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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로 구체화되면서, 비정규
직 노동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923만 3천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615만 6천 명으
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 수를
늘림으로써 고용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에서는 글로벌화된 시장 환경과 급속한 기술 변화로 인해 고용을 유연화하고 비용
을 절감하고자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증가시키고 있다(노용진, 2007; Lepak, Takeuchi, &

Snell, 2003).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이는 몰
입도 부족, 높은 이직률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의 낮은 생산성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려한다(노용진, 2007; 이명주․조봉순, 2015).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직위와 보수를 비롯한 차별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해 왔다. 비정규
직 고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비교
차원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보다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의 주변인
이 아닌 노동 주체이자 주요 관리 대상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고, 그들이 자신의
직무 관련 조건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자의 직무태도를 비교하는 데 그쳤다. 횡단 연구는 특정 시점에 복수의 대상자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 선택 편의(selection bias) 경향이나 제3의 변수와 교락됨으로
써 다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Singer & Willet, 2003). 또한 동일
시점에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 두었기 때문에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 문제가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변수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들은 비정규직 연구가 아직 일관성 있는 결론에 도달
하지 못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며,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을 얻고 있다(신은종, 2005; 이명주․조봉순, 2015; Connelly & Gallagher, 2004).
본 연구는 추적 조사를 통해 종적 분석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7년간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유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데이터는 복수의 대상을 복수의 시간에 걸쳐 관측하는 것으로, 대상 간 변동과
시간에 걸친 변동을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치록, 2017). 이 연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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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따른 비정규직 직무태도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에 주목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정규직 직무태도 변화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개인이 구성하는 역동
적인 삶과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Dobrow Riza, Ganzach, & Liu, 2016). 시간에
걸쳐 구성 개념이나 요인이 갖는 의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Rousseau & Fried, 2001).
시간은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주요 직무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
들은 몇 십여 년 전부터 시간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변화를
보고하고 있으나(예: Beck & Wilson, 2001; Gao-Urhahn, Biemann, & Jaros, 2016; Ng &

Feldman, 2010),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구에서 직무태도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비정규직 노동이 갖는 비정규성을 이유로, 시간에 걸쳐 보이는 직무태도 변화의 중요성
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3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이제는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정규직에 비해 낮다고 보고된 직무태도
연구의 흐름을 확장해보고 한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 상태를 유지해온 이른바, 상
시적 비정규 노동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탐색과제를 설정하였다.
탐색과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조직몰입, 직무만족)는 어
떻게 변화하는가?
본 연구는 사회적 교환 이론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지각하는 요인들이 심리
적 결과(psychological outcome)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한다. 사회적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Blau, 1964)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동료나 상사, 조직과 갖는
교환관계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교환관계는
동료나 상사, 조직이 모든 구성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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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구성원마다 다른 종류의 교환관계를 발전시키며, 관계의 질은 직원의 태도와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그들을 고용한 조직과
맺는 교환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받는 상대적인 유․무형 혜택에 대한 조건부 반응으로 태도 및 행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도화․이상민(2000)의 연구에서 사회적 교환이론을 근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
무태도를 비교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개 정규직보다 장기 고용을 기대하기 힘들
고 급여 및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직무태도 및 행위를 나타냄으로
써 사회적 교환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부산․경남 지역 종합병원에
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
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직무성과를 보여주었고, 비정규직 종류(자발성, 시간제/전일제,
비정규직 유지 희망여부)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나타냈다.
양병화․황혜연․오세진․이재일(2001)의 연구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에 대한 비교가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행해졌는데, 이도화․이상민

(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6개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 145명,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비정규직 직종에
따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다르게 나타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박노윤

