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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마음에 여유가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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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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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기에 채워야할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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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주신 정다이 선생님, 학회 발표와 논문준비 때마다 통계는 물론 사소한 부

분들까지 챙겨주시며 제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신 현대성 선생님, 언제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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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기 때문에 학위를 하는 시간들이 더 즐겁고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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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귀중한 마무리를 보여드리는 것 

또한 부모님의 더할 나위없는 기쁨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쁩니다. 우



리 사랑하는 가족들 외삼촌, 외숙모, 작은이모, 이모부, 막내이모 그리고 멀

리 있어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응원해주는 오빠와 언니 같은 내 동

생 은혜 그리고 든든한 제부이자 동생인 종하, 나의 동생들 동찬이 세훈이, 

우리 가족들이 준 사랑과 응원은 제가 힘을 내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마

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사랑으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성민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01월   

류 혜 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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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구급대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중 응급환자의 후송과 응급치료

를 담당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실시한 FRESH(Firefighters Research: Enhancement of Safety and 

Health)연구에서 주업무가 구급인 소방공무원 4,860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과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

위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그룹에서 감정노동의 하위영역 별 4

개의 그룹(그룹1: 감정노동‘정상’& 근무환경 분위기‘양호’, 그룹2: 감정

노동‘위험’& 근무환경 분위기‘양호’, 그룹3: 감정노동‘정상’&근무환

경 분위기‘불량’,  그룹4: 감정노동‘위험’& 근무환경 분위기‘불량’)으

로 재범주화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구급대원의 감정노동의 정상군에 비해 위험군에서 이직의도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구성원들 간에 화합이 잘 되고 현재 속한 부서와 다른 부

서 간의 좋은 근무환경 분위기는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구급대원들의 감정노동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중재할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조직 내의 구성원 간 우호적이

고 협조적인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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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인적자원(human capital)은 조직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중요

한 원천이며,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건강한 인적관리는 보건경제학

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이용탁, 2005). 국가의 인적자원 중

에서도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다. 현대 사회에서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은 물론 자연재해와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추

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소방공

무원의 인력 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인력은 법정기준에 비해 

전국적으로 1만 8,371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소방인력 부족

율은 평균적으로 31.1%로 조사되었다.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인력 부족

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소방인력은 지역적 편차가 크며, 법정기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소방

청, 2017).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직무 특성 상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다. 이 때에 생기는 인력 부족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로 생기는 업무 과부하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Brown(2005)은 개인에게 과다한 

업무량이 부여되면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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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chaufeli 등(2009)은 업무 과부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개인이 조직을 떠나려는 마음인 이직의도의 증

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Wright & Cropanzano, 1998). 소방공

무원은 교대근무와 다양한 형태의 화재진압과 응급상황에서의 인명구조

와 응급 후송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음, 분진, 화학물

질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화상이나 응급구조 상황에서 손상, 환자

이동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부상자나 환

자, 보호자들로부터 다양한 감정노동과 폭력에 시달린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는 개념은 1983년 Hoschschild에 의해 

새로운 노동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었는데, Ashforth & Humphrey (1993)

는 감정노동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절

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감정노동 직업이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콜센터 상담원(텔레마케터), 항공 승무원, 호텔 

관리자 등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최근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구급대원

의 경우, 소방공무원 중 가장 많은 출동횟수와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함

에 따라 응급상황에서의 환자후송과 응급치료과정에서 감정표출의 규제

나 억제, 다양한 폭행, 폭언, 욕설 등에 노출되고 있다. 

   2015년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소방공무원 근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 8,072명 중 3,057명인 37.9%가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인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는 응답자 8,050

명 중 659명으로 8.2%에 도달했다(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의 환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폭력은 불가피하며 소방공무원은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을 조절하며 통제하게 된다(Grandey et al., 2012). 직무를 수행하는 과



- 3 -

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생기는 직무스트레스는 효율적인 구급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며,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키고(Park, 2008), 소진의 위

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ung et al., 2018). 그동안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분진이나 소음, 그리고 화학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신체적 질병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감정노동의 실태와 그로 인한 건강영향 및 직무장해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소방공무원은 처음 입사 시, 직무에 맞추어진 신체검사는 물론 인

성·적성 검사까지 통과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과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높

은 스트레스는 입사 후 직무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정신

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Regehr et al., 2004), 약물 또

는 알코올 오·남용의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Bacharach et al., 2008).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심혈

관질환,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Kales et al., 

2007), 우울증, PTSD 등을 조장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다(Tully, 2004). 국

내에서도 최근 수행된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은 직무스트레스

나 직무만족, 소진 등 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요인에 기

초하고 있으며(이항아, 2016; 류상일, 2018), 감정노동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인력 관리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는 높

은 이직률이다. 2015년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방공

무원은 공무원에 임용된 지 5년 이내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보고되었으며, 실제 임용 5년 이내 이직률이 20%로 조사되었다(소방공

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5). 이러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데에는 

조직 내에 이직률을 조장시키는 특수한 형태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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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Cavanagh, 1989). 높은 이직률은 조직 관리에 있어서 조직의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다른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조직의 효율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황승미, 2012).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하였어도 새로운 인력 또한 같은 문제를 느끼

고 이직의도를 갖게 된다면, 일시적인 인력 충원은 인력 부족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Cavanagh, 1989). 

   최근의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이직의도로 이어지는 다양한 위험요

인들 가운데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은 이직의도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

인으로 보고되었다(이수연, 2008; 권기남, 2011; 황승미, 2012). 이러한 

이직의도는 조직 내의 구성원이 형성하고 있는 이직에 대한 태도가 실

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무 특성 상 감정노동이 불가피하다면,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인 결과를 증폭시키거나 이를 완화시키는 조절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실제 이직의 전단계인 이직의도를 갖게 하는 위험요인과 이들 사이

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직

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일 것이다. 최근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과 

관련된 조절요인으로는 조직지원, 사회적지지 등이 거론되었다(한진환, 

2012; 백다원, 2012). 본 연구에서는 근무환경 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근무환경 분위기는 의미가 매우 포괄적일 수 있는데, 

Jorde-Bloom (1988)은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직의 상태, 상황에 대해 구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인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urton 등

(2004)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근무환경 

분위기는 구성원들의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DeCoti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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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s, 1987),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혹은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준

다고 보고되었다(Litwin & Stringer, 1968).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조적이

고 친화적인 근무환경 분위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응대

의 갈등과 과부하 그리고 감정부조화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킬 수 있

고, 이는 다시 이직의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구급대원은 업무상 감정노동의 노출을 피할 수 없지만, 이러한 근무

환경 분위기의 경우 조직의 내부적인 노력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로 인

한 부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중재 가능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감정노동 노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급대원들의 감정노동과 근무환경 분위기의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

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가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소방

공무원의 이직률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절한 근무환경 분위기

를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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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구급대원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아울러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급대원의 감정노동, 이직의도 및 근무환경 분위기의 수준을 파악  

          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 직업특성에 따른 하위 영역별 감정노동, 이직의도,  

         근무환경 분위기의 수준을 비교한다.

   셋째,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별 이직의도 수준을 비교한다.

   넷째,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을 비교한다.

   다섯째,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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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감정노동(emotional labor)

   감정노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서(Ashforth et al, 1993), 1983년 Hoschschild에 의해 새로운 

노동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은 장세진 등(2014)이 개발한 ‘한국형 감정

노동 평가도구(Korean Emotional Labor Scale: K-ELS)’를 이용하여 다

섯 개의 하위 영역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감정노동의 하위 영

역은 다음과 같다.

