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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그리고 재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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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동일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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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교육 및 훈련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대안으로서는 최신 안전

장비의 구비와 개인지급, 전국적인 규모의 화상전문의를 보유한 차별성을 가진 국립소방병원의

건립, 그리고 3교대 근무제의 시행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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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직장인의 스트레스는 직무와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루 시간 중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가 200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보유율은 95%로 40%인 미국과, 

61%인 일본을 크게 앞질렀다고 하여 우리나라 직장인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스트레스의 정도와 종류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의 정도와 종류에서 

소방공무원이 느껴야 하는 스트레스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인 중 특히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대원은 직업특성상 항상 끔찍한 사고 현장을 자주 접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참혹한 현장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전

체 인원 중 15%나 됐다. 이들을 상담한 결과 자살시도, 신경성수면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여러 증상으로 나타났다.1) 소방 활동 현장에서의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잠재

된 위험요소는 수천 번 이상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소방방재청이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만200여명을 대

상으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에서 1,452명이 정밀진단 대상으로, 9명은 통원치료 대상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무 스트레스 측정결과에서도 일반 근로자나 경찰에 비해 소방공

무원의 총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국대학교 안연순 교수팀이 한국형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평균 48.4%다. 반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50.3%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관의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서울경제, 2011, 

10, 24). 문유석(2011)이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WI)를 사용하여 측정한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평균값은 43.89점이었으며, 전체의 18.1%가 고위험스트레스 집단, 67.8%가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14.1%가 건강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소방학교가 2009년 실시한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조사에서도 직업별 스트레스 

분석결과 소방관 54.5, 경찰과 해경이 각 46.5로 소방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

1)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소방관은 요즘도 과거의 충격적인 사고 장면을 잊지 못한다. 2004년 

경기 용인 수지구에서 열흘 사이에 3명의 투신자살 사고를 처리한 뒤부터다. 당시 소방관 생활 9년
째였던 그는 자살충동을 가끔 느끼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 얘기만 들으면 아직도 두렵고 떨리며 악몽

도 자주 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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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9.7%가 우울증 증세에 해당하는 고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지난 2008년 2건, 2009년 10건, 2010년 5건이며 올해는 5월까지만 벌써 9건에 달했

다. 자살 원인은 채무 등으로 인한 신변 비관(46.1%)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34.6%), 가정불

화(19.2%) 순이고, 계급별로는 소방교와 소방장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11년 5월 말 소방방

재청 조사결과 소방공무원 3만5,738명 중 신체훼손 등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940명, 5인 이상 사망 현장이나 동료순직 등 외상경험자는 5,517명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News NoCut, 2011, 9, 23).

즉 소방행정관서는 일부 행정적인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 본래 임무의 성격이 화재 및 구

조구급과 같은 긴급 상황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재난 대응 등의 사태를 수습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무거운 장비를 다루며 현장에서의 육체적 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다. 

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이 시점에 24시간 교대 근무제를 하며 

과도한 비번근무동원 및 각종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 상황하에서 출동 시에는 

화재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 연기, 유독가스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무거운 신체보호복과 산

소장비 등 각종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 업무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극히 위험한 활동여건, 상시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 성격, 비정상적인 활동환경,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 내용의 상존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은 뇌와 심장의 혈관부분에 

주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소위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는 작업환경으로 PTSD

라2) 불리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심하게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소방은 공공재 중에서도 국방 및 치안과 더불어 민영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공공

재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의 감소는 자신의 정

신적 및 육체적 건강을 지키게 되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공공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각종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위하여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들 중에서 우선

순위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 또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개선 방안을 통하여 직무성과나 직무만족을 향상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족시키는

2)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약어로서 극심한 외상 사건에 노출되거나 경험하고 난 후에 발생하

는 장애로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 경험하고, 그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

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 각성 상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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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최근의 문헌자료 중에서 주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유형, 요인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유발에 관한 제반 요인을 고찰해 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파악된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순위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3)

Ⅱ.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직무스트레스의 의의

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직무스트레스란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적 반응이다. 즉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자원과 환경

요구와의 부적합이나 개인의 욕구와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직무환경의 부적

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초기에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 자극 또는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응으로 정의되었으나 오늘

날은 유기체로서의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부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가지는 지각 

또는 평가의 개념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있다(안성률, 2005: 33-34). 

먼저 스트레스란 개념에 대해 백과사전에는 인간 혹은 동물에게 생리적･사회적･심리적으

로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지나친 부담을 요구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하고(David, 1968: 

339) 또는 현존하는 평형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긴장 상태로 정의

해 놓고 있다(Webster, 1971: 868). Schuller(1984)는 스트레스를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

이 내포된 동적 상태의 지각으로 정의하며 조직에서 스트레스는 역기능과 순기능의 두 가

지 기능을 가질 수 있고, 또 스트레스는 환경 또는 상황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조직구성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럽위원회에서는 업무관련스

트레스를 업무내용, 업무조직 및 작업환경의 해롭거나 불건전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

3) AHP는 인간이 의사결정 할 때 두뇌가 단계적 또는 위계적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개발 되었으며 현존하는 의사결정 이론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론으

로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

에 이르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의 해소 방안을 이러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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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패턴으로 고도의 각성과 걱정 그리고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느낌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정의로 간주된다