(2006)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형성하는 사회적 교환 관계를 조직, 상사, 동료의 지원 인식
으로 구체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조직, 상사, 동
료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느낄수록 몰입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찬중․윤찬선(2008)의 연구는 4개 기업, 36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통해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신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공정성 지각과 조직신뢰 수준이 낮아, 정규
직에 비해 보상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불만족함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대다수 선행연구는 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비정규
직 유형이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한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표본에 있
어서도 한정적인 표본을 바탕으로 단일 시점에서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 수집을
통한 횡단연구에 그쳐 설명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가 가능한 패널 자료
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 특히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추이
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과 구성하는 교환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에 초점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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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직무에 대
한 만족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선택 자발성은 노동
자가 비정규직으로서 직장에 입사하게 된 사유가 근무시간이나 커리어 상 결정 등 자발적
인 선택에 따른 것인지, 다른 대안이 없어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인지를 뜻한다. 자발성은
현재 직무를 선호하는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Van Dyne and Ang(1998)의 연
구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비정
규직 선택 자발성을 다루었다. 예컨대, 박우성․노용진(2002)은 자발적 선택이 조절변수
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고, 김정원․서재현(2008)은 비정규직 선택
자발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보여주었다. 또한, 조봉순․김
기태(2013)는 자발적으로 기간제를 선택한 노동자의 경우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조직과 직
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제시하였고, 김동호․성상현(2016)은 한국노동
패널 17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택자발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직
접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보여주었다. 이렇듯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비정규직 선택 자발
성과 직무태도 간 긍정적 관계는 종단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한 노동자와 달리 근무조건, 수입,
커리어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노동자라면 정규직과 외적인 근무조
건을 비교하기보다는, 유연한 근무시간이나 적은 업무량과 책임 등에 더 만족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긍정적인 직무태도로 이어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택자발성과 직무태도는 정(+)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성의 경우, 주관적 고용불안정성과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 개인
수준에서 조사되는 고용불안정성은 주관적 인식에 기인한다.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은 노동
자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지각으로, 조직 내 고용 연속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심
리적 상태이다(Pearce, 1998). 개인마다 각자 고용주와 형성하고 있는 관계, 계약 조건이나
관행, 직무 조건 등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Kraimer, Wayne,

Liden, and Sparrowe, 2005). 선행연구들은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지각하는 비정규직 노
동자일수록 낮은 수준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예: 김우진․서원
석, 2010; MacNamara, 2003). 또한, 이명주․조봉순(2015)은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지각을
사회구조적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하여, 이동가능성, 지위정당성, 지위고착성에 대한
지각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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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류기락(2009)이 구성한 직종/업종/고용주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한 일자리 이
동 유형 지표를 참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기간 동안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성의 객
관적 측면을 보고자 하였다.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실
질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구성되며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률이나 기업 경제 상황 등 거시
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잦은 고용주 변경이나 업종 및 직종 변경 등 다차원적인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력을 기준으로 피고용자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주와 형성하고 있는 계약관계가 직종이나 업종, 고용주 변경으로 인해 위협
받을 가능성에 집중하였다.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업종 혹은 직종이 변경될 때, 일반적으로
조직 내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정성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
이 크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고용불안정성과 직무태도는 부(-)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가설 2-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객관적 고용불안정성과 직무태도는 부(-)의 관계를 지
닐 것이다.
직무적합도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주관적인 적합도 인식은 개인-직무 적합도(person-job fit), 개인-집단 적합도

(person-group

fit),

개인-조직

적합도(person-organization

fit),

개인-상사

적합도

(person-supervisor fit), 수요-공급 적합도(needs-supplies fit) 등 다양한 차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Cable & DeRue, 2002; Kristof-Brown, Zimmerman, Johnson, & Henry, 2005). 그
중 개인-직무적합도는 개인이 보유한 역량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간 일치 정도를 나
타내며, 일치도와 직무태도 간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Cable & DeRue, 2002). 박우
성․노용진(2002)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유한
기능․학력 수준과 직무가 불일치하는 경우 비정규직의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 또한, 김동호․성상현(2016)의 최근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문항 중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교육수준․기술수준 적합도” 문항을 개인-직무적합도의 대리문항으로 사
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적합도 지각 수준과 직무태도 간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
었다.
최근 기업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의 교육․훈련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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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수준이 현재 하는 업무에 적합한지 계속해서 판단할 것이며, 본인이 직무에 적합하
다고 느끼는 노동자일수록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각하는 직무적합도 수준의 기준이 개인
내 비교와 개인 간 비교 두 가지 차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개인 내 비교를
바탕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스스로 인식한 평균적인 직무적합도에 비해 높게 직무적합도
를 인식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직무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 간 비교를
바탕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적합도 인식 평균에 비해 본인의 직무적합도 인
식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개인 내 수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각하는 직무적합도와 직무태도는 정
(+)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즉, 다른 때보다 직무적합도를 높게 지각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가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2: 개인 간 수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각하는 직무적합도와 직무태도는 정
(+)의 관계를 지닐 것이다. 즉, 다른 비정규직보다 직무적합도를 높게 지
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

