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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paramedics. The factors included the job conditi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Methods: The subjects were 200 paramedics in hospital.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test or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20.0 program.

Results: Job stress was 3.59 points; job condition, 2.96 points; turnover intention 3.64 points. When 

the job stress was high, the satisfaction with job condition was very low and the turnover intention 

increased. When the job satisfaction was high, turnover intention decreased. factor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were annual income, turnover frequency, workload, and working department, role 

conflict, and personal relationship.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job description of paramedics and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 in the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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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1급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및 전문 응급처치 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에서의 진료보조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강도 

높은 실기와 필기 국가고시를 치르고 자격증을 취

득한다. 1996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가 처음 배출

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1급 응급구조사의 취업현

황을 보면, 119 구급대에 1,913명, 의료기관 3,016

명, 응급환자이송업체가 333명으로 집계되어 현재 

취업현황 중 의료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하지만 Lee[1]와 Kim과 Jeong[2]의 연구

에서 보면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법률에서 

명시된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들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상 응

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로 실상

은 응급실과 진료실 등에서 근무하면서도 의료기

관 내에서 부족한 의료진의 공백을 매우고 의사의 

직접 통제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행하고 있는 응

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매우 낮았

으며[3] 대학병원 응급실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보면 병원 구분에 따라 업무와 역할에서 차이가 

났다[1]. 이는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역할이 무엇

인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과 달리 각 병

원별로 관리되어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업무범위 

외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확립되지 못한 직무자체, 보수체계, 조직

체계 등의 직무 조건으로 인해 병원 내 응급구조

사의 정체감이 떨어지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의 업무에는 응급상황이라

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다. 지나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에 대한 만족

도를 감소시키고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

되고[4]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업에 대한 만족

이 감소되어 응급구조사의 욕구에 대한 민감도 저

하 및 직무 불성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

사 자신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질병을 얻게 되거나 이직을 고려하게 되어 

그 결과 응급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적인 저하를 초래한다.  

1급 응급구조사들은 2년 이상의 병원경력을 가

지고 있으면 경력직으로서 소방공무원시험에서 특

별채용이 가능하게 되어 대부분이 2년의 경력을 

채우고 퇴직한 뒤 새로운 인력이 다시 병원에 입

사하여 2년의 경력을 채우고 다시 퇴직하는 일이 

반복되어 병원에서는 승진 기회가 없는 임시직 대

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병원 내 응급구조사들

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신분보장이 확실한 소방공무원을 더 선

호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3000여 명의 응급구조

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 모호 등의 직무 조건

이 향상되지 않아 소방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 응

급구조사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병원이나 다른 직

장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직의도 논문은 응급환자 이

송업에 종사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5],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

도와의 관계[6] 등의 논문들로 현장의 응급구조사

에 대한 연구만 있는 실정이고 병원 내 1급 응급구

조사에 대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급 응

급구조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조건, 이직의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

며 또한 이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의 현

행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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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직무환경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조건 및 이

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조건 및 이

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이직의도 영향변수를 파악한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조건 및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

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가시험에 합격

한 1급 응급구조사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광주광역시, 전라도, 부

산광역시의 36곳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

무하는 응급구조사 200명을 대상으로 편의 모집하

였다.

3. 연구도구

1) 직무스트 스

직무 스트레스는 Kim과 Gu[7]가 개발한 총 63

문항의 척도를 응급구조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예비조사 후 응급구조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

아 직무조건의 문항과 유사한 2개의 문항을 제외

한 34문항으로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업무 외의 책임,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부적절한 대우, 병원의 부적

절한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신뢰도는 

Cronbach's α=.88로 높게 나타났다.

2) 직무 조건

직무 조건은 Won[8]이 개발한 총 20문항의 척

도를 Jang[09]이 활용한 총 23문항을 응급구조사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예비조사 후 응급구조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는 총 

23문항으로 직무자체, 상사의 리더쉽, 보수체계, 

조직체에 대한 인식, 동료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조건에 만족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 조건 신뢰도 

Cronbach's α=.87로 높게 나타났다.