(Beehr & Franz, 1986).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인 Seyle(1936)는 스트레스란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여 지는 흔한 모습이라고 하며 일반적 적응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이라고 이름 짓고 이 스트레스의 단계를 경고단계, 저항단계, 탈진

단계의 세단계로 구분하였다. 경고단계에서는 외부의 자극이 신체의 내부기관을 움직여 호

르몬을 분비시키고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다음 단계인 저항단계는 스트레스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내부기관이나 체제

들이 평상성을 유지시키려 애쓰는 단계이며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탈진단계로 옮겨

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기능저하와 유사한 상태로서 육체적 피로, 수면방해, 무기력감 등

의 징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타인에 대해 불평하고 자기의 잘못을 타인에

게 전가시키며 쉽게 화를 낸다. 이런 소외감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을 하거나 새

로운 직업을 찾으려 하게 되고 실제로 사직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조직에서는 결과적

으로 구성원의 결근, 이직, 과실 등에 따르는 비용 손실을 보게 된다.

하미승외(2002)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아래와 같은 3가지 차원으로 나누

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스트레스를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견해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직구

성원의 육체적･심리적 안정성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들로 특정한 직무와 관련 되는 과잉

업무,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좋지 않은 작업조건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요인이나 조직구

성원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의 특성들이다. 둘째, 스트레스를 어떤 욕구나 자극원에 대

한 하나의 반응으로 보는 견해는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의 육체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역기

능을 주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에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여겨지는 직무환경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개인의 반응 또는 작업장에서 지각된 조건이나 사건의 결과 때문에 특정 

개인이 느끼는 역기능적인 감정이나 의식으로서 작업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개인의 감정

이다. 셋째, 스트레스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유기체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각으

로 보는 견해는 직무스트레스를 한 개인의 능력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거

나 조직이 제공한 직무환경과 개인의 욕구가 부적합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란 개인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불균형을 가져오는 내적 상태로서 전

통적으로 주로 의학 분야에서 다루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조직체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조직연구에서 관심을 초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연계

되어 의료비용, 산업재해보상, 결근, 이직, 생산성 저하 등에 영향을 미쳐 조직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적으로도 GNP의 상당부분(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약 10%)의 손실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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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결과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Beehr, 2002; Beehr & 

Glazer, 2005; Glazer & Beehr, 2005). 

2) 스트레스의 유형

스트레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유스트레스(eustress)

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디스트레스(distress)로 양분하고 또 스트레스의 양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hyperstress)와 과소한 스트레스(hypostress)로 구분하기도 한다(Adukia, 2011; 유기현, 

1997). 디스트레스란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해로움을 주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스

트레스로 병, 노쇄, 사망과 관련된 심장병, 높은 결근율과 같은 역기능적 결과를 가져오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유스트레스란 사람에게 도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바람직하거나 원하는 

스트레스로 개인과 조직의 복리와 관련된 성장성, 적응성, 높은 성과수준 등을 가져오는 스

트레스를 말한다. 이렇게 좋고 나쁜 스트레스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 Posner와 Leithner는 예

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나 생활의 

변화가 예측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긴장이나 디스트레스를 유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이

것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이 사건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조절할 수 없으면 질병으로 발전하

게 된다. 나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관련 질환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개인들에게 다가오고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레

스란 스트레스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조절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벗

어나지 못한다면 스트레스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Posner, 1978).

박세홍(2002)은 스트레스 종류를 구체적으로 외부적인 스트레스, 내부적인 스트레스, 신체 

생리적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로 나누고 있다. 외부적인 스트레스는 현대문명의 빠른 

변화, 직업,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통상 4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직업만족을 느끼는 유스트레스이나 2단계는 일에 싫증을 

느끼는 에너지 결핍을 가져오고 3단계는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등을 가져오는 신체증상의 

발현이 일어나고 4단계는 신체나 정신의 질환, 알코올 중독이나 돌연사를 일으키는 위기단

계이다. 내부적인 스트레스는 강박성 성격, 자기도취형 성격 등 개인적인 성격이 만들어내

는 스트레스와 인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스트레스로 구분한다. 따라서 동일한 일에도 스트

레스의 개인차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때와 장소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다. 신체 생리

적 스트레스는 자신과 가족의 질병 등이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고 환경요인으

로는 날씨, 조명, 소음 등의 자연환경, 교대근무 같은 근무환경, 시차적응 등이 이러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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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해당한다. 이외에 특별히 외상후스트레스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일상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끔찍한 사건들(예를 들면 전쟁, 화재･ 붕괴 등에 의한 각종 사고 등)에 의해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환이다. 소방 공

무원은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이러한 외상

후스트레스에 노출 될 확률이 높고 따라서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외상후스트레스

를 겪을 수 있다. 

3)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및 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공정에 변화가 있다든지 직장구성

원간의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다든지 대인관계에서 불화가 생겼다든지 조직체의 목표에 

대한 이견 등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승진에서 탈락했

다든지 조직에서 역할이 모호하다든지 직무수행을 위한 자원이나 직권부족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스트레스는 너무 업무가 과다하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부

족할 때도 생길 수도 있다.