Ⅲ. 연구자료 및 분석전략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로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을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인구 주택 총 조사 조사구를 1차 표본 추출
단위로 하고 가구를 2차 표본 추출 단위로 하는 2단계 집락 계통 추출법(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패널 표본 5,000가구에 거주
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태도변수 등에 대해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longitudinal survey)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본 연구는 2009년 12차 자료부터 2015
년 18차 자료까지 7개년간 자료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렇듯 2009년부터 충원된 한
국노동패널 통합표본을 사용함으로써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를 확보하고, 2007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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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인식을
연구함으로써 사회구조 상황에 따른 인식변화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
널 자료는 정규직 여부를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7년간 지속
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434명이었다. 즉,
모든 대상에 대해 동일한 기간 동안 완전하게 관측이 이루어진 균형 패널 데이터(balanced

panel data)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결측값
이 많아 제외한 19명의 표본을 제외하고 총 415명의 표본이 실제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과 기술통계

(1) 종속변수: 조직몰입, 직무만족
본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요 직무태도 변수로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주목하였
다. 조직몰입은 Porter, Steers, Mowday, and Boulian(1974)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구성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는 “지금 근무
하고 있는 직장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나는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
다”, “직장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등이다. 조직몰입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Brayfield and Rothe(1951)의 직무만족 척도에 기초하여 직무만족도 전반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는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
다” 등이다. 직무만족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
이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
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를 측정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현재 근무 형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11개 항목(기타항목 포함)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봉순․김기태(2013)의 측정방법을 바탕으로 비자발적 동기와 자발적
동기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자발적 동기(값=0)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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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의 3개
항목에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였고, 자발적 동기(값=1)는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경력을 쌓
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등 나머지 7개 항목에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415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7년간 조사된 2905개 사례 중 비자발적 동기는 59.1%, 자발
적 동기는 40.9%로 나타났다.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은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거나 묵시적인 고용
관행 등에 의해 고용이 안정적일 경우(값=0)와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의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값=1)로 구분하여 단일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총 2905개 사례 중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55.3%, 불안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44.7%로 나타났다.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은 류기락(2009)의 일자리 이동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업종/고용주 변경 횟수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18차(2015년) 자료에서 주된 일자리의 직업력을 파악하여 고용주 변
경 횟수를 확인하였고, 직종은 표준 직업 분류 코드를,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
하여 변경 여부를 파악하였다.
직무적합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를 각각 단일 문
항으로 ‘매우 낮다’에서 ‘매우 높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한 뒤, 그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예: 박우성․노용진, 2002; 방하남․이상호, 2006; 이영면․이동
진, 2011; 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 Rice, Phillips, & McFarlin,

1990)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서 성별, 연령, 학력, 근로형태(시간제/전일제), 임금수준 등을 통제하였다. 성별은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코딩하였고, 연령은 2009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를 기준으로 3개의 더미변수(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근로형태
는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근무시간에 따라 직무태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정규
직 근로형태를 전일제(값=1)와 시간제(값=0)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임금수준
은 월평균 임금액수를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기술된 주요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기술통계 값은 <표 1>과 <표 2>에 각각 제
시되어 있다. 여기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 고용불안정성, 직
무적합도, 근로형태, 로그임금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time-varying) 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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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성별, 학력, 연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시간 독립적

(time-invariant) 변수이다.
<표 1> 변수 측정방법
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측정

OC

조직몰입

5개 항목, 5점 척도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나는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등

JSF

직무만족

5개 항목, 5점 척도
예)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등

Time

시간

VC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SIS

주관적
고용불안정성

종속
변수

시간 의존적
변수
(Level 1)

종단
변수

독립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시간 독립적
변수
(Level 2)

