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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n stress hormones of job stress resulting from

firefighting duties, as well as the degree of such influence. 

Methods: KOSS-26 and stress hormones such as norepinephrine (NE), epinephrine (EPI), adrenocorticotrophic

hormone (ACTH), and cortisol were analyzed for 191 male firefighters from the western area of Incheon, the

Incheon Industrial Complex, and Bucheon, Korea. Job stress and stress hormones were compared between a

office working group and field-working group.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PI and ACTH between the two groups. Change of stress

hormones prior to engaging in typical duties, following typical duties, and immediately after field activities was

examined. All the EPI, ACTH, and cortiso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with time, but not NE in the

blood. In the field-working group, the cortisol levels in the blood of the firefighting and rescue groups showed

notabl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ime at which the measurements were taken. 

Conclusion: The differences in stress hormone levels depending on the type of duties of the firefighters were

identified. Thus, interventions proper to job requirements is required in order to eas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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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재난복구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이들은 직무에 따라 소방행정 업무

를 맡는 내근 행정직 대원, 구급 대원, 구조 대원,

화재진압 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소방관은 업무 특성상 추락, 낙하하는 물체와의 충

돌, 열, 소음 등의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활동으로 인해 유독가스, 연기, 일산화탄

소, 디젤 흄 등의 화학적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1)

이런 위험에 더하여 소방관은 과중한 노동 강도를

요구받는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2)

이와 같은 위험한 근무 환경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

하여 소방관은 충격적인 사고에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다른 정신적인 문제,3)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 발병률 증가,4,5) 일반인구 집단보다 높

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6) 근골격계 질환,7) 그

리고 산화적 DNA 손상8) 등이 발생한다.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에 관련된 위험 요인에는

교대근무,9) 초과근무와 많은 업무량,10,11) 등이 있으

며,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직 결정요인,12) 직무만족,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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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14) 업무수행,15) 안전사고 요인16) 등이 보고

된 바 있다. 

소방관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심박수가 최대치에

접근하고,17) 심박출량 감소,3) 산소 소비량 증가,18) 혈

중 젖산 수치 증가,19) 심리적 스트레스17,20) 등의 생

리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소방관들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시상하

부 -뇌하수체 -부신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HPA)으로 이어지는 축이 활성화되어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drenocorticotrophic hormone, ACTH)과 코

르티솔(cortisol)이 증가한다.21) 또한 정신적 스트레

스는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22) 이 과정에서 산화

적 스트레스의 증가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노르에피네

프린(norepinephrine, NE)과 에피네프린(epinephrine,

EPI)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22,23) 소방관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는 상황에서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노르에

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24)

소방관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다

수 있지만 소방관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소방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구급, 구조, 화재진압 활동 등을 수행하

는 현장직군과 내근행정만을 담당하는 사무직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 방법으로 소

방관의 혈액 검사를 통해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코르

티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방관의 업무에 따

른 직무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와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경기, 인천지역 3개 소방관서(인천서부, 인천공단

및 경기부천 소방관서)의 소방관 714명 중 연구 참

가 동의서를 서명 제출한 205명(28.7%)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 여성 소방관은 구급 업무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들(14명)을 제외한 총 191명(26.8%)

의 남성 소방관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자의 직군간 업무의 변환(순환보직)은 없었다. 조사

는 2008년 6월 17일부터 2008년 9월 29일까지 수

행되었다. 

 

2. 연구 방법

1) 개인적 특성 및 근무 특성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여부,

학력, 음주습관, 흡연습관, 운동횟수, 근무기간 등을

파악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사무직군(내근행

정; office working group)과 현장직군(구급, 구조, 화

재진압; field-working group)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였다. 

2) 직무스트레스 설문조사

사용한 설문지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24)에 물리적 환경

2문항을 추가한 설문(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26)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OSS는

전국 30,14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

도 검증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된

표준화된 측정도구로서 일반적인 한국인 모든 직업

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KOSS-26은 물리

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하부 8개 항

목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25)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각 문항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1-

2-3-4점이 부여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문항(부정적 서술문항)

은 1-2-3-4점을 그대로 두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

무스트레스 요인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문항(긍정

적 서술문항)은 4-3-2-1로 재코딩하였다. 직무스트레

스 점수 산출 방법은 실제의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KOSS-26 8개 세부 영역의 참고값

(reference value)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 조사

의 남성 근로자의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KOSS-26의 신뢰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물리적 환경 0.662, 직무요구

0.728, 직무자율성 결여 0.540, 관계갈등 0.778, 직

무 불안정 0.603, 조직체계 0.717, 보상부적절 0.629,

직장문화 0.609이었으며, 26문항 전체의 내적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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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0.755였다. 

