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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와 우울수 , 우울에 향을 미치는 직무스트 스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주 역시 서구의 지방 공무원 734명을 상으로 한국인 직무스트 스와 우울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하 다. 조사변수는 일반  특징, 직업 련 특징, 직무스트 스(KOSS), 우울(CES-D)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분석 방법은 t-검정, 분산분석과 피어슨의 상 분석,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직무스트 스 수는 44.38±7.96 으로 문가 집단과 유사했으며, 우울은 14.46±10.19 으로 나

타났다. 다  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 스 하부요인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 요구, 직무 불

안정, 보상 부 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and to find the associated domains of job 

stress with depression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The study subjects consist of 734 local public officials in Seogu, Gwang Ju. A 

structure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job stress(KOSS), and 

depression(CES-D). The use statistical methods wer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score of job stress was 44.38±7.96 and the score of depression was 14.46±10.19. The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shown that the three domains of job stress including job demand, job insecurity and lack of reward were 

associated with th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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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 정보화 시 에 어들면

서 지방공무원은 앙정부의 정책결정사항을 실행하

기 해 역량강화가 요하게 요구되어 지며, 지방정

부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 지역주민들과의 계가 

요시 되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높은 수

의 윤 규범과 무조건 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요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9.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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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1].

한 우리나라 공무원 총 정원  앙정부 일반 

행정담당공무원은 9.7%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35.8%

로 민과의 에서 행정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2]. 

최근 행정서비스 정책에서도 주민만족과 고객제일

주의가 다루어지고 있어 직무스트 스가 높아지고 있

으며[3], [4], 이런 높은 스트 스는 조직 으로는 이

직, 결근율의 증가 등으로 결국 조직의 비용손실을 가

져오게 되며 개인에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 인 정서

로 정신 , 신체 인 유해한 향을 미치게 된다[5], 

[6]. 

Park[7]은 앙공무원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직

, 직무만족도  자기존 감이 높을수록 우울수 이 

낮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공격 이고 시간의 압박감

을 느끼는 행동유형의 A형 행동유형을 보이는 사람

일수록 우울수 이 높으며, 직무에 한 불안정이 크

고 직장 업무에 한 보상이 부 하다고 인식할수

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기분, 생각, 사고과정, 동기, 의욕, 심, 행

동, 수면, 신체활동 등 반 인 정신 기능이 하된 

상태로 가벼운 경우는 조용함, 자제와 억제, 불행감, 

비 , 피로감, 무능감, 망감 등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는 경우 주의력, 집 력  기억력의 장애, 계망

상, 죄책망상이 나타나며,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가장 험한 인자이다[8], [9].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 스와 우울의 련성에 

한 연구는 주로 간호사와 소방직, 경찰직, 교사 등과 

같은 특수직 공무원에 한 연구가 부분이며[10], 

[11], [12], [13], [14], 지방공무원을 상으로 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 직무스트 스 측정하기 

한 도구에 차이가 있어 객 으로 다른 직업군과 비

교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직종에서 이미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인 직무스트 스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수 과 

우울에 향을 미치는 직무스트 스 하  요인을 알

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와 우울

수 을 악하고 우울에 향을 미치는 직무스트 스 

요인을 악하고자 수행하 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 상은 주 역시 서구에 근무하는 서구

청의 일반직과 계약직 직원인 943명을 상으로 하여 

2013년 2월 18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10일간 조

사를 실시하 다. 부서장의 조를 얻은 후 정신 보건 

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각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자들에게 연구목 과 비 유지  비 해성을 설

명한 후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

인이 직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 다. 943부를 배

부하여 76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 으며(참여율 

81%), 이  응답이 불충분한 34명 자료를 제외한 734

명을 본 연구의 최종 상으로 선정하 다.

2.2 자료수집 방법  조사내용

2.2.1 일반 인 특성  직무 련 특성

일반  특성  연령은 30세 미만, 30-39세, 40-49

세, 50세 이상으로 분류하 고, 학력은 고졸이하. 문

졸, 학졸, 학원 이상으로 분류하 다. 직무 련

특성  근무기간은 5년 미만, 5-14년, 15-24년, 25년 

이상으로 구분하 고, 직렬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으로 분류하 으며, 주업무내용은 일반, 사회복지,기

술, 기타로 분류하 다.