통제
변수

0 (=2009년) ∼ 6 (=2015년)
0 = 비자발적 동기(예: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등 3개 항목)
1 = 자발적 동기(예: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등 7개 항목)
0 = 아니오, 1 = 예

FIT

직무적합도

Whrs

근로형태

0 = 시간제, 1 = 전일제

log
wage

로그임금

월평균 임금액수(십만)를 로그변환한 값

OIS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Gender

성별

0 = 남자, 1 = 여자

ED2
ED3

학력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전문대졸(ED1), 대졸(ED2), 대학원
졸(ED3) 3개의 더미변수로 코딩

Age09

연령

12차년도(2009)의 연령

ED1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의 평균값 (5점 척도)

2009∼2015년 내 고용주/직종/업종 변경 횟수의 합

<표 2>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변수유형

조직몰입(OC)

2905

3.06

0.58

1.00

5.00

연속

직무만족(JSF)

2905

3.30

0.59

1.00

5.00

연속

선택자발성(VC)

2905

0.41

0.49

0.00

1.00

이분

직무적합도(FIT)

2905

2.79

0.43

1.00

4.00

연속

주관적
고용불안정성(SIS)

2905

0.45

0.50

0.00

1.00

이분

로그임금(logwage)

2905

2.51

0.58

0.18

5.48

연속

객관적
고용불안정성(OIS)

415

0.82

1.66

0.00

12.00

연속

연령(Age09)

415

49.51

10.55

23.00

80.00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에 대한 종단연구(조예슬)

39

3.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대해 다양한 변수들이 미
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패널 자료는 개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실시했던 횡단 분석보다 훨씬 통제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매년 동일한 가구, 동일한 가구원에 대
해 종적으로 수집된 추적조사로, 시간에 걸친 개인 내 변동과 개인 간 변동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본 연구는 종단적 다층모형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의

lme4 패키지(Bates, Mä̈chler, Bolker, & Walker, 2014)를 이용하였다. 단계별 분석 모형
및 접근법은 아래와 같다.

(1) 무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Unconditional random intercept Model)
첫 단계에서는 무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을 이용해,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을 산출하여 다층모형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수식
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t는 시점,

j는 개인,
 는 전체평균(grand mean),
 는 개인 간 차이(between-person variability or inter-individual differences);
 ∼N(0,  )
  는 개인 내 차이(within-person variability or intra-individual differences);
  ∼N(0,   )

(2) 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Conditional random intercept Model)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투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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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 t는 시점,

j는 개인,
p는 공변량(covariate),
  는 회귀계수,
  는 설명변수,
 는 개인 간 오차(between-level error or random effect);  ∼N(0,  )
  는 개인 내 오차(within-level error or random effect);   ∼N(0,   )

먼저, 시간을 종단변수로 투입하여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직무만
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인 근로형태, 성별, 학력, 로그임금, 연령
을 투입하여 기초 모형(null model)인 무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과 비교한 뒤, 독립변수인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를 투입하여 이전 모형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time-varying) 변수인 주관
적 고용불안정성,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직무적합도, 근로형태, 임금수준은 개인 내 차이
를 나타내는 1수준에 투입하였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시간 독립적(time-invariant)
변수인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성별, 학력, 연령은 개인 간 차이를 나타내는 2수준에 투입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nders and Tofighi(2007)의 권고를 바탕으로 1수준에 포함된 연속
변수인 직무적합도,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집단 평균 중심화(cluster mean centering)를, 2수
준에 포함된 연속변수인 연령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적용
하였다. 중심화 방법(centering)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영점(zero point)에 대해 해석
가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1수준의 영향과 2수준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다
층모형에서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다(Enders & Tofighi, 2007).
또한, 1수준 변수에 중심화를 적용할 경우 무선효과를 추정할 때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Raudenbush & Bryk, 2002), 해당 변수의 집단별 평균을

2수준 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켜 편의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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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 여가 각각 52.8%,

47.2%의 비율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88.4%로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
령대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한 가운데 40대가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로
형태에서는 전일제가 84.1%로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
변수
성별

학력

연령

근로형태

범주

비율(%)

