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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360명씩 표본을 선정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측정변
인들과 외상후 스트레스 간의 관계,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에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외상후 스트레스가 우울을 더 크게 증가시키고 심리
적 복지감까지 떨어뜨리고 있었다.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author analyzed and compared the relationship mechanism among measured variables effecting to posttraumatic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the case of 360 policemen and 360 firefighters
working in Korean police stations and fire stations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firefight-
ers' posttraumatic stress deteriorate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more than policemen's posttraumatic stress
did. In conclusion, systematic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 for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public
serva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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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도 공무상의 활동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외부 충격인 외상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소방공무원

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 대한 긴급출동을 하여 화재진압,

화재조사,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의 유독가스,

뜨거운 열기, 응급환자로부터의 감염위험 등 활동 현장의

불안전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1). 경찰공

무원도 증가되는 각종 범죄나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을 하

여 사고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상을 겪게

된다. 반복적으로 외상사건을 경험하면 PTSD가 높게 나

타나는데 지구대나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고, 특히 50대 경찰관들은 신체적인 한계와

생활스트레스 때문에 PTSD가 높게 나타난다(2).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증대는

심리적 복지감을 떨어드리고(3), 나아가서는 직무만족의 저

하와 우울의 증대, 조직성과의 저하를 초래한다. 공무원에

게 외상후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을 떨어드리고, 직무에 대

한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는 공무원에게 이직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려 조직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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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서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의 증가와 심리적 복지감의 감소, 우울의 증가의 악순환은

사라져야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의 완화와 심리적 복지감

의 제고, 우울의 감소라는 선순환 고리를 찾고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들과 심리

적 복지감 및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

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수간

의 관계의 차이에 기초하여 양 공무원에 대한 차별화된 대

처방안이 각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

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

리적 복지감 및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2.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 간의 관계

PTS는 ‘post-traumatic stress’의 약어로서 ‘외상후 스트

레스’로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인간은

갑작스런 외부 충격인 외상을 겪고 난 이후 정상인과는 다

른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외

상후 스트레스라고 한다. 즉 외상을 겪게 되면 인간은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 그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

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일반적으로 반응이 마비되고, 각

성 상태가 증가하는 지속적인 증상을 가진다(5).

PTSD는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약어로서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PTSD는 의학이나 심리학 분

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으나, 최남희 교수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PTSD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남희교수

는 ‘PTSD’라는 표현보다 ‘외상후 스트레스(PTS)’란 표현

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에 겪게 되는 스트

레스를 나타내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광의 의미

의 PTSD는 낮은 단계의 외상후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는

측면이 있으나, 좁은 의미의 PTSD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

상이 심화되고 지속기간이 특별히 긴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개념을 외상

후에 겪게 되는 높고 낮은 모든 정도의 스트레스를 포괄하

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인생 전반 또

는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로 정의된다(6).

우울은 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기분장애로서 일상생활

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특이한 생애사건에서 비롯된

불안이나 갈등과 더불어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이다.

증상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 연속선

상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7). 우울증은 신체, 기분, 및 사

고를 포함하며, 사람들이 먹고, 잠을 자고, 자신들에 대해

서 느끼고,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질

병이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과는 다르고, 개인

이 없앨 수 있는 개인의 약점이나 상태가 아니다. 우울의

증상은 성교 등 과거에 즐겼던 흥미로운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체중감소를 가져오는 식욕상실, 또는 체중증가를 가

져오는 과식, 정서적 표현의 상실, 슬프고, 불안하고, 공허

한 기분, 절망감, 염세주의, 죄의식, 무가치하고 도움을 받

을 수 없다는 생각, 사회적 관계 단절, 피로감, 에너지 저

하, 수면장애, 불면증, 가라 않는 기분, 새벽잠이 없거나

수면과다, 집중력과 기억 및 의사결정의 장애, 안절부절증

과 초조, 두통, 소화장애, 만성 고통과 같은 만정적인 신체

상의 문제들, 죽음과 자살, 자살시도에 대한 생각 등을 수

반한다
(8).

사건충격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을 가진 사

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복지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9).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Robbins와 Judge

가 「Organizational Behavior」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

험된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불안, 우울, 직무만족도 저하라

는 심리적 증상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10).