3)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Jo[10]가 사용한 것을 Kim[5]이 수

정, 보완한 것을 예비조사 후 응급구조과 교수 2인

에게 자문을 받아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이직의도

는 이직을 생각하는 정도, 2년 이내 이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정도, 현재의 여건이 바뀐다면 이직

을 할 것인지, 조직에서 이익의 정도로 총 4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

직의도 신뢰도 Cronbach's α=.76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2일부터 9월 15일

까지 전국의 병원 중 현재 1급 응급구조사가 근무

하는 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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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Mean±SD t/F p Tukey

Gender
Male  67(33.5) 3.48±0.74

-1.191 .235
Female 133(66.5) 3.57±0.67

Age
Under 25years old 123(61.5) 3.62±0.74

-0.581 .562
Over 26years old  77(38.5) 3.68±0.75

Educational 
status

College 104(52.0) 3.71±0.75
 1.387 .167

University or above  96(48.0) 3.57±0.73

Marital status
Single 186(93.0) 3.55±0.71

 0.017 .987
Married   14(7.0) 3.39±0.43

Children
Yes   10(5.0) 3.35±0.45

-0.189 .851
No 190(95.0) 3.55±0.70

Income
(Korean 

Won/year)

Under 24,500,000 106(53.0) 3.62±0.73
 2.627 .009

Over 24,500,000  94(47.0) 3.45±0.65

Residence type

Lodge at one'sparentsA 100(50.0) 3.50±0.71

 4.078 .018 A < BRented roomB   61(30.5) 3.84±0.76

OthersC   39(19.5) 3.69±0.72

Total 200(100.0) 3.54±0.69

Table 1a. Turnover inten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두

로 동의를 구하였다. 직접 방문한 병원에서는 직

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고 전화로 동의를 

구한 병원에는 우편으로 발송 후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250부를 배포하여 그 중 213부가 회수되

었다. 그 가운데 내용이 부실하거나 성실하게 답

변하지 않은 13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00부이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직무환

경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직무 조건 및 이직의도 

등은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직무

환경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는 평균검정과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직무 스트레스, 직무 조건 

및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하였

다. 이직의도 영향변수는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직

무환경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으로 연간 소득의 기준은 조사대상자의 연간소득 

중 평균값인 245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가 53.0% 

(106명)였고, 주거형태는 부모님 집에서 기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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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Mean±SD t/F p Tukey

Hospital scale

University hospital 111(55.5) 3.44±.72

 2.490 .085General hospital  48(24.0) 3.64±.61

Clinic  41(20.5) 3.69±.67

Work part

Emergency room 148(74.0) 3.64±0.76

 1.218 .304
Operating room  25(12.5) 3.49±0.68

ICU*    5(2.5) 4.15±0.89

Ward  22(11.0) 3.72±0.63

Work part
EMT† number

4>  56(28.0) 3.67±.61
 2.630 .009

4≦ 144(72.0) 3.49±.72

Employment type
Non-regular worker 105(52.5) 3.60±0.76

-0.874 .383
Regular  95(47.5) 3.69±0.73

Work period
(year)

2> 143(71.5) 3.62±.70
 2.159 .032

2≦  57(28.5) 3.32±.64

Career history
(year)

0 119(59.5) 3.51±.64

 0.062 .9401>  50(25.0) 3.64±.83

1≦  31(15.5) 3.49±.65

Turnover number

0 121(60.5) 3.50±.64

 0.936 .3941  53(26.5) 3.64±.81

2≦  26(13.0) 3.52±.69

Working area
Metropolitan 126(63.0) 3.54±.66

 0.069 .945
Non-metropolitan  73(37.0) 3.54±.75

Work pattern

2shiftA   19(9.5) 3.51±.79

 3.327 .038 B > C3shiftB 139(69.5) 3.73±.74

EtcC  42(21.0) 3.41±.68

Total 200(100.0) 3.54±.69

*ICU: Intensive care unit,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able 1b. Turnover intention to job related factors

가 50.0%(100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a>. 

직무환경 특성으로 근무부서의 응급구조사수가 

4명 이상이 72.0%(144명), 재직기간은 2년 미만이 

71.5%(143명), 근무형태는 3교대가 69.5%(139명)

로 가장 많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1b>.

