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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해경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서해 지역
에 근무하는 해경 25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여 238 (95.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각 변수의 평균점수는 소진 2.38점, 우울 6.38점,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2.25점, 직
무스트레스 2.70점, 사회적 지지 3.50점이었다. 소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직무스트레스
였으며, 다음으로 우울정도, 사회적지지, 근무부서-사무실, 근무부서-함정, 근무부서 만족도-불만족, 근
무부서 만족도-보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소진 예방과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
하여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을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심단어: 소진, 우울,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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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burnout and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burnout among coast guard of west regional headquarters in Korea.
Method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50 coast guard members
working in west sea area. A total of 238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t-test or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 for burnout (2.38±0.91), depression (6.38±5.28), secondary traumatic stress
(2.25±0.63), job stress (2.70±0.78), and social support (3.50±0.72) were presented. The significant
major predictors of burnout were job str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current work unit-office,
current work unit-vessel, satisfaction with work unit-dis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work
unit-medium. Explanatory power for variables was 61.3%.
Conclusions: To prevent and manage burnout on proper level,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and
implement support programs to lower job stress and depression while boosting familial an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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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등과 같이 특수한 위험에 노출된
국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직무스트레
스가 높은 직군종사자로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관, 교대·야
간근무 종사자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직무스트레스가 높

은 직군 중에서도 해양경찰(해경)은 업무의 예측 불가능성,
돌발성, 긴급성 등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현저히 높은 편이다(Kim YK et al., 2010).
미디어에 의하면 실제 해경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전체 해경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보이거
나,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참가한 전체
해경 잠수사와 승조원 가운데 40∼50% 정도가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위험군으로 진단된 바 있다(Sisa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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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2017). 해경의 업무 특성상 위험한 근무환경
에 노출되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동료의 부상과 사망
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세월호 트라우마’에 시
달리는 해경들이 많고, 2015년 서해상 헬기 추락사고로 해
경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여 업무 관련 트라우마가 적
지 않다. 특히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경은 주로 바다 위
에서 근무하며 관할 해역의 해상치안 경비임무 수행 시 일정
기간 선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Yu
YH, 2009). 이와 같이 해경들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직무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소진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진은 에너지, 힘 또는 자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실패하거나 다 써버리거나 고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 상태를 말한다. 소진
의 영향요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인 ‘업무 소진에
관한 다중원인 통합이론’(Manzano-Garcia et al., 2013)에
따르면 일반적 특성, 개인 요인, 업무 요인을 소진 영향요인
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해경과 업무 특성이
유사한 직종의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응급의료 종사자(Hong HJ et al., 2012)의 경우 근무형
태, 연간보수, 구급관련 자격증 소지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근 형사(Lee JS, 2014)의 경우 하루 근
무시간, 부서만족이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어 근무부서, 부서
만족도, 급여만족도 등을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포함하였
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이를테면 소방공무원의 소진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
환과 관련이 있으며(Markus et al, 2005; Choi HK, 2010).
경찰공무원, 외근 형사 대상 연구에서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
스가 소진 예측인자라고 보고하였다(Hwang IH et al., 2013,
Lee JS, 2014).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보고한 우울
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본 연구의 개인 요인으로 포함하
였다. 마지막으로, 해경 유사 직종의 소진 영향요인 중 업무
관련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소방대원의 소진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되는 부
정적 결과로 나타났고(Oh JH et al., 2006),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소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loeg & Kleber, 2003;
Crabbe et al., 2004). 이처럼 선행 문헌에서 보고한 요인들
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 포함할 변수를 설정하였다.
해경의 업무 관련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
해서는 소진과 관련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특공대, 파출
소, 함대 등 해경의 다양한 근무부서를 포괄하는 소진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부서별 소진 정도를 상세
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진의 영향요인을 일반적
특성, 개인 요인, 업무 요인으로 분류하여 영향 요인을 체계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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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정
보, 개인 요인으로 우울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정도, 업무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 여부를 파악
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해경의 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하
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해경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
서, 함선, 특공대, 구조대 등에 근무하는 해경들이며,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해경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
하였다. 효과크기 0.1,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독립변수
17개를 사용했을 때 적정 표본 크기는 212명이었고 탈락률
을 고려하여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중 247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8.8%)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23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소진
Maslach et al.(1981)의 소진 측정도구(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한글로 번안(Choi HY, 2002)한 것을 연
구자가 해경의 업무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정한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신간호학 교수 1명이 수정된 도구의
안면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MBI는 정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자아 성취감 8문항 등 총22문항, 7점 리커
트형 척도이다. 응답의 범위는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일’ 6
점으로 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경험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하며, 긍정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원도구 개발 당시
연구의 내적일치도는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 우울
PHQ-9 (Spitzer et al., 1999)은 9문항의 우울증 선별도
구이다.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인 9 항목에서 최근 2주 동
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전혀 없음’, ‘며칠 동안’, ‘1주
일 이상’, ‘거의 매일’ 등 4점 척도로 평가하며, 범위는 0∼
27점이다. 총점이 5∼9점일 때 경증, 10∼14점일 때 중등
도, 15점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한다. 원도구의 내적일치도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3)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란 외상에 노출된 희생자를 도와주
는 업무로 인해 생기는 외상성 스트레스를 말한다. Fo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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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3)이 개발한 도구를 Choi ES(2000)가 소방대원을 대
상으로 수정한 총 17문항 4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부터 ‘자주 그렇다’ 4점까지, 17점∼68점
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차 외상성 스트레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ES(2000)의 연구에서 내적일치
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4)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Eom
YK(2008)이 경찰조직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이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
점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이다. 원도구의 내적일치
도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5)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란 해경이 지각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Oh JH et
al.(2006)이 Karasek(1985)의 JCQ (Job Content Questionnaire)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직장 내 지지 정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의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8점∼4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 상사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음
을 의미한다. Oh JH et al.(2006)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MNU IRB-20150519-XB-007-01)을 받아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대상자들의 근무부서별 책임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허가를 받았다. 연구대상자 중
육지 근무자들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명 후 설문
지를 바로 회수 하였다. 함정이나 섬에 근무하는 경우는 연
구자가 직접 갈 수 없어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
차를 전화로 설명한 후 인편으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고 인편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빈도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소진 관련 요인을 탐
색하기 위해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소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때 독립표본 t-test와 ANOVA, 사후검
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소진, 우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소
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
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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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238명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Table 1).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7.54세이었으며, 종
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56.3%)이었다. ‘대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burnout (N=238)
n