Beehr와 Gupta(1979)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직무요건 및 업무특성, 역할 

요인), 개인적 요인(신체나 심리조건, 인구통계학적 특성), 심리적 과정 요인의 3가지를 들고 

있고, Ivancevich와 Matteson(1980)은 물리적 환경요인(조명, 소음, 온도 등), 개인적 수준 요

인(역할모호성, 책임성 등), 조직적 요인(집단내 및 집단간의 갈등), 그리고 조직외적 요인(지

도영향력, 경제력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노경환(2004)은 학자들의 요인을 나름대로 분류하여 직무특성요인, 개인특성요인, 조직내

적 요인, 조직외적 요인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특성요인으로 직업유형, 직

업의 안전성과 장래성, 자율성, 중요성, 기능의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등이고 개인특성요인

으로는 성별, 인종, 연령, 결혼여부, 직무태도, 인지적 개인차 등을 들고 있다. 조직내적 요

인으로는 역할 갈등과 역할 과중, 역할 모호성, 조직분위기, 승진 및 보수체계, 물리적 환경 

등이며 조직외적 요인으로 가족,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Beehr, 

1998; Beehr & Fenlason, 1988).

안성률(2005)은 직장에서 직무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먼저 조직내 

대인관계 특히 이중에서도 동료 및 상사와의 인간관계에서 상호간에 결속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심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한다. 다음은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공정성 등을 

들고 있다. 역할모호성은 현대 조직의 복잡성, 조직 변화의 신속성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으로서 나타나는 역할수행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역할과다는 일상적인 과업에 추가하여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는 경우에 양적으로 과업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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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직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이다. 공정

성이 부족한 경우는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노력대가가 타인의 노력대가에 비해 적다고 인

지할 경우 불공평성을 느끼고 장래 자신의 투입을 오히려 감소시키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 

오수정(2005)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조직에서의 역할 갈등, 대인관

계애로, 의사결정 참여정도, 직무의 불안정, 승진과 임금문제, 물리적 환경, 직장과 가정의 

갈등, 안전사고 가능성, 작업교대근무의 9가지로 나누고 있다. 류종천(2004)은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근무함에 따른 긴장과 불안, 수용자나 가족 및 

공범자들에 의한 협박, 항상 도주를 시도하려는 수용자들의 감시, 때로는 사형집행 등의 업

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도조(2004)는 일선경찰관들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경찰관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갑과 권총 등 경찰 장비를 휴대하여 범인을 체로해

야 하는 강제성으로 인한 불안, 긴장 그리고 위험성, 사건이나 사태의 돌발성과 적시대응성, 

남들의 휴가시에 고된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 교대근무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병섭(1994)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주로 승진이나 급여지급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불공

정성을 느끼게 되면 좌절감이나 심리적 탈진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종범(1988) 역시 

공무원 중 30%이상의 응답자가 승진 인사가 능력과 실적보다는 연고주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사결과는 좌절감과 심리적 탈진감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

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요인으로 박정선외(2005)는 변화, 부적절한 의사소통, 대

인갈등, 조직목표와의 갈등 등의 조직요인, 승진기회가 없거나 훈련수준을 벗어난 새로운 

책임이나 실직 등의 경력개발요인, 역할갈등이나 역할의 모호함, 업무 달성에 부적합한 자

원과 권한 등의 역할요인, 양적 및 질적 업무과다나 업무과소,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결정권한의 미약함 등과 같은 임무요인, 환경정리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소음, 냄

새, 교대작업 등의 환경요인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소방직공무원의 경우에 이러한 요인 중

에서 많은 부분이 해당되어 이들이 심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구문헌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로 소

방행정의 개선이나 발전방안, 재정확충, 직무만족, 사기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인 주제의 연구 외에도 교육훈련, 수요증대에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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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개편, 근무환경, 안전사고, 구조와 구급, 복지상태,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들이 추가

된다. 최근 들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는 시대흐름의 반영으로 소방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안전, 건강관리, 후생복지,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

서비스 차원에서 소방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갖는 지역공공재이다. 주민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방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비경

합성의 특징 때문에 소방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 거의 모든 주민이 향상된 수준의 소방서

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안서비스와 함께 소방서비스는 국가가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판단기준이 되는 행정서비스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

나 실제로 소방행정서비스가 일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규모의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와 

같이 매우 특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소방서비스는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소방서비스 공급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국

민 수는 일본과 영국의 1/2, 미국과 프랑스의 1/10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그만큼 과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4) 

정요안(2002)은 소방행정서비스의 업무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직접적인 목적과 공

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간접적인 목적에 따라 화재, 구

조･ 구급,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산불, 한해지

원, 수해복구, 독거노인 방문 등 생활성 민원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의 수

행 구분은 화재의 예방과 진압, 민원행정서비스, 인력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소방서의 

소방행정과와 방호과에서 담당하며 그 비율은 전체의 약 20%정도이며 화재진압과 구조･ 구
급업무의 현장 활동은 소방파출소 및 파견소에서 담당하는데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명령에 

의해 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특수성이 있다. 