심리적 복지감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본 본문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을 일상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생활만족도로 보고자하며 심리적 복지감은 부정적

적인 정서인 우울과는 연속선상의 반대 쪽 극단에 있는 개

념이다. PTSD 증상의 증대는 심리적 복지감을 떨어드리

고
(11), 나아가서는 직무만족의 저하와 우울의 증대, 조직성

과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Figure 1 연구모형은 출동빈도, 출동충격정도, 생활사건,

통제성, 직무특성 등 독립변수들(영향변수들)이 외상후 스

트레스,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에 영향을 주며, 외상후 스

트레스는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 복

지감은 다시 우울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나타낸 모형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행정구역상 서울시, 광역시, 도

별로 자치단체의 각 계층별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조직 단

위(클러스터 단위)로 추출(집락추출)하고 무작위추출로 층

화추출을 실시하였다(12).

필자는 추출된 기관의 현장 근무자에게 무작위로 골고

루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경찰관서에 총 500부, 소방관서

에 총 500부가 배포되었다. 유효설문지 총 766부 중에서

도시규모별로 추출을 달리하여 특별시 관서에서 150부,

광역시 관서에서 115부, 도의 시 단위 관서에서 95부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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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로 추출하였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각 각에

대해 360명씩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모두 합하여 총 720

명이 최종 분석단위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분석(AMOS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출동빈도, 출동충격

정도, 생활사건, 통제성, 직무특성 등 측정변인과 외상후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에 관한 차이 분석, 외상후 스트레

스가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차이 분

석은 구AMOS 7.0에 의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했다.

3.3 변수의 측정

3.3.1 인구사회학적 변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사항

을 묻는 질문 문항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 상태, 월

가계소득, 현재의 직급, 총경력, 현직경력, 근무교대형태,

현 직종 등이다.

3.3.2 출동빈도

Murphy, Beaton, Pike 및 Cain(13)
은 출동횟수가 응급의

료요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소진)를 경험하게

한다고 보았고, Wagner 등은 지난 한 달간의 충격출동빈

도가 외상 스트레스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14).

출동빈도를 묻는 질문으로 ① 근무시 사건(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대한 평균출동 횟수(이하 ‘현장출동횟수’),

② 끔찍하거나 심각한 사건현장에 대한 출동 경험 횟수(이

하 ‘심각한 사건 경험횟수’)를 하위요소로 하여 분석에 포

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출동빈도의 Cronbach’s α 값은

.89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3.3 출동충격정도

Weiss, Marmar, Metzler, Ronfeldt(15)
는 중대한 외상사건

에 노출된 응급출동서비스(EMS)종사자의 디스트레스 증

상의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반

복적인 분석에 의해서 디스트레스 증상 수준은 중대 사건

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끔찍하거나 심각한 사건으로 받는 충격정

도는?”이라는 문항으로 충격정도를 서열척도로 측정하였다.

3.3.4 생활사건

‘생활사건’이란 일상생활 중에 개인의 스트레스를 증가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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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일을 말한다. McFarlane(16)
에 의

하면 생활사건은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재해 전에 일어났던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정신적 이환율

이나 재해에 의해 발생한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외

상에 대한 노출이나 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으로 ① 질병상해폭행, ② 가족

사망, ③ 경제난, ④ 주변관계악화, ⑤ 부부갈등을 포함시

켰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최하 .839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3.5 통제성

S. C. Kobasa는 강인한 성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체력단련을 통하여 발

병률이 낮았으며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견디어 낸다고 보

고하였다
(17).

본 연구에서는 통제성에 대한 변수에 ‘건강관리’ 내용을

담았고, ‘나의 건강은 스스로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문항

을 통하여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통제성을 5점 척도로 분

석하였다.

3.3.6 직무특성

직무특성은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일반적

으로 업무가 긴급성과 위험성, 업무 과중성, 책임성, 위계

성, 심적 부담 등의 특징을 갖는다. 업무 부담감과 출동충

격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는 최은숙의 연

구에서도 밝혀졌다(18).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변수로서 ① 업무피로, ② 위험

성, ③ 응급성, ④ 부담감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특성

의 Cronbach’s α 값은 최하 .90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

타냈다.