2.2.2 우울 측정

우울 측정은 Radioff (1977)에 의해 개발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을 바탕으로 조맹제 외[15]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CES-D 한  번역본을 사용하 다. 총 20문항

으로 지난 1주일동안에 경험한 빈도를 4  척도로 ‘항

상 그랬다’, ‘비교  그랬다’, ‘별로 그 지 않았다’, ‘

 그 지 않았다’ 각각에 해 3-2-1-0 을 부여하

고 정  감정을 묻는 5번, 10번, 15번은 역환산 

처리하여 문항 수의 합을 우울 수로 계산하 다. 측

정가능한 수는 0-6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2.2.3 직무스트 스 측정

직무스트 스는 한국산업안 공단에서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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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외[16]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한국

인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 KOSS)를 사용하 다.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는 8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물리환

경 3문항, 직무요구 8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5문항, 

계갈등 4문항, 직무 불안정 6문항, 조직체계 7문항, 보

상부  6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총43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 체로 

그 지 않다’, ‘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로 각각 4

, 3 , 2 , 1 으로 표기하 으며 역문항은 역환산

하여 평가하 다. 8개 역의 문항수가 동일하지 않고 

직무스트 스요인을 하나의 수로 표 할 때 일부

역이 과도하게 반 될 수 있는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각 역별 수는 도구지침에 따라 (실제 수-문

항수)×100/( 상가능한 최고 수-문항수)로 구하 다. 

직무스트 스 총 은 (각 역 수의 총합)/8로 구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 수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직무스트 스, 우울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

으며, 우울 수와 일반  특성, 직무스트 스와의 

련성은 t-검정, 분산분석과 피어슨의 상 분석을 이

용하여 알아보았다.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직무스

트 스 역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악하 으며, 

직무 스트 스 외에 학력과 주요 업무를 독립변수로 

포함하 다. 통계학  유의 수 은 α=0.05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3.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직무 련 특성

상자는 남자가 53.5%, 여자가 46.5%이었으며, 연

령은 30 가 38.7%로 가장 많으며, 40  33.0%, 50  

19.4%, 30세 이하 8.9%의 순이었다. 학력은 학졸 

64.8%, 문 졸 17.4%, 고졸 12.8% 학원 5.0%이었

다. 근무기간은 5년 이상 14년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15년이상 24년 미만이 27.8%, 5년 미만이 

24.6%, 25년 이상이 9.9%이었다. 직렬은 일반직 

71.7%, 계약직 22.0%, 기능직 6.3%이었으며, 주업무내

용은 일반 행정이 61.8%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11.6%, 기술 16.0%, 기타 10.6%의 순이었다.(표 1)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직무 련 특성
Table 1.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Sex Male  387(53.5)

Female  337(46.5)

Age(year) <30   64( 8.9)

30-39  279(38.7)

40-49  238(33.0)

50-59  140(19.4)

Education High school   92(12.8)

College  125(17.4)

University  465(64.8)

Graduate school   36( 5.0)

Occupation <5  177(24.6)

career(year) 5-14  271(37.7)

15-24  200(27.8)

≧25   71( 9.9)

Employed 

status

General public 

officials
 504(71.7)

Public official 

technical post
  44( 6.3)

Contracted service  155(22.0)

Job task Regular government

service
 426(61.8)

Socal welfare   80(11.6)

Technique  110(16.0)

Other   73(10.6)

3.2 연구 상자의 직무스트 스와 우울 수

연구 상자의 우울 총 은 14.46±10.19 이었고, 

직무 스트 스 총 은 44.38±7.96 이었다. 직무스트

스 역별 수는 물리환경 38.51±17.80 , 직무요

구 47.16±13.22 , 직무 자율성 결여 51.29±11.11 , 

계갈등 36.31±13.93 , 직무불안정 44.20±10.94 , 조직

체계 48.58±14.15 , 보상부  48.06±13.46 , 직장문

화 40.96±5.22 이었고 이  직무자율성 결여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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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  특성과 직업  특성에 따른 우울
Table 3. Comparision of depression score according 