3) 생물학적 모니터링 조사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연구조사 참가동의서를 제출

받아 사무직군과 현장직군으로 나누어 혈액을 채취

하였다. 1차 시료는 두 군 모두에서 교대근무 시작

전에 채취하였고, 2차, 3차 시료는 구급, 구조, 화재

진압군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로

1차 시료는 사무직군과 현장직군에 대하여 근무 시

작 전인 오전 9시 전후에 채취하여 분석결과의 변

화의 기준선 설정 및 노출로 인한 만성적 변화 상

태를 평가하였다. 2차 시료는 추후에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기 위하여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이 경과한 오

후 5시에 현장 활동이 없었던 현장직군만을 대상으

로 하여 채취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 중

변화 상태를 평가하였다. 3차 시료는 현장 활동 직

후에 채취하였으며 해당 인원은 현장직 소방대원

142명 중 66명에서 채취하였다. 구급대원의 경우 현

장 활동이 잦고 출동 후 귀소 시까지 소요되는 시

간이 짧으며 일정 강도 이상의 업무를 정의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3차 시료는 24시간 근무가 종료

되는 시점인 08시를 전후하여 채취하였다. 구조대원

의 3차 시료는 일정수준 이상 작업강도가 요구되는

구조 활동 직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채취 대상

구조 활동의 기준은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

황에서 30분 이상 작업을 지속한 구조 활동(화재진

압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도 포함)으로 하였다. 시료

채취 대상 화재진압 활동 기준은 30분 이상 작업을

지속한 화재진압 활동과 잔화정리시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소방서에서는 기준에 맞는 구조 및 화재출동 상황

발생 소방서에서 즉시 연락이 오며, 주간에는 연구

팀이 해당 소방관서로 출발하게 되고 야간에는 근접

한 곳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이동하였다. 가장 가까

운 곳은 10분, 먼 곳은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구조

대원 및 화재진압 대원이 귀소하면 그 직후에 채혈

을 하였다. 대략적으로 구조 활동은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화재진압 활동은 화재 발생 후 2시간 경

과 후에 3차 채취를 진행하였다(Table 1).

4) 시료의 분석항목 및 방법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를 평가하고자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코르티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채혈은 혈청분리를 위한 항응

고제가 들어있지 않은 6 ml 진공 채혈관과 혈장 및

전혈을 위한 EDTA가 첨가된 4 ml 진공 채혈관을

이용하여 정맥에서 채혈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냉장상태로 이송하였으며 혈액은

즉시 원심 분리하여(2500 rpm, 15분) 혈장과 혈청을

분리해내고, 각 분석항목에 필요한 양만큼 분주하여

분석 전까지 −86oC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은 two-site ELISA(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mdbioscience,

MN, USA)을 이용하여 분석 후 microplate reader

(Tecan, Salzburg, Austria)를 이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은 boronate affinity gel이 코팅된 plate를 이용하여

혈장에서 추출하고 acylation 과정을 거친 후 competitive

ELISA kit(LDN, Nordin, Germany)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450 nm와 6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고, 코르티솔은 화학발광면역측정기 Vitros Eci

(Ortho-clinical diagnostics, NewYork, USA)로 분석

하였다.

3. 통계 분석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t-test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무직군과 현장직군

으로 나누어 KOSS-26 결과를 활용해 두 군간에 직

무스트레스의 차이와 두 군간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

Table 1. Biological monitoring survey 

Office working group
Field-working group

Emergency Rescue Fire extinguish

1st 9:00am  9:00 am

2nd  no sample  5:00 pm

3rd  no sample 8:00 am shortly after rescue work after fire extinguis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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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차이가 있는지 t-test 검정을 하였다. 또한 현장

활동을 하는 군에서 평상시 근무 시작 전, 평상시

근무 종료 후, 현장 업무활동 직후의 스트레스 호르

몬의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자료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을 통하여 어떠한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17.0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무직군과 현장직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37.2±7.3

