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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그동안 공무원의 스트 스 요인과 직무만족에 한 연구는 부분이 역할 계와 인간 계에 따른 스트

스 증가로 인한 직무만족의 하에 한 연구가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

무상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직무 특성에 따른 스트 스가 다소 발생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인을 직무특성(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요인과 조직내역할(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

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 하 다. 결과 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 요인과 조직내역할 요인은 직무만

족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구체 으로 직무특성 요인 에서는 긴 성과 기성이 직무만족

에 정(+)의 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조직내역할 요인 에서는 역할 갈등과 역할 과다가 직무만족에 부(-)

의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한 업무형태(화재 진압, 구조 구 , 소방 행정, 기타)

에 따라 스트 스 요인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근무기간(소방본부, 소방서, 119안

센터)에 따라서도 스트 스 요인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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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previous studies on civil servants’ stress factors and job satisfaction have been 

focused on low job satisfaction caused by stress from role relations and human relations. In case 

of fire officers, however, their stress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their unique job 

characteristics such as risk, urgency, stand-by, and shift. Thus, this study divided fire 

officers’stress factors into job-related factors (risk, urgency, stand-by, alternation) and 

role-related factors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overload),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these factors affect their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e officers’ job 

characteristics and their roles in the organiz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Particularly, among the job-related factors, urgency and stand-by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among role-related factors, role conflict and role overload had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fire officers’ stress and job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job (fire fighting, rescue and first aid, fire administration, others), and 

according to their workplace (fire fighting headquarters, fire station, 119 safe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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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난 2008년 2월10일 우리 문화의 자존심인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되어, 국민들은 충격과 허탈감에 

휩싸이게 했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계속 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방공무

원의 역할 비 이 요시 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과

거와 다르게 소방이 화재 방, 경계  진압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조구 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기 한 포 인 업무를 펼치다 

보니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나날이 증 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 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의 경우 여 히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복구 등 

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까닭에 이로 인한 직무 스트 스

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1].

한편, 기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에 한 국내

연구는 스트 스 요인으로 직무특성, 역할 계, 인간

계를 들고 있고, 종속변수로써 조직몰입, 사회심리  건

강 등에 미치는 향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1-3].

이러한 연구들은 소방공무원의 특수 상황에 맞추어 

자체 제작된 설문지를 이용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만의 

상황에 맞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소방공무원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스트 스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계를 고찰

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

인을 직무특성(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요인과 

조직내역할(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요인으로 구

분하여 각각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충남지역 소방공무원 35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고,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팩키지 15.0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Ⅱ. 이론적 논의

1. 연구의 필요성

스트 스는 환경으로부터 자극에 의한 생물의 비특

이 인 반응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라고 한다[4]. 여기서 

주목할 은 인이 가진 질병의 50~70%가 스트 스

와 연 된 것이며 심장병 유방 요인의 75%가 스트 스

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러한 스트 스는 사

회인구학  특성이나 직 , 근무기간, 교 근무 등의 직

업 련 변수나 건강 련 행 의 실천 여부, 직무 요구

도, 직무 자율성, 직장 내 사회  지지도 등에 의해서 많

은 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3].

소방업무는 타 직종과 달리 험요소가 많고 때로 과

도한 육체  활동을 요구하는 까닭에 스트 스가 심각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 진압시에는 뜨거운 장

에서 무거운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한 채 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불안정하고 불편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경우

가 많고, 한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는 물론 연소시 

발생하는 유독물에 노출되기 쉬우며, 응 구조를 수행

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매우 감당하기 힘든 역할 수행

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직무상 항상 기상태에 있

고, 화재나 응 구조시 신체  손상을 받는 경우 심리

 고통이 크며, 충격 인 사고를 해 외상 후 스트

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등 소방공무원의 심리  스트

스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처럼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많은 스트 스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소방

공무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스트 스 요인과 직

무만족간의 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선행연구 고찰

일반 으로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사이의 계에 

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진다는 통  견해와 직

무스트 스가 반드시 직무만족도에 부정 인 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면문제, 어려움, 불만, 도  등의 건

