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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

신효진 공하성

요약

이 연구는 위험한 환경에서 높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
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틀을 사
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그리고 우울간의 직 간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월에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대구 경북지역 소방서에 근무하는 명의 소방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중 유효한 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에 의한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에 의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를
감소시켰으며 사회적지지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를 경감시킴으로 인해 우울을 증가
시키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사회적지지 증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 구조방정식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find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reducing depression of firefighters who
suffer from hazardaous working environments. The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depression of firefighter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to
May in 2015. This study surveyed 240 firefighters working in Dae-Gu City and Kyung Sang Buk Do and
utilized 225 valid samples among the 240. SPSS 20.0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jor
variables and reliability test, and Amos 21.0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occupational stress of firefighters reduce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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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ocial support reduced depression. Occupational stress did not statistically directly influence depression,
but high occupational stress indirectly increased depression by reducing social support.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were made for increasing social support and reducing the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firefighters.
Keywords : Firefighter,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서론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함에 따른 신체적 피로누적 각종 재난사고 현장수
습 등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대민
지원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서 근무하는 교대 등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실 운영 동료 상담지도관을 통한
예방
상담 응급의학전문의에 의한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 사례와 치료법 우울증과 자살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는 크게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선행연구들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일반공무원 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으
며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충격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외상후장애가 업무부담감과 개인적
스트레스 대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업무직능별 인사시스템 도입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보건규칙 제정 소방 전문병원 설립 및 소방전문의 위촉 등이 제안되었다
사회적지지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져왔다 소방공
무원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직무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임파워먼
트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모
두에 대해 사회적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조절효과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도 있다 사회적
지지는 또한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소진에 직접적 영향이 있음을
보였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증상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
하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대처자
원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내적 대처자원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한 후 심리적으로 더
욱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
이 우울을 경감시킨다는 결과가 있으며 간호
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 대처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문제중심적 대처유형은 우울을 증가시키며 정서지원적 대처유형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스트
레스간의 관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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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는 사회적
지지 우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사회적지지의 증가 우울 경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직장에서의 역할 충돌 및 역할의 불명
확성 과도한 업무 직업의 불안정성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
황으로 정의된다
사회적지지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
지지로 분류되며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특이한 생애사건에서 비롯된 불안
이나 갈등과 더불어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로 정의되어진다
기존의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자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복지감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또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및 대처기재와 같은 단선 적인 연구에 그친 반면 이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우울간의 구조적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변인의 직 간접적 관계
를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가설 설정
이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그리고 우울 간의 직 간접적 관계를 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소방공무원의 사회적지지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측정도구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은
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안하
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직무에 대한 부담 정 도를 의미하는 직
무요구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을 의미하는 직무자율 업
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직무보상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
어진 문항이 사용되었다
α
사회적지지 기능의 측정은
에 의해 개발되어진 사회적지지 척도를 연구대상자
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문항
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점 척도로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그리고 물질적 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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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α
우울의 측정은 한국판
우울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 인지 동기 영역에 관한 우울의 임상적인 증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의 점 척도로 평가하는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α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대구 경북 지역의 곳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이중 유효한 개의 설문이 연구
조사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년 월에서 월에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및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
적지지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과 더불어 가설 검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기초통계량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이 연구대상의 특성은
과 같다 먼저 연령 분포는 세가 로 가장 많았고 월
수입은 가 만원 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근무경력은 년이 로 가장
많았고 근무분야는 화재진압 분야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급분야
구조분야
그리고 행정분야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Variables
Age

Monthly Income
Years of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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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0 and less years old
31~50
more than 50 years old
less than 2,000,000 Won
2,000,000~4,000,000 Won
more than 4,000,000 Won
3 and less years

Frequency(n)
28
172
25
10
188
27

Percentage(%)
12.4
76.4
19.2
4.4
83.5
12

2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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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Departments