2. 상자의 직무 스트 스, 직무조건 

 이직의도

직무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59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무 스트레스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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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SD

Job stress

Excessive workload 1.36 5.00 3.60±0.55

Role conflict of professional 1.83 4.50 3.48±0.57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tise 1.00 5.00 3.47±0.72

interpersonal problem 0.89 4.44 2.98±0.66

Inappropriate to treatment 1.00 5.00 3.05±0.91

Inappropriate physical environment of hospital 1.50 5.00 4.51±0.56

Total 1.76 4.94 3.59±0.68

Job condition

Job itself 1.40 5.00 3.28±0.67

Superior's leadership 1.00 5.00 3.16±0.75

Pay system 1.00 5.00 2.48±0.82

Cognition to organization 1.00 4.25 2.77±0.75

Colleague 2.00 5.00 3.75±0.63

Total 1.70 4.30 2.96±0.45

Turnover intention

Total 2.25 5.00 3.54±0.69

Table 2. Job stress, Job condition and Turnover intention                                (N=200)  

위영역 중 병원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항목에서 

4.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무 조건은 5점 만점에 평균 2.96점으로 나타

났고 직무조건의 하위영역 중 동료 항목에서 3.75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은 3.54점으로 보

통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상자의 인구사회학 , 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1급 응급구조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2450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응급구

조사와(F=2.627, p=.009) 주거형태에서 자취하

는 응급구조사의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F= 

4.078, p=.018)<Table 1a>.

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 결과 근무부서의 응급구조사 수가 4명 

미만이 근무한다고 응답한 응급구조사들이 이직의

도가 높았고(F=2.630, p=.009), 재직기간은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응급구조사들이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F=2.159, p=.032), 마지막으로 근무

형태에서는 3교대가 이직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F=3.327, p=.038)<Table 1b>.

4. 상자의 직무 스트 스, 직무조건 

 이직의도와의 상 계

직무 스트레스, 직무조건과 이직의도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조건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81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한 정(+)의 상관관계(r= 

.61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조건과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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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Job stress
Job 

condition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1.000

Job condition  -.811* -1.000

Turnover 
intention

- .618*  -.603*  1.000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Job stress, Job 

condition and turnover intention

로 유의한 강한 음(-)의 상관관계(r=-.603, p

<.001)를 보였다<Table 3>.

5. 상자의 이직의도 향변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 특

성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직무 조건 요인을 

함께 분석에 투입한 결과 분산의 설명력은 50.2%

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봉(β

=0.001, p<.05), 직무환경 특성의 근무부서(β= 

2.893, p<.05), 이직횟수(β=1.636, p<.05), 직

무 스트레스요인 중 업무과중량(β=-0.133, p< 

.05), 역할갈등(β=-0.176, p<.05), 대인관계(β

=-0.103, p<.05) 요인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조건 요인에서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Ⅳ.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

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 스트레스, 직

무 조건과 이직의도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직무 스

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나은 직무 조건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이직의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

시되었다. 

연구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평

점은 5점 척도에서 3.5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병원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느끼거나, 

병원 구조상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와 같은 병원

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에서 4.51점으로 직무 스

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이는 본 연구자가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 중 병원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와 달리 응급구조사가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책상, 차트 대신 이용하는 컴퓨

터, 휴게실 등 병원 내에 응급구조사를 위한 공간

이 없으며, 수술실이나 병동에서는 응급구조사를 

위한 근무복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간호사

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측의 응급구조사

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다고 느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으

로서 역할 갈등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역이 3.64

점으로 높았다. 이는 의사의 진료보조 역할, 심폐

소생술 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중환자 감시 및 

처치의 역할 등 병원 내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로서 수행하는 업무가[3] 간호사와 의사 등의 역할

과 많이 겹쳐 역할이 애매하거나 다른 직종과 달

리 계급의 구분이 없고, 승진이 되지 않아 년차가 

높아져도 여전히 신입 때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응급구조사가 많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사전조사 중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업무량 과중,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

족, 부적절한 대우, 대인관계상의 문제 순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Jo[11]

의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으로 현장 상황 영역과 이

용자의 인식 영역이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업무관련 부담감 영역,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영역, 부적절한 대우 영역 순이며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 요구 영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근무환경

이 가장 높고, 대인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본 연

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2]의 연구에서는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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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 l4

β t β t β t β t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1.338 2.563† 1.527 2.834†  0.448  0.967  0.389  0.828