설 인 활동이나 성과를 높이는 기회로 인식하여 상황

에 따라서는 정 인 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이

다.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에 한 기의 실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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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직무스트 스요인으로 선정한 직무 련요인  

조직 련요인 가운데 직무 련요인의 역할갈등과 역할

모호성과의 계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기 실증연구

에서 직무스트 스 인자를 모두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모두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과 의미 있는 계에 있으며, 스트 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직무만족은 낮아진다는 가설

에 동의하고 있다. 즉, 모든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과 

부(-)  계에 있으며 직무스트 스는 좋지 않은 것이

라고 개념화했다. 리 (A. P. Brief) 등도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부(-) 인 

계에 있음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6].

이러한 통 인 견해에 반하여 직무스트 스를 도

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이 있다. 이 개념에 동의

하는 연구자들은 직무스트 스의 부정 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 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 먼  셀리(H. 

Selye)는 지나치게 과도한 스트 스나 과소한 스트

스는 개인의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바람직하지 못하

다고 주장하면서 정수 의 스트 스를 강조하 다. 

셀리의 이러한 견해는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이 역U

자(∩) 계를 가진다는 스웨덴과 미국의 남자종업원을 

상으로 조사한 카라섹(R. A. Karasek)의 실증분석 결

과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7]. 슈울러(R. S. Schuler) 역

시 직무만족은 조직의 제약, 요구, 기회 등에서 유발되

는 직무스트 스와 련이 깊은데, 동일한 조직내에서 

개인의 욕구  가치에 따라 특정인에게는 그 조직이 

직무스트 스의 부정 인 측면인 제약과 련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다라서 기회에서 오는 직무스트 스는 직

무만족과 정(+) 인 상 계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

다[8]. 이와 같이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간의 계를 

살펴보면, 첫째,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둘째,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의 계

에 있어서 양면성이 존재한다.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

족에 향을 미침에 있어서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에서의 향을 미친다. 셋째, 직무스트 스를 도

이라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직무스트 스 

수 까지는 직무만족과 정  계를 가진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재  외(2008)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와 사회

심리  건강에 한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사회

심리  스트 스는 주로 직무스트 스 요인에 의해 부

정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고, 

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해서는 직무스트 스에 

한 리가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둘째, 이상구(2007)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

와 조직몰입에 한 실증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 스 요인을 직무특성, 역할 계, 동료 계, 경력개

발, 집권화, 공식화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직무특성의 세부 요인으로는 험성, 요성, 긴 성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역할 계의 세부 요인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모호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윤석환 외

(2007)는 일부 지하철 근로자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

스 요인 비교 연구에서 일부 지하철 근로자와 소방공

무원의 스트 스 수 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

시하며, 물리환경․직무자율성 결여 역은 소방공무

원에게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 으며, 조직체계  

계갈등 역은 두 군에서 높은 스트 스 수 이었다

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장직은 사무직

보다 물리환경이 주된 스트 스 요인으로 나타나 유의

한 차이를 보 다고 제시하고 있다[1-3].

Ⅲ. 연구방법론

1. 연구 분석의 틀

와 같이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간의 계에 

해 통 으로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직무스트 스

의 정 인 면을 실증분석으로 증명한 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 선행연구검토에서 나

타났듯이, 스트 스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소방공무원만의 특수상

황을 고려한 연구가 시 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스트 스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계를 고찰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273

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

인을 직무특성(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요인과 

조직내역할(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요인으로 구

분하여 각각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독립 변수>

스트 스 요인

 <직무특성 요인>

 ○ 험성  ○ 긴 성

 ○ 기성  ○ 교 성

<종속 변수>

 <조직내 역할 요인>

 ○ 역할 갈등

 ○ 역할 모호

 ○ 역할 과다

직무만족

<특성 변수>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인구사회학  요인

 ○ 업무형태

 ○ 근무기간

 ○ 직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2. 연구 조사 설계

본 조사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충남지역 

소방공무원 357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다음과 같이 화재진압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구조구 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소