  (1)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emotional demanding and regulation)

  (2)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overload and conflict in customer service)

  (3) 감정부조화 및 손상(emotional disharmony and hurt)

  (4)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organizational surveillance and monitoring)

  (5)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lack of a supportive and protective system  

      in the organization)

   한국형 감정노동 및 폭력 평가도구 적용연구의 가이드라인에서‘감정

조절의 요구 및 규제’는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

한 업무상황에서 얼마만큼의 감정조절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는가의 정도

와 감정표출의 이중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요구와 규제 등의 수준을 의미

한다. 그리고‘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은 민원처리 시 동반되는 과

부하의 정도와 까다롭고 무례한 민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의 수

준을 의미하며, ‘감정부조화 및 손상’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구급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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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의 정서적 손상이나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은 구급

대원들이 민원인 응대를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인

사고과나 평가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며,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조직 차원의 관리방

안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가의 정도와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직장 

내 지지체계의 수준을 의미한다(장세진 등, 2013).

 2) 근무환경 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

  근무환경 분위기는 조직 내 구성원이 본인이 속해있는 조직에 대한 심

리적 경험과 상태를 의미한다(Jex & Britt, 2014). 개인이 조직의 근무환

경 분위기에 대해 좋게 인식하는 것은 소진과 우울수준을 낮춰주며, 정

신 건강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Babette et al., 2015). 그리

고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레스 감소,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

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nderson et al., 2002). 또한 좋은 근무

환경 분위기는 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선행 요인으

로 고려된다(Nybakk et al., 2011).  

 3)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

   이직의도란 조직 내의 구성원 개인이 현재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Mobley et al, 1979).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직 내 상사의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상사의 지지는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 머물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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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Lacey et al. , 2007; Sourdif, 2004). 

   이직의도를 가진 조직 구성원이 많다면, 실제 이직으로 이어져 이직

률 또한 높아지는데, 구성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생기는 조직의 부정적인 

결과는 신규 직원을 채용 하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 문

제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Gray et al., 2000).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 및 훈련비용 지출 등의 측면에서,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기 전 단

계인 이직의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Garaz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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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구급대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RESH(Firefighters Research: Enhancement 

of Safety and Health) 연구에서 수집된 소방공무원 중 주 업무가 ‘구급’인 

소방관 4,860명을 최종 분석하였다<표 1>.

2. 연구도구

 1)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온라인 자기 기입형 설문조사(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방식으로 실시된 FRESH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내용은 

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성 7문항과 직업 특성 3문항, 감정노동 26문항, 

근무환경 분위기 5문항, 이직의도 1문항이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결혼상태, 현재 흡연여부, 1주간 음주

횟수(전혀 안함, 1-2회, 3회 이상), 주관적인 건강상태(좋음, 보통, 나쁨)

에 대해 조사하였고, 직업 특성은 교대근무형태(교대근무 안함, 24시간교

대, 2교대, 3교대, 기타), 직위(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이상), 근

무기간(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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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의 측정은 2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

(K-ELS)(장세진 등, 2013)’를 사용하였다.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으로는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5문항,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3문항, 

‘감정부조화 및 손상’ 6문항,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3문항, ‘조직

의지지 및 보호체계’ 7문항에 대한 노출 강도를 평가하였고, 각 하위 영

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

렇다)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이는 ‘한국형 감정노동 및 폭력 조사도

구 적용연구’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cut-off score에 따라 감정조절

의 요구 및 규제(정상: 0~83.32, 위험: 83.33~100),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정상: 0~83.32, 위험: 83.33~100), 감정부조화 및 손상(정상: 0~69.43, 

위험: 69.44~100),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정상: 0~61.10, 위험: 

61.11~100),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정상: 0~49.99, 위험: 50.00~100)로 평

가하여 하위 영역별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감정노동 5개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0.774~0.927이었다<표 1>.  

 3) 근무환경 분위기

   근무환경 분위기의 측정은 FRESH연구의 근무환경 분위기 5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근무환경 분위기 5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혹은 구성원 간의 화합이 잘된다.

   (2) 직장 내 혹은 구성원들 간에 업무수행방법에 대해 다툼이나 언쟁이 많다.

   (3) 직장 내 혹은 구성원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다.



- 12 -

   (4) 내가 속한 부서(팀)와 다른 부서(팀) 간의 관계가 좋다.

   (5) 내가 속한 부서(팀)와 다른 부서(팀) 간에 협조가 잘된다.

   점수의 환산은 1, 4, 5번 문항의 경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

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으로 환산하였고, 2, 3번 문항은 

역채점을 통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양호’와 ‘불량’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근무환경 분위기 5개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0.842었다<표 1>

<표 1> 감정노동, 근무환경 분위기 설문문항의 신뢰도 계수

변수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감정노동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5 .835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3 .844

감정부조화 및 손상 6 .927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3 .774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 7 .838

근무환경 분위기 5 .842

 4)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FRESH연구의 문항 중, ‘지난 1년 동안 직무상 어려움이나 

갈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의 이분형 변수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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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구급대원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하며, 조직마다 특수성을 보이는 근무환경 분위기가 개인

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해 제시하면 아래

의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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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특성들에서 감정노동, 근무환경 분위기, 이직의도 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이 4개의 그룹으로 재범주화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 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각 그룹별 이직의도의 비차비(odds ratios)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s)을 구하였다.

   그룹1) 감정노동 ‘정상’& 근무환경 분위기 ‘양호’ (기준집단)

   그룹2) 감정노동 ‘위험’& 근무환경 분위기 ‘양호’  

   그룹3) 감정노동 ‘정상’& 근무환경 분위기 ‘불량’ 

   그룹4) 감정노동 ‘위험’& 근무환경 분위기 ‘불량’  

   측정도구의 신뢰도 평가를 위한 Cronbach's α값은 신뢰도 분석을 이용

하여 구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PSS/PC(version 23.0)를 이용하여, 

p<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5. 자료수집의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승인번호: CR31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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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특성의 분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의 경우에 29세 이하가 

488명(10%), 30~39세는 2,761명(56.8%), 40~49세는 1,221명(25.1%), 50세 

이상이 390명(8.0%)으로 대부분이 30대였다. 성별은 남자 4,237명(87.2%), 

여자 623명(12.8%)으로 남자가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졸업 이하 

2,869명(59.0%), 대학교 졸업 1,944명(40.0%), 대학원 졸업 이상 47명

(1.0%)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하가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 2,890

명(59.5%), 미혼 1,927명(39.7%), 이혼, 사별, 별거 43명(0.9%) 순이었으며, 

건강행태에서의 1주간 음주횟수는 전혀 안함 1,500명(30.9%), 주 1-2회 

2,773명(57.1%), 주 3회 이상 587명(12.1%)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

우 좋음 2,024명(41.6%), 보통 2,223명(45.7%), 나쁨 613명(12.6%)이었다

<표 2>.

