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8 pp. 3786-3793, 2013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786

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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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119구급대원의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로 D시 소방본부 산하 119구급대원 169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08일까지 시행되었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이미지(직업적ㆍ신분적자기, 자기수용, 타인수용)

는 연령과 총 근무경력, 직급, 자격증에서 자아존중감은 연령과 직급 및 자격증, 직무만족도는 연령, 총 근무경력, 직
급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자기이미지 3개 하부영역과 자아존중감에서 순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p<.05).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수정된 R2  값이 0.268로 직업적ㆍ신분적자기가 직무만족
도에 대해 26.8%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 직업적·
신분적자기이미지를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elf-image, and self-esteem of 119 Rescue workers in 
D city on job satisfaction. This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9, 2012 to December 08, 2012, analyzed by SPSS 20.0 program.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age, 
period of employment, position, and license and self-image.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age, 
position, license and self-esteem.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age, period of employment, 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image and self-esteem. In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R2 value was 0.268.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areer and awareness of job 
satisfaction of 119 rescu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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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해 가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직업들도 생겨
나게 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1]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약 1만 2천개정도 라고 하며, 한국직업사전에서 정리한 

직업의 개수는 11,655개라고 한다. 
각 조직체들은 그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만 어떤 조직체에서는 기계적
인 움직임, 수동적인 움직임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
므로 다양한 직업군들 속에서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는 
개개인이 다를 것이다. 

자기이미지는 자신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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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
한다.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 같은 객관적인 사
실이 아닌,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는 
이런 사람’ 이라는 주관적인 해석[2]이 곧, 자기이미지인 
것이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자기이미지는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자기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은 
대인관계도 원만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문제가 별로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자기성취나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이미지가 부정적인 사람은 대
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것은 결국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진 개인은 
직장에서 고립되거나 실패하게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3].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는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119구급대원은 응급상황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인력으
로써 환자의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과의 긴
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대인관계 형성은 자기

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 119구급대원에게는 응
급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업의 
동기가 필요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응급의료 활동에 쏟아 
붓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행동하는 높은 자아
존중감이 요구된다[4]. 자아존중감 장애가 발생하면 새로
운 일이나 생활을 시도하지 못하고 주저할 뿐 아니라 열
등감을 느끼고 자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표현한다고 하였다[5].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이 확고하며 자신감을 가
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6]고 하였다. 

119구급대원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내·외적으
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부서 내 직원간의 갈등 및 타
부서와의 조직관계 등에서 직무만족이 우선 되어야 하며
[7], 응급관리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8]. 그러므로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는 서로 긴 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자기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 등과 같은 변수 간
의 개념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이미지와 자

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를 파악한다.
나. 대상자의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 만족

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이미지 및 자아존

중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 소방본부 산하 169명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08일까지이었다. 
자료 수집은 소방본부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한 후 각 119 
안전센터에 공문을 보내어 대상자에게 연구내용을 설명
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188부를 배부하여 177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자 중 내용
이 미비한 8부를 제외한 16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4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에 포함된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14문항), 자기
이미지(13문항), 자아존중감(10문항) 및 직무만족도(33문
항)등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1 자기이미지

자기이미지는 전성연[9]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박영준
[10]이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으며, 자기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직업적·
신분적자기(6문항), 자기수용(5문항), 타인수용(2문항)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박영준[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직업적·신분적자기(α=0.84), 
자기수용(α=0.74), 타인수용(α =0.72)이었다. 본 연구에서 
직업적·신분적자기(α=0.83), 자기수용(α=0.67), 타인수용
(α=0.67)이었으며, 도구의 전체신뢰도는Cronbach's α

=0.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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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69) 

Variables N % Mean

Gender
Male 132 78.1

Female 37 21.9

Age

(yr)

20∼29 21 12.4

 37.030∼39 87 51.5

≥40 61 36.1

Religion
Yes 81 47.9

No 88 52.1

Marital status
Unmarried 33 19.5

married 136 80.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2 7.1

≥College 157 92.9

Period of 

employment

(yr)

≤5 55 32.5

10.5
6∼10 37 21.9

11∼15 25 14.8

≥16 52 30.8

Position

Fire fighter 53 31.4

Senior fire fighter 43 25.4

≥Fire sergent 73 43.2

License

EMT paramedic 86 50.9

EMT basic 62 36.7

Others 21 12.4

2.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Rosenberg[11]가 개발하고 
전병재[12]가 번역한 도구로 긍정적인 문항(5문항)과 부
정적인 문항(5문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전병재[12]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62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81이었다.