사례수

남

52.8

219

여

47.2

196

고졸 이하

88.4

367

전문대졸

4.1

17

대졸

5.8

24

대학원졸

1.7

7

20대

3.6

15

30대

12.5

52

40대

36.1

150

50대

30.1

125

60대

13.7

57

70대 이상

3.9

16

전일제

84.1

2444

시간제

15.9

461

2. 다층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1) 무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Unconditional random intercept Model)

무조건 평균 모형에서 조직몰입 전체 평균(
  )은 3.058이었고 개인 간 분산( )은 0.145,
개인 내 분산(
  )은 0.19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C는 .429로, 조직몰입 분산의 42.9%가

각 개인 간 차이에 기인하였고, 57.1%는 개인 내 측정 시점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표 4>의 모형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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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의 경우 전체 평균(
 ′ )은 3.304이었고 개인 간 분산(  )은 0.141, 개인 내 분산
(
  )은 0.202로 나타났다. 따라서 ICC는 .411로, 직무만족 분산의 41.1%는 개인 간 차이에

기인하였고, 58.9%는 개인 내 측정 시점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 5>의
모형 5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석 자료는 개인 내 분산과 개인 간 분산을 모두 고려
한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을 종단변수로
추가하였다. 무선효과 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에서는 시간과 직무태도의 관계가
모든 개인에 대해 일정한 반면, 무선효과 절편 기울기 모형(random-intercept-and-slope

model)에서는 직무태도에 대한 시간의 기울기가 개인마다 다르다. 모형 비교 결과, 조직몰
입과 직무만족에서 모두 무선효과 절편 기울기 모형이 무선효과 절편 모형보다 적합하게
나타났다(조직몰입: ∆   = 38.61, p < .001; 직무만족: ∆   = 20.43, p < .001). <표

4>의 모형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몰입 전체 평균점수(
  )는 3.043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나(p < .01),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율(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시간
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
다. 한편, 직무만족에 대해 시간변수를 추가하여 무선효과 절편 기울기 모형을 추정한 결
과는 <표 5>의 모형 6에 제시되어 있다.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점수(
 )는 3.268로 통계적
′

으로 유의하였고(p < .01),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율(
 ′ ) 역시 0.012로 유의하였다(p <

.01).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만족 수준이 2009년에서 2015년까지 7년 동안 유의미하
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깃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인  이 -0.40로 부적
관계를 보여, 연구 시작점인 2009년에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았던
노동자에 비해 그 이후 직무만족 증가율이 더 작음을 나타낸다.

(2) 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Conditional random intercept Model)
<표 4>와 <표 5>에 제시되었듯이, 모형 1에서 모형 8까지 모든 모형에서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초깃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 개
인마다 2009년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결과는

<표 4>의 모형 3과 같다. 통제변수 중에서 성별[Gender], 대졸 더미변수[ED2], 대학원졸
더미변수[ED3], 1수준 임금[L1.logwage], 2수준 임금[L2.logwage]이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수준 임금은 개인 내 임금차이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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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으로, 7년간 개인별 평균임금 대비 시점별 개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즉,

1수준 임금[L1.logwage]변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면, 개인이 7년 동안 평균적으
로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이 받을 때 직무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수준 임금은 개인
간 임금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평균 대비 개인의 7년간 임금 평균을 나타낸다. 즉,

2수준 임금[L2.logwage]변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면, 7년간 평균적으로 다른 노
동자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직무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자보다 대졸
이나 대학원졸업자가, 개인 내 임금차이와 개인 간 임금차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몰
입에 정적인 영향을 끼침이 확인되었다. 모형 3의 개인 내 분산과 개인 간 분산은 모형

2 대비 줄어들었고 초기모형 대비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은 5.6%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조직몰입의 모형 3과
동일한 변수들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의 모형 7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변수 중에
서는 성별, 대학원졸 더미변수, 1수준 임금과 2수준 임금이 직무만족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자보다 대학원졸업자가, 그리고 개인 내 임금차이와 개인 간 임금차이가 비정규
직 노동자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7의 개인 내 분산과
개인 간 분산은 모형 6 대비 줄어들었고   은 5.6%로 나타났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4, 모형 8에서 독립변수가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선택자발성[VC]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0.174, p < .01). 비정규직 선택자발성은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 0.153, p < .01). 즉, 비정
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할수록 직무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이 지지되
었다.
다음으로 주관적 고용불안정성[SIS]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
  = -0.053, p < .01),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
0.002, n.s). 따라서 가설 2-1은 조직몰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객관적 고용
불안정성[OIS]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직몰입: 
= 0.011, n.s),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 0.015, n.s; 직무만족: 