   대상자들의 직업특성은 교대근무형태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47명(1.0%)이 교대근무를 하지 않았고, 24시간 교대 157명(3.2%), 2교대 

118명(2.4%), 3교대 4,304명(88.6%), 기타 234명(4.8%)으로 대부분이 3교대

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직위는 소방사 1,090명(22.4%), 소방교 1,243

명(25.6%), 소방장 1,282명(26.4%), 소방위 이상 1,226명(25.2%)이었고, 근

무기간은 5년 미만이 2,178명(44.8%)으로 제일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256명(25.8%),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645명(13.3%), 15년 이상

이 780명(16.0%)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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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특성의 분포 

변수     구분  명      %

나이

29세 이하 488 10

30 – 39세 이하 2,761 56.8

40 – 49세 이하 1,221 25.1

50세 이상 390 8.0

성별
남자 4,237 87.2

여자 623 12.8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하 2,869 59.0

대학교 졸업 1,944 40.0

대학원 졸업 이상 47 1.0

결혼상태

미혼 1,927 39.7

기혼 2,890 59.5

이혼/사별/별거 43 0.9

흡연여부
비흡연 3.303 68.0

흡연 1,557 32.0

1주간
음주횟수

전혀 안함 1,500 30.9

주 1-2회 2,773 57.1

주 3회 이상 587 12.1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2,024 41.6

보통 2,223 45.7

나쁨 613 12.6

교대근무형태

교대근무 안함 47 1.0

24시간 교대 157 3.2

2교대 118 2.4

3교대 4,304 88.6

기타 234 4.8

직위

소방사 1,090 22.4

소방교 1,243 25.6

소방장 1,282 26.4

소방위 이상 1,226 25.2

근무기간

5년 미만 2,178 44.8

5년 이상 10년 미만 1,256 25.8

10년 이상 15년 미만 645 13.3

15년 이상 78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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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하위 영역별 감정노동 

수준의 비교

 1)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하위 영역별 위험군의 분포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조

절의 요구 및 규제’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위험군의 비율은 30~39세 532

명(19.3%), 40~49세 225명(18.4%), 29세 이하 76명(15.6%), 50세 이상 53명

(13.6%)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은 여자 186명(29.9%), 남자 700명

(16.5%)으로 여자가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의 위험군 비율이 높았으며, 

흡연여부는 비흡연자가 628명(19.0%)으로 흡연자 258명(16.6%)보다 높았

다. 1주간 음주횟수는 전혀 안함 304명(20.3%), 주 3회 이상 118명

(20.1%), 주 1-2회 464명(16.7%)의 순으로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

쁨 212명(34.6%), 보통 406명(18.3%), 좋음 268명(13.2%) 순으로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근무기간으로,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39명(21.6%)으로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의 위

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264명

(21.0%), 15년 이상 135명(17.3%), 5년 미만 348명(16.0%)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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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의 수준

                                                                         명(%)

변수 구분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p값
정상 위험

나이

29세 이하 412(84.4) 76(15.6) 0.019
30 – 39세 이하 2,229(80.7) 532(19.3)
40 – 49세 이하 996(81.6) 225(18.4)

50세 이상 337(86.4) 53(13.6)

성별
남자 3,537(83.5) 700(16.5) <0.001
여자 437(70.1) 186(29.9)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하 2,343(81.7) 526(18.3) 0.617

대학교 졸업 1,595(82.0) 349(18.0)

대학원 졸업 이상 36(76.6) 11(23.4)

결혼상태

미혼 1,596(82.8) 331(17.2) 0.304

기혼 2,343(81.1) 547(18.9)

이혼/사별/별거 35(81.4) 8(18.6)

흡연여부
비흡연 2,675(81.0) 628(19.0) 0.040

흡연 1,299(83.4) 258(16.6)

1주간 
음주횟수

전혀 안함 1,196(79.7) 304(20.3) 0.008

주 1-2회 2,309(83.3) 464(16.7)

주 3회 이상 469(79.9) 118(20.1)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756(86.8) 268(13.2) <0.001

보통 1,817(81.7) 406(18.3)

나쁨 401(65.4) 212(34.6)

교대근무

교대근무 안함 38(80.9) 9(19.1) 0.286

24시간교대 132(84.1) 25(15.9)

2교대 100(84.7) 18(15.3)

3교대 3,502(81.4) 802(18.6)

기타 202(86.3) 32(13.7)

직위

소방사 887(81.4) 203(18.6) 0.135

소방교 1,035(83.3) 208(16.7)

소방장 1,024(79.9) 258(20.1)

소방위 이상 1,012(82.5) 214(17.5)

근무기간

5년 미만 1,830(84.0) 348(16.0) <0.001

5년 이상 10년 미만 992(79.0) 264(21.0)

10년 이상 15년 미만 506(78.4) 139(21.6)

15년 이상 645(82.7) 1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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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수준을 평가한 

결과, 연령별로는 30~39세 506명(18.3%), 40~49세 201명(16.5%), 29세 이

하 74명(15.2%), 50세 이상 37명(9.5%)순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별은 

여자 200명(32.1%), 남자 618명(14.6%)으로 여자가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의 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건강행태의 흡연여부는 비흡연자가 582명(17.6%)으로 흡연자 236명

(15.2%)보다 높았으며, 1주간 음주횟수는 전혀 안함 292명(19.5%), 주 3회 

이상 110명(18.7%), 주 1-2회 416명(15.0%)의 순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180명(29.4%), 보통 376명(16.9%), 좋음 262명(12.9%) 순으로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직업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근무기간이며, 

근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73명(21.7%)로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의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128명(19.8%), 5년 미만 312명(14.3%), 15년 이상 105명(13.5%) 순으로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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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p값
정상 위험

나이

29세 이하 414(84.8) 74(15.2) <0.001

30 – 39세 이하 2,255(81.7) 506(18.3)

40 – 49세 이하 1,020(83.5) 201(16.5)

50세 이상 353(90.5) 37(9.5)

성별
남자 3,619(85.4) 618(14.6) <0.001

여자 423(67.9) 200(32.1)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하 2,381(83.0) 488(17.0) 0.232

대학교 졸업 1,626(83.6) 318(16.4)

대학원 졸업 이상 35(74.5) 12(25.5)

결혼상태

미혼 1,623(84.2) 304(15.8) 0.234

기혼 2,385(82.5) 505(17.5)

이혼/사별/별거 34(79.1) 9(20.9)

흡연여부
비흡연 2,721(82.4) 582(17.6) 0.032

흡연 1,321(84.8) 236(15.2)

1주간 
음주횟수

전혀 안함 1,208(80.5) 292(19.5) <0.001

주 1-2회 2,357(85.0) 416(15.0)

주 3회 이상 477(81.3) 110(18.7)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762(87.1) 262(12.9) <0.001

보통 1,847(83.1) 376(16.9)

나쁨 433(70.6) 180(29.4)

교대근무

교대근무 안함 42(89.4) 5(10.6) 0.412

24시간교대 134(85.4) 23(14.6)

2교대 103(87.3) 15(12.7)

3교대 3,565(82.8) 739(17.2)

기타 198(84.6) 36(15.4)

직위

소방사 908(83.3) 182(16.7) 0.169

소방교 1,044(84.0) 199(16.0)

소방장 1,041(81.2) 241(18.8)

소방위 이상 1,032(84.2) 194(15.8)

근무기간

5년 미만 1,866(85.7) 312(14.3) <0.001

5년 이상 10년 미만 983(78.2) 273(21.7)

10년 이상 15년 미만 517(80.2) 128(19.8)

15년 이상 675(86.5) 105(13.5)

<표 4>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수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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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정부조화 및 손상

   감정부조화 및 손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나이, 성별, 교

육수준, 결혼상태, 흡연여부 그리고 1주간 음주횟수, 주관적 건강상태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40~49세 234명(19.2%), 30~39세 501명(18.1%), 50

세 이상 54명(13.8%), 29세 이하 59명(12.1%)순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별의 경우 여자 230명(36.9%), 남자 618명(14.6%)으로 여자가 감정부조

화 및 손상의 위험군 비율이 더 높았고,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 이상이 

16명(34.0%), 대학교 졸업 329명(16.9%), 전문대학 졸업 이하 503명(17.5%)

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는 이혼/사별/

별거 13명(30.2%), 기혼 555명(19.2%), 미혼 280명(14.5%) 순으로, 흡연여

부는 비흡연자 626명(19.0%), 흡연자 222명(14.3%)순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주간 음주횟수는 주 3회 이상 118명(20.1%), 전