년과 34.0±6.2년으로 사무직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

였다(p=0.004). 결혼 상태는 사무직군과 현장직군에

서 각각 기혼자가 40명(81.6%)과 90명(63.4%)으로

나타났고(p=0.018), 교육정도는 각각 대졸 이상이

41명(83.7%), 88명(62.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5). 운동횟수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두

군에서 각각 17명(34.7%), 4명(2.8%)이었고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는 9명(18.4%), 75명(52.8%)으로

현장직군에서 높았다(p<0.001). 음주력, 흡연력, 근

무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2. 업무에 따른 KOSS-26 평가 결과

설문 분석 결과 사무직군은 총점에서 참고치의 중

앙값보다 낮은 반면, 현장직군은 참고치의 중앙값25)

보다 0.4정도 높았다(p=0.002). 각각의 하위 영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환경의 경우 사무직군은

37.1점, 현장직군은 62.8점으로 두 군에서 차이를 보

였다(p<0.001). 직무요구 영역에서는 두 군에서 각

각 61.9점, 55.9점으로 사무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p=0.022). 그 외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에서는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3.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평상시 근무 시작 전의 두 군에서 기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에피네프린과 부신피

질자극호르몬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work type

Variable
Office working group 

(n=49)

Field-working group

(n=142)
p-value

Age (years, mean±S.D) 37.2±7.3 34.0±6.2 0.004

Marriage
non-married  9(18.4) 52(36.6)

0.018
married 40(81.6) 90(63.4)

Education
below high school 8(16.3) 54(38.0)

0.005
university 41(83.7) 88(62.0)

Drinking

no  2(4.1)  5(3.5)

0.787
≤1/month  9(18.4) 18(12.8)

2-4/month 25(51.0) 75(53.2)

≥2-3/week 13(26.5) 43(30.5)

Smoking

no 25(47.0) 63(47.0)

0.732ex-smoker  5(10.4) 12(9.0)

current smoker 18(37.5) 59(44.0)

Exercise

none 17(34.7)  4(2.8)

<0.0011-2/week 23(46.9) 63(44.4)

≥3/week  9(18.4) 75(52.8)

Work duration (years)

≤5 15(32.6) 58(48.3)

0.081
6-10 11(23.9) 13(10.8)

11-15 12(26.1) 35(29.2)

>15  8(17.4) 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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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르에피네프린은 283.92±199.01 pg/ml, 368.23±

300.59 pg/ml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29), 코르

티솔은 237.77±77.22 nmol/l, 282.68±125.60 nmol/l

으로 현장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4, Table 4).

 

4. 현장업무군에서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양상

현장직군에 속하는 구급, 구조, 화재진압 대원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업무 시작 전, 평상시 업무 종료

후, 현장업무 활동 직후에 3번에 걸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상자 142명 중

생물학적 모니터링 검사 조건을 만족하고 측정결과

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3번 모두 측정한 대원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3번의 시점에서 혈

중 노르에피네프린을 제외한 에피네프린,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코르티솔은 모두 시간의 변화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0.001). 특히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은 평상시 근무 전에 39.82±15.91

pg/ml, 현장업무 활동 후에는 58.28±31.78 pg/ml로

증가하였고, 코르티솔은 평상시 업무 종료 후에

115.83±78.50 nmol/l, 현장업무 활동 후에 267.79±

Table 3. KOSS-26 results of two groups according to work type

Subscales
Office working group (n=49) Field-working group (n=142)

p-value
Reference median 

values Mean±SD Mean±SD

Physical environment 37.1 62.8 <0.001 44.5

Job demand 61.9 55.9 0.022 50.1

Insufficient job control 48.6 52.7 0.078 53.4

Interpersonal conflict 39.5 38.7 0.752 33.4

Job insecurity 53.7 58.6 0.113 50.1

Organizational system 50.3 52.4 0.390 52.4

Lack of reward 47.2 46.6 0.798 66.7

Occupational climate 41.3 41.5 0.921 41.7

Total 47.5 51.2 0.002 50.8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type and stress hormones before working start