3.3.7 외상후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Foa(19)
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한 박유숙(20)

의 척도를 필자가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련

된 17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개의 그룹인 ‘침

투·재경험’, ‘회피’, ‘과각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신

뢰도 분석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값은 ‘침

투·재경험’이 0.957, ‘회피’가 0.957, ‘과각성’이 0.957로

나타나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3.8 심리적 복지감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Ryff(21)
의 심리적 복

지감 척도를 김경민, 한경혜(22)
가 4개 차원(목적감, 통제감,

자긍심, 성숙감)으로 번안한 12개 문항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복지감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0.874로 나타냈다.

3.3.9 우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감정들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고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한국판 Beck의 우울척도(K-BDI)(24)

를 사용하였다(2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심리적

우울이 0.960, 생활적 우울이 0.959, 신체적 우울이 0.960

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실증분석

4.1 모형의 적합성 검증

Table 1에서와 같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합한 전

체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모형의 적

합성을 살펴보았다.

Table 1에서 절대적합지수 중의 하나인 GFI의 경우 수

용수준은 0.90 이상인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전체

GFI를 살펴보면 .932로 나타나서 권장수용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RMR의 수용수준은 입력 자료가 상관행렬인 경

우에, 0.05 이하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데, RMR 값이

.055로서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RMSEA 값은 Steiger(26)
에 의하면 이 값이 0.10 이하이

면 자료를 잘 적합시킨다고 보았는데 RMSEA 값이 .055

로서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분적합지수인 TLI(Turker-Lewis Index, 터커루이스지

수), CFI(comparative fit index, 상대적합지수) 값도 모두

.90 이상의 값을 보임으로서 독립모형에 비해 좋은 적합도

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NFI(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 값 중 몇 개가 .90 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나

Table 1. Model Fit of Research Model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Parsimonious Fit Index

GFI RMR RMSEA TLI NFI CFI AGFI PGFI 표준x2

Policemen.
Firefighters

x2=585.563
(df=183, p=.000)

.932 .055 .055 .921 .913 .938 .906 .674 3.200

Policemen
x2=386.595

(df=183, p=.000)
.912 .070 .056 .916 .882 .933 .879 .660 2.113

Firefighters
x2=411.477

(df=183, p=.000)
.908 .054 .059 .917 .889 .934 .873 .65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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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0에 가까운 수치이며, TLI나 CFI 지표로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간명적합지수 중의 하나인 AGFI의 경우 권장 수용수준

은 0.90 이상인데 각 모형에서 나타난 AGFI 값은 0.90 이

상이거나 0.90에 가까운 0.80 이상의 값을 보임에 따라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아울러 표준 x2 값이 대부분 3 이하

이거나 5 이하로 나타나 간명적합지수도 잘 적합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4.2 변수간의 관계 비교

4.2.1 용어 설명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잠재변수의 약어를 살펴보면 MS는

mobilization shock frequency(출동충격횟수)의 약어 중 앞

두개의 단어로 약어를 만들었으며 본 논문상에는 ‘출동횟

수’를 나타낸다. LE는 living event(생활사건), JT는 job

traits(직무특성), SS는 social support(사회적 지지), PTS는

post-traumatic stress(외상후 스트레스), PW는 psychological

wellbeing(심리적 복지), DEP는 depression(우울)의 약어

이다. 측정변수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MS1(현장출동횟수)

MS2(심각한 사건 경험횟수), SD1(shock degree, 출동충격

정도), LE1(질병상해폭행), LE2(가족사망), LE3(경제난),

LE4(가족관계 악화), CON1(control, 건강관리), JT1(업무

피로), JT2(위험성), JT3(응급성), JT4(부담감), PTS1(침투

및 재경험), PTS2(회피), PTS3(과각성), SS1(정서적 지지),

SS2(물질적 지지), SS3(정보적 지지), SS4(평가적 지지),

PW1(목적감), PW2(자긍심), PW3(통제감), DEP1(심리적

우울), DEP2(생활적 우울), DEP3(신체적 우울).

4