혀 안함 297명(19.8%), 주 1-2회 433명(15.6%),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217명(35.4%), 보통 404명(18.2%), 좋음 227명(11.2%) 순으로 높게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대근무와 근무기간이며,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근무 안함 9명(19.1%), 3교대 779명(18.1%), 24시간

교대 21명(13.4%), 2교대 14명(11.9%), 기타 25명(10.7%) 순으로 높았다.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53명(23.7%)으로 감정부조화 및 손

상의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264명

(21.0%), 15년 이상 138명(17.7%), 5년 미만 293명(13.5%) 순으로 높았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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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감정부조화 및 손상 수준

                                                                         명(%)

변수 구분
감정부조화 및 손상

 p값
정상 위험

나이

29세 이하 429(87.9) 59(12.1) 0.001

30 – 39세 이하 2,260(81.9) 501(18.1)

40 – 49세 이하 987(80.8) 234(19.2)

50세 이상 336(86.2) 54(13.8)

성별
남자 3,619(85.4) 618(14.6) <0.001

여자 393(63.1) 230(36.9)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하 2,366(82.5) 503(17.5) 0.009

대학교 졸업 1,615(83.1) 329(16.9)

대학원 졸업 이상 31(66.0) 16(34.0)

결혼상태

미혼 1,647(85.5) 280(14.5) <0.001

기혼 2,335(80.8) 555(19.2)

이혼/사별/별거 30(69.8) 13(30.2)

흡연여부
비흡연 2,677(81.0) 626(19.0) <0.001

흡연 1,335(85.7) 222(14.3)

1주간 
음주횟수

전혀 안함 1,203(80.2) 297(19.8) 0.001

주 1-2회 2,340(84.4) 433(15.6)

주 3회 이상 469(79.9) 118(20.1)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797(88.8) 227(11.2) <0.001

보통 1,819(81.8) 404(18.2)

나쁨 396(64.6) 217(35.4)

교대근무

교대근무 안함 38(80.9) 9(19.1) 0.011

24시간교대 136(86.6) 21(13.4)

2교대 104(88.1) 14(11.9)

3교대 3,525(81.9) 779(18.1)

기타 209(89.3) 25(10.7)

직위

소방사 894(82.0) 196(18.0) 0.506

소방교 1,040(83.7) 203(16.3)

소방장 1,045(81.5) 237(18.5)

소방위 이상 1,016(82.9) 210(17.1)

근무기간

5년 미만 1,885(86.5) 293(13.5) <0.001

5년 이상 10년 미만 992(79.0) 264(21.0)

10년 이상 15년 미만 492(76.3) 153(23.7)

15년 이상 642(82.3) 13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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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에서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29.7%로 가장 위험군의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50세 이상이 

104명(26.7%), 29세 이하 103명(21.1%)순으로 높았다. 성별은 여자 305명

(49.0%), 남자 1,084명(25.6%)으로 여자가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의 위

험군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 이상이 21명(44.7%), 대

학교 졸업 561명(28.9%), 전문대학 졸업 이하 807명(28.1%)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위험군의 비율이 높았고, 결혼상태는 이혼/사별/별거 22명

(51.2%), 기혼 876명(30.3%), 미혼 491명(25.5%) 순으로 높았다. 

   흡연여부는 비흡연자가 997명(30.2%)으로 흡연자 392명(25.2%)보다 높

았으며, 1주간 음주횟수는 전혀 안함 467명(31.1%), 주 3회 이상 175명

(29.8%), 주 1-2회 747명(26.9%)의 순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284명

(46.2%), 보통 674명(30.3%), 좋음 432명(21.3%)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감정노동 5개 하위영역 중 유일하게 직업특성에서는 직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방사 345명(31.7%), 소방위 이상 355명

(29.0%), 소방장 355명(27.7%), 소방교 331명(26.6%) 순으로 비율의 차가 

존재했다. 또한, 근무기간에서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220명(34.1%), 5년 

이상 10년 미만 397명(31.6%), 15년 이상 236명(30.3%), 5년 미만 535명

(24.6%)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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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수준

                                                                         명(%)

변수 구분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p값
정상 위험

나이

29세 이하 385(78.9) 103(21.1) 0.001
30 – 39세 이하 1,942(70.3) 819(29.7)
40 – 49세 이하 858(70.3) 363(29.7)

50세 이상 286(73.3) 104(26.7)

성별
남자 3,153(74.4) 1,084(25.6) <0.001
여자 318(51.0) 305(49.0)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하 2,062(71.9) 807(28.1) 0.042

대학교 졸업 1,383(71.1) 561(28.9)

대학원 졸업 이상 26(55.3) 21(44.7)

결혼상태

미혼 1,436(74.5) 491(25.5) <0.001

기혼 2,014(69.7) 876(30.3)

이혼/사별/별거 21(48.8) 22(51.2)

흡연여부
비흡연 2,306(69.8) 997(30.2) <0.001

흡연 1,165(74.8) 392(25.2)

1주간 
음주횟수

전혀 안함 1,033(68.9) 467(31.1) 0.012

주 1-2회 2,026(73.1) 747(26.9)

주 3회 이상 412(70.2) 175(29.8)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592(78.7) 432(21.3) <0.001

보통 1,549(69.7) 674(30.3)

나쁨 330(53.8) 283(46.2)

교대근무

교대근무 안함 35(74.5) 12(25.5) 0.161

24시간교대 112(71.3) 45(28.7)

2교대 88(74.6) 30(25.4)

3교대 3,053(70.9) 1,251(29.1)

기타 183(78.2) 51(21.8)

직위

소방사 745(68.3) 345(31.7) 0.048

소방교 912(73.4) 331(26.6)

소방장 927(72.3) 355(27.7)

소방위 이상 871(71.0) 355(29.0)

근무기간

5년 미만 1,643(75.4) 535(24.6) <0.001

5년 이상 10년 미만 859(68.4) 397(31.6)

10년 이상 15년 미만 425(65.9) 220(34.1)

15년 이상 544(69.7) 23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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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에서 연령별로는 40~49세 

544명(44.6%), 50세 이상 164명(42.1%), 30~39세 1,008명(36.5%), 29세 이

하 103명(21.1%)순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별의 경우 여자 344명

(55.2%), 남자 1,475명(34.8%)으로 여자가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의 위험

군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249명(43.2%), 이혼/사별/별거 

18명(41.9%), 미혼 552명(28.6%) 순이었다. 

   흡연여부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흡연자가 1,313명(39.8%)으

로 흡연자 506명(32.5%)보다 높았으며, 1주간 음주횟수는 전혀 안함 618

명(41.2%), 주 3회 이상 228명(38.8%), 주 1-2회 973명(35.1%)의 순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345명(56.3%), 보통 919명(41.3%), 좋음 555명

(27.4%) 순으로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특성은 근무기간에서 15년 이상 363명(46.5%), 5년 이상 10년 미

만 567명(45.1%), 10년 이상 15년 미만 286명(44.3%), 5년 미만 602명

(27.6%)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7>. 



