables (N=131)  
Variables M±SD Range Skewness Kutosis

Quality of life 3.82±0.41 3.80-5.00 .453 -.739

Physical health 3.89±0.49 3.43-5.00 -.335 .097

Psychological 3.55±0.54 3.00-4.50 -.332 -.668

Social relationships 3.76±0.63 3.00-5.00 -.107 .481

Environmental 3.82±0.44 3.50-5.00 1.072 2.132

General health 3.96±0.47 3.50-5.00 .612 -.080

Marital satisfaction 3.72±0.32 3.06-4.33 -.871 1.140

depression 9.03±2.23 3.00-13.00 -.275 -.940

Self esteem 3.64±0.28 2.70-4.00 -.826 .362

3.3 고용형태에 따른 변수 차이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상자군을

나누어변수차이를검증한결과삶의질, 결혼만족도, 우

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Variables Between Group 
according to Employment       (N=131)

Variables

regular
workers
(n=70)

irregular
workers
(n=61) t(P)

n(%) or
M±SD

n(%) or
M±SD

Quality of life 4.11±0.28 3.49±0.26 12.885 (<.001)*

Physical health 4.15±0.36 3.59±0.44 7.878 <.001)*

Psychological 3.69±0.38 3.39±0.65 3.272 (.001)*

Social
relationships

4.17±0.43 3.30±0.47 10.870 (<.001)*

Environmental 4.06±0.28 3.55±0.44 7.842 (<.001)*

General health 4.22±0.35 3.67±0.42 8.112 (<.001)*

Marital satisfaction 3.84±0.27 3.58±0.31 5.034 (<.001)*

Depression 8.24±2.48 9.93±1.50 -4.649 (<.001)*

Self esteem 3.64±0.29 3.63±0.26 .227 (.326)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삶의 질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wo-way ANOVA를이용하여, 고용형태와일반적특성

간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에서는 모두 주효

과로서차이가있었으며, 일반적특성은월평균수입, 배

우자관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Table

4>.

<Table 4> Difference in Life of Quality Between Group 
according to Employment           (N=131)

Variables Category quality of life
regular
workers
(n=70)

irregular
workers
(n=61)

F(p)/
seffe,s

M±SD M±SD

Sex
Male 4.11±0.29 3.47±0.26 .205

(.649)Female 4.06±0.17 3.63±0.15

Religion

Catholic 4.00±0.05 3.66±0.87 151.42
(.052)Christian 4.20±0.36 3.56±0.21

Buddhism 4.04±0.21 3.55±0.44
etc 4.08±0.25 3.48±0.28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5
million won a

3.69±0.77
5.160
(.007*)

a>c

2.5-Less than 5.0
million won b

4.14±0.36 3.43±0.27

More than 5.0
million won c

4.08±0.20 3.43±0.23

Relation
ship with
spouse

Satisfaction a 4.15±0.30 3.53±0.26 60.931
(>.001*)

a>b

usual b 3.96±0.10 3.40±0.26

Unsatisfaction c 4.16±0.00 3.40±0.00

Wedding
period

Less than 5 years 4.15±0.30 3.53±0.26
.374
(.689)

5 years-Less than
10 years

3.96±0.10 3.40±0.26

More than 10years 4.16±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13±0.31 3.53±0.24
.336
(.853)

college 4.08±0.21 3.49±0.26
university 4.08±0.31 3.37±0.46

3.5 결혼만족도와 우울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결혼만족도와우울의교호작용을확인하기위해결혼

만족도의 평균 3.72, 우울 9.03을 기준으로 두 변수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two-way ANOVA를 분석한 결과, 결

혼만족도(F=18.929, p<.001), 우울 (F=15.811, p<.001)로

삶의 질에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우울

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F=.161, p=.689)<Table 5>.