′

요컨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느끼는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낮아
지는 반면, 고용주/업종/직종 변경 이력을 나타내는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은 직무태도와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적합도는 가설에 따라 1수준 직무적합도[L1.FIT]와 2수준 직무적합도[L2.FIT]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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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1수준 직무적합도는 개인 내 수준
의 직무적합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7년간 개인별 평균 직무적합도 대비 시점별 개인
직무적합도를 의미한다. 즉, 1수준 직무적합도 변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면, 개인
이 7년 동안 평균적으로 지각한 본인의 직무적합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때 직무
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수준 직무적합도는 개인 간 직무적합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평균 대비 7년간 개인별 평균 직무적합도를 나타낸다. 즉, 2수준 직무적합도
변수 계수값이 유의미한 양의 값이면, 7년간 평균적으로 다른 노동자보다 직무적합도가
높다고 느끼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직무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수준 직무적합
  = 0.189, p < .01)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
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0.163, p < .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2수준 직
 = 0.208, p < .01)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적합도 또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 = 0.163, p < .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요컨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7년간 본인의 평균적인 직무적합도보다 높을 때와 평균적으로
다른 노동자보다 직무적합도가 높을 때 직무태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형 4의 개인 내 분산 및 개인 간 분산은 이전 모형인 모형 3에 비해 줄어들었고,


 은 13.6%로 나타났다. 모형 8의 개인 내 분산 및 개인 간 분산은 이전 모형인 모형
7에 비해 줄어들었고,   은 11.4%로 나타났다.
이상의 추정된 결과를 정리하면 <표 4>,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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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직몰입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조직몰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Fixed

 [intercept]

3.058(0.020)



3.043(0.024)



-2.859(0.052)

-2.843(0.050)

 [Time]

-

0.005(0.005)

-0.003(0,005)

-0.001(0.005)

 [Whrs]

-

-

-0.053(0.044)

-0.038(0.042)

 [Gender]

-

-

-0.289(0.042)

-0.242(0.040)

 [ED1]

-

-

-0.062(0.102)

-0.043(0.094)

 [ED2]

-

-

-0.230(0.085)

-0.218(0.078)

 [ED3]

-

-

-0.628(0.152)

-0.506(0.141)

 [L1.logwage]

-

-

-0.185(0.029)

-0.152(0.028)

 [L2.logwage]

-

-

-0.193(0.045)



-0.164(0.042)

 [Age09]

-

-

-0.003(0.002)

 [VC]

-

-

-

-0.174(0.021)

 [SIS]

-

-

-

-0.053(0.020)

 [OIS]

-

-

-

-0.015(0.011)

 [L1.FIT]

-

-

-

-0.189(0.023)

 [L2.FIT]

-

-

-

-0.208(0.047)

 [Level1.Res.]

0.193

0.176

0.174

0.168

 [Time]

-

0.004

0.004

0.004

 [Level2.Res.]

0.145

0.178

0.160

0.138



-

-

0.056

0.136

-0.003(0.002)

Random

주: 회귀계수(표준오차). Time은 시간변수, Whrs는 근로형태(시간제/전일제), Gender는 성별,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ED1은 전문대졸, ED2는 대졸, ED3는 대학원졸 학력자의 더미변수, L1.wage는 1수준 로그
임금, L2.wage는 2수준 로그임금, Age09는 2009년에 조사한 응답자 연령, VC는 비정규직 선택자발
성, SIS는 주관적 고용불안정성, OIS는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L1.FIT은 1수준 직무적합도, L2.FIT은






2수준 직무적합도,   [Level1.Res.]는 개인 내 분산,   [Time]는 시간변수 분산,  [Level2.Res.]는
개인 간 분산.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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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무만족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직무만족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Fixed

′ [intercept]

3.304(0.020)



3.268(0.025)



-3.145(0.052)

-3.108(0.051)

0.012(0.005)



-0.004(0.005)