to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M±SD)
P-value

Sex Male 14.80±10.62 0.344

Female 14.08± 9.75

Age(year) 〈30 13.15± 9.05 0.697

30-39 14.54±10.32

40-49 14.57± 9.97

50-59 14.98±10.96

Education High school 17.17±10.12 0.065

College 14.28±10.18

University 14.08±10.07

Graduate-school 13.97±11.60

Occupation <5 13.94± 9.53 0.400

career(year) 5-14 15.28±10.75

15-24 14.39± 9.67

≧25 13.40±11.43

Employed 

status

General public

officials
14.49±10.11 0.229

Public official 

technical post
12.29±11.21

Contracted

service
15.29±10.35

Job task Regular

government

servise

13.70±10.02 0.003

Socal welfare 15.92±11.00

Technique 17.29±10.59

Other 13.00±10.23

스트 스 수가 가장 높았다.(표 2)

표 2. 직무스트 스와 우울 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depression, 
occupational stress and it's domains

Variable M±SD

Depression 14.46±10.19

Occupational stress 44.38± 7.96

Physical environment 38.51±17.80

Job demand 47.16±13.22

Insufficient job control  51.29±11.11

Job insecurity  36.31±13.93

Interpersonal conflict  44.20±10.94

Occupational system  48.58±14.15

Lack of reward  48.06±13.46

Occupationl climate  40.96± 5.22

3.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직업  특성에 

따른 우울

상자의 일반  특성과 우울 수와의 련성을 비

교한 결과 주업무 내용에 따라 우울 수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술직의 경우 우울 수가 

17.29±10.59 , 사회복지직은 15.92±11.00 , 일반행정

직은 13.70±10.02 , 기타13.0±10.23 이었다. 성, 연령, 

학력, 근무기간, 직렬과 우울 수는 통계 으로 유의

한 련이 없었다. 단 학력의 경우 통계  유의성은 

경계역 수 이었다.(표 3)

3.4 직무스트 스와 우울 수와의 련성

연구 상자의 직무스트 스와 우울 수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우울 수는 직무스트 스 총  

(r=0.506)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여 

직무 스트 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과 우울 수와의 상 분석 결

과, 물리환경(p<.001), 직무요구(p<0.001), 직무자율성결

여(p<0.001), 계갈등(p<0.001), 직무불안정(p<0.001), 

조직체계(p<0.001), 보상부 (p<0.001), 직장문화

(p<0.001)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

다.(표 4)

3.5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회귀

분석

연구 상자들의 직무스트 스 하부요인 에 우울

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단순분석에서 

P<0.1이었던 학력과 주요업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

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결과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보상부 이 우울 수와 유의한 련이 있었

으나, 직무스트 스의 타 요인들은 우울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없었다. 즉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직무

에 한 불안정이 클수록, 업무에 해 기 한 보상이 

하지 않을수록 우울수 은 높았다. 직무스트 스 

요인과 학력, 주요 업무 등의 독립변수에 의한 우울의 

설명력은 30.7% 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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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무스트 스와 우울 수와의 련성
Table 4.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omain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V1 V2 V3 V4 V5 V6 V7 V8 V9

V2 0.328***     

V3 0.302
***

0.321
***

      

V4 0.118** 0.180*** -0.092*      

V5 0.257
***

0.248
***

0.035 0.234
***

     

V6 0.282*** 0.218*** 0.071 0.095 0.247***        

V7 0.322
***

0.258
***

0.158
***

0.282
***

0.402
***

 0.182
***

       

V8 0.411*** 0.267*** 0.145*** 0.262*** 0.315***  0.154*** 0.581***        

V9 0.286
***

0.2385
***

0.3771
***

0.070 0.301
***

0.233
***

0.328
***

0.294
***

      

V10 0.506*** 0.640*** 0.457*** 0.408*** 0.606*** 0.447*** 0.697*** 0.656*** 0.637***

Shown values are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 V1: depression, V2:physical environment, V3 : job demand, V4 : 

insufficient job control, V5 : interpersonal conflict, V6 : job insecurity, V7 : organizational system, V8 : lack of 

reward, V9 : occupational climate, V10 : occupational stress : *:p<.05, **p<.01, ***p<.001