상황실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로 2교대근무를 하며 비번 날

에는 부수적인 경방활동과 관할 지역의 지리조사 등을 병행한다. 소방공무원들은 현장 활동

에 있어서 불안, 공포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혼재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4) 역할과다를 느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증가하며 작업동기를 감소시키고 결근율이 높아지며 의

사결정의 질과 대인관계가 나빠진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려면 시간을 보다 잘 관리하고 훈련량을 늘

리며 간섭하지 않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거나 과다한 업무는 타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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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현장지휘관의 지시와 팀장의 리더에 의해서 생명을 걸고 화재 및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시적인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사 내를 벗어날 수가 없

으며 의･식･주를 청사 내에서 다 해결해야하는 업무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

수성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행태는 다른 유형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노경환(2005)은 소방업무의 특성상 소방공무원은 일반 산업체나 일반직 공무원과 그 직무

환경에 있어서 위험성, 긴급성, 활동환경의 특수성, 강인한 체력과 팀웍 필요성 등을 직무특

성으로 들고 있다. 화재진압활동은 종류 및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화재발생에 따라 일산화

탄소 포스겐가스 등의 유독가스에 노출될 위험성과 진압활동 중 사망, 부상의 위험, 예상치 

못한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명구조 현장이나 응급환자 이송활동 등 재난 현

장에서도 유독가스 중독이나 질식, 전기 감전 등 생명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999년 이후 5년 간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통계 현황을 살

펴보면 8.3%의 증가율을 보여 도시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로 소방공무원

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재･구조･구급이 발생할 경우 신고부터 대응단계까지 인명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는 신고

가 빨라서 초기대응시간이 짧을수록 인명과 재산피해액은 줄어들고 느릴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인다. 따라서 24시간 동안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보내는 소방

공무원의 각종 출동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긴급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시 유해요인으로 고온, 유독가스, 붕괴, 폭발, 방사능 누출사

고 등이 일어나고 구급현장은 전염성 질병의 감염우려,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과 폭력 및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은 이와 같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의 특수성을 가진다.  2003년도의 화재진압활동 중 교육훈련 중이나 기타 사고현장에서의 

직무수행 중 순직 및 공상자가 화재진압활동 중에 약 58%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업무수

행을 하는 현장의 환경조건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고 현장에서의 활동은 격무를 요구하여 활동이 시작되면 전 소방공무원은 

위험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 상태까지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Green, 1991). 

소방 활동 중 효과적인 진압 등을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날 경우 이를 극복하여 소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은 물론 정신적인 인내력까지 필요하게 되므로 심신이 극도

로 피로하게 되며 체력소모와 피로누적이 심할 경우 탈수 증세를 보이게 됨으로 강인한 체

력이 요구된다. 또 소방현장의 작업은 생명 구조하는 대원의 생명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소방 현장 활동은 2인 1조 이상의 조별행동이 필수이며 하나의 현장에는 몇 개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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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가 활동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원간 또는 조별간의 조화 즉 팀웍이 절실히 요구

되는 특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과 같은 현장 활동이 긴

장과 위험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에서 야기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

이에 심각한 질환과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구체적 반응은 우울과 불안

과 같은 정신적인 반응과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체내호르몬의 변화를 초

래하여 타액의 변화,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혈당의 증가, 콜레스테롤의 증가, 근육긴

장, 식도 근육의 경련, 식욕저하, 구역질 등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불규칙적인 식사, 소식 아

니면 과식, 과음, 과도한 흡연 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2)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소방검사와 화재의 진압, 구조 및 구급 

등의 업무와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

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어느 직

종보다 강도 높은 위험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Carlisle, 1999). 

세상의 모든 직업들이 유형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나름대로의 직무스트

레스가 있다. 그러나 특히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퇴직 후의 소방공무원이 일반인들에 비해 20배 높은 암 발병율과 퇴직공무원의 43%

가 뇌졸중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통계에서 직업성질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육체적인 만성질환 외에도 과다한 업무시간과 업무량, 부족

한 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비현실적인 수당, 불합리한 인사제도, 비번시에도 근무해야 하는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많고 강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김성곤(2002)은 설문을 통한 실증적인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직무특성요인에서 직무전문

성, 직무중요성, 직무위험성을, 역할관련 요인으로 역할 갈등와 역할 모호성을, 인간관계 요

인으로 소방 활동 자체보다 조직 내에서 상사, 동료, 부하들 등 각 계층 간의 불편한 인간

관계, 경력개발 요인으로 승진, 보직, 교육의 불공정성과  배치의 불합리성, 욕구 및 가치 

요인으로 직무 욕구 및 경쟁심을, 생활요인으로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그 외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

들을 입수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직장 내에서의 상사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상급

부서의 권위주의적인 지시위주의 형식적 업무지시 행태, 현장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긴장의 우려, 공･사상사고 후의 신분 보장 및 후생복지의 미비, 24시간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의 누적 및 출동체제의 긴장상태, 근무시간외의 잦은 비번동원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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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가정생활의 어려움 및 비번자 동원에 따른 실비 보상 미흡, 조직구성원의 경력 발전

을 위한 투자에 소홀한 조직운영행태이다.

