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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의 정서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영향력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보다 증폭되거나 완화되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향상될수록 개인은 스스로의 계층상승에 대한 보다 
낙관적 기대를 품게 되지만, 그러한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비관적으로 기대를 하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기대의 저하는 계층 상승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우울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상승 
가능성의 저하로 인한 정서적 우울의 심화는 개인의 (1)사회적 자본 및 (2)경제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을 때 
보다 두드러지게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한국갤럽이 한국행정연
구원의 의뢰로 수집한 총 8000명에 관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공정성 제고 및 우울증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연구 모형의 
정립에 있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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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fairness and upward social mobility on 
the individual emotional depression.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effects are more or less pronounced for the sake of shedding more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cognitive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key proposition of this study is that as one holds more 
favorable beliefs about the fairness of the society to which (s)he belong, (s)he would have more 
optimistic expectations for the possibility of his or her own upward social mobility. Moreover, the 
decrease of this expectation could exacerbate his or her emotional depression with the expectation that 
(s)he might not get what (s)he deserves despite his or her time and effort put into achieving such 
goals. This study also adds further boundary conditions to these effects, such that the decrease of 
emotional depression is more pronounced when (1)social capital and (2)economic resources are scarce 
(versus abundant). To test these predictions, this study used the survey data on a total of 8000 people 
collected by Gallup Korea at the request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analyses 
provided support for the proposed model of the present study. These results should contribute to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and research models on the enhancement 
of fairness and prevention of depress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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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누군가에게 실현된 정의(正義)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발(誤發)된 불의(不義)일 수 있다. 동일한 현상 혹은 
사안에 대해서도 각자 저마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안을 두고도 직접 이해 당사자들 
이외 일반 여론까지 이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것은 결
국 계급사다리 중 스스로가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에 대
한 자각에 따라 해석이 다기(多岐)해질 것이기 때문이
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계급사다리가 점차 상향 이동을 위한 문호 개방
에 보다 폐쇄적 성향을 띠어간다는 인식의 확산과 무관
치 않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온전히 계층상승이
라는 결실을 맺기까지는 개인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이 같
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저하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
한 비관적 전망은 개인 차원에서 만성적 심리적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성
에 대한 인식 및 그로 인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
대가 개인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보았
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전반의 운용과 관련해 공
정성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믿음과 계층 사다리의 개방
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기대가 스스로의 정서적 우울감
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소속 개인들의 성취지향적 동기를 고취시
키거나 저하시킴으로써 일종의 동기 유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현재 투입되는 나의 노력이 
미래의 나에게 온전한 성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뒷
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상황 개선을 위한 시간과 노
력의 투입에 회의를 느끼고 자칫 심화된 무기력감으로 
우울감마저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바로 이러
한 개인의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스스로의 계층
상승 측면에서의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정서적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즉,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향상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계층상승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미래에 
온전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란 낙관적 기대를 하게 되
어 스스로의 정서적 우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의 악화는 개인의 갖은 노력
에도 불구하고 계층상승이 불투명해진 미래를 예견하
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에게 무력감과 함께 정서적 우울
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다른 노력으로 더 나
은 성과를 빚어내는 개인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
는 사회라 믿겨질 때에 개인은 비로소 오늘보다 더 나
은 내일을 소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개인의 치열
한 노력과 그에 따른 특출 난 성과가 부당하게 취급받
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개인
은 그가 속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것
이며, 그로 인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 
기대를 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계층상승 가능
성에 대한 기대의 저하는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
을 잠식함으로써 정서적 측면에서도 개인의 우울을 보
다 심화시키게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계층상
승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기대로 가중되는 개인의 정서
적 우울이 그(녀)가 가진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영향이 증폭되거나 완화될 것이라 
예측해 보았다. 즉, 비록 계승상승에 대한 기대가 저하
되더라도 그(녀)가 스스로 구비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원이 어느 정보 풍족하다면 그로 인해 쉽
게 정서적 우울에 빠져들지 않겠지만, 그러한 자원이 
희소할 때는 보다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
라예측해 보았다. 요컨대,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원
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일 경우 계승상승 가능성에 대
한 기대 저하에 심리적으로 보다 취약하게(vulnerable) 
반응하여 보다 더 깊은 정서적 우울에 빠져들게 될 것
이라 예측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예측들을 살펴보고자 한국갤
럽이 한국행정연구원의 의뢰로 수집한 총 8000명의 설
문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2].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본 설문 자료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차원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
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 또한 그로 인한 정서
적 우울에 관한 분석에 있어 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
은 증거들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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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인식 및 계승상승 가능성에 관한 기대가 구
체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개인의 정서적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으로써 공정성 관련 인식 및 
개인의 정서 상태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 한 해석
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1.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
‘세상은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명제를 참으로 인식할 