M±SD

Age (year)
＜30

44

2.19±0.79

2.336 (.074)

30∼39

106

2.35±0.94

40∼49

60

2.62±0.83

≥50

28

2.25±1.08

Religion
Yes

104

2.31±0.94

No

134

2.43±0.89

49

2.40±.0.78

−1.007 (.315)

Education
High school
2-year college
More than 4-year college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Married
Satisfaction with salary
Satisfieda
Mediumb

0.477 (.621)
51

2.48±0.87

138

2.33±0.97

59

2.44±0.86

179

2.35±0.93

80

2.23±0.93

0.638 (.524)

124

2.38±0.89

Unsatisfied

34

2.71±0.90

Current work unit
Officea

92

2.46±0.84

c

Naval vesselb

87

2.61±0.93

Police box

38

1.82±0.73

Othersd

21

2.03±.096

56

2.31±.0.84

c

Length of service (year)
＜5

59

2.21±0.93

10∼15

61

2.58±0.91

≥15

62

2.39±.0.94

87

1.87±.0.85

110

2.53±.0.79

41

3.04±0.78

146

2.20±0.92

92

2.65±.0.84

95

2.01±0.95

105

2.50±.0.77

38

2.96±0.80

Satisfaction with familial support
Satisfieda
131

2.01±.0.89

Satisfaction with work unit
a
Satisfied
Mediumb
Unsatisfiedc
Regular exercise
Yes
No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a
b

Medium

Unhealthyc

b

3.37 (.036)
c＞a

8.61 (＜.001)
b＞c,d
a＞c

0.762 (.516)

5∼10

32.422 (＜.001)
c＞b＞a

-3.840 (＜.001)