2.4.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Slavitt[13]등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조현태[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7개
의 하부요인(보수(6문항), 프라이드(6문항), 자율성(4문
항), 역할 부담(2문항), 협조공조(6문항), 의사결정구조(5
문항), 제반근무여건(4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매우 불만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4점까
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현태[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보수(α=0.93), 프라이드(α=0.85), 자율성(α=0.77), 
역할 부담(α=0.75), 협조공조(α=0.90), 의사결정구조(α=0.86), 
제반근 무요건(α=0.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α=0.88), 
프라이드(α=0.78), 자율성(=0.60), 역할 부담(α=0.62), 협
조공조(α=0.79), 의사결정 구조(α=0.83), 제반근무요건(α
=0.81)이었으며, 도구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0.91
이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이미지와 자아존
중감 및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백분
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
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측정하였다.
여섯째,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D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119구급대원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119
구급대원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69명이었다. 성별에서 
남성구급대원(132명, 78.1%)이 여성구급대원(37명, 21.9%)
에 비해 많았다. 연령은 30대가(87명, 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61명, 36.1%), 20대(21명, 12.4%)순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0세이었
다. 종교에서는 없다(88명, 52.1%)와 결혼 상태에서는 기
혼자(136명, 80.5%)가 최종학력에서는 대졸 이상(157명, 
92.9%)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근무경력은 평균 
10.5년이었으며, 5년 이하(55명, 32.5%)의 근무경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소방장 이상(73명, 43.2%)
이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50.9%(86명)이 1급 응급구조
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연간보수는 4,000만원 미만
을 받는다고 대답한 대상자(101명, 59.8%)가 많았으며, 
현 직장을 평생직장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97명으로 
57.4%가 119 구급대원으로서 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3교대(162명, 95.9%)근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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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income

(million won)

<4000 101 59.8

≥4000 68 40.2

Job for life
Yes 97 57.4

No 72 42.6

Type of duty
others 7 4.1

3 shift 162 95.9

Variables

Self-image

Self-esteem Job satisfactionThe career and status 
awareness

Self acceptance Other acceptance

M±SD F(t) M±SD F(t) M±SD F(t) M±SD F(t) M±SD F(t)

Gender
Male 3.30±0.60

.480
3.46±0.50

2.747
3.45±0.65

1.526
3.02±0.38

.379
2.60±0.33

-1.838
Female 3.25±0.55 3.22±0.40 3.26±0.75 2.99±0.34 2.70±0.26

Age
(yr)

20∼29 3.72±0.62a

13.166***

3.66±0.56a

6.073**

3.74±0.58a

3.492*

3.25±0.36a

6.198**

2.77±0.25a

6.850**30∼39 3.36±0.54b 3.45±0.48b 3.40±0.73b 3.02±0.35b 2.66±0.31b

≥40 3.04±0.54
c

3.26±0.45
c

3.30±0.58
c

3.02±0.37
c

2.51±0.33
c

Religion
Yes 3.30±0.51

.262
3.37±0.46

╶.901
3.30±0.69

╶1.923
3.04±0.38

.925
2.63±0.32

.580
No 3.28±0.66 3.44±0.51 3.50±0.64 2.99±0.36 2.61±0.32

Marital status
Unmarried 3.31±0.63

.262
3.47±0.55

.761
3.55±0.71

1.337
2.98±0.41

-.681
2.66±0.32

.892
Married 3.28±0.58 3.39±0.48 3.37±0.66 3.02±0.36 2.61±0.3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03±0.63

╶1.598
3.15±0.51

╶1.907
3.21±0.62

╶1.053
2.88±0.35

-1.293
2.49±0.37

-1.451
≥College 3.31±0.58 3.43±0.48 3.42±0.68 3.02±0.37 2.63±0.32

Period of 
employment

(yr)

≤5 3.41±0.61b

4.201**

3.49±0.53b

3.825*

3.51±0.69

.899

3.01±0.39

2.401

2.66±0.27b

2.788*6∼10 3.46±0.55a 3.56±0.43a 3.43±0.77 3.14±0.36 2.67±0.36a

11∼15 3.14±0.59
c

3.30±0.47
c

3.34±0.67 3.03±0.33 2.66±0.31
c

≥16 3.11±0.54d 3.27±0.45d 3.31±0.58 2.93±0.35 2.51±0.33d

Position

Fire fighter 3.42±0.61a

5.486
**

3.49±0.54b

3.475
*

3.51±0.71

1.208

3.01±0.38b

3.257
*

2.67±0.27b

3.206
*

Senior fire fighter 3.41±0.55
b

3.50±0.44
a

3.42±0.72 3.13±0.36
a

2.68±0.35
a

≥Fire sergent 3.12±0.56c 3.30±0.46c 3.32±0.61 2.95±0.35c 2.55±0.33c

License

EMT paramedic 3.42±0.60a

5.408
**

3.49±0.51

2.417

3.48±0.73

2.840

3.07±0.37a

3.606
*

2.66±0.28

2.467EMT basic 3.11±0.55
c

3.32±0.46 3.25±0.60 3.00±0.36
b

2.55±0.36

Others 3.28±0.55b 3.35±0.46 3.57±0.55 2.83±0.33c 2.65±0.32

Annual income 
(million won)