것인지 거짓으로 인식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명제의 참 · 거짓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들은 때로 사회경제적 지표들로 구체
화되기도 하지만 (예, 지니계수, 타일지수, 소득분배율 
등), 이를 주관적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참 · 거짓의 양극단 중 ‘거짓’ 쪽에 
치우쳐 냉소적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그
러한 명제는 어디까지나 이상향을 반영하는 ‘환상
(illusion)’에 불과하다고 여길 것이지만, ‘참’이라는 쪽
의 입장을 지지하는 개인이라면 불의는 결국 응징될 것
이라는 인과응보의 견해를 견지하게 될 것이다.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개인이 봉착하게 되는 딜레
마 중 하나는 현실 세계가 ‘항상’ 공정하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가차없이 배반당하기도 하는 만
큼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개인이 겪게 되는 심
적 혼란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대
한 인식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해소된다. 즉, 자신의 믿
음에 반하는 증거-세상은 때때로 불공정하게 작동하기
도 한다-에 맞닥뜨렸을 때 겪게 되는 인지부조화는 근
본적으로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근본적 입장의 변경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드물게 일어
난다[3][4]. 결국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빈번히 등
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후적으로 현상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여 현실을 자신의 세계관에 끼어 맞추는 것이다.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은 이처럼 자신의 세계관에 배치되는 현상에 맞닥뜨린 
개인이 교란된 자신의 심적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
동시키는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다[4]. 예컨대, 
현재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당한 희생은 정의로운 세
상에 대한 나의 믿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부조
화(cognitive dissonance)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지
금 마주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과 기존의 정의로운 세상
에 대한 나의 믿음(belief in a just world;[5][6])은 서
로 상충되어 나에게 모종의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인지부조화를 해소시키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시스템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의 나의 부당한 희생도 
종국에는 이 시스템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
음이 나의 심리적 항상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 희생
을 계속 감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부당한 
희생을 거부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허락되지 않
고 있다면, 그러한 인지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
한 방법은 결국 나의 현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뒤트
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정의가 보상받고, 불의는 처벌되
리라는 기본적 믿음이 깨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개인에
게 허락된 심리적 항상성의 회복 전략은 결국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처음의 그 믿음을 다시 복구하는 것일 경
우가 많다.

요컨대, 개인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
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미래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믿음에 배치되는 사건
이나 사고에 맞닥뜨리게 되면 개인은 모종의 심리적 불
편과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교란된 
심리적 항상성의 회복은 사후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의 
왜곡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법과 합법 사
이에서 위태롭게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닥친 전혀 
다른 어떤 불운한 사건을 그의 축부(蓄富) 과정에서의 
전횡에 대한 인과응보라 해석하려 들 수 있다. 이렇듯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은 결국 개개인이 사회구성
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토대를 이루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그들이 받는 대우 또한 그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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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고 믿음으로써 사회
적 정당성과 관련한 주관적 인식의 토대를 보다 견고히 
하게 된다[3][7]. 이러한 믿음의 생성과 강화는 개인으
로 하여금 현재의 기약 없는 고난에 대한 미래의 불확
실한 보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심어주며, 사회적 차
원에서는 기존의 보상 및 분배 시스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보다 유지 ·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2. 계층상승 가능성과 정서적 우울
이러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믿음은 개인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조절(self-regulation)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목표 달
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요구된다
[3][8]. 보다 원대하고 장기적 접근이 요구되는 목표일
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상응하는 
보상의 실현이 불확실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해당 결정
을 철회할 수 밖에 없다. 즉, 투입되는 자원에 상응하는 
성과의 달성과 그에 부합하는 보상에 대한 결실이 요원
해질수록 개인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몰입과 헌신
은 무용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그러한 시간
과 노력 차원에서의 자원 투입을 중단하고 해당 목표를 
단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계층상승
이라는 보상에 대한 가능성과 관련한 기대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개인의 계층상승 의욕을 고취시키거나 단념
시킬 수 있다[9]. 개인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개인이 얼
마나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냐
는 (1) 최종 보상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에도 영향
을 받지만, 동시에 (2) 그러한 보상이 실제로 얼마나 실
현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10]. 즉, 개인의 지난(至難)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무
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면 개인의 계층상
승을 위한 일련의 노력과 헌신은 줄어들거나 이내 곧 
중단되고 말 것이다(expectancy-value theories).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계층상승
이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3][8][9]. 계층상