노경환(2005)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업무 과다를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 담당수가 

1,916명으로 이는 일본과 영국의 약 2배, 미국과 프랑스의 8-9배수인 점, 근무체제가 2교대

로 영국의 4교대 미국과 일본의 3교대에 비해 장시간 근무체제이고, 이에 따라서 주당 근무

시간이 선진외국이 42-64시간 근무에 비해 84-125시간인 점을 종합적으로 나열하여 업무 과

다를 설명하고 있다. 또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첫째 화재 진압 시에는 현대적 

건물이 천연 소재와 각종 비닐합성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수많은 유독가스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에 노출 되는 점을 그리고 구조･구급시 즉 환자들의 응급처치와 이송 시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소방관들은 약20kg에 이르는 산소호

흡기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좁고 위험한 공간에서의 각종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허리, 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한 직무상 스트레스는 사고현장에서 어린이의 사망, 참혹한 모습의 시신 목격, 동료

들의 부상과 순직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심한 죄책감, 좌절감, 직업에 대한 회의 등을 경

험하여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의 외상성스트레스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24시간 긴급출동대기의 긴장상태 속에서 업무의 특성상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출동 지령하

는 비상벨 소리는 신체적･ 정신적 압박감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비정상적으로 

파괴하여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강성완(2006)은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에서 Ivancevich & Matteson 

(1980)들이 다음 <표 1>과 같이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류한 것을 이용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분류하였다. 크게 조직내 요인과 조직외 요인으로 

<표 1>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분류

구  분 내       용

I. 조직내 요인
  1.물리적 요인
  2.개인수준 요인

  3.집단수준 요인

  4.조직전체수준요인

➀조명 ➁소음 ➂온도 ➃진동 ➄공기오염
➀역할갈등 ➁역할 모호성 ➂ 역할과다 ➃책임감 
➄경력발달 ➅기타-동료, 상사, 부하와의 관계
➀집단 응집성의 부족 ➁불충분한 집단 지원
➂집단내･집단간 갈등
➀조직풍토 ➁조직구조 ➂조직영역 ➃직무특성
➄리더십 ➅교대 근무제

II. 조직외 요인 ➀가족 ➁이사 ➂재정문제 ➃인종, 계층 ➄주거환경

출처: Ivancevich & Matteson(1980, 강성완(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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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물리적 요인, 역할관련 요인, 인간관계, 경력개발, 욕구 및 가치 요인, 생활 스트레

스 요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류종천(2004)은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에서 Cooper와 Marshall(1976, 1980)들의 직

무 스트레스 요인들을 총괄하여 분류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즉 직무특성 요인, 역할관련 

요인, 인간관계 요인, 경력개발 요인, 조직분위기, 조직외부의 장애, 개인특성으로 나누고 있

다.  

<표 1-2>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분류

구  분 내       용

직무의 특성 질적･양적 과도한 업무, 시간 압박, 불량한 작업조건, 오류, 과도한 의사결정

조직에서의 역할 질적･양적 과도한 책임, 의사결정 배제, 관리적 지원결핍, 과도한 목표, 조직 경계

조직내 관계 상사･동료･부하간의 관계, 책임이양, 성격 갈등

경력개발 탁월한 승진, 직무 안전의 결여, 사직

조직분위기
장애에 대한 공포, 욕망의 좌절, 술책
행동규약, 협의 및 의사소통의 결여, 불확실성,

조직외부의 장애 소속감･정체성의 상실, 충성심 차별, 능력감소

개인특성 가족간의 갈등, 성격, 변화대응에 대한 무능, 통찰력 부족

출처: Cooper & Marshall(1976, 1980).

Ⅲ. 직무 스트레스 우선순위를 위한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 하에서 어떤 직무 스트레스를 체감하거나 없애주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도

움이 되는지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우선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현재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각종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각종 문헌에서 제기되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적 대안은 정책결정자가 어

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좌우된다. 결국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는 요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다(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 Inc., 2001). 따라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주요 분석차원으로 활용하여 직무 스트레스의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구조도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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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HP 분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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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분석에 있어 구조도 작성은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계층이란 시스템의 특수 형태로

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특성에 따라 분할 집합을 형성하며 하나의 집합이 다른 하나의 집합

에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하나의 집합으로부터만 영향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의 

각 집합들을 단계라고 부르며 각 단계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 독립적임을 가정

하는 것이다. 따라서 AHP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문제의 요소를 최종 목표와 

단계의 구분 및 단계별 평가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층을 형성해야 한다. 이처럼 최종 목표를 

위해 각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가 산출된 평가기준으로 각각의 대안을 평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적 분화원리에 의해 최종 목표에 합당한 최적의 대안이 선택

되게 되는 것이다(이성근외, 1994). 여기서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를 소방공무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위

하여 이 기법이 사용되었다.

조사설계를 위한 설문은 핵크만과 올드맨(Hackman & Oldmam)설문 2개 문항, 리조(Rizzo)

설문 2개 문항, 던햄(Dunham)설문 2개 문항, 이반세비치와 매트슨(Ivancevich & Matterson)설

문 3개 문항과5) 기존 문헌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응용 설문 7개 문항6) 등 16개 문항 등 가

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설문 문항에다 개방형 질문으로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기재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첨가하여 요소별로 재분류 하였다. 재분류는 Hendrix et al.(1985)에 

따라 스트레스 결정요소로 조직내 스트레스 요인, 개인 스트레스 요인, 조직외 스트레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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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분하였고 설문지를 배포할 때 각 요소별로 포함되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기술

해 주었다. 