- 26 -

<표 7> 일반적 특성, 직업 특성에 따른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수준

                                                                         명(%)

변수 구분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p값
정상 위험

나이

29세 이하 385(78.9) 103(21.1) <0.001

30 – 39세 이하 1,753(63.5) 1,008(36.5)

40 – 49세 이하 677(55.4) 544(44.6)

50세 이상 226(57.9) 164(42.1)

성별
남자 2,762(65.2) 1,475(34.8) <0.001

여자 279(44.8) 344(55.2)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하 1,782(62.1) 1,087(37.9) 0.159

대학교 졸업 1,235(63.5) 709(36.5)

대학원 졸업 이상 24(51.1) 23(48.9)

결혼상태

미혼 1,375(71.4) 552(28.6) <0.001

기혼 1,641(56.8) 1,249(43.2)

이혼/사별/별거 25(58.1) 18(41.9)

흡연여부
비흡연 1,990(60.2) 1,313(39.8) <0.001

흡연 1,051(67.5) 506(32.5)

1주간 
음주횟수

전혀 안함 882(58.8) 618(41.2) <0.001

주 1-2회 1,800(64.9) 973(35.1)

주 3회 이상 359(61.2) 228(38.8)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469(72.6) 555(27.4) <0.001

보통 1,304(58.7) 919(41.3)

나쁨 268(43.7) 345(56.3)

교대근무

교대근무 안함 30(63.8) 17(36.2) 0.333

24시간교대 105(66.9) 52(33.1)

2교대 83(70.3) 35(29.7)

3교대 2,678(62.2) 1,626(37.8)

기타 145(62.0) 89(38.0)

직위

소방사 672(61.7) 418(38.3) 0.310

소방교 761(61.2) 482(38.8)

소방장 828(64.6) 454(35.4)

소방위 이상 766(62.5) 460(37.5)

근무기간

5년 미만 1,576(72.4) 602(27.6) <0.001

5년 이상 10년 미만 689(54.9) 567(45.1)

10년 이상 15년 미만 359(55.7) 286(44.3)

15년 이상 417(53.5) 36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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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분위기 수준의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분위기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나이, 결혼상태, 흡연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였고, 직업 특

성에서는 근무기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335

명(85.9%), 40~49세 1,038명(85.0%), 30~39세 2,158명(78.2%), 29세 이하 

311명(63.7%)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

며, 결혼상태는 이혼/사별/별거에서 39명(90.7%)으로 근무환경 분위기의 

불량인 군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혼 2,387명(82.6%), 미혼 1,416명

(73.5%) 순으로 높았다. 

   흡연여부는 흡연자가 1,197명(76.9%)으로 비흡연자 2,645명(80.1%)보다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근무환경 분위기의 불량인 군의 비율이 나쁨 

539명(87.9%), 보통 1,867명(84.0%), 좋음 1,436명(70.9%) 순으로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특성은 근무기간에서 10년 이상 15년 미만 547명(84.8%), 15년 이

상 660명(84.6%), 5년 이상 10년 미만 1,048명(83.4%), 5년 미만 1,586명

(72.8%)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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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분위기 수준

                                                                         명(%)

변수 구분
근무환경 분위기

 p값
양호 불량

나이

29세 이하 177(36.3) 311(63.7) <0.001

30 – 39세 이하 603(21.8) 2158(78.2)

40 – 49세 이하 183(15.0) 1038(85.0)

50세 이상 55(14.1) 335(85.9)

성별
남자 905(21.4) 3,332(78.6) 0.065

여자 113(18.1) 510(81.9)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하 603(21.0) 2,266(79.0) 0.987

대학교 졸업 405(20.8) 1,539(79.2)

대학원 졸업 이상 10(21.3) 37(78.7)

결혼상태

미혼 511(26.5) 1,416(73.5) <0.001

기혼 503(17.4) 2,387(82.6)

이혼/사별/별거 4(9.3) 39(90.7)

흡연여부
비흡연 658(19.9) 2,645(80.1) 0.011

흡연 360(23.1) 1,197(76.9)

1주간 
음주횟수

전혀 안함 308(20.5) 1,192(79.5) 0.844

주 1-2회 589(21.2) 2,184(78.8)

주 3회 이상 121(20.6) 466(79.4)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588(29.1) 1,436(70.9) <0.001

보통 356(16.0) 1,867(84.0)

나쁨 74(12.1) 539(87.9)

교대근무

교대근무 안함 7(14.9) 40(85.1) 0.137

24시간교대 45(28.7) 112(71.3)

2교대 25(21.2) 93(78.8)

3교대 895(20.8) 3,409(79.2)

기타 46(19.7) 188(80.3)

직위

소방사 237(21.7) 853(78.3) 0.603

소방교 262(21.1) 981(78.9)

소방장 275(21.5) 1,007(78.5)

소방위 이상 241(19.7) 985(80.3)

근무기간

5년 미만 592(27.2) 1,586(72.8) <0.001

5년 이상 10년 미만 208(16.6) 1,048(83.4)

10년 이상 15년 미만 98(15.2) 547(84.8)

15년 이상 120(15.4) 6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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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의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이직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로는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1주간 음주횟수, 주관적 건강상태

였고, 직업 특성에서는 근무기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49세 228명(18.7%), 50세 이상 66명(16.9%), 30~39세 425명(15.4%), 29

세 이하 39명(8.0%) 순으로 위험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은 여

자의 경우 163명(26.2%)으로 남자 595명(14.0%)에 비해 이직의도의 비율

이 통계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은 대학원 졸업 이상이 17명(36.2%), 대

학교 졸업 299명(15.4%), 전문대학 졸업 이하가 442명(15.4%)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는 이혼/별거/사별 10명

(23.3%), 기혼 496명(15.4%), 미혼 252명(13.1%) 순이었으며, 1주간 음주횟

수는 주 3회 이상이 103명(17.5%)으로 전혀 안함 263명(17.5%)과 비율이 

같았고, 주 1-2회는 392명(14.1%)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237명

(38.7%), 보통 381명(17.1%), 좋음 140명(6.9%)으로 이직의도의 비율이 높

았다. 

   직업 특성은 근무기간에서 10년 이상 15년 미만 121명(18.8%), 15년 

이상 143명(18.3%), 5년 이상 10년 미만 219명(17.4%), 5년 미만 275명

(12.6%) 순으로 이직의도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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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직업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

                                                                         명(%)

변수 구분
이직의도

 p값
예 아니오

나이

29세 이하 39(8.0) 449(92.0) <0.001

30 – 39세 이하 425(15.4) 2,336(84.6)
40 – 49세 이하 228(18.7) 993(81.3)

50세 이상 66(16.9) 324(83.1)

성별
남자 595(14.0) 3,642(86.0) <0.001

여자 163(26.2) 460(73.8)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하 442(15.4) 2,427(84.6) <0.001

대학교 졸업 299(15.4) 1,645(84.6)

대학원 졸업 이상 17(36.2) 30(63.8)

결혼상태

미혼 252(13.1) 1,675(86.9) <0.001

기혼 496(17.2) 2,394(82.8)

이혼/사별/별거 10(23.3) 33(76.7)

흡연여부
비흡연 524(15.9) 2,779(84.1) 0.454

흡연 234(15.0) 1,323(85.0)

1주간 
음주횟수

전혀 안함 263(17.5) 1,237(82.5) 0.005

주 1-2회 392(14.1) 2,381(85.9)

주 3회 이상 103(17.5) 484(82.5)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40(6.9) 1,884(93.1) <0.001

보통 381(17.1) 1,842(82.9)

나쁨 237(38.7) 376(61.3)

교대근무

교대근무 안함 11(23.4) 36(76.6) 0.262

24시간교대 28(17.8) 129(82.2)

2교대 17(14.4) 101(85.6)

3교대 674(15.7) 3,630(84.3)

기타 28(12.0) 206(88.0)

직위

소방사 184(16.9) 906(83.1) 0.374

소방교 178(14.3) 1,065(85.7)

소방장 205(16.0) 1,077(84.0)

소방위 이상 188(15.3) 1,038(84.7)

근무기간

5년 미만 275(12.6) 1,903(87.4) <0.001

5년 이상 10년 미만 219(17.4) 1,037(82.6)

10년 이상 15년 미만 121(18.8) 524(81.2)

15년 이상 143(18.3) 63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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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노동,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이직의도 수준의 비교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별 이직의도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감정노동의 5개의 하위 영역 모두에

서 정상군보다 위험군이 이직의도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의 이직의도 수준은 정상군 519명

(13.1%), 위험군 239명(27.0%)이었으며,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은 정

상군 534명(13.2%), 위험군 224명(27.4%), 감정부조화 및 손상 정상군 486

명(12.1%), 위험군 272명(32.1%),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정상군 401명

(11.6%), 위험군 357명(25.7%),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정상군 302명

(9.9%), 위험군 456명(25.1%)으로 확인되었다. 