방행정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조사 상자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지 구성은 첫째,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을 하

여 3문항을 설정하 다. 둘째, 직무스트 스 요인을 측

정하기 하여 우선, 직무특성(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 요인으로 4문항을 설정하 고, 다음으로 조직

내역할(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역할 과다) 요인을 측정

하기 하여 7문항을 설정하 다. 셋째, 직무만족을 측

정하기 하여 4문항을 설정하 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업무
형태

화재 진압 149 41.7

구조 구급 83 23.2

소방 행정 84 23.5

기타 41 11.5

합계 357 100.0

근무
기간

소방본부 48 13.4

소방서 74 20.7

119안전센터 209 58.5

기타 26 7.3

합계 357 100.0

직급

소방사 77 21.6

소방교 88 24.6

소방장 110 30.8

소방위 41 11.5

소방경 26 7.3

소방령 이상 15 4.2

합계 357 100.0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팩키지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자료의 객 성을 입증하기 해 신뢰도 측정

을 한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내  일 성 분

석 기법을 실시하 고, 한 스트 스 요인 출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스트 스 요인과 직

무만족간의 계 규명을 하여 상 계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업무형태, 근무기간, 직

에 따른 스트 스 요인과 직무만족의 인식차이를 알

아보기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인

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 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즉,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인(직무특성 요인, 조직내역

할 요인)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  특성(업무형

태,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스트 스 요인  직무만족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잇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Ⅰ.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인(직무특성 요인, 

조직내역할 요인)은 직무 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  특성(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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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성분 1
(직무특성)

성분 2
(역할갈등)

성분 3
(역할모호)

성분 4
(역할과다)

x1 .775 .115 .091 -.084

x2 .804 .002 -.001 -.102

x3 .727 .106 -.104 .173

x4 .758 -.008 .232 -.316

x5 .061 .752 .153 .242

x6 .107 .775 .277 -.092

x7 .044 .781 .152 .215

x8 .074 .266 .868 .131

x9 .037 .256 .876 .141

x10 .026 .161 .453 .632

x11 -.212 .185 .078 .851

근무 기간)에 따라 직무스트 스 요인  직

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설문구성의 신뢰도 분석결과

일반 으로 신뢰도 분석에 있어서 Cronbach's α 계

수가 0.7이상이면 강한 응집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별로 항목을 묶은 후 내  일

성을 조사하는 Cronbach's α를 값을 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이 부분의 요인이 0.7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문

항의 일 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

구분 요인 문항 Cronbach's α

스트레스
요인

직무 특성 4개 0.768

역할 갈등 3개 0.732

역할 모호 2개 0.882

역할 과다 2개 0.595

직무
만족

직무 만족 4개 0.786

2. 소방공무원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요인이 추출되었

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이후 Kaiser 정규화

가 있는 Varimax 회 방식에 의해 회 을 실시하여 요

인 재값을 산출하 다. 요인은 직무 특성(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역할 과다

로 추출되었다.

표 3. 스트레스 요인 분석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됨.

3.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만족에 관한 

영향관계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인(직무 특성, 조직내역할)

과 직무만족간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회귀분석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유의
확률)B

표
오차

베타
(β)

(상수) 3.638 .202  18.031 .000

직무특성 .171 .040 .212 4.280 .000**

조직내역할 -.325 .050 -.319 -6.445 .000**

a 종속변수: 직무만족
* P<0.05 , **P<0.01

조직내역할은 부(-)의 향력을 미치고 있었고(B: 

-0.325, β: -0.319), 직무특성은 정(+)의 향력을 미치

고 있었다(B: 0.171, β: 0.212). 역할 갈등이 을수록, 역

할 모호가 을수록, 역할 과다가 을수록 직무만족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직무특성 요인인 긴

을 요하는 업무, 어느 정도 기를 해야 하는 상황 등

은 의외로 약하나마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과가 이 게 도출된 

것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특성상 긴 성과 기성 

등은 공무원이 되기 부터 어느 정도 사 에 알고 있

었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긴 을 요하고, 기를 해도 

직무만족에 정 인 향력으로 미치는 반면, 조직내 

역할 상 역할 갈등이라든지 역할의 모호, 역할 과다 등

은 사 에 상하지 못한 것으로 직무만족에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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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F