Medium

91

2.74±.0.70

Unsatisfiedc

16

3.31±0.72

Living with family
Yes

171

2.37±.0.95

67

2.40±.0.83

No

t or F (p)
Scheff'e test

13.700 (＜.001)
c＞b＞a

32.873 (＜.001)
c＞b＞a

−0.281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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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학력이 58.0%로 가장 많았고, 기혼자가 75.2% 로 대
다수였다. 가족구성원 지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
반 이상(55.0%)이었고 현재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71.8%였다. 직무관련 특성 중 평균 근무경력은 평균 11년
이었고 근무부서는 ‘사무실’ 38.7%, ‘함정’ 36.6%, ‘파출소·
출장소’ 16.0% 순으로 많았다. 근무부서 만족도는 ‘만족’
36.6%, ‘보통’ 46.2%, ‘불만족’ 17.2%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특성 중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
(61.3%)으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
한 사람이 39.9%, 보통이라고 한 사람이 44.1%이었다. 스트
레스 해소방법에 대한 다중 응답 분석결과 ‘운동’ 이 47.9%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술’ 39.1%, ‘잠’ 33.2%, ‘취미
활동’ 32.8%, ‘게임’ 12.6%, ‘기타’ 8.8%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구분에 따른 소진정도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급여만족도, 현 근무부서, 근무부서
만족도, 규칙적인 운동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구성원의
지지였다. 급여만족도 불만족 집단의 소진 평균점수는 2.71
점으로 만족 집단의 2.2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현 근무부
서가 함정인 집단이 파출소·출장소인 집단과 기타 집단보다
소진 정도가 컸다(F=3.37, p=0.036). 근무부서 불만족 집단
의 소진 점수가 만족 집단보다 높았고(F=32.422, p＜
0.001),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소진이 운동 집
단보다 높았다(t=−3.840, p＜0.001). 주관적 건강상태 ‘나
쁨’, ‘보통’, ‘건강’ 순으로 소진 점수가 높았으며(F=18.700,
p＜0.001), 가족구성원지지 불만족 집단이 만족 집단보다
소진 정도가 컸다(F=32.873, p＜0.001).

2. 주요변수 점수 분포
소진 점수는 6점 만점에 2.38점으로 나타났다. 소진의 하
위항목 중 자아성취감 감소가 2.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
서적 고갈이 2.30점, 비인간화가 1.92점 이었다. 평균 우울
점수는 27점 만점에 6.38점 이었으며, 우울 절단점인 10점
이상인 비율이 26.1% 이었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평균은
4점 만점에 2.25점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2.70점 이었고, 사회적지지 평균은 5점 만점에 3.50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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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진, 우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사
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소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변수인 근무경력과 급여만족도, 근무부서 만족도, 가족지
지 만족도와 선행연구에서 소진 영향요인으로 제기되었던
우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소진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Table 3). 급
여 만족도(r=−.195, p=0.003), 근무부서 만족도(r=−.494,
p＜0.001), 가족지지 만족도(r=−.496, p＜0.001), 사회적
지지(r=−.496, p＜0.001)는 소진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직
무스트레스(r=.717, p＜0.001),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r=
.580, p＜0.001), 우울정도(r=.612, p＜0.001)와는 높은 정
적상관이 있었다.

4. 소진 영향 요인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중
소진에 차이를 보이는 급여만족도(만족 기준), 근무부서(파,
출장소 기준), 근무부서 만족도(만족 기준), 규칙적인 운동
여부(예 기준),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기준), 가족구성원 지
지정도(만족 기준)와 상관분석결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직
무스트레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우울 등 10
개를 사용하였다. 분석 전 오차항들 간에 자기상관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 더빈-왓슨 통계량을 구한 결과 1.657로 2에 가
깝게 나타나 오차항들 간에는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Table 2. Average of depress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participants (N=238)
Minimum Maximum
Depress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Job stress
Social support
Burnout

0.00
1.00
1.11
1.50
0.55

27.00
4.00
5.00
5.00
4.64

Mean

SD

6.39
2.25
3.30
3.50
2.60

5.28
0.63
0.78
0.72
0.71

Table 3. Correlations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burnout (N=238)
Length of
service

Satisfaction
with salary

1
0.877***
1
−0.018
−0.014
−0.067
0.044
−0.082
−0.045
0.076
0.062
0.177***
0.221***
−0.012
−0.001
0.091
0.114
0.066
0.045

1
0.373***
0.242***
−0.168***
−0.121
0.091
−0.168***
−0.195***

Age

Age
Length of service
Satisfaction with salary
Satisfaction with work unit
Satisfaction with familial support
Job stress
Secondary traumatic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Burnout
***p＜.001.