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개인의 노력 및 성과에 따른 
계층 상승의 가능 정도”[11][12]라고 할 때, 사회적 평
가와 보상 메커니즘이 불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
어진다면 개인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계층상승이라는 목표는 개
인의 일생을 걸쳐 혹은 두 세대 이상을 거쳐 달성가능
한 장기적 목표 중 하나인 만큼, 개인의 헌신적 노력과 
자원의 투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노력이 온전히 계층상승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만큼 사회보상시스템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
게 운용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계층상승 가능
성에 대한 기대는 저하되고 그에 수반되는 자원의 투입
도 곧 중단될 수 있다 .

실제로 개인의 노력 및 성과에 따른 보상과 분배 관
련 시스템의 작동은 개인의 목표 달성에의 헌신에 영향
을 미치며,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보다 공정하다고 여
겨질 때 계층상승에 대한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취
되고[8], 공정성의 지각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사회 
주류 집단에서 보다 사회 약자나 소수자 집단에게서 보
다 증폭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Lerner[3]는 개인
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의욕의 고취에는 개인의 
세계관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개
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보상과 관련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에 있어 모종의 사적 계약(personal contract)을 
맺고 있는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정서 
상태에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예컨대, 개개인의 지각된 행복감은 객관적 소득 수
준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 및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에 의해서도 영향 받
을 수 있다[13]. 사회적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 관련 
인식은 개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고려되기도 한다[14][15]. 또한, 정서적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도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적 우울감은 사람들
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부정적 정서 중 하나
인데 흔히 스트레스[16], 사회적응[17], 자살충동[18]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
적 측면의 우울이 심화되면 만성적 수면장애 혹은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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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신체 증세가 발현될 수 있고[16], 자살 관련 행동
의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19], 사회생활 중 문제 
해결 능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17] 알
려져 있다. 특히, 정서적 측면의 우울감은 슬픔이나 분
노와 같은 연관 정서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슬픔이 통제불가능한 내적 및 외적 요소 모두에 의해 
유발되고 분노가 통제가능한 외적 요소에 의해 유발되
는 데 반해 우울 정서는 이러한 슬픔과 분노 모두를 포
괄하며 상당히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0].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공정성 및 계층상
승에 대한 기대는 즐거움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 
상태 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보았다. 사회적 공정
성에 대한 인식의 저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
감을 촉발하여 자기효능감 및 근로 의욕의 저하를 야기
시킬 수 있고, 사회계층 이동 (social mobility)에 대한 
기대를 단념시켜 무기력과 좌절, 패배감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21][22], 화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또한 상층부로 향하는 계
급 사다리의 단절은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낙관
적 기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박탈감과 좌절
감, 나아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24].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주관
적 인식은 그 자체로서 개인의 행복과 정신 건강에 상
당히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일탈 행동을 억제하게 되고[25], 의사결정에 수
반되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며[26], 개인
이 자기 삶의 능동적 주체로서 온전히 자기효능감을 회
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27].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공정성에 관련된 
인식의 악화가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릴 뿐 아
니라 개인의 정서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라 예측해 보았다. 즉, 개인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련된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리라는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사
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의 낙관적 기대는 형성되기 어
려워질 것이며, 이로 인한 박탈감과 자기효능감의 저하
는 개인의 정서적 우울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H1.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의 저하는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림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우울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3.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의 조절효과
계층상승이라는 장기적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희박