조직적인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적인 지식이나 다양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지식 기술 부족이라 하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구성원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일으킬 요인을 직무위험성이라 

하고, 또 상사. 부하, 동료들과의 신뢰, 동료애, 존경심 등에서의 갈등 요인을 불편한 인간관

계라고 한다.

개인적인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

할 과다를 역할 어려움이라 하고, 업무 실적의 평가나 승진과 적재, 적소에 배치되지 않았

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인사공정성 부족이라 하고, 개인적인 성격이나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경우를 개인 성격으로 하고, 다양한 지식과 기

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를 교육훈련부족이라고 한다.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는 24시간 근무후 하루 쉬는 2

교대제로 인한 피로 누적을 2교대 근무제로 하고, 비상벨소리, 가 수면 상태 등으로 심한 

긴장을 유발시키는 것을 대기태세 긴장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으로 친구나 친지

들과 원만한 사회관계 유지의 어려움과 공상 또는 사상 등의 사고후 신분보장과 사회복지

가 미비한 것을 사회생활애로라고 한다. 

본 연구의 AHP기법의 분석 대상은 인천지역 소방서 근무자 중 화재진압 분야 10명, 구

조･구급 분야 10명, 일반 행정직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배부된 30부중 29부를 회수하여 Excel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5) 설문문항의 근거 구체적 설문 내용
핵크만과 

올드맨(Hackman & 
Oldmam)

‘나의 업무는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와 
‘내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항상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요
인이 된다고 본다’이다.

리조, 베르와 
뉴맨(Rizzo, Beehr & 

Newman)

‘나는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두 사람의 상사로부터 상반되 지시를 받은 경우가 
있다’와 ‘내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이다.

던햄과 
헤르만(Dunham & 

Herman)

‘나는 언제든지 공･사 생활에 있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와 소방직
무 스트레스는 소방활동 자체보다는 조직 내의 인간관계 요인에 의해 발생되
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이다.

이반세비치와 
매트슨(Ivancevich & 

Matterson)

‘나의 승진은 직장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와 ‘우리 
조직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와 
‘우리 조직은 다양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
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다.

6)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필요성, 상사와의 관계성,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와 애정, 업무실

적에 대한 평가정도, 발전욕망, 가정불화의 업무영향성, 친구･친지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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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일관성 지수에 문제점이 발견된 2부를 제외하고 총 27

부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들을 계급별로 보면 소방사 11명. 소방교 13명, 소

방장 3명으로 나타났다.

Ⅳ.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크게 조직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의 3개로 분류하고 각 요인에 대한 세부 요인을 조직적 요인에는 3개, 

개인적 요인에는 4개,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는 3개로 다시 세분하였다.

1. 1차 수준 분석 결과 

본 연구 <그림 1>의 구조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1차 수준의 쌍대비교 대상은 조직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비교이다. 구체적 비교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1차 수준 분석 결과

요인들 중요도 순위

조직적인 요인 0.4698 1

개인적인 요인 0.1499 3

환경적인 요인 0.3803 2

중요도의 합계 1.0000

1차 수준의 분석 결과는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 중에서 조직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의 순서로 중요

도 및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직적인 요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이 

소방 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을 가장 크게 시킨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문유석(2011)의 

연구에서 지적한 업무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조사결과의 일관성 비율이 

0.0으로 나타나 설문응답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호의 반영 및 판단의 진실성이 정확한 것

으로 평가되어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7).

7) 일관성 비율(CR: consitancy ratio)은 설문응답자의 판단 진실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통상 0.1이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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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수준의 분석 결과

1) 조직적인 요인의 세부 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조직적인 요인의 세부 요인으로  

지식 기술부족, 직무 위험성, 불편한 인간관계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언급

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다양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지식 기술 

부족이라 하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구성원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

를 일으킬 요인을 직무위험성이라 하고, 또 상사. 부하, 동료들과의 신뢰, 동료애, 존경심 등

에서의 갈등 요인을 불편한 인간관계라고 한다. 이 세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조직적인 요인의 2차 수준 분석 결과

요인들 중요도 순위

직무지식 기술 부족 0.2087 3

직무의 위험성 0.4955 1

불편한 인간관계 0.2958 2

중요도의 합계 1.0000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과 같은 

현장 활동이 항상 긴장과 위험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에서 야기되는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의 각각의 인간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아니고 서로가 불편한 인간관계 또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비단 소방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에게 스트

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직무지식이나 직무기술이 비교적 낮은 유발요인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두 가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소방직이 

특수 직종으로 사전에 이에 대한 개별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도 부

분적인 이유라고 한다.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를 하였다고 본다(Saaty, 1980; 노화준, 1995; 이종열･박광국･주효진, 
2000). 그러나 Satty(1995)는 어떤 기준에 대한 요소나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결

과를 얻기 위하여 일관성의 정도는 확실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3X3 매트릭스에서는 5%이

내, 4X4 매트릭스에서는 9%이내, 그 이상의 매트릭스에서는 10%이내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수치보

다 크면 그 판단은 다소 무작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정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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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인 요인의 세부 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조직적인 요인의 세부 요인으로  

역할 어려움, 인사공정성 부족, 개인 성격, 교육훈련 부족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언급한대로 개인적인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다를 역할 어려움이라 하고, 업무 실적의 평가나 승진과 적재, 적소에 배치