-0.004(0.005)

′ [Time]

-

′ [Whrs]

-

-

-0.013(0.045)

-0.004(0.043)

′ [Gender]

-

-

-0.254(0.042)

-0.217(0.040)

′ [ED1]

-

-

-0.017(0.102)

-0.027(0.096)

′ [ED2]

-

-

-0.082(0.085)

-0.077(0.080)

′ [ED3]

-

-

-0.768(0.152)

-0.671(0.144)

′ [L1.wage]

-

-

-0.192(0.030)

-0.165(0.029)

′ [L2.wage]

-

-

-0.155(0.045)

-0.132(0.043)

′ [Age09]

-

-

-0.003(0.002)

-0.003(0.002)

′ [VC]

-

-

-

-0.153(0.022)

′ [SIS]

-

-

-

-0.002(0.020)

′ [OIS]

-

-

-

-0.011(0.011)

′ [L1.FIT]

-

-

-

-0.163(0.024)

′ [L2.FIT]

-

-

-

-0.163(0.048)

 [Level1.Res.]

0.202

0.189

0.184

0.181

 [Time]

-

0.003

0.003

0.003

 [Level2.Res.]

0.141

0.170

0.155

0.137



-

-

0.056

0.114



Random

주: 회귀계수(표준오차). Time은 시간변수, Whrs는 근로형태(시간제/전일제), Gender는 성별,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ED1은 전문대졸, ED2는 대졸, ED3는 대학원졸 학력자의 더미변수, L1.wage는 1수준 로그
임금, L2.wage는 2수준 로그임금, Age09는 2009년에 조사한 응답자 연령, VC는 비정규직 선택자발
성, SIS는 주관적 고용불안정성, OIS는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L1.FIT은 1수준 직무적합도, L2.FIT은






2수준 직무적합도,   [Level1.Res.]는 개인 내 분산,   [Time]는 시간변수 분산,  [Level2.Res.]는
개인 간 분산.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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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분석: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Random intercept and
coefficient model)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비정규직 선택자발성,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 직무적합도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차례로 적용하고 조건 무선효과 절편모형인 모형 4, 모형 8과 각각 비교
하였다. 회귀계수의 무선화 가능성을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설명변수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모수의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주요 독립변
수의 회귀계수에 대해서만 적용한 뒤 모형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조직몰입 모형에서 비정규직 선택자발성에 대해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형 4와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3, ∆ =9.36). 또한 직무적합도에 대해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적용하였
을 때, 모형 4와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7, ∆ =18.40). 반면,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모형 4와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 ∆ =0.20;
∆ =3, ∆  =3.30).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 모형에서 비정규직 선택자발성에 대해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역시, 모형 8과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3, ∆ =7.97). 직무적합도에 대해 무선효과 절편 회귀계수 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형 8에 비해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더 우수한 모
형으로 나타났다( ∆ =7, ∆ =41.28). 반면, 조직몰입 모형과 마찬가지로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모형 8과 비교한 카이제곱 증분값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 ∆ =1.44; ∆ =3, ∆ =4.09).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들의 비정규직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7년간 비정규직 상태를 유지
한 노동자들의 직무만족은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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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른 증가 혹은 감소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를 정규직과 비교하
거나 횡단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유형과 개인 및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 아직 일관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 충분한 표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유형에 따라 직무태도 변화 추이
가 어떠한지, 어떠한 맥락에서 직무태도 변화 패턴이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용한 분석결과, 성별, 학력, 임금수준이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수준이 낮았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높게 적용되는 사회경제적 기대가 반영되어,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직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유연한 근무가 가능
한 일부 비정규직 특성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는 점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Green & Heywood, 2011). 또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높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나타냄으로써,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였다(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 Rice, Phillips, & McFarlin,

1990).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개인 내 임금차이와 개인 간 임금차이를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 두 경우 모두에서, 개인 내 임금차이와 개인 간 임금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이 본인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때와 전체 평균임금보다 개인의 평균 임금수준이 높았을 때 더 높은 직무
태도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무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본인 상태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접근은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태도 연구와 달리 노동자 개개인의 인식을 다층
적으로 접근하여 개인 내 차이와 개인 간 차이로 구별하였기에 파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정규직 연구에서는 개인 간 직무태도 차이를 비교하는 데서 나아
가 개인 내 차이에도 주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비정규직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비정규직 노동
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성 지각이 직무
태도와 갖는 긍정적 관계를 보고한 이전 비정규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동호․성상현,