해지면 개인은 목표의 수정을 통해 출구 전략을 모색해 
나가거나 목표의 철회나 체념을 통해 적응 전략을 꾀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목표의 철회나 체념의 방식을 채택
했을 때 개인이 감내해야 할 심적 타격이다. 목표의 철
회 및 체념이란 결국 계층상승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
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로 인
한 패배감이나 좌절감과 같은 심적 부담을 개인에게 안
겨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좌절감으로 인한 심적 부담은 특히 심리적 완
충(psychological buffer) 자원이 희박할 때 보다 크
게 부각될 수 있다. 외부의 여러 부정적 요인들의 작용
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완충 자원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
다면, 개인의 평상심은 쉽사리 전복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개인이 보다 심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라면, 사회구조
적 차원에서의 계층 고착화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의 영
향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심적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완충 작용을 하게 될 자원
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 경제적 자원들이 바로 이러한 심리
적 완충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해 보았다. 즉, 개
인이 당면하게 될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들에 대비한 
인적 · 물적 자원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면 개인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보았다. 즉, 예기치 않은 각종 사건 · 사고와 
질병, 노화의 위협에 대비한 자원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면, 개인은 한층 더 여유로운 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보았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개인의 목표 
달성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회관계 망 속 자
원이라 할 때, 이러한 자원이 보다 충분히 구비되어 있
을수록 개인은 보다 더 잘 심적 여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29]. 예컨대, 보다 충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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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의 
발현 위험이 낮은 반면[30], 이러한 사회적 자원이 결핍
되어 있을수록 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하며 우울증의 재
발 위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2]. 또
한,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이 보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수록 예기치 
않은 사건 · 사고나 질병의 발발, 노환으로 인한 물리적 
· 재무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최소화하여 더 높
은 수준의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3]. 예컨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은 불안과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다 심화시키
지만[34], 소득 수준의 향상 등에 힘 입은 경제적 자원
의 비축은 재난 후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요컨대, 만일을 대비한 
인적 · 물적 자원의 충분한 구비는 예기치 않은 여러 외
부적 위협 요소들에 대한 스스로의 취약성
(vulnerability)을 줄여줌으로써, 위기상황에서의 대응
력을 보다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저하라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부정적 위협 요소
에 대한 인식이 실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서적 우울로 
이어지기까지 개개인의 인적 · 물적 차원에 기반 한 심
리적 완충 기제의 작용이 조절효과를 미치리라 예측해 
보았다. 즉,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
원을 심리적 완충 기제로 파악하여, 이러한 자원이 충
분히 확보되어 있을수록 개인은 심리적으로 보다 더 큰 
여유로움을 누리며 이를 통해 계층상승 가능성의 기대 
저하라는 외부 위협 요소에 대해서도 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예측하여 보았다. 반면, 그러한 자원들이 
보다 희소하게 확보되어 있을수록 심리적 여유로움이 
박탈되어 계층상승 가능성의 기대 저하라는 외부적 위
협 요소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정서
적 우울 또한 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 예측하여 
보았다. 요컨대,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원이라는 요
소의 확보는 계층상승 가능성의 기대 저하라는 외부 위
협 요소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의 민감도를 낮추는 
심리적 완충기제로 작용하여 이러한 자원이 충분할수
록 개인의 정서적 우울은 경감되는 반면, 이러한 자원
이 희박할수록 정서적 우울은 보다 더 가중되리라 예측

해 보았다. 

H2. 계층상승 가능성의 기대가 개인의 정서적 우울
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a)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및 (b)경제적 자원이 희박할수록 보다 증폭될 것
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수집한 “2017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
였다[2].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를 대
상으로 시행한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총 8,000명
이었으며, 이 중 여성 응답자가 49.4% (nfemale = 3950
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이삼십 대가 38.7%
를, 사오십 대가  45.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
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에 명시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 모형에 등장하는 구성개념의 측정에 활용된 

설문 문항들은 [표 2]에 표시되어 있다. 이 중,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측정에는 4점 척도가 쓰였으며
(1=전혀 공정하지 않다, 2=별로 공정하지 않다, 3=약간 
공정하다, 4=매우 공정하다), 계층상승 가능성의 측정
에도 4점 척도가 쓰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매우 그렇다). 아울러, 
정서적 우울의 측정(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
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매우 그렇다) 및 경제적 자

계층상승 가능성

사회적 공정성 정서적 우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원

H1

H2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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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측정에도 또한 4점 척도가 쓰였다(노후 준비: 1=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2=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3=약간 준비되어 있다, 4=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중병 
대처, 1=매우 부족하다, 2=다소 부족하다, 3=다소 충분
하다, 4=매우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측
정에는 5점 척도가 쓰였다(1 = 없다, 2 = 1∼2명, 3 = 
3∼4명, 4 = 5∼9명, 5 = 10명 이상).