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인사공정성 부족이라 하고, 개인적인 성격이나 가

족 간의 갈등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경우를 개인 성격으로 하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를 교육훈련부족이라고 

한다. 이 세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개인적인 요인의 2차 수준 분석 결과

요인들 중요도 순위

역할 어려움 0.2611 1

인사공정성 부족 0.2489 3

개인 성격 0.2588 2

교육 및 훈련 부족 0.2312 4

중요도의 합계 1.0000

이러한 결과는 소방 공무원에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

들을 순위로 구분은 하였으나 중요도를 살펴 볼 때 요인간에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문유석, 2011). 다만 이러한 결과는 지금 현재 소방 공무원의 대대적 확충에 따라 

인사 적체가 별로 없고 또 연고지 근무 등을 상당히 배려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두드러

져 보이는 유발 요인이 없다는 인터뷰 결과이다(인천 중부소방서 P소방관). 

3) 환경적인 요인의 세부 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환경적인 요인의 세부 요인으로  

2교대 근무제, 대기태세 긴장, 사회생활 애로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언급한대

로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으로는 24시간 근무후 하루 쉬는 2

교대제로 인한 피로 누적을 2교대 근무제로 하고, 비상벨소리, 가수면 상태 등으로 심한 긴

장을 유발시키는 것을 대기태세 긴장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으로 친구나 친지들

과 원만한 사회관계 유지의 어려움과 공상 또는 사상 등의 사고후 신분보장과 사회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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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준

1차
중요도

2차 수준
2차

중요도
2차
순위

종합
중요도

종합
순위

조직적
요인

0.4782

직무지식 기술 부족 0.2087 3 0.0980 5

직무의 위험성 0.4955 1 0.2328 1

불편한 인간관계 0.2958 2 0.1390 3

개인적
요인

0.1575 역할 어려움 0.2611 1 0.0391 7

미비한 것을 사회생활애로라고 한다. 이 세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환경적인 요인의 2차 수준 분석 결과

요인들 중요도 순위

2교대 근무제 0.4425 1

대기태세 긴장 0.3061 2

사회생활 애로 0.2514 3

중요도의 합계 1.0000

이러한 결과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은 쉬나 전체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55-60시간까

지 되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오수정(2005)의 원자력발전소 근무자들도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으로 교대근무요인으

로 시차, 가족관계, 자녀 교육등의 이유로 힘들어 하는 점과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최근에 

소방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에 따라 조만간 3교대제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젊은이들은 3교대제를 아주 선호하나 자녀들에 대한 경비 부담이 많은 장년층들은 보

다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2교대제를 어쩔 수 없이 선호하기도 한다고 한다(인천 서부소

방서 K소방관). 

3. 분석결과의 종합

지금까지 각 수준별로 각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이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상위 스트레스 요인의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적 우선순위는 <표 6>과 같다.

<표 6> 분석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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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공정성 부족 0.2489 3 0.0373 9

개인 성격 0.2588 2 0.0388 8

교육 및 훈련 부족 0.2312 4 0.0347 10

환경적
요인

0.3643

2교대 근무제 0.4425 1 0.1683 2

대기태세 긴장 0.3061 2 0.1164 4

사회생활 애로 0.2514 3 0.0956 6

위의 종합적 분석결과를 통해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의 우선순위를 살펴

보면 직무의 위험성과 2교대 근무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하 순위를 보면 불

편한 인간관계와 대기태세의 긴장, 직무지식 및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애로, 역할 어려움. 

개인 성격, 인사 공정성 부족, 교육 및 훈련 부족의 순으로 나열된다. 

또 화재분야, 구조･구급분야. 일반행정 분야별로 직종에 따라서도 직무 스트레스의 우선

순위에 있어 중요도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표 7>과 같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7> 근무 직종별 우선순위

1차
수준

2차 수준
화재
분야

구조
구급분야

일반
행정분야

종합
순위

조직적요인

직무지식 기술 부족 6 5 4 5

직무의 위험성 2 1 1 1

불편한 인간관계 4 3 2 3

개인적요인

역할 어려움 7 10 8 7

인사공정성 부족 5 8 10 9

개인 성격 10 7 7 8

교육 및 훈련 부족 9 9 9 10

환경적요인

2교대 근무제 1 4 5 2

대기태세 긴장 3 6 3 4

사회생활 애로 8 2 6 6

 

위의 분석결과를 상위 우선순위에 한정해서 보면 화재분야의 중요한 직무 스트레스는 2

교대근무제와 직무위험성이고 구조･구급분야는 직무의 위험성과 사회생활 애로이고, 일반 

행정분야는 직무의 위험성과 불편한 인간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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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소수의 인원에 대한 통계로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직무 스트레스의 

대안의 선택시에는 직종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책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여러 가지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방안에서 상기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소방 공무원에게 보다 절실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일반적 방안을 살펴본 후 본 연구

의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시사점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개인수준에서의 개선사항으로는 휴게실의 확보, 세면 및 샤워실

의 위생관리 강화, 실제적인 체력단련을 위한 제반기구의 제공, 단체협동심과 팀웍 향상을 

위한 운동공간의 확보, 양호한 수면과 개인 사물이 보관 가능한 개인별 대기실의 제공 등  

복지공간의 확충 및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박경효, 2002). 또한 소방공무원의 

개인적인 해소방안으로서 시간관리, 영양관리와 같은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조절하거나, 명

상, 이완음악 등의 수면･ 이완요법, 가까운 친구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나, 담배･ 술･ 커피 등

의 스트레스 유발하는 자극제를 삼가는 방법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노경환, 2004). 스트레스 

관리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담당자의 지정 운영과 스트레스 관리 프

로그램으로 적십자 보건대학에서 개발한 CISM을8) 수정 보완하여 외상성스트레스를 예방하

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것도 제안되고 있다. 