(유의확률)

위
험
성

화재 진압 149 4.1611

47.250
(0.000)**

구조 구급 83 4.2169

소방 행정 84 2.9762

기타 41 3.2439

합계 357 3.7899

긴 화재 진압 149 4.2953 22.929

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조직내역할 요인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역할 과다)이 직무특성 요인보

다 직무만족에 더욱 크게 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무특성의 세부 요인인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

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긴 성(B: 0.149, β: 

0.192).과 기성(B: 0.086, β: 0.131).이 유의미한 향력

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험성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p: 0.226), 직무만족에 부(-)의 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 -0.052, β: 0.079).

표 5. 직무특성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회귀분석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유의
확률)B

표
오차

베타
(β)

(상수) 2.658 .189  14.061 .000

위험성 -.052 .043 -.079 -1.214 .226

긴급성 .149 .053 .192 2.820 .005**

대기성 .086 .039 .131 2.226 .027*

교대성 .007 .034 .013 .196 .845

a 종속변수: 직무만족
* P<0.05 , **P<0.01

조직내역할 요인인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역할 과다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역할 갈등(B: -0.149, β: -0.177)과 

역할 과다(B: -0.127, β: -0.154) 요인이 부(-)의 향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조직내역할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회귀분석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유의
확률)B

표
오차

베타
(β)

(상수) 4.299 .146  29.400 .000

역할 갈등 -.149 .051 -.177 -2.935 .004**

역할 모호 -.041 .046 -.054 -.891 .373

역할 과다 -.127 .047 -.154 -2.705 .007**

a 종속변수: 직무만족
* P<0.05 ,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  특성(근무형태, 근무기간)

에 따른 스트 스 요인  직무만족에 한 차이를 살펴

보기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근무 형태(화재 진압, 구조 구 , 소방 행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험성 인식의 경우 소방 행

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화재 진압  구조 구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이 월등하게 험하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화재진압

(4.1611)에 비해서 구조구 (4.2169)에 종사하는 소방공

무원이 약간 더 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

가 도출되었다. 둘째, 긴 성과 기성의 경우에도 소방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비해 화재 진압  구조 구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이 업무가 더 긴 하고,

더 기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 성의 경

우에는 소방행정(2.0952)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 근

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화재진압(4.3289)  구

조구 (4.3735)의 경우에는 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라고 응답하고 있고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역할갈등의 경우에는 소방행정(2.7926)과 화재진

압(2.8680)에 비해 구조구 (3.1606) 종사자가 역할 갈

등이 심했다. 다섯째, 역할 모호의 경우에는 소방행정

(2.0298)에 비해 화재진압(2.4295)과 구조구 (2.6506) 

종사자가 역할이 더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

째, 역할과다의 경우에는 화재진압(2.6040)  구조구

(2.6325) 종사자에 비해 소방행정(2.9881) 종사자가 역

할이 더욱 과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

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의 경우, 화재진압

(3.5403), 구조구 (3.4307), 소방행정(3.2827) 순으로 직

문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7. 근무형태에 따른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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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성

구조 구급 83 4.4578

(0.000)**
소방 행정 84 3.5357

기타 41 4.1220

합계 357 4.1345

대
기
성

화재 진압 149 4.1007

27.982
(0.000)**

구조 구급 83 4.1446

소방 행정 84 3.2381

기타 41 3.0976

합계 357 3.7927

교
대
성

화재 진압 149 4.3289

116.216
(0.000)**

구조 구급 83 4.3735

소방 행정 84 2.0952

기타 41 4.0488

합계 357 3.7815

역
할
갈
등

화재 진압 149 2.8680

3.651
(0.013)*

구조 구급 83 3.1606

소방 행정 84 2.7976

기타 41 2.8455

합계 357 2.9169

역
할
모
호

화재 진압 149 2.4295

7.660
(0.000)**

구조 구급 83 2.6506

소방 행정 84 2.0298

기타 41 2.3902

합계 357 2.3824

역
할
과
다

화재 진압 149 2.6040

6.132
(0.000)**

구조 구급 83 2.6325

소방 행정 84 2.9881

기타 41 2.4390

합계 357 2.6821

직
무
만
족

화재 진압 149 3.5403

3.352
(0.019)*

구조 구급 83 3.4307

소방 행정 84 3.2827

기타 41 3.2988

합계 357 3.4265

구분 N 평균
F

(유의확률)