Variable
Office working group (n=49) Field-working group (n=142)

p-value
Mean ± SD Mean ±SD

Epinephrine (pg/ml)  29.63±18.37  36.39±29.04 0.130

Norepinephrine (pg/ml) 283.92±199.01 368.23±300.59 0.029

ACTH (pg/ml)  37.73±11.01  39.09±16.23 0.599

Cortisol (nmol/l) 237.77±77.22 282.68±125.60 0.004

Table 5. Concentrations of stress hormones in field-working group

Variable
Pre* Trial 1†

Trial 2‡

N p-value§
Mean±SD Mean±SD Mean±SD

Epinephrine (pg/ml)  32.45±22.94  31.64±22.05c  18.60±16.47a,b 66 <0.001

Norepinephrine (pg/ml) 381.13±306.85 342.48±215.32 362.16±187.65 71 0.661

ACTH (pg/ml)  39.82±15.91  29.93±20.39c  58.28±31.78a,b 59 <0.001

Cortisol (nmol/l) 280.54±106.02 115.83±78.50a,c 267.79±109.02b 71 <0.001
*Pre : before starting work, †Trial 1: after working for 8 hours
‡Trial 2: immediately after field activities
§Calculated b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from Pre
b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from Trial 1
c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from Tri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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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2 nmol/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01, Table 5). 

IV. 고  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현장직

군(구급, 구조, 화재진압)이 사무직군(내근행정)에 비

해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증가해 있으며, 스트레

스 호르몬 중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은 두 군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장직군의 경우 ACTH

와 코르티솔은 현장 활동 직후가 일상 근무 중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

이 더 많은 사무직군에서 기혼률이 현장직군보다 높

았으며(p=0.018), 운동횟수도 현장직군과 사무직군

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p < 0.001). 특히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현장직군은 52.8%인 반

면에, 사무직군은 18.4%로 차이를 보였다. 육체적으

로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소방관들에게 자신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연

구와26) 규칙적인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

적 반응을 완충시키고 신경내분비계 및 염증기전 등

에 관여하여 직접적인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27)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빈도가 낮은 사무직군까지 포함하는 운동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정도는 대학

교 졸업 이상이 사무직군은 83.7%, 현장직군은 62%

로 차이를 보였고(p=0.005), 음주력, 흡연력, 근무기

간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KOSS-26 평가 총점에서 현장직군이 사무직군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

으나, 기존의 연구에서 음주, 흡연이 스트레스의 해

결 방법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

가 있었다.28,29) 현장직군의 흡연율은 44%로서 2008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30)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 47.7%보다 낮은 반면에, 월 1회 이

상 음주하는 비율은 96.5%로 성인 남성 음주율 74.6%

보다는 22% 가량 높았다. 

저자들은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였

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일반 근로

자 기준보다 현장직군은 약간 높았으며, 사무직군은

더 낮았다. Lee 등이 인천지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행정대원을 내근으로 구분하고, 화

재진압 대원, 운전 대원, 구급, 구조 대원을 외근으

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외근 직원이 내근 직원

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KOSS-26의 스트레

스 총점수가 높게 나왔다.31) 또한 Kim 등의 연구 결

과에서도 구급, 화재진압, 행정 순으로 사회심리 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와32) 현장직군이 사무직군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KOSS-26 8개 세부 영역 중 물리적 환경과 직무

요구도 항목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물리적 환경과 직무요구도는 사무직군, 현

장직군 모두 일반 근로자보다 높았으며 사무직군이

현장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현장직군인 구급, 구

조, 화재진압 직종은 각각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구급, 구조의 경우 구조자(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을 다툴 수밖에 없는 긴급을 요하는 환

경에 직면해 있고,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신속한 출

동과 현장도착을 요구받고 있다. 화재발생에 따른 일

산화탄소, 포스겐 등의 유독가스에 노출될 위험성과

화재진압 활동 중 사망, 부상의 위험, 예상치 못한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생명의 위험부담을 가진

업무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공사상자 수는

1,591명이었으며 이중 순직자는 31명이었다. 이들 중

구조, 구급, 화재진압 현장에서 업무활동 상황에서

발생한 공사상자 수는 909명으로 57.1%를 차지했

다.33) 이러한 현황은 구급, 구조, 화재진압 활동 등

의 현장 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

다. 또한 높은 직무 요구는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

회심리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스트

레스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다.34) Yoon 등이 소방

공무원과 지하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

스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물리적

환경, 직무 자율성 영역에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35) 이외에도

국내 소방관 1,7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물리

적환경 58.4, 직무 요구도는 50.0이었으며, 물리적

환경의 경우 본 연구의 현장직군보다는 4점 정도 낮

았고 사무직군보다는 21점 높았지만, 직무 요구도는

사무직군과 현장직군 모두 각각 12점, 6점 가량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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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36) 이러한 결과는 현장직군의 작업환경이 사무