Satisfaction
with work
unit

1
0.444***
−0.471***
−0.272***
0.339***
−0.298***
−0.494***

Satisfaction
with familial
support

Job
stress

Secondary
traumatic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Burnout

1
−0.414***
−0.379***

0.335***
−0.388***
−0.496***

1
0.674***
1
−0.509*** −0.381***
1
0.619***
0.694*** −0.387***
0.717***
0.580*** −0.496***

1
0.6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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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ffecting burnout (N=238)
B
(Constant)
Job str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Current work unit-office
Current work unit-vessel
Satisfaction with work unit-dis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work unit-medium

1.108
.055
.043
−.023
.266
.271
.367
.191

SE
.324
.008
.009
.008
.080
.130
.123
.088


.423
.249
−.142
.142
.090
.152
.104

t
3.424
7.203
4.737
−2.893
3.308
2.090
2.980
2.157

p
.001
＜.001
＜.001

.004
.001
.038
.003
.032

2

△R

.514
.046
.017
.013
.007
.009
.008

2

cum. R
.514
.560
.577
.590
.615
.599
.607

Durbin-Watson=1.657, F=52.408, p＜.001, R2=.615, Adj-R2=.603.

났다.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가정 할 수 있는지 케이
스 진단을 한 결과 하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3 이내
의 값으로 나타났고 하나의 값도 −3.596로 −3 근방의 값
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
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10 이상의 값으
로 나타났으며, VIF는 모두 10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
수 간에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직무스트레스
(=.423)였으며, 다음으로 우울정도(=.249), 근무부서 만족
도-불만족(=.152), 사회적지지(=−.142), 근무부서-사무
실(=.142), 근무부서 만족도-보통(=.104), 근무부서-함정
(=0.090)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을
수록, 근무부서가 파출소/출장소보다 사무실/함정일수록, 근
무부서 만족보다 불만족/보통일수록 소진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우울정도, 사회적지지, 근무부서, 근
무부서 만족도에 의한 설명력은 61.5%이었다(F=52.408, p＜
2
0.001, R =.615)(Table 4).