빈도 퍼센트(%)

성별 남 4050 50.6
녀 3950 49.4

연령별

19~29세 1556 19.5
30대 1540 19.3
40대 1833 22.9
50대 1814 22.7
60대 1257 15.7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Ⅳ. 실증분석

본 연구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분석 전략을 취했다. 첫 번째로 측정도구의 신뢰
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SmartPLS 3.3.2에 기반 한  측
정 도구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이 이뤄졌다. 두 번
째로는 가설 검증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Hayes의 PROCESS 
marco (version 3.40;[37])에 기반 한 5,000회의 부
트스트래핑이 시행되었다.

1. 측정모형 검증
측정 도구들의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해 요인적재량 

및 합성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값(AVE),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 .70, CR > 
.80, AVE > .55,　α ＞ .70인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도
구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한편, 구성개념들 간 판별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Fornell and Larcker[38]의 접근법을 택했다. 분석 결
과, 모형에 포함된 모든 구성개념들 간 상관관계 값들
이 이에 대응하는 해당 구성개념들의 AVE값의 제곱근 
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들의  

HTMT(heterotrait–monotrait)값들도 기준치인 .85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모형에 포
함된 모든 구성개념들 간 판별타당성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2. 주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

한 기대의 매개 작용으로 정서적 우울에까지 영향을 미
치리라는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표 4]. 분석 결과,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
식의 향상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견
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03, t = 20.512, p < 
.01). 또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의 형

사회적
공정성

계층상승
가능성 정서적 우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원

사회적
공정성 .745

계층상승가
능성

.225
(.289) .921

정서적 우울 -.103
(.136)

-.175
(.219)

.831

사회적
자본

.000
(.071)

.119
(.152)

-.134
(.171) .814

경제적 자원 .143
(.188)

.166
(.206)

-.184
(.233)

.184
(.236) .910

Notes. 대각선 안은 AVE의 제곱근 값(square roots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비대각선 안은 상관관계 및 HTMT 값(괄호 안).

표 3. 판별타당성 검증 

변수 측정항목 적재량 α CR AVE

사회적 
공정성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
식
                     -교육 기회 .749

.734 .833 .556                -취업 기회 .781
-과세 및 납세 .746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704

계층상승 
가능성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자신

.920 .821 .918 .848

-자녀 .921

정서적
우울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857

.777 .870 .691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 .791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정도 .844

사회적 
자본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빌릴 수 
있는 사람 수 .789

.746 .855 .663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838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 .814

경제적 
자원

노후에 대한 준비정도 .906 .791 .905 .827중병 발생 시 대처 가능 경제력 정도 .913

표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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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개인의 정서적 우울감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β = -.151, t =-15.835, p < .01). 요컨대, 
사회적 공정성 및 계층상승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모두 
개인의 정서적 우울의 예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β사회적 공정성 = -.079, t = -5.939, p < 
.01;  β계층상승 가능성 = -.138, t = -14,139, p < .01). 이
러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의해 매개되어 개인의 정서적 우울에까지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Effect = -0.042인 것으로 나타
났다(95% confidence interval [CI]: -.0498, 
-.0341). 즉,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그
로 인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고양되면 개인
의 정서적 우울은 낮춰질 수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공
정성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비관적이 되면 개인의 정서적 우울 또한 보다 악
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가설 1 지지). 

3. 조절효과 검증
계층상승 가능성의 매개 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공정

성의 정서적 우울에 대한 간접 효과가 (a)사회적 자본 
및 (b)경제적 자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절되는 양상
은 [표 5] 및 [표 6]과 같다(가설2). 즉, 사회적 자본이 
풍족하기 보다는(Effect = -.032, 95% CI: -.041, 
-.024) 부족할 때(Effect = -.044, 95% CI: -.055, 
-.034) 계층상승 가능성을 경유한 사회적 공정성의 정
서적 우울에 대한 부(-)의 영향력이 보다 증폭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많고 적음
에 따른 간접효과의 크기 차이는 95% 신뢰구간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 = .010, 95% CI: .0002, 
.0193; [표 5]). 