<4000 3.34±0.62
1.328

3.44±0.50
.883

3.42±0.72
.247

3.01±0.36
-.040

2.63±0.31
.641

≥4000 3.22±0.55 3.37±0.47 3.39±0.60 3.02±0.38 2.60±0.34

Job for life
Yes 3.46±0.58

4.648
3.47±0.52

1.851* 3.49±0.67
2.027* 3.03±0.35

.791
2.71±0.29

4.236
No 3.06±0.52 3.33±0.44 3.28±0.66 2.99±0.39 2.50±0.33

Type of duty
others 3.24±0.41

╶.232
3.17±0.35

╶1.308
3.43±0.61

.093
3.00±0.70

-.064
2.71±0.18

.491
3 shift 3.29±0.60 3.42±0.49 3.40±0.68 3.01±0.36 2.61±0.33

Total
3.29±0.590 3.41±0.491 3.41±0.673

3.01±0.37 2.62±0.32
3.35±0.48

p**<.01, p***<.001

[Table 2] Self-image, self-esteem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9)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이미지, 자아 존

중감 및 직무만족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이미지 중 직업적 신분적자
기는 연령(p<.001), 총 근무경력(p<.01), 직급(p<.01), 자
격증(p<.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scheffe 분석
결과, 연령에서 20대가 3.72(±0.62)점으로 30대와 40대 
이상 보다 높았으며, 총 근무경력에서 6∼10년 이하에서 
3.46(±0.55)점으로 가장 높았고 16년 이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소방사가 3.42(±0.61)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소방장 이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자격증에서는 1급응급구조사가 3.42 (±0.60)점
으로 2급 응급구조사와 기타보다 높았다.

자기수용에서는 연령(p<.01), 총 근무경력(p<.05), 직
급(p<.05), 평생직장(p<.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
다. scheffe 분석결과, 연령에서 20대가 3.66(±0.56)점으로 
30대와 40대 이상보다 높았으며, 총 근무경력에서는 6∼
10년 이하가3.56(±0.43)점, 직급에서는 소방교가 3.50 
(±0.44)점, 119구급대를 평생직장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3.47(±0.5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타인수용에서는 연령(p<.05)과 평생직장(p<.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scheffe 분석결과, 연령에서
는 20대가 3.74(±0.58)점으로 30대와 40대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9구급대를 평생직장이라고 답
한 대상자가 3.49(±0.67)점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연령(p<.01), 직급(p<.05), 자격증(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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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scheffe 분석결과, 연
령에서는 20대가 30대와 40대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직급에서는 소방교가 자격증에서는 1급응급구
조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도는 연령(p<.01), 총 근무경력(p<.05), 직급
(p<.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scheffe 분석결
과, 연령은 20대, 총 근무경력은 6∼10년 이하, 직급에서
는 소방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3.3 자기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의 상

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 간
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직무만족도는 자기이미
지(직업적·신분적자기, 자기수용, 타인수용)와 자아존중
감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p<.01,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Image, self-esteem 

and job satisfaction

                                          (n=169)

Variables
Self-image

Self-esteem
X1 X2 X3

Y .522*** .225** .389*** .279***

p**<.01, p***<.001; x1=The career and status awareness 

x2=Self acceptance; x3=Other acceptance; Y=Job satisfaction

3.4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이미지(직업적ㆍ신분적자기, 
자기수용, 타인수용) 및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직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시행하였
다. 그 결과 회귀모형에 대한 수정된 R2 값이 0.268로 회
귀모형이 26.8%로 적합(F=62.385, p<.001)하였으며, 직업
적ㆍ신분적자기가 직무만족도에 대해 26.8%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Effect on job satisfaction

Β β ｔ p

Constant 1.685 14.030 .000

The career and status 
awareness .284 .522 7.898 .000

Adjusted R²= .268(F=  62.385, p<.001)

4. 논의

직무만족도는 업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 한 개인의 
업무나 업무경험 평가 시에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상태[8]로서 응급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들이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요소이다. 자기이미지란, 개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자화상으로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이 바탕
이 된 결과[14]이다. 왜곡된 자기이미지는 대인관계 능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 내 업무성과를 
저하시키거나 자신의 인생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개인으로서 긍정적인 자기이
미지 형성은 개인ㆍ조직ㆍ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3].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기이미지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10]. 또한,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긍정
적인 사회생활과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는 것
[15]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
사의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간의 관련
성을 비교하고,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이미지와 자아존