고 찰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소진의 차이를 보여주는 변
인은 급여만족도, 현 근무부서, 근무부서 만족도, 규칙적 운
동연부,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구성원의 지지였다. 특히 근
무부서 중 사무실 근무자의 소진 정도가 파출소나 출장소 근
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함정 근무자의 소진은 파출소와
출장소, 기타 근무자보다도 더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파출장소 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무실 근무자와 함정
근무자의 소진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함정 근무는 바다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으로,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서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하는 어려움이 있고(Hyun GH,
2006), 불법 조업 단속 중 저항하는 중국 선원으로부터 생명
에 위협을 느끼는 등 위험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으며
(Choi et al., 2012)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우울
등(Park JS, 2015) 이 보고되므로, 함정 근무자에 대한 각별
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
과에 의하면 사무실 근무요인이 함정근무 요인보다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해경의 근무부서에 따라
소진정도를 비교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본 연구 결과가
해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인지 아니면 서해 해경의 일
부에서 나타나는 특성인지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경의
역할모호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Yu YH,
2009) 와 내근직 경찰은 외근직보다 계급 요인이 직무만족
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in YJ, 2016)를 토대로
본다면, 사무실 근무 해경의 역할이 해양경찰의 전형적인 역
할과 비교하여 모호하다고 느끼거나 사무실 내 계급에 따른
역할 갈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해경의 근무 특성에 따른 소진 연구
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진의 하위 항목들의 중 자아성취감 감소가
2.7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정서적 소진 2.30과
비인격화 1.9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경을 대상으로 연구
한 Kim JS(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성취감 감소 3.56, 정서
적 소진 2.99, 비인간성 2.27 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고하였는데, 특히 정서적 소진이나 자아성취감 감소가
서해본부 소속 해경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최근에 있었던 중
국 어선 단속과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이 서해본부 소속 해경
들의 소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 가지 하위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아성취감 감소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가면
서 승진이나 보직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고 사기저하와 자신
감의 저하로 나타난다는 보고(Kim JS, 2015)와 무관하지 않
을 것이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소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직무스트레스였으며, 우울정도, 근무부서 불
만족, 사회적지지, 근무부서-사무실 순으로 관련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해경은 특공대, 함정, 파출소, 사무소 등 근무
지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직무 역할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
며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명령에 복종해
야 하므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직무스트레스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Yu YH, 2009). 해경과 조직 특성 및 업
무 특성이 유사한 경찰(Kim SH, 2014; Jung BS et al.,
2017)과 외근 형사(Lee JS, 2013)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공통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소진 관련 변수로 보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소방대원(Park et al., 2014)과 임상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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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진(Byun et al., 2009)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경찰 직
종 이외의 다양한 직종에서 소진의 주요 선행요인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 예방 전략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
울이었다. 우울은 증상 발현 전 상황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
는데, 특히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경들은 심리적으로 고립되
어 있고 교대근무를 하며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ark JS, 2015).
우울은 외상사건 경험 후에 증가하기도 하는데, 특히 해경의
절반이 우울 증상이 있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경본부의 자체 조사연구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Yonhapnews, 2017). 아마도 해경의
외상 후 우울 증상은 해상 사고 처리와 수습 과정에서 충격
적인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였을 경우와 관련되어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의 우울 증상과 관
련된 전문 학술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경의 우울 경감을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과 외상사건 경험으로 인
한 우울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신건강 전문가들
의 과학적 조사연구 및 이에 따른 효과적인 중재 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들(Kwon et al., 2004; Kang
et al., 2006; Hong HJ, 2010; Park et al.,2014; Lim et
al., 2017)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중
요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Ploeg et al.(2003)의 연구에서 동료나 상사의
지지결여가 소진의 중요 예측요인이었으며, 특히 동료의 지
지는 소진의 감정을 완화하는데 유용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ES, 2000)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
소였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소진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Oh JH et al., 2006). 해경 중에서도
함정근무와 같이 근무지 특성상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는 가족의 지지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며, 전형적인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경찰조직의 상사 및
동료 관계는 직장 내 지지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해경의
소진을 경감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동료와의 좋은
지지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적으로도 해경의 노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족 및 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개인이 소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자원이며 소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Adai & priami, 2002).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소진 위험이 있는
해경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본 연구 결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상관분석에서 소진
과 높은 정적 상관(r=.58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결
과에서는 제외된 이유는 직무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 때문
일 것으로 본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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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74)와 우울(r=.694)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역시 소진에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은 동시에 높은 상
관이 있으나 다중공선성이라고 할 만큼 높지는 않아 소진에
미치는 설명력이 서로 중복되어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상관계
수가 낮은 함정근무 변수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모형에
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경의 소진 감소를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
스 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둘째, 근무지 인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
터와 연계하여 위험군에 속한 해경의 초기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함정 근무자와 같이 평소 정신건강서비스 접근
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이동서비스와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진 위험군 중에서 근무부서
만족도가 낮을 경우 근무부서 이동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
다. 넷째, 해경 조직 내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
야 한다. 문헌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함에 효과성이 보
고된 마음챙김 기반 중재와(Smith et al., 2011; Hopwood
et al., 2017), 경찰의 직무 만족 향상과 직무스트레스 감소
에 효과적인 대처전략모델(Anshel, 2000)을 활용하여 해경
의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서해 지역 해경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
해경의 소진을 대표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으나 서해 해경
이 세월호 참사와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업무 등과 연관성
이 크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소진 관련요인을 살펴본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당시 해양 사
건 사고가 잦아 서해 해경의 확률적 표집이 어려운 상황이어
서 부서별로 고르게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서해 이외 지
역을 포함하여 확률 표집방법을 사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소진 관련요인과 완충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
하고 소진 조기개입 및 예방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서해
해경을 대상으로 소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해경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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