한편, 경제적 자원의 조절작용으로 인한 간접효과의 
크기 변화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기 보
다는(Effect = -.024, 95% CI: -.032, -.015)  희박할 
때(Effect = -.046, 95% CI: -.057, -.037)  사회적 공
정성의 정서적 우울에 대한 부정적 간접효과는 보다 증
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간접효
과에 대한 조절영향 지표는 이러한 간접효과의 크기 차
이가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Effect = .019, 95% CI: 
.0091, .0287; [표 6]). 요컨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저하와 그로 인한 계층상승 기대에 대한 비관적 
기대가 개인의 정서적 우울을 부추기게 되는 효과는 개

주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내생변수:　계층상승가능성

X → M
ß SE t p

사회적공정성 .303 .015 20.512 .000
내생변수:　정서적 우울

M → Y
ß SE t p

계층상승가능성 -.151 .010 -15.835 .000
내생변수:　정서적 우울

X & M → Y
ß SE t p

사회적 공정성 -.079 .013 -5.939 .000
계층상승가능성 -.138 .010 -14.139 .000

총 간접효과 
X → M → Y

Effect SE 95% CI
Lower Upper

-.042 .004 -.0498 -.0341

표 4. 주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가설 1)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내생변수:　정서적 우울

ß SE t p
사회적 공정성 -.083 .013 -6.331 .000

계층상승 가능성 -.196 .033 -5.894 .000
사회적 자본 -.197 .039 -5.066 .000

계층상승 가능성×사회적 자본 .032 .015 2.208 .027
사회적 자본의 많고 적음(多少)에 따른 

‘사회적 공정성→계층상승 
가능성→정서적 우울’ 경로 상에서의 

간접효과 크기

 사회적 자본 Effect SE 95% CI
Lower Upper

적음(少) -.044 .004 -.055 -.034
많음(多) -.032 .004 -.041 -0.024

사회적 자본의 
간접효과 조절영향 지표

Effect SE
95% CI

Lower Upper
사회적 자본 .010 .005 .0002 .0193

표 5.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가설 2a)

계층상승 가능성

사회적 공정성 정서적 우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원

-.121 
(-9.222)**

.303
(20.512)** -.151 

(-15.835)**

.032
(2.208)*

.061
(4.342)**

Note:경로 첫째 줄은 β, 둘째 줄 괄호 안 t-value. 
* p < .05, ** p < .01

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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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보다 증폭되며, 그러한 자원들이 보다 풍족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반대로 상당히 완화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가설 2 지지).  

V.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미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
인의 정서적 우울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계층상승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개인이 투입해야
할 시간과 노력의 자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개인은 그에 관련된 자원의 투입
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될 것이다[3][8][9]. 자신이 속한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은 그(녀)
가 자신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
에 대한 비(낙)관적 정서 또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13-15].

전국 만 19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8,000명을 대상
으로 한 서베이 자료를[2]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공정성 지각 및 계층상승 가능성

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의 정서적 우울 간
의 관계에 대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사회적 공
정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보
다 낙관적 기대를 낳으며, 이러 기대는 개인의 정서적 
우울을 약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었다. 반대로 
그러한 인식과 기대의 저하는 개인의 정서적 우울을 악
화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부(-)적 영향은 해당 
개인이 위기 대처와 관련한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
원을 적게 가지고 있을수록 보다 증폭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28][29].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이 개인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보여준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한편 [39-42]. 그와 관
련한 기저 메커니즘을 보다 세 히 밝혔다는 점에서 해
당 연구들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
는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원이 개인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주효과에 초점을 맞췄던 연구들과 달리[43-45], 
조절효과 인자로서 역할하게 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
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원이 개인의 외부 자
극에 대한 민감도 혹은 취약성을 결정하는 인자로 역할
하게 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공정성 및 계층사다
리와 관련한 거시적 차원의 조망이 미시적 차원의 개인
의 정서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으로써 향후 개인의 정서적 우울에 대한 예측에 있어 
개인 차 뿐 아니라 조직 간 혹은 국가 간 차이까지 보다 
정 하게 탐색해 볼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계급사
다리가 단절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와 이와는 반대
로 경제성장률이 높아 계급사다리가 여전히 수직 이동
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 간 비교 연
구는 1인당 GD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
하는 역설을 설명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우울증 및 자살률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의 형성 측면에서도 탐색적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자
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46]. 인구 10만 명 당 자살