중감 및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 자기이미지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35
점으로 3개 하부 영역 중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에 대한 평
균점수는 각각 3.41점. 3.41점으로 직업적ㆍ신분적자기
(3.29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재직자를 대상
으로 자기이미지를 조사한 박영준[10]의 연구에서 평균 
3.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는 119구급대
원으로 전문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박영준[10]
의 연구 결과 전문가 집단이 관리직이나 사무직에 비해 
자기이미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고한 결과로
서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 중 평균3.01점으로 본 연구 대
상자와 같은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6]
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를 대
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4점 만점에 2.62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17]나 미용사[18]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보다 자
아존중감과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것은 본 연구 대상자
가 좀 더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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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
무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연령에서는 자기이미지 3개 
하부영역(직업적·신분적자기, 자기수용, 타인수용)과 자
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
났다. 특히, 20대 대상자가 30대와 40대 이상 대상자 보
다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박영준[10]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자기이미지
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
구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
나 자기이미지와 연령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추후 연령과 자기이미지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20대가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강연지[19] 연구에서는 50대
가 자아존중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미숙과 김남희[4]가 의원급 
이상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자아존
중감과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
고하고 있다. 이것은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와 119
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를 비교분석한 조현태[8]의 연구
에서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가 병원근무 응급구조사
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나온 것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119구급대원은 2년간의 임상경력을 
거쳐 시험자격이 주어진 후 소방구급대원이 된 경우가 
많으므로 2년간의 계약직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것 보다 
좀 더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추게 되었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서 추후 질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일반적인 특성 중 총 근무경력에서는 6∼10년 이하 대
상자의 자기이미지(직업적·신분적자기, 자기수용)와 직무
만족도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박영준[10]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이는 
근무를 함으로서 생긴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심리적 
여유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현태[8]의 연구
에서는 3∼5년 이하의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점수가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정
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직급에서 소방교가 자기이미지(직업적·신분
적자기, 자기수용)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에서 통계
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박대성과 박상섭[20]의 연구에서
도 소방교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직급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서의수[21]의 연구에서는 소방사의 직무만족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지희, 엄동춘, 
김은애[16]연구에서는 소방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같은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역적 특성과 
직급에 따른 업무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
다.

자격증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가 자기이미지(직업적·
신분적자기)와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
다. 이는 김지희, 엄동춘, 김은애[16] 연구와 같은 결과이
다. 이것은 2급 응급구조사보다 1급 응급구조사가 업무
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
료된다. 마지막으로 119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평생직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가 자기이미지(자기수용과 
타인수용)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이미지
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간에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할 수 없으나 119구급
대원이라는 직업 특성 상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점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자기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4.2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 

자기이미지(직업적·신분적자기, 자기수용, 타인수용)
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p<.01, p<.001). 이것은 일반 직장인을 대
상으로 한 강연지[1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자기이
미지와 높은 순상관관계(p<.01)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서주희[22]도 자아존중감이 
전문직 이미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같다. 또한, 김미숙, 김남희[4]가 병원 응급구조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와 같다.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만족도의 총합을 종속변
수로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이미지 3개 하부 영역과 자아
존중감을 가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삽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정R2 값은 0.268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F=62.385, p<.001). 즉, 직업적·신분적 자기이미지가 
직무만족을 26.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박영준[10]의 연구에서는 직업적·신분적자
기이미지가 직무만족을 61%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
과와 같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자기이미지와 자아존
중감 및 직무만족 등과 같이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측정
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직접 비교 분석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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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모형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볼 때 119구급대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적·신분적자기이미지
를 높일 수 있는 계획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D시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119구급대원 169명을 
대상으로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자기이미지의 평균점수는3.35(±0.48)점, 
자아존중감은 3.01(±0.37)점, 직무만족도는 2.62(±0.32) 점
으로 100점 만점환산 시 각각 67점, 75점, 66점으로 자아
존중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특
성 중 자기이미지의 하부 영역 중 직업적․신분적자기는 
연령, 총 근무경력, 직급 및 자격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은 연령, 총 근무경력, 직급 및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 타인수용에서는 연령과 평
생직장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도는 연령, 총 근무경력 및 직급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자기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도 간에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자기이미지의 하위영역 중 직업적․신
분적자기가 직무만족도에 대해 26.8% 설명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이미지 도구는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119 구
급대원을 위한 자기이미지 도구 개발이 필요할 뿐 아니
라 자기이미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의 이
미지와 119 구급대원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이미지 
간의 관계뿐 아니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구축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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