표 5.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5. The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epression
and domains of job stress

Variable b se p-value

Constant -13.41 2.47 <.0001

Physical environment 0.049 0.021 0.0244

Job demand 0.172 0.029 <.0001

Insufficient job control -0.016 0.032 0.6213

Interperrsonal conflict 0.055 0.027 0.0414

Job insecurity 0.015 0.031 <.0001

Organizational system 0.017 0.030 0.5639

Lack of reward 0.217 0.030 <.0001

Occupational climate 0.025 0.025 0.3167

b : regression coefficients, se: standard error adjusted for 

educational level and job task. r2=0.307

Ⅳ. 논의

최근 다양한 직업군에서 높은 직무스트 스는 우울

을 유발하는 주요 험요인이며 양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18], [19]. 그 에 공무

원은 잦은 인사이동, 성과 심의 리체계, 행정서비

스헌장 제정과 개방형 임용제 등으로 지속 인 개

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공공조직의 격한 변화는 조

직 구성원으로 하여  직무동기를 하시키고 직무만

족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직무스트 스를 가 시키

고 있다[20]. 이 게 증가하는 공무원의 직무스트 스

는 이들의 우울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소방직, 경찰직, 교사 같은 특수직 공무원에 한 

연구가 부분이며 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해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직  제공하는 지방공무

원을 상으로 직무스트 스와 우울과의 련성을 알

아보고자 시도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

원 직무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직무스트 스요인

의 하부요인과 우울의 련성을 악하고자 본 연구

를 수행하 다.

본 연구결과 연구 상인 지방직 공무원의 직무스트

스 총 은 44.38 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한 특수한 근무 환경과 조건을 가진 소방공무

원의 48.8 , 지하철 근로자의 46.6 [21]과 기술공  

문가의 46.48 , 서비스직 근로자의 47.06  보다 

낮은 수이나 문가의 44.48 과는 유사한 직무스트

스 총 을 나타냈다[22]. 직무스트 스 하부 역은 

직무자율성 결여가 51.2 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체

계 48.5 , 보상부  48.0 , 직무요구 47.1 , 계

갈등 44.2 , 직장문화 40.9 , 물리  환경38.5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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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안정 36.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방 공무원은 

직무스트 스 하부요인  물리  환경이 가장 높은 

58.4 이며, 직무자율성 결여 53.3 , 조직체계 52.0 , 

직무요구 50.0 , 직무 불안정 47.8 , 보상부  45.7

, 조직문화 44.2 , 계갈등 38.9  순으로 보고되

었다[23]. 승무원을 상으로 한 직무스트 스 하부요

인은 남‧여 승무원 모두 물리  환경이 각각 56.14

과 61.70 으로 가장 높은 역임을 보고한 바 있다

[24]. 한 간호사를 상으로 한 직무스트 스 하부

요인 에 직무요구가 60.86 으로 가장 높으며, 조직

체계 55.0 , 물리환경 52.4 , 보상부  49.3 , 직

무자율성 결여 47.4 , 조직문화 41.0 , 직무불안정 

37.3 , 계갈등 33.9  순으로 보고 하기도하 다

[18]. 이와 같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공무원의 직무자

율성 결여가 가장 높은 수의 역인 것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특수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공무

원들이 계층  감독체제에서 피동  업무처리방식으

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25].

우울 수는 평균 14.46 으로 Kim 등[13]이 소방공

무원을 상으로 연구한 우울 수인 12.26 과 사회복

지 종사자의 우울 수 12.50 [26] 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Cho & 

Kim[15]이 제안한 21 을 단 으로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21  이상을 우울로 평가하는 기 을 사용

하여 27.7%가 우울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내 50인 이

상 사업장근로자 8,096명에 한 연구에서 우울이 

15.9%[27],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3개 은행의 근로

자 2346명의 우울이 20.6%[28]보다도 크게 앞서는 수

치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우울은 일

반근로자나 은행근무자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

이나 앙행정부와 역지지체와 기  지자체 근무

지에 따른 지역 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국규모의 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 스와 우울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직무스트 스와 통계학 으로 유