경제적 자원의 조절효과
내생변수:　정서적 우울

ß SE t p
 사회적 공정성 -.057 .013 -4.322 .000

 계층상승 가능성 -.241 .030 -8.131 .000
 경제적 자원 -.308 .038 -8.014 .000

 계층상승 가능성×경제적 자원 .061 .014 4.342 .000
경제적 자원의 많고 적음(多少)에 따른 

‘사회적 공정성→계층상승 
가능성→정서적 우울’ 경로 상에서의 

간접효과 크기

 경제적 자원 Effect SE 95% CI
Lower Upper

 적음(少) -.046 .005 -.057 -.037

 많음(多) -.024 .004 -.032 -0.015
경제적 자원의 

간접효과 조절영향 지표

Effect SE
95% CI

Lower Upper
 경제적 자원 .019 .005 .0091 .0287

표 6. 경제적 자원의 조절효과 분석(가설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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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를 가리키는 자살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26.6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의 규명
과 분석에는 여러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고
려가 선행되어야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측
면에서의 ‘공정성’ 및 ‘계층사다리’에 대한 인식이 개인
적 차원의 정서적 우울을 촉발 · 심화시키는 한 기저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비록 본 
연구는 서베이 데이터에 기반 한 탐색적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 방법론 기반의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여 이와 관련한 보다 정 한 인과 
관계의 규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주요 정책 현안으
로 떠오르고 있는 출산율 저하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해법의 탐색 및 발굴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현안 또는 사회 분배 정책과 
관련한 개인의 태도 및 지각은 그 자신의 경제사회 활
동 뿐 아니라 자녀 출산과 같은 사적 영역에 관한 의사
결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47]. 본 연구는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저하가 개인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실추시켜 정
서적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사
다리의 단절로 인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개인의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 및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층상승 가능성
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향후 출산 계획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G. M. Fitzsimons and E. J. Finkel, 
“Interpersonal Influences on Self-Regul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19, pp.101–105, 2010.  

[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사회통합실태조사, 2017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
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11-
25, A1-2017-0071, V1.0, http://hdl.handle.net/
20.500.12236/23582

[3] M. J. Lern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Y: Plenum Press, 
1980.

[4] J. T. Jost and M. R. Banaji,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33, pp.1–27, 
1994.  

[5] M. J. Lerner, “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Performer’s Reward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 pp.355–360, 1965. 

[6] M. J. Lerner and D. T. Miller, “Just World 
Research and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Vol.85, pp.1030–1051, 1978. 

[7] J. T. Jost, M. R. Banaji, and B. A. Nosek,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Research: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Vol.25, pp.881–919, 2004. 

[8] C. L. Hafer, “Investment in Long-Term Goals 
and Commitment to Just Means Drive the 
Need to Believe in a Just Worl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6, 
pp.1059–1073, 2000. 

[9] K. Laurin, G. M. Fitzsimons, and A. C. Kay, 
“Social Disadvantage and the Self-Regulatory 
Function of Justice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00, 
No.1, pp.149-171, 2011. 

[10] A. Wigfield and J. S. Eccles,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Task Values: A 
Theoretic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Vol.12, pp.265–310, 1992. 

[11] 김현정, “소득불평등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계
층상승 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보, 제25권, 제2호, pp.559-587, 2016.

[12] 이하영, 이수영, “사회계층이 국민의 희망 인식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계층상승 가능성과 정부신뢰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3호, pp.325-356, 2016.

[13] A. Ferrer‐i‐Carbonell and X. Ramos, 
“Inequality and Happiness,” Journal of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 및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정서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 183

Economic Surveys, Vol.28, No.5, pp.1016-1027, 
2014.

[14] S. Oishi, S. Kesebir, and E. Diener,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Vol.22, No.9, pp.1095–1100, 2011.

[15] T. Oshio and M. Kobayashi, “Area-Level 
Income Inequality and Individual Happiness: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2, No.4, pp.633-649, 2011.

[16] 하정,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
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17] 김민경,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청소년
학연구, Vol.18, No.12, pp.101-129, 2011

[18] D. M. Fergusson, L. J. Woodward, and L. J. 
Horwood,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Vol.3, No.1, pp.23-39, 
2000.

[19] 강상경,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
도 관계의 성별 · 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Vol.41, 
No.2, pp.67-99, 2010.

[20] 이주일, “조직 장면에서의 분노, 불안, 우울 정서-정
서 간 유발 상황과 대처방식의 차이 및 정서의 조절과 
심리적 안녕, 직무효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16, No.3, pp.19-58, 2003.

[21] 김동훈, 하상응, “소득 불평등 인식과 정부신뢰: 주관
적 계층 상승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8권, 
제1호, pp.49-85, 2020.

[22] J. N. Houle, “The Psychological Impact of 
Intragenerational Social Class Mobility,” Social 
Science Research, Vol.40, No.3, pp.757-772, 
2011. 

[23]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공정성
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7권, 제5
호, pp.25-45, 2016.