   근무환경 분위기의 경우, 양호한 군은 77명(7.6%), 불량인 군 681명

(17.7%)으로서 근무환경 분위기가 좋지 않은 군에서 이직의도 수준의 비

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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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감정노동과 근무환경 분위기의 이직의도 수준

                                                                         명(%)

이직의도(n= 758, 15.6%)

변수 예 아니오 p값

감정노동 하위 영역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정상 519(13.1) 3,455(86.9) <0.001

위험 239(27.0) 647(73.0)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정상 534(13.2) 3,508(86.8) <0.001

위험 224(27.4) 594(72.6)

감정부조화 및 손상
정상 486(12.1) 3,526(87.9) <0.001

위험 272(32.1) 576(67.9)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정상 401(11.6) 3,070(88.4) <0.001

위험 357(25.7) 1,032(74.3)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
정상 302(9.9) 2,739(90.1) <0.001

위험 456(25.1) 1,363(74.9)

근무환경 분위기

양호 77(7.6) 941(92.4) <0.001

불량 681(17.7) 3,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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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노동,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이직의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감정노동, 근무환경 분위기와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감정노동의 하

위 영역별 이직의도에 대한 ‘정상군’과 ‘위험군’의 비차비(odds 

ratios)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s)을 분석하였다. 

   총 4,860명 중 758명인 15.6%의 구급대원들이 1년 이내에 이직의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으로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 및 손상’,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의 모든 영역

에서 감정노동의 위험군이 정상군보다 이직의도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

았다(조절의 요구 및 규제: aOR: 1.825, 95% CI: 1.511-2.203,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aOR: 1.943, 95% CI: 1.600-2.359, 감정부조화 및 손상: 

aOR: 2.433, 95% CI: 2.016-2.936,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aOR: 2.003, 

95% CI: 1.688-2.376,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 aOR: 2.314, 95% CI: 

1.950-2.747). 또한 근무환경 분위기는 근무환경 분위기가 양호한 군에 

비해 불량인 군의 이직의도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aOR: 2.025, 95% 

CI: 1.565-2.620)<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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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감정노동과 근무환경 분위기의 이직의도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도(n= 758, 15.6%)

변수
Crude

OR(95%CI)

Adjusted

OR(95%CI)

감정노동 하위 영역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정상 1(ref) 1(ref)

위험
2.459

(2.065 – 2.929)
1.825

(1.511 – 2.203)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정상 1(ref) 1(ref)

위험
2.477

(2.072 – 2.962)
1.943

(1.600 – 2.359)

감정부조화 및 손상

정상 1(ref) 1(ref)

위험
3.426

(2.883 – 4.071)
2.433

(2.016 – 2.936)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정상 1(ref) 1(ref)

위험
2.648

(2.259 – 3.105)
2.003

(1.688 – 2.376)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

정상 1(ref) 1(ref)

위험
3.034

(2.588 – 3.558)
2.314

(1.950 – 2.747)
근무환경 분위기

양호 1(ref) 1(ref)

불량
2.633

(2.057 – 3.369)
2.025

(1.565 – 2.620)
Adjusted: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흡연여부, 음주습관, 주관적 건강상태, 

교대근무, 직위,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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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

1) 4개 그룹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가 어떠한 효과

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별 ‘정상군’과 ‘위

험군’으로 구분하여 4개의 그룹(그룹1: 근무환경 분위기 ‘양호’ & 감

정노동 ‘정상’, 그룹2: 근무환경 분위기 ‘양호’ & 감정노동 ‘위

험’, 그룹3: 근무환경 분위기 ‘불량’ & 감정노동 ‘정상’, 그룹4: 근

무환경 분위기 ‘불량’ & 감정노동 ‘위험’)으로 재범주화 하여 다변

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는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aOR: 1.62, 95% CI: 0.97-2.70, aOR: 2.02, 95% 

CI: 1.47-2.78, aOR: 4.00, 95% CI: 2.82-5.68)’,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aOR: 1.99, 95% CI: 1.19-3.33, aOR: 2.13, 95% CI: 1.55-2.93, aOR: 

4.35, 95% CI: 3.06-6.19)’, ‘감정부조화 및 손상(aOR: 2.28, 95% CI: 

1.37-3.79, aOR: 2.09, 95% CI: 1.51-2.88, aOR: 5.38, 95% CI: 3.78-7.66)’,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aOR: 1.69, 95% CI: 1.02-2.82, aOR: 1.84, 95% 

CI: 1.33-2.54, aOR: 3.67, 95% CI: 2.63-5.11)’,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

(aOR: 1.95, 95% CI: 1.18-3.23, aOR: 1.69, 95% CI: 1.22-2.36, aOR: 3.78, 

95% CI: 2.72-5.26)’ 5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정상군에 비해 위험군의 

이직의도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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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4개 그룹의 이직의도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도 (n= 758, 15.6%)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 및 손상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

Variable crude model1 model2 crude model1 model2 crude model1 model2 crude model1 model2 crude model1 model2

감정노동‘정상’ & 

근무환경 분위기‘양호’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감정노동‘위험’ & 

근무환경 분위기‘양호’

2.40

(1.48 – 
3.92)

1.59

(0.95 – 
2.64)

1.62

(0.97 – 
2.70)

2.84

(1.74 – 
4.64)

1.93

(1.16 – 
3.23)

1.99

(1.19 – 
3.33)

3.53

(2.17 – 
5.74)

2.20

(1.34 – 
3.69)

2.28

(1.37 – 
3.79)

2.49

(1.53 – 
4.05)

1.67

(1.00 – 
2.78)

1.69

(1.02 – 
2.82)

2.63

(1.62 – 
4.27)

1.87

(1.13 – 
3.10)

1.95

(1.18 – 
3.23)

감정노동‘정상’ & 

근무환경 분위기‘불량’  

2.73

(2.01 – 
3.71)

2.01

(1.47 – 
2.76)

2.02

(1.47 – 
2.78)

2.88

(2.12 – 
3.91)

2.12

(1.55 – 
2.91)

2.13

(1.55 – 
2.93)

2.76

(2.02 – 
3.78)

2.08

(1.51 – 
2.86)

2.09

(1.51 – 
2.88)

2.41

(1.76 – 
3.29)

1.84

(1.33 – 
2.53)

1.84

(1.33 – 
2.54)

2.07

(1.50 – 
2.86)

1.68

(1.21 – 
2.34)

1.69

(1.22 – 
2.36)

감정노동‘위험’ & 

근무환경 분위기‘불량’  

7.18

(5.14 – 
10.04)

4.02

(2.84 – 
5.70)

4.00

(2.82 – 
5.68)

7.35

(5.25 – 
10.29)

4.29

(3.02 – 
6.10)

4.35

(3.06 – 
6.19)

9.74

(6.96 – 
13.64)

5.32

(3.74 – 
7.57)

5.38

(3.78 – 
7.66)

6.10

(4.44 – 
8.39)

3.65

(2.63 – 
5.09)