의한 상 계가 나타났으며, 직무스트 스 하부 역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

었다. 이는 서비스직 종사자 [29], [30], 병원 종사자

[18], 교사[17]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우울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무요구, 직무불안정, 보상부 이 지방 공

무원의 우울에 한 통계학 으로 유의한 향요인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하부요인은 우울에 하여 총 

30.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직무스트 스 하부요인  직무요구도가 

우울에 유의한 향요인  하나이다. 이는 행정 서비

스의 수혜자인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의 입

장에서 완수하는 고객 지향의 행정과 공무원이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  압박, 여러 가

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업무 다기능 수행과 업

무량의 증가 등으로 늘어난 직무요구가 우울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25].

McDonough[31]는 직무 불안정은 직무에 한 안

정성의 정도와 직무 특성의 상실이 상될 경우 느끼

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정의하며 직업에 한 불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을 때 과 불안을 느끼며 

우울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 다. 뿐만 아니라 

직무 불안정이 항우울제 복용의 측요인인 것을 확

인하 다[32]. 본 연구의 직무 불안정이 우울에 향

을 미치는 직무스트 스 요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잦은 인사이동, 최근 공직사회의 개방형임용제의 

강화, 무능한 공무원 퇴출이 몇몇 지역에서 실시되는 

경향 등이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일반직과 기능직, 기간제 공

무원간의 우울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

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우울이 통계 으로 유

의하고, 특히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직무 불안정

이 유의하게 높아 이로 인한 직무스트 스가 우울에 

향을 주는 것을 보고 한 바 있다[33], [34]. 따라서 

향후 정규직 공무원과 기간제 공무원간의 우울과 직

무 스트 스와의 련성 연구가 범 하게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Standsfeld & Candy[35]는 직무 불안정이 우울, 불

안 등의 흔한 정신과  문제와 유의한 련성이 있음

을 확인하 으며, 특히 보상부 과는 높은 직무긴장

상태가 강한 련성이 있음을 메타분석을 통해 보고

한 바 있다. Dragon 등[36]은 노력에 따른 보상과 의

사 결정권이 으면서 의무는 과도한 경우 근로자의 

우울수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 

이는 본 연구의 보상부 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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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 스 하부요인  하나인 것과 일치하 으며, 

우울증 외에도 정신  불건강이 낮은 직무 자율성과 

보상이 깊은 련이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25]. 공

무원의 임 은 호 제로 인하여  보상은 어려

운 이 있어 비  보상인 능력 개발과 발휘에 

한 기회보장, 교육 훈련 기회, 국외연수 등의 확

가 필요하다고 하 다[21].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직무스트 스와 우울의 

인과 계를 설명하는데 제한 일 수 밖에 없다. 때문

에 인과  방향성에 한 규명은 향후 연구를 통해 

과학 으로 규명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 상자가 일

개 지역 지방 공무원으로 우리나라 체 공무원에게

로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직공무

원을 상으로 타당도와 신뢰성이 검증된 도구룰 이

용하여 직무스트 스 하부요인  우울에 향을 미

치는 하부요인을 찾아내고자 한 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와 우울수 과

의 계  우울에 향을 미치는 직무스트 스 요인

을 악하고자 주 역시 서구의 지방 공무원 734명

을 상으로 한국인 직무스트 스와 우울도구를 이용

하여 조사한 결과 직무스트 스 수는 44.38±7.96 

으로 문가 집단과 유사했으며, 우울은 14.46±10.19 

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향을 미치는 직무스트 스 

요인은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보상부 로 나타났다. 

이에 조직 효과성에 악 향을 미치는 우울 수 을 감

소시키기 한 략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되며, 동료

나 상사의 지지, 직무 분석을 통한 업무의 체계 인 분

담노력과 인사 제도를 포함한 인력 리 연구를 통해 

직무 불안정과 직무요구도 역의 직무 스트 스 감소

시킬 필요가 있으며, 능력 개발과 발휘에 한 기회보

장, 교육 훈련 기회, 국외연수 확 등의 복지제도 향상

으로 비  보상을 하여 보상부  역의 직무스

트 스를 감소시키면서 스트 스 리 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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