<Table 5>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y independent 
variables                                (N=131)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p)

Marital
satisfaction

2.511 3 2.511
18.929
(<.001)

depression 2.098 1 2.098
15.811
(<.001)

Interaction .021 1 .021
.161
(.689)

Residual 16.850 127 .133
Adj. Total 22.10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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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변수간의 상관관계 
삶의질,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의상관관계를

분석한결과, 삶의질과결혼만족도(r=.372, P<.001)로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삶의 질과 우울(r=-.404, P<.001)

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 on between Variables   
(N=131) 

Variables
1
r(P)

2
r(P)

3
r(P)

4
r(P)

Quality of life 1
Marital
satisfaction

.372**

(<.001)
1

Depression
-.404**

(<.001)
-.182*

(.037)
1

Self esteem
.038
(.665)

.011
(.900)

-.121
(.169)

1

**P <.005 , *P<.01

3.7 삶의 질의 예측 변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결

혼만족도, 우울과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월

평균수입과 배우자 관계를 더미처리 한 후, 단계적 회귀

분석을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을진단

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정규분포와 등분산이 확인되었

고공차한계(tolerance)는 0.946-0.999 으로 0.1 이상이나

왔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1.05로 10

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독립변인으로

만족하였다.

삶의 질은 결혼만족도(ß=.309, p<.001), 우울(ß=-.348,

p<.001), 평균 월수입(ß=.179, p=.018), 배우자관계(ß=-.239,

p=.002)가 더해져 33.9%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7>.

<Table 7> Correlation on between Variables  
(N=131) 

Variables ß(p) R2 Adj. R2 F(P)

(Constant)

Marital satisfaction
.326
(<.001)

.343 .339
10.622
(<.001)

Depression
-.283
(<.001)

Monthly average
income

.179
(.018)

Relation ship with
spouse

-.239
(.002)

4. 논의 
본연구는근로자의고용형태에따라, 결혼만족도, 우

울, 자아존중감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 근

로자를 위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정

규직 노동자 46.57세, 비정규직 노동자 37.64세로 금융위

기 이후 고용유연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선행연

구의 정규직 41.05세 비정규직 49.47세와는 차이를 보이

는 것이다[11],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남성이 90%에 육

박했다. 평균월수입의 경우 정규직은 500만원 이상이

58.6%, 비정규직은 250만원 이하가 21.3%로 월평균수입

의경우많은차이를보였다. 이에대해선행연구자는비

정규직의 경제적 보완을 위해 동일임금, 최저 임금 상승

등을주장한다[5]. 배우자관계에대해정규직은 77.1%가

만족에 비정규직은 70.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기간은 5-10년 사이가 가장 많아 정

규직은 90.2%, 비정규직은 80.3%이었다. 이것은 대상자

의평균나이를고려해볼때, 대상자들의만혼을반영하

고있으므로, 그에대한심도깊은연구가필요할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 세대의 인구수와도 연동

되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삶의질의 평균점수는 3.82점으로, 선행연구 3.46점과

유사한 수치이다. 결혼만족도는 3.72점으로 선행연구의

남성 3.74점, 3.42점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대상자가 주

로남성으로구성되어졌기에비슷한수치를나타낸것이

다. 선행연구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

은것은여성이가정, 양육, 일을양립시켜야하는과업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지적한다[17]. 대상자의 우울은 9.03

점으로우울판정기준 5점보다높은수치이었다. 이에선

행연구자는 고용형태와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있음을보고하며, 근로자가정규직인지비정규직인지

에따라한시점에서만우울감을느끼는것이아니라, 고

용불안이지속될때우울감이지속적으로상승함을보고

하며그에대한대책마련을제시한다[5]. 그러므로근로

자의 우울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하고 우울관리 프로그

램의 시도 등 다양한 국가적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3.64점으로 병원간호사를 대상

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의 3.61점과 비슷한 수치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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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결혼유무, 학력, 근무부서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유

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한다[18]. 선행연구자는 근로

자의 성공적인 직무능력과 역할수행에 자아존중감이 매

우 중요함을 보고하며, 자아존중감이 손상받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를 요구한다[5].