직보다 위험하고 신체 부담을 안고 작업하기 때문으

로 생각되며, 소방관의 업무 자체가 직무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무직군이

현장직군보다 높은 직무요구도를 보였는데, 이는 전

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결과에서

구급>화재진압>행정(기타)>구조 순으로 나온 직무

요구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32) 본 연구에서

구조, 구급, 화재진압을 한 군으로 묶어서 분석하였

기 때문이며, 또한 조사대상자의 적은 수와 선택편

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포함한 카테콜라

민은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즉시 혈

중으로 방출되어 심혈관계와 에너지대사(글루코스,

지방산)에 영향을 미친다.37) 에피네프린은 다양한 정

신적 스트레스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38) 노르에

피네프린은 물리적 요구와 신체 자세에 민감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스트레스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9) 이상에

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현장직군이 사무직군보

다 노르에피네프린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기

존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반면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자극호르

몬에 의해 조절받는 코르티솔은 새로운 상황, 정서

적 도전 상태, 공포, 두려움, 좌절감, 중노동 등의 스

트레스에 노출 후40) 15-30분이 지나야 혈중 최고 수

치에 도달하고 세포 대사, 지방 분포,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38) 

현장직군이 사무직군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았고,

근무 시작 전에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스

트레스 호르몬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있었

다. 현장직군을 대상으로 근무시작 전, 8시간 근무

직후, 현장활동 직후 이렇게 3번에 걸쳐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반복 측정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

펴보았다. 물론 현장직에 속하는 구급, 구조, 화재진

압군에서의 현장활동의 강도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

지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에피네프린, 부신피질자

극호르몬, 코르티솔은 측정 시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과

관련된 스트레스 호르몬인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코

르티솔은 모두 8시간 근무 후보다, 현장활동 직후에

혈중 수치가 각각 1.9배, 2.3배로 증가하였다. 즉 직

무 스트레스가 높은 현장직군에서 현장 활동 직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결과는 11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 활동 전

과 활동 직후에 혈중 부신피질자극호르몬과 코르티

솔을 측정한 결과 소방 활동 직후에 각각 4배, 1.3배

증가하였다는 Smith 등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였다.19)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사무직

군도 현장직군과 동일하게 3차 시료까지 채취를 해

야 했으나, 연구 설계상의 한계로 한 차례만 채취하

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무직군의 스트레스 호르몬

의 일중 변화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혈액 채취시

간을 현장직군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

급대원의 경우 다른 현장직군보다 잦은 현장활동으

로 인해 구조 및 화재진압군과는 업무 특성에 차이

가 있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경우 출동 횟수 및 시

간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채취 시간을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현장직군은 직

종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

르몬의 반응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현장직군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방관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다

수 있었으나 소방관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 연구는 혈액 검사를 통한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노르에

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측정을 통해 소

방관의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및 소방관의 직무에 따

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와 그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 소방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호

르몬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 직무 특성별 스트레

스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소방

관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만을 시행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

와 소방서마다 심리 치료사의 배치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소방관의 업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정도를 살펴

보고자 인천서부, 인천공단 및 경기부천 소방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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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소방공무원 191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직무스

트레스(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26)

와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부신피질자극호르

몬, 코르티솔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은 평상시 근무 시작

전의 두 군에서 기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비

교한 결과, 에피네프린과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은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노르에피네프린과 코

르티솔은 현장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평상시 업

무 시작전, 평상시 업무 종료 후, 현장업무 활동 직

후에 3번에 걸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3번의 시점에서 혈중 노르에피네프린을

제외한 에피네프린,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코르티솔은

모두 시간의 변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

였다. 현장업무군 중 화재진압과 구조 두 집단간의

혈중 코르티솔은 반복측정 시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따른 직무스

트레스와 스트레스 호르몬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

나 업무 특성별 스트레스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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