Marital status -1.668 -1.076 -1.646 -1.072 -0.974 -0.736 -0.956 -0.714

Children  1.322  0.761  1.040  0.609  1.832  1.257  2.603  1.399

Age -0.105 -1.002 -0.138 -1.235 -0.007 -0.072 -0.016 -0.168

Educational status -0.221 -0.502 -0.539 -1.192 -0.050 -1.342 -0.449 -1.197

Income  0.001  1.851  0.001  2.207  0.001  1.491  0.001  2.222*

Residence type  1.303 2.895†  1.380  0 .077†  0.784  2.040*  0.684  1.755

Job related factors

Working area -0.391 -0.828 -0.477 -1.188 -0.488 -1.219

Work pattern 1.351 2.979† 0.708 1.823  0.594  1.521

Hospitalscale 0.023 0.038 0.002 0.004 -0.101 -0.201

Work part 3.067 2.316† 3.121 2.813†  2.893 2.524*

EMT‡ number 0.129 0.224 -0.252  0.511  0.309  0.621

Employment type -0.172 -0.364 0.201  0.504  0.526  1.199

Work period 0.293 0.542 0.219  0.485  0.228  0.500

Career history -1.320 -1.925 1.663 2.881† -0.567 -0.960

Turnover number 2.129 3.117† -0.523 -0.894 1.636 2.796†

Job stress

Excessive workload -0.132 -3.848† -0.133 -3.860†

Role conflict of 
professional 

-0.142 -2.547† -0.176 -3.075†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tise

 0.042 -0.668 -0.031 -0.494

interpersonal problem -0.091 -2.271† -0.103 -2.548†

Inappropriate to 
treatment

-0.097 -1.146 -0.077 -0.897

Inappropriate physical 
environment of hospital

-0.138 -0.891 -0.124 -0.802

Job condition

Job itself -0.073 -1.224

Superior's leadership -0.002 -0.035

Pay system -0.029 -0.536

Cognition to organization -0.123 -1.621

Colleague  0.081  1.057

R2(Adj R2) 0.103(0.066) 0.217(0.135) 0.480(0.405) 0.502(0.413)

F 2.754† 2.633† 6.429† 5.671†

* p<.05, †p<.01,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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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업무량 과중이 가장 높고 전문지식과 기

술의 부족, 대우 보상의 적절성, 대인관계 문제, 

밤 근무, 전문직 역할 갈등 순으로 전문직 역할 갈

등이 직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병원 전 처치를 주로 하는 소방공

무원이나 병원 내에서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간호

사와는 다르게 병원 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하

위영역 중 병원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항목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

원에서 응급구조사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얼

마 되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응급구

조사를 채용하고 있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 응급

의료법에 의한 업무외의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여 

병원 내에서의 법적인 업무에 대한 한계로 이제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에 대한 확실한 업무범위와 역

할, 근무환경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직무 조건 평점은 5점 척도에서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동료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직무자체, 상

사의 리더쉽, 조직체에 대한 인식, 보수체계 순으

로 나타나 보수체계에 대한 직무조건의 만족점수

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병원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Lee[1]의 연구와 

병원 내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Park 등[13]의 

직무만족도 연구에서는 5점 척도의 2.91점, 3.06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수영역이 2.40점, 2.69

점으로 가장 낮아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여, 보

수체계가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직무조건의 만족

도를 높이는 중요변수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 평점은 5점 척도에서 

3.64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119 구급대원을 대

상으로 한 Bae[6]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의 2.64

점,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14]의 연구에

서는 6점 척도의 1.30점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달리 119구급대원이나, 병원간호사들은 이

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o[15]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의 3.3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는 낮지만 위

에 언급한 다른 직종보다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는 119구급대원이

나 병원 간호사보다 이직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이직의도가 높은 응급실 

간호사보다도 높아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심층

적인 이직의도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는 연봉이 24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주거형태

가 자취일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연봉의 

경우 병원 내의 다른 직종과 다르게 계약직이 많

아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며 정규직과 달리 소득이 

적고 정규 근무시간의 초과로 인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밤 근무자에 대한 근

무시간표 조정이나 밤 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거형태의 경우 자

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부모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보다 크게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기숙사나 친척집 

혹은 친구 집에 지내는 기타의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경우 기숙사나 

친척집 또는 친구 집, 부모 집에서 지내는 경우보

다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병원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 취업지도 시 자택이나 자택과 가

까운 곳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

지도를 하고 병원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는 근무부서의 응급구조사 수가 4명 미만일 경우

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근무 형태가 3 교

대일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부서의 응급구조

사가 4명인 경우는 한 근무시간(Duty)에 혼자 일

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는 많아지게 되고 근무 시

간이 불규칙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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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이직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병원 내 응급구조사

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재직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

서는 재계약을 하기 보다는 계약직으로 다른 응급

구조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끝나면 이

직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어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가 3교

대일 경우가 기타에 속하는 24시간 근무나 주 상

시근무 및 2교대보다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형태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Eun[16]의 

연구에서도 3교대 근무자가 낮번‧초번 고정근무자

에 비해 이직률이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3교대를 함으로써 생활 패턴과 

생체리듬이 깨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불규

칙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

가 없는 등의 이유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조건 및 이

직의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직무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직무조건에 따른 만족도가 떨어지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직