삶의 질에서 정규직은 4.11점, 비정규직은 3.49점으로

정규직의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선행연구

에서정규직 3.46점, 비정규직 3.30에 비해[11] 본연구의

정규직이 삶의 질이 높았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사회

환경이정규직이 0.87점이나 비정규직에 비해 높게 측정

되었다. 하부영역을 편차가 큰 순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 전반적영역, 환경적영역순이었으며 0.5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보여 비정규직의 삶의 질은 모든 영역에서

정규직에 비해 낮게 측정된 것으로, 이것은 선행연구와

도 동일한 결과이다[11]. 또한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

중감 역시 큰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를보여이에대한국가차원의대책마련의필요할것으

로 보인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관계가좋을수록높았다. 근로자를

대상으로한선행연구에서는연령이높을수록, 미혼일수

록, 교육기간이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전문직

일수록 삶의 질이 높았음을 보고했다[11,19].

결혼만족도와우울의교호작용을알아보기위해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만족도와 우울은 주효과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상호작용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 교호작용은없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결과, 삶의질과결혼만족도(r=.372, P<.001)는 양

적 상관관계를보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기혼(r=.163)일

때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와 상통하는 것으로,

본연구가중간정도의상관관계를보인반면선행연구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외에도 선행연구자는 교

육년수(r=.246), 관리직(r=.179), 500명이상사업장(r=.184),

가족의 수입(r=.477), 여가활동(r=.532),주거환경(r=570),

가족관계(r=.579), 친인척 관계(r=.610), 사회적 친분관계

(r=.652), 주관적건강상태(r=.370)가삶의질과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고한다[11]. 삶의 질과 우울(r=-.404,

P<.001)은 부적 상관관계를나타냈다. 이와같은결과는

사무직근로자의근골격계질환과삶의질이상관관계가

없는결과를보인선행연구와는차이가있는것이다[19].

그러나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인간의죽음과장애에가

장큰변수로우울을지적했다. 이것은본연구에서연구

대상자가 평균 9.03점의 높은 우울 점수를 나타낸 것과

같은 결과로 국내의 우울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

음을의미한다[4]. 더욱심각한것은우울이젊은근로자

집단에서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기반

이되고, 생산력의원천인젊은층의우울은미취업, 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무관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직위가

낮을수록높아진다[5]. 또 사회적배제로인해심각한정

신건강문제로 발전 될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 개인 사업장의 우울예방 프로그램, 미취업자를 위

한 지지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우울, 월평균 수입, 배우자

관계가삶의질을 34.3%%로설명하고있다. 이것은생산

직근로자대상의연구에서정신사회적요소인우울과자

기효능감이 37%설명한것과비슷한결과이다. 특히, 우

울은개인적특성뿐만아니라근로자가처해있는직업

환경에크게영향을받는다. 또한우울은삶의질에대한

직접적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다른삶의질영향요소

를 통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삶

의질향상을위해 후속연구가지속적으로연구가필요

할 것이다[20].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큰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던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특성이반영된선행연구에서인구학적특성인

나이, 성, 결혼유무, 교육수준, 월평균 수입이 삶의 질을

10%로설명한다[20]. 또 다른선행연구를살펴보면사회

적 지지가 낮거나 교대근무를 하거나 질환을 가질 경우

근로자의삶의질은낮아진다는보고가있다[11,19]. 그러

므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선행요소로 알려진 우울,

결혼만족도, 월평균 수입, 배우자 관계 등 향상에 정부,

기업, 근로자모두상호협동관계를유지하며삶의질향

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한지역의 한정된 직업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정규

직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비정규직의경우, 고용의불안정성, 업무에서의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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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의 배제 등이 발생하므로, 정신건강 측면에

서문제점이발생소지가있어더욱각별한연구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노

동현장의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

움이 될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요소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으

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대책마련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정규직근로자가비정규직근로자보다삶의

질,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우울은 낮게 측

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 변

화에도움을줄정책마련에앞장서야할것이며, 기업역

시이에호응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삶의질을월평균

수입, 배우자 관계, 결혼만족도, 우울이 34.3% 설명하였

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삶의 질은 자신이 부여한 가치와

목표를 향한 행동의 실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자신

을둘러싼사람들과긍정적관계를맺을수있도록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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