4~11 years
more than 11 years
Fire-Fighting
Rescue
First-Aid
Administration

114
84
105
23
61
36

50.7
37.4
46.7
10.2
27.1
16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 요인은 모두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표준편차 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직무보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표
준편차 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최소값은 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최대값은 로
개인적 차이가 크다고 추측되어진다 사회적지지는 평균 표준편차 로 나타났으며 세부적
으로 평가적지지가 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순으로 나타났고 물질
적 지지가 로 가장 낮았다 소방공무원의 우울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으로 나타났다 최
소값 전혀 우울하지 않다에서 최대값 중증 이상의 우울 으로 개인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Variables
Occupational Stress
Work Requirements
Work Autonomy
Work Compensation
Soci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Informative Support
Mater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Depression

Mean
2.30
2.39
2.28
2.24
3.64
3.69
3.63
3.61
3.64
1.30

SD
.47
.61
.52
.56
.75
.75
.80
.80
.75
.59

Min
1.22
1
1.08
0.25
1
1
1
1
1
1

Max
3.78
4
4
4
5
5
5
5
5
3.7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를 수용할 근거로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
토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하부요인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의 적합도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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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준과 비교할 때 모든 적합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모형의 결과
를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서 해당요인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표 확인적 요인분석
Chi-square(p-value)
15.029(0.030)

df
13

Q(   /df)
1.156

RMR
.018

GFI
.982

NFI
.990

TLI
.998

CFI
.999

RMSEA
.026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에 대한 값은
와 같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관측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는 모두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산추출지
수가 로 이상 개념 신뢰도가
로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확
보하였다 사회적지지 요인을 구성하는 관측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는 모두 이상으로 개념타
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산추출지수가 로 이상 개념 신뢰도가 로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 지수
Latent Variable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Observed Variable
Work Requirements
Work Autonomy
Work Compensation
Evaluative Support
Informative Support
Mater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S.R.W
.857
.752
.580
.951
.972
.910
.968

Variances
.099
.117
.207
.053
.035
.109
.036

C.R.

AVE

.919

.795

.984

.939

우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가설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가정한 세 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합 시킨 결과는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로 카이자승 통계량
에 대한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지만 카이자승 통계량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표본크기에 상
대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려 판단하기로
한다 그 결과
로 모형 적
합이 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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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는

와 같다

표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Chi-square(p-value)
39.949(0.002)

df
18

Q(  /df)
2.219


RMR
.021

GFI
.960

NFI
.975

TLI
.978

CFI
.986

RMSEA
.074

에서 우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에
음 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표준화 계수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음 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표준화 계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우울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H1
H2
H3

Hypothesis Route
Occupational Stress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Depression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β
-.312
-.228
-.066

B
-.752
-.175
-.122

SE
.189
.054
.141

C.R.(p-value)
-3.979***
-3.244***
-.001(.389)

Result
Yes
Yes
No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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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그리고 우울간의 직 간접적 영향을 구조방
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를
감소시켰다 한편 사회적지지는 우울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로 얻어진 연구모형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적지지를 통해 우울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직무스트
레스가 우울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높은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우울을 유발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높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경감시키
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도 중요하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켜 우울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
구결과에 기초하여 높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을 기
술하고자 한다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지를 경감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소방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첫째 교대 근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근무형태는 일을 기준으로
주간과 야간근무를 반복하게 되는 데 이는 신체 면역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스트레스가 증가
될 수 있다 둘째 소방복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방복은 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탈
진을 가져오고 탈진으로 인해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현행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대를 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월 평균 시간에 비해 약 배의 근무
를 더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사회적 지지를 증가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직장 내에서 팀워크를 강화하여 동료와 상
사간의 관계망을 형성시켜야 한다 둘째 동료와 상사간의 멘토링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갈등의
유발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세미나 워크샵 컨퍼런스 등의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을 긴밀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직장내에서의 상사 동료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지지적 관계형성과 지역사회내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의 강화를 뜻한다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직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우울을 경감시키는 방안
을 제시하면 첫째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정신적 충격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과 우울에 대한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특성화된 정신건강 매뉴얼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우
울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하며 더 나아가 주기적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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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개선하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컨퍼런스
를 힐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
록 컨퍼런스를 장소를 선별한다면 컨퍼런스가 직무수행의 연장인 동시에 직무스트레스로부터 해방
되어 우울을 감소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방안 사회적지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사회적지지의 경감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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