2016; 신은종, 2005; 이주형․이영면, 2015; 조봉순․김기태, 2013). 개인 간 비교를 토대
로 한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본 연구는 직무적합도의 경우, 개인 내 수준과 개인
간 수준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선택자발성과 직무적합도의 개인 내/개인 간 차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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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동기에 의해 비정규직을
선택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인의 교육 및 기술수준이 현재 업무와 적합하다고 느끼
는 정도가 본인의 평균적인 적합도 수준보다 높거나 전체적인 평균 적합도 수준 대비 높
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정규
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교육 수준과 기술수준에 비
추었을 때 노동자의 현재 업무가 적합한지, 노동자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별 노동자가 어떠한 동기로 현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근무조건 개선이나 고충 상담을 통해 자발적 근무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겠다.
넷째, 고용불안정성은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여부에 따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은 조직몰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느낄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업에 대한 불안정을 많이 느낄수록 정서적 몰입을 적게 한다고 보고
한 서정하(2007)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주관적/객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
자체의 한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고용불안정성을 측정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단일 문항, 이항변수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고용불안정성 인식이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 특성을 다층모형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자체의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객관적 고용불안정성 경우에도 다양한 일자리 이동
유형을 반영하고자 류기락(2009)의 구분을 참고해 기간 내 정규직 노동자의 직종/업종/고
용주 변경 횟수를 모두 고려하였지만 일자리 자체가 이동이 잦을 경우에 그 횟수가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어 보다 객관적인 고용불안정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문항으로 구성하거나 객관적인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비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다 타당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패널 자료의 특성상 측정항목이 갖는 문제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고용불안정성과 관련한 결과에서 서술하였듯이 다수 문항이 단일문
항이나 더미변수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제시된 문항만으로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
고 해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해석에 보다 조심성이 요구되며, 필요
하다면 추가 조사나 자료를 통한 보충이 더 타당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내 여러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비정규직 근로환경은 고용형태나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한 노동패널 자료의 비정규직 여부 문항을 통해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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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였다. 이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 통계나
노동계에서 구분하는 비정규직 범위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비정규직 정의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고 세분화된 유형별 접근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
자의 직무태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직무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기간제법 이후인 2009

- 2015년에 해당되는 자료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 전후 영향은 받지 않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2007년 이전 이후 비정규직 직무태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법적 규제로 인한
실질적 영향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
직 노동자의 직무태도에 종단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대다수 연구들은 횡단 연
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시적인 태도를 살펴보거나, 정규직 노동자와 상대적 차이를 비
교하는 데 그쳤다. 이는 종단연구가 가능한 패널 자료를 이용할 때에도 지속되고 있어, 다
수의 연구자들이 연구의 한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이기도 하다(김동호․성상현,

2016; 이영면, 2016).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의 종단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7개년간
비정규직 고용상태를 유지한 노동자의 직무태도를 종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 둘째, 개인 내, 개인 간 수준을 구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즉, 패널 데이터를 종단적
다층 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요건에 따른 영향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임금수준, 직무적합도와 같이 수준별 분석이 가능한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
내 수준과 개인 간 수준으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요컨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본인의
근무조건에 비해 얼마나 더 향상되었는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
서도 횡단적 연구나 단일 수준 분석을 넘어서 다층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통해, 비정규
직 노동자의 직무태도에 대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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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ntingent Workers’ Job Attitudes,
2009-2015
Yeseul Jo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long-term development of job attitudes within
contingent workers over 7 years, using the 2009-2015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intra-individual changes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ver time, and how voluntary choices of contingent
work, job insecurity, and job fit influence the contingent workers’ job attitudes. Results
from a longitudinal multi-level model with 415 contingent workers in Korea revealed an
overall increase of job satisfaction over tim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voluntary
choices and job fit were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articular, the study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f job fit on
contingent workers’ job attitudes at the within-person and between-person leve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 contingent worker,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longitudinal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