3.67

(2.63 – 
5.11)

5.82

(4.25 – 
7.97)

3.70

(2.67 – 
5.14)

3.78

(2.72 – 
5.26)

Model 1: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흡연여부, 음주습관, 주관적 건강상태 

Model 2: Model 1 + 교대근무, 직위,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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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와 근무환경 분위기의 이직의도에 대한 OR값

   

<그림3>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과 근무환경 분위기의 이직의도에 대한 O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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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감정부조화 및 손상’과 근무환경 분위기의 이직의도에 대한 OR값

    

<그림5>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과 근무환경 분위기의 이직의도에 대한 O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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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와 근무환경 분위기의 이직의도에 대한 O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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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과 이직의도 간의 

층화분석 결과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환경 분위기가 ‘양호’인 경우와 ‘불량’인 경우를 

층화하여 각 감정노동 하위 영역별 이직의도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정노동의 5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근무환경 분위기가 

‘불량’인 그룹에 비해 ‘양호’인 그룹에서의 이직의도의 위험도가 모

든 감정노동 하위 영역에서 낮은 양상을 보였다.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aOR: 1.46, 95% CI: 0.84-2.53, aOR: 1.99, 95% CI: 1.63-2.45), ‘고

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aOR: 1.90, 95% CI: 1.08-3.32, aOR: 2.07, 

95% CI: 1.67-2.55), ‘감정부조화 및 손상’(aOR: 2.12, 95% CI: 

1.20-3.72, aOR: 2.61, 95% CI: 2.13-3.20),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

링’(aOR: 1.57, 95% CI: 0.89-2.76, aOR: 2.00, 95% CI: 1.67-2.40), ‘조직

의지지 및 보호체계’(aOR: 1.88, 95% CI: 1.08-3.28, aOR: 2.27, 95% CI: 

1.89-2.72) 결론적으로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층화분석 결과, 5가지 하

위 영역 모두에서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근무환

경 분위기(불량)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이직의도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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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과 이직의도 간의 층화분석 결과

이직의도 (n= 758, 15.6%)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 및 손상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

Variable crude model1 model2 crude model1 model2 crude model1 model2 crude model1 model2 crude model1 model2

근무환경 

분위기

‘양호’

감정노동

‘정상’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감정노동

‘위험’ 

2.40

(1.48 – 
3.92)

1.51

(0.88 – 
2.60)

1.46

(0.84 – 
2.53)

2.84

(1.74 – 
4.64)

1.96

(1.14 – 
3.36)

1.90

(1.08 – 
3.32)

3.53

(2.17 – 
5.74)

2.24

(1.29 – 
3.86)

2.12

(1.20 – 
3.72)

2.49

(1.53 – 
4.05)

1.61

(0.93 – 
2.79)

1.57

(0.89 – 
2.76)

2.63

(1.62 – 
4.27)

1.87

(1.09 – 
3.21)

1.88

(1.08 – 
3.28)

근무환경 

분위기

‘불량’

감정노동

‘정상’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1(ref)

감정노동

‘위험’ 

2.63

(2.18 – 
3.18)

2.01

(1.64 – 
2.47)

1.99

(1.63 – 
2.45)

2.56

(2.10 – 
3.11)

2.04

(1.66 – 
2.52)

2.07

(1.67 – 
2.55)

3.53

(2.92 – 
4.25)

2.58

(2.11 – 
3.16)

2.61

(2.13 – 
3.20)

2.53

(2.14 – 
3.00)

1.99

(1.66 – 
2.38)

2.00

(1.67 – 
2.40)

2.81

(2.37 – 
3.33)

2.22

(1.85 – 
2.66)

2.27

(1.89 – 
2.72)

Model 1: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흡연여부, 음주습관, 주관적 건강상태 

Model 2: Model 1 + 교대근무, 직위,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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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와 이직의도 간의 OR값

<그림8>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과 이직의도 간의 O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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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감정부조화 및 손상’과 이직의도 간의 OR값

<그림10>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과 이직의도 간의 O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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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근무환경 분위기에 따른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와 이직의도 간의 O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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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구급대원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직 내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구급대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근무환경 분위기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구급대원의 감정노동 위험군 비율은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18.3%,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16.9%, 감정부조화 및 손상 

17.5%,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28.6%,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37.4%

였다. 또한, 구급대원의 15.6%가 지난 1년 동안 직무상 어려움이나 갈등

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주 

업무가 화재진압인 소방공무원의 이직의도 비율이 13.7%, 구조대원이 

10.7%인 것을 비교할 때, 구급대원의 이직의도 비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의 출동횟수가 가장 많은 점

을 감안할 때, 응급상황이나 이송과정에서 부상자나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의 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과 관련

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 시에 구급대원들을 주요 정책 대상집단으로 주시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및 직업특성과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

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에서는 여

성, 비흡연자, 1주간 음주를 전혀 안함,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근무기간

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구급대원일수록 고객응대 과정에서 감정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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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에

서 차이를 보인 변수들에는 나이가 포함되었으며, 여성, 비흡연자, 1주간 

음주를 전혀 안함,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근무기

간에서 고객응대 시 동반되는 과부하의 정도와 까다롭고 무례한 고객을 

상대로 인한 갈등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에서 구급대원들

이 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받고,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

정부조화 및 손상’에서는 추가적으로 교육수준, 결혼상태, 교대근무유

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 이혼/

사별/별거, 비흡연자, 1주간 주 3회 이상 음주,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교

대근무 안함,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무기간인 구급대원에서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가 높았다.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수준의 경우 여

자,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 이혼/사별/별거, 비흡연자, 1주간 음주를 

전혀 안함,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근무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위험군의 비율이 높았으며, 고객 응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직장 내 지지체계의 수준인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

계’ 영역에서는 여자, 기혼 또는 이혼/사별/별거, 비흡연자, 1주간 음주

를 전혀 안함,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인 구급대원

일수록 직장 내 보호체계에 대한 부적합성을 더 많이 호소하였다. 이러

한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양한 감정노동 영역에

서 더 취약하다는 점이며, Han(2018)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및 직업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분

위기의 수준에서는 성별과 1주간 음주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혼/사별/별거, 비흡연자,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구급대원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불량인 

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직의도의 경우는 여자,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 이혼/사별/별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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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음주를 전혀 안함 또는 주 3회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근무기간에서 지난 1년간 직무로 인한 이직생각의 경

험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감정노동에 따른 이직의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의 경우 정상군 13.1%, 위험군 27.1%, ‘고

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은 정상군 13.2%, 위험군 27.6%, ‘감정부조

화 및 손상’은 정상군 12.1%, 위험군 32.3%,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

링’은 정상군 11.6%, 위험군 25.7%,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는 정

상군 9.9%, 위험군 25.1%로 감정노동의 5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감정노

동 위험군이 정상인 군에 비해 이직의도의 비율이 2배 이상 유의하게 높

았다. 이는 감정노동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 소진과 정서적 고

갈로 이어지게 된다는 Grandey(2000)의 보고와 감정노동은 감정부조화를 

발생시키며, 이 과정에서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직의도로 이어

지게 된다는 백지윤 등(201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Chau 

등(2009)이 미국 은행원 2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항공 승무원, 호텔 관리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일반적인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과 이직의

도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Qin LV et al., 2012; 

Neerpal Rathi et al, 2013; 김근홍, 2013; 김진수, 2013; 김인순, 2009; 위

선미, 2012; 한의진, 2013; 한진수, 2014). 