2. 조직적 수준에서의 시사점

조직차원에서는 인간관계나 인사제도 등과 관련하여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와 근무여건 

개선이 제안되고 있다(김성곤, 2002). 구체적인 인사관리 합리화로 비록 소방조직이 직무의 

8)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의 약어로 적십자 간호대학이 개발한 것으로 자연재해, 인위재난 

및 각종 응급상황 관련업무 종사자와 피해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방관, 경
찰관, 군인, 응급의료 종사자, 구호요원 등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으로도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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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계층제의 위계질서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직을 강화할 경우 바람직

스럽지 못한 현상과 직무스트레스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팀웍을 중시하는 조직에 역효과를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계층제적 의식구조의 변화와 봉사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즉 리

더가 명령과 지시만 하는 통제자가 아니라 구성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줌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업

무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또한 정실과 연고에 의한 보직 결정이 아니라 적재적

소의 원칙을 중시하며 공정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직무부여로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

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의 합리화가 제안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점

진적인 인력증원과 함께 시민의 역할 제고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업무량과 위험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수당에 적절히 반영시켜 주는 등 

승진, 보직배치, 감사 등 행정 관리적 요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주장

되고 있다(박경효, 2002).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 

직무환경의 개선, 인사제도의 개선, 직업만족도의 향상, 스트레스 관리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노경환, 2004).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건강검

진제도의 강화, 개인 소방장비의 개선, 직무 중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공상처리기준 제

정, 조직 내 각종 취미동호회 활동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 인사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 하위직과 외근직에 대한 적절한 승진제도, 합리성과 형평성을 중시한 근무평정제

도가 제안되고 있다. 그리고 직업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후생복지와 근

무환경개선, 2교대근무에서 3교대이상으로의 교대근무제도, 각종 수당의 현실화, 각종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앙양 등이 제시된다.

3. 환경적 수준에서의 시사점

소방업무의 직무관련의 위험성으로 인해 공･사상을 당하거나 직무특성으로 기인한 질병

으로 고생 할 확률이 많은바 직업의 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또 각 조직

마다 안전 및 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 보건관리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 보건증진 교육의 활성화,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그리고 나아가서는 화상, 외상, 외상성스트레스 등 소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제반 특수치료를 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다(김성곤, 2002). 

어떤 사고를 계기로 일시적인 관심과 동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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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에 노력해

야 할 것이다(박경효, 2002). 

본 연구에서 나타난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중요도별로 살펴보면 직무

의 위험성과 2교대 근무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하 순위를 보면 불편한 인간

관계와 대기태세의 긴장, 직무지식 및 기술의 부족, 사회생활애로, 역할 어려움. 개인 성격, 

인사 공정성 부족, 교육 및 훈련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건증진방안, 외상성 스트레스

의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화재 현장의 특성에 따른 화상환자를 위한 소방병원설치,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반 근무 환경시설의 개선, 직무제도의 개선, 소방장비의 개선, 교대 근무

제의 개선, 등 수많은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의 우선순위와 각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다양한 개선 

방안에서 우선 중요한 것으로는 직무의 위험성과 2교대 근무제의 개선이 전체 스트레스 유

발 요인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최신 안전장비의 구비와 개인 장비의 

지급 그리고 화재와 구조･구급, 재난 현장에서의 각종 사고시와 외상성 스트레스 등 화상치

료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가칭 국립소방병원 등의 신설과 3교대 근무

제도의 시행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스트레스성 질환은 무엇보다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실증적으로 나타난 제반 불만사항을 최대한 개선하고 개인, 조직, 국가적 측면에서 

예방관리로 스트레스에 관한 전문가의 영입이나 일부 소방공무원을 전담요원화 시켜 동료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확인과 지도를 하면서 사전예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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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Stress Factors among Firefighters and Their Priority: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Fire Station

Jongyoul Lee & Kwangwook Park

All kinds of jobs have peculiar stresses. Different kinds of jobs have different types 
and weight of stress. This study debates the job stress priority of firefighters who work 
in firefighting, emergency rescue, and disaster response empirically using the AHP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wo important stressors, that is, job danger and a shift 
system of working 24 hours and then being off 24 hours. Others include uncomfortable 
human relations, tension preparing, insufficient job and technology knowledge, social 
relations problems, role difficulty, personality hardships, unfairness of promotion, and 
insufficient learning and training.

These results suggest providing up-to-date equipment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building special national hospitals for burns, and implementing a 
three-shift system as urgent desirable alternatives for reducing or relieving these 
stressors.

【Key Words: job stress, job stress factors, firefighter's job stress, A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