[24] K. S. Newman, Falling from Grace: Downward 
Mobility in the Age of Afflu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25] J. T. Jost and O. Hunyady, “The Psychology of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alliative 

Function of Ideolog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13, pp.111–153, 2003. 

[26] K. van den Bos and E. A. Lind, Uncertainty 
Management by means of Fairness Judgment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Y: Academic Press, Vol.34, 
pp.1–60, 2002.

[27] J. W. van Prooijen, “Procedural Justice as 
Autonomy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6, pp.1166–1180, 
2009.  

[28]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Sociology, Vol.94, pp.95-120, 1988.

[29] N. Lin,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Vol.29, No.6, 
pp.785-795, 2000. 

[30] J. A. Flaherty, F. M. Gaviria, E. M. Black, E. 
Altman, and T. Mitchell,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unctioning of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40, No.4, pp.473-476, 1983.

[31] C. K. Rini, C. Dunkel-Schetter, P. D. Wadhwa, 
and C. A. Sandmen,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Birth Outcomes: The Role of Personal 
Resources, Stress, and Sociocultural Context in 
Pregnancy,” Health Psychology, Vol.18, 
pp.333-345, 1999.

[32] C. E. Vaughn and J. Leff, “The Influence of 
Family and Social Factors on the Course of 
Psychiatric Illness: A Comparison of 
Schizophrenic and Depressed Neurotic 
Pati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29, pp.125-137, 1976. 

[33] S. M. Southwick, G. A. Bonanno, A. S. Masten, 
C. Panter-Brick, and R. Yehuda, “Resilience 
Definitions, Theory, and Challenge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Vol.5, No.1, 
2014.

[34] M. H. Ünal-Karagüven, “Psychological Impact 
of an Economic Crisis: A Conservation of 
Resources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1184

Stress Management, Vol.16, pp.177-194, 2009.
[35] M. S. Gibbs, “Factors in the Victim that 

Mediate between Disaster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2, 
pp.489–514, 1989.

[36] B. Obrist, C. Pfeiffer, and R. Henley, “Multi‐
Layered Social Resilience: A New Approach in 
Mitigation Research,”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Vol.10, No.4, pp.283-293, 2010.

[37] A. F. Hayes,  The Process Macro for SPSS, SA
S, and R. Retrived from: http://processmacro.o
rg/download.html, 2019.

[38]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39] T. A. Judge and J. A. Colquitt, “Organizational 
Justice and Stress: The Mediating Rol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9, pp.395–404, 2004.  

[40] A. Marshall, S. Jivraj, J. Nazroo, G. 
Tampubolon, and B. Vanhoutte, “Does the 
Level of Wealth Inequality within an Area 
Influence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st Older People?,” Health and Place, 
Vol.27, pp.194-204, 2014.

[41] K. Otto, A. Boos, C. Dalbert, D. Schöps, and 
J. Hoyer, “Posttraumatic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of Flood Victims: The 
Impact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0, 
No.5, pp.1075-1084, 2006.

[42] R. Vermunt and H. Steensma, How Can 
Justice Be Used to Manage Stress in 
Organizational? In J. Greenberg & J. A. 
Colquitt (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Justice, Mahwah, NJ: Erlbaum, pp.383–410, 
2005.

[43] P. Martikainen, J. Adda, J. E. Ferrie, G. D. 
Smith, and M. Marmot, “Effects of Income and 
Wealth on GHQ Depression and Poor 
Self-Rated Health in White Collar Women and 

Men in the Whitehall II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57, 
No.9, pp.718-723, 2003.

[44] C. Riumallo-Herl, S. Basu, D. Stuckler, E. 
Courtin, and M. Avendano, “Job Loss, Wealth 
and Depression during the Great Recession in 
the USA and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Vol.43, No.5, pp.1508-1517, 
2014.

[45] T. Yilmazer, P. Babiarz, and F. Liu, “The 
Impact of Diminished Housing Wealth on 
Health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130, pp.234-241, 2015.

[46]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자살예방백서. 
[47] C. Graham and M. Picon, “Who Trusts the 

System in Latin America: Some Insights from 
Happiness Economics,” In Notre Dame 
Conference on Social Exclusion, 2009. 

저 자 소 개

노 민 정(Minjung Roh)                    정회원
▪2015년 : 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
▪2017년 ∼ 2019년 2월 : 경희대학

교 빅데이터 연구센터 연구교수
▪2019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e-Marketing, 온라인구전, 혁신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