   넷째, 감정노동에 따른 근무환경 분위기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

과, 분위기가 양호한 군에 비해 불량인 군의 이직의도 수준이 2배 이상

의 높은 차이를 확인하였다. 소방조직은 경찰조직, 군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급

체계를 기초로 한 상명하복식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조직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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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권위주의적인 분

위기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직무 만족,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다는 Litwin(1968)의 연구결과와 위급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준군

대식 계층적 조직구조의 하위직은 직무자율성이 낮기 때문에 소외현상과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경험하게 된다는 문유석(2010)의 결과를 뒷받

침한다.

   다섯째,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개의 그룹(그룹1: 감정노동‘정상’& 근무환경 분

위기‘양호’, 그룹2: 감정노동‘위험’& 근무환경 분위기‘양호’, 그룹3: 

감정노동‘정상’&근무환경 분위기‘불량’,  그룹4: 근무환경 분위기‘불

량’ & 감정노동‘위험’)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그룹1을 기준집단으로 감정노동의 5가지 하위 영역에서 모두 이직

의도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각 하위 영역별 감정노동

의 위험군에서 근무환경 분위기가 양호할 경우, 이직의도에 대한 위험도

가 감소하였으며, 근무환경 분위기가 불량일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감정노동 위험군이 양호한 근무환경 분위기는 감정노

동이 이직의도로 진행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긍

정적인 팀 분위기는 잠재적인 중재변수로서 소진과 이직의도로의 결과를 

중재시킨다는 Cindy(2013)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무환경 분

위기의 수준을 층화하여 각 감정노동 하위 영역별 이직의도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무환경 분위기가 ‘불량’인 그룹의 위험도와 

비교할 때, ‘양호’한 그룹에서의 이직의도 위험도가 모든 하위 영역에

서 낮은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 잘 되고 현재 속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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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부서 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근무환경 분위기는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고, 조직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내에 계

속 머무르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그렇지 못한 근무

환경 분위기는 감정노동이 이직의도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는 조직 내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가 직무 만

족에 강한 관계를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Pritchard, 1973). 근무환경 분위기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활발하게 수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Robbins & Judge(2001)는 긍정적인 

근무환경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의 직업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인다고 보고

하였으며, Luthans 등(2001)은 근무환경 분위기가 개인의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들 간의 협조적인 분위기는 고객 만족과도 연관되

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고 좋

은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근무환경 분위기는 소방관들의 감정노동의 부

정적 측면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함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존 감정노동 연

구들에서는 감정노동 직업 중, 대표적인 콜센터 상담원(텔레마케터), 항

공 승무원, 호텔 관리자,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은 안정적인 고용형태라는 이점에 이러한 내부적인 그늘은 가

려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소방공무원들

의 감정노동 또한 수면 위에 오르면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구급

대원들의 비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급대원들의 효율적

인 감정노동 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위급한 상황을 담당하는 구급대원

들의 감정노동이 사회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아

무리 감정노동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처음부터 감정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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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에 수행된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은 직무스트레스

나 직무만족, 소진 등 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요인에 기

초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부정적인 결과요인 간의 관계

에서 이들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해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감정노동에 대

한 연구로 최근 감정노동과 신체적, 정신적 부정적인 결과들 사이의 소

진, 직무 스트레스, 감정 부조화 등과 같은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백지윤, 2017; 김진수, 2013; 윤선미, 2016).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 유형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감정노동의 강

도를 완화시키거나 중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 또한, 소방조직은 감정노동을 하는 다른 서비스직과는 

다르게 계급체계를 기초로 한 상명하복식 위계질서가 존재하는데, 이러

한 특수한 조직 내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노동의 중

재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대

상으로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의 내부적인 노력을 

통하여 변화가 가능한 근무환경 분위기의 역할에 대해 접근한 국내의 최

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근무환

경 분위기는 감정노동이 이직의도를 더 심화시키거나 중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현재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장을 고려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직에 대

한 우호적인 근무환경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FRESH(Firefighters Research: Enhancement of Safety and Health) 연구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많은 표본 수를 얻었지만, 설문조사의 지역적 참

여율에 지역적 편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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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라는 점에서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그리고 근무환경 분위기 간의 

유의한 관련성은 입증하였지만, 인과적인 관련성으로 결론짓기는 어렵

다.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단면적 연구가 아닌 전향적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하여 인과적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의 다양한 감정노

동을 하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근

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

다. 구급대원은 업무상 감정노동에의 노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계급적인 근무환경 분위기 완화를 위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소

방조직의 근무환경 분위기를 변화시켜 나간다면 구급대원들의 감정노동 

완화는 구급대원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및 구급서비스 질 향상에 기

여할 것이고 조직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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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구급대원 4,860명을 대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인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고객

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부조화 및 손상,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조직의지지 및 보호체계를 이직의도의 원인변수로 설정하고, 이러한 변

수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근무환경 분위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에서 감정노동의 5개 하위 영역 모두 위험군이 정상군에 비해 이직의도

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근무환경 분위기 또한 불량인 군이 

양호한 군에 비해 이직의도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조직 내의 근무환경 분위기가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4개의 그룹(그룹1: 근무환경 

분위기 ‘양호’ & 감정노동 ‘정상’, 그룹2: 근무환경 분위기 ‘양

호’ & 감정노동 ‘위험’, 그룹3: 근무환경 분위기 ‘불량’ & 감정노

동 ‘정상’, 그룹4: 근무환경 분위기 ‘불량’ & 감정노동 ‘위험’)에 

대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룹1을 기준으

로 5개 하위 영역 모두 이직의도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근무환경 분위기가 ‘양호’인 군과 ‘불량’인 군을 층화하여 

각 감정노동 하위 영역별 이직의도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5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근무환경 분위기가 ‘불량’인 군에 비해 ‘양호’인 군

에서의 이직의도 위험도가 낮은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직 내의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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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방 계급체계로 이루어진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소방문화를 

조직 내 구성원 간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근무환경 분위기로 변화시킬 필

요가 있다. 또한, 구급대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근무환경 분위기를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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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lim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n Firefighters

                                      Hye-Yoon Ryu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i-Jin Chang, PhD)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limate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n firefighters.

Methods: Data were from the FRESH(Firefighters Research: Enhancement of 

Safety and Health) Study funded by National Fire Agency in Korea. A total 

of 4,860 firefighters whose main duty was 'emergency medical aid' were 

analyzed. Emotional labor (EL)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Emotional 

Labor Scale (K-ELS), consisting of five sub-scales: 'emotional demanding 

and regulation', 'overload and conflict in customer service', 'emotional 

disharmony and hurt’, ‘organizational surveillance and monitoring’, ‘lac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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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pportive and protective system in the organization’. They were 

dichotomized into (‘normal’ vs. ‘risk’) according to the K-ELS guideline. 

Turnover intention was measured using a dichotomous response category 

(‘yes’ vs. ‘no’). Also, organizational climate (OC) was measured using a 

5-items of Organizational Climate Questionnaire (OCQ), and it was 

categorized into ‘good’ vs. ‘bad’ according to median values.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 four groups were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emotional 

labor (‘normal’ vs. ‘risk’) and organizational climate (‘good’ vs. ‘bad’) ; EL 

‘normal’ & OC ‘good’ (GroupI), EL ‘risk’ & OC ‘good’ (GroupII), EL 

‘normal’ & OC ‘bad’ (GroupIII), EL ‘risk’ & OC ‘bad’ (GroupIV).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risk 

of turnover intention, and p<.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Results: We foun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limate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and these results 

show that positive organizational climat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the negative impacts of emotional labor on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s: : Emotional labor is inevitable for the firefighters, but the 

organizational climate can be a changeable factor at individual level and 

organizational level. It is needed to provide th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firefighters to reduce the negative outcomes caused by emotional lab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Firefighters, Emotional labor,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clim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