위
험
성

소방본부 48 2.7500

53.149
(0.000)**

소방서 74 3.2297

119안전센터 209 4.1483

기타 26 4.4231

합계 357 3.7899

긴
급
성

소방본부 48 4.2708

30.601
(0.000)**

소방서 74 3.3784

119안전센터 209 4.3301

기타 26 4.4615

합계 357 4.1345

대
기

소방본부 48 3.0625 29.113
(0.000)**소방서 74 3.2432

성

119안전센터 209 4.1148

기타 26 4.1154

합계 357 3.7927

교
대
성

소방본부 48 3.4167

90.708
(0.000)**

소방서 74 2.1757

119안전센터 209 4.3684

기타 26 4.3077

합계 357 3.7815

역
할
갈
등

소방본부 48 2.7083

2.606
(0.052)

소방서 74 2.7928

119안전센터 209 2.9952

기타 26 3.0256

합계 357 2.9169

역
할
모
호

소방본부 48 2.0833

4.649
(0.003)**

소방서 74 2.1959

119안전센터 209 2.5120

기타 26 2.4231

합계 357 2.3824

역
할
과
다

소방본부 48 2.5417

7.098
(0.000)**

소방서 74 3.0473

119안전센터 209 2.6124

기타 26 2.4615

합계 357 2.6821

직
무
만
족

소방본부 48 3.3229

5.147
(0.002)**

소방서 74 3.2264

119안전센터 209 3.4833

기타 26 3.7308

합계 357 3.4265

 * P<0.05 , **P<0.01

다음으로, 근무 기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 센터)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8. 근무기간에 따른 분산분석

* P<0.05 , **P<0.01

구체 으로,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의 경우 

상 으로 119안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

원들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보

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한 역할 갈등과 역할 모

호의 경우에도 119안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역할 과다의 경우에는 소

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소방본부나 119안 센

터 근무자보다 역할이 더욱 과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한편, 직무만족의 경우에는 119안 센터(3.4833), 소

방본부(3.3229), 소방서(3.2264) 순으로 직무만족 결과

가 도출되었다.

5. 가설검증 요약

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인(직무특성 요

인, 조직내역할 요인)이 직무 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  특

성(근무 형태, 근무 기간)에 따라 직무스트 스 요인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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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하여 회귀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가

설검증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가설검증 요약

가설번호 연구가설
채택
여부

대가설 Ⅰ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미칠 것이다.

소
가
설

Ⅰ-1
스트레스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Ⅰ-2
직무특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Ⅰ-3
조직내역할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대가설 Ⅱ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소
가
설

Ⅱ-1
근무형태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직무만
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Ⅱ-2
근무기관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직무만
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Ⅴ. 결론

소방 공무원의 경우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한 화

재진압, 인명구조, 재난복구 등 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까닭에 스트 스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스트 스 

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계를 고찰해 보았다. 구체 으

로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인을 직무특성( 험성, 긴

성, 기성, 교 성)요인과 조직내역할(역할갈등, 역

할모호, 역할과다)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아울러 인구사

회학  특성(근무형태, 근무기 )에 따른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결론 으로, 스트 스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직무특성 요인  

일부와 조직내역할 요인  일부가 직무만족에 유의미

한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한, 근무형태  근무기

에 따른 스트 스 요인  직무만족에 한 인식 차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스트 스 요인  역할 갈등과 

역할 과다 요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정

책  보완이 요구된다. 즉, 경찰 공무원과 같이 면

으로 3교 를 실시하는 등의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이 시 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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