무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떨

어졌다. 따라서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조

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

며 병원 내 응급구조사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조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추

후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 영향변수는 인구사회학

적 특성만을 분석에 투입한 모델 1의 경우 성별, 

주거형태가 유의하게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 

특성을 분석에 투입한 모델 2의 경우 성별, 주거형

태, 근무형태, 근무부서, 이직횟수가 유의하게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환경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함께 분석

에 투입한 모델 3의 경우 주거형태, 근무부서, 경

력기간, 업무과중량, 역할갈등, 대인관계 등의 변

인들이 유의하게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

무환경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직무조

건 요인을 함께 본 모델 4에서는 연봉과 근무부서, 

이직횟수, 업무과중량, 역할갈등, 대인관계가 유

의하게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연봉이 적

을수록, 근무부서가 중환자실일 경우, 이직횟수가 

많을수록, 업무과중량이 많을수록, 역할갈등이 많

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이직의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무부서에

서는 중환자실일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는데 병원 

전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상황에서의 업무위주인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

실이나 수술실, 병동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서 벗어난 업무가 많아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환자실과 수술실, 병동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을 응급실에

서 근무할 수 있는 부서 이동 등을 통해 이직의도

를 줄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직경험이 없는 응

급구조사보다 이직횟수가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높

았는데 직장을 옮기며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직

을 하지만 병원에서의 응급구조사 역할이나 보수

체계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하여 이직만 

할 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직무 스트레스에서 업무과중량, 역할갈등, 

대인관계가 유의하게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중 대

인관계상의 문제가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으

나 이직의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쳤고, 직무 스트

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병원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은 이직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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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므로 병원 내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

한 향후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

무 조건이 이직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나 직무 조건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스트

레스, 직무조건 및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2012년 7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 200명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여성이(66.5%), 25세 이하(61.5%), 전문대학 졸업

(52.0%), 미혼(93.0%)이며 자녀가 없는 군

(95.0%), 연간소득이 2450만원 이하(53.0%), 부

모 집에 거주(50.0%), 종교가 없는 군(63.0%)이 

가장 많았다. 또한 직무환경 특성에서는 월 6~10

회의 야간근무(66.5%), 월 8회 이하의 휴일

(60.5%), 대학병원(55.5%), 응급실(74.0%), 근무

부서의 응급구조사 수가 4명 이상(72.0%), 계약직

(52.5%), 2년 미만의 재직기간(71.5%), 이전 경력

이 없고(59.5%) 이직횟수가 없으며(60.5%) 수도

권(63.0%)에서 3교대(69.5%)를 하며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상(94.5%) 이라고 답한 군이 많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 조건 

및 이직의도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59점, 직무 조건은 5점 만점에 2.96점, 이직의

도는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에서는 연봉이 2450만원 이하(F=4.078, 

p=.009), 주거형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

(F=4.078, p=.018)가 유의하게 이직의도가 높았

으며, 직무환경에 따른 이직의도에서는 근무부서

의 응급구조사의 수가 4명 미만일 경우(F=2.630, 

p=.009),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F=2.159, 

p=.032) 그리고 근무형태가 3교대일 경우

(F=3.327, p=.038) 유의하게 이직의도가 높았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 조건 

및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직무조건에 따른 만족도가 떨어졌으며(r

=-.811, p<.001),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은 것(r=.618, p<.001)으로 나타났고 

직무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떨어지는 것(r=-.603, p<.001)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이직의도 영향 변수는 

연봉이 적을수록(β=0.001, p<.05) 근무부서가 

중환자실의 경우(β=2.893, p<.05), 이직횟수가 

많을수록(β=1.636, p<.05), 업무과중량이 클수

록(β=-0.133, p<.05), 역할갈등을 많이 느끼고

(β=-0.142, p<.05) 대인관계가 안 좋을수록(β= 

-0.091, p<.05)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

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 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고려하여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정립과 이에 따른 부서배치, 급

여체계에 관한 개선을 통해 업무과중량을 줄이고 

역할갈등에서 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이직이유의 대부분인 확립되지 않은 근무환경

과 보수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응

급구조사에 대해 실태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2)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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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반복적인 심층연구를 통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 조건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3) 119 구급대의 응급구조사와 병원 내 응급구

조사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현장근무를 하는 

119 구급대원과는 다른 병원 내 응급구조사

의 역할정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전

문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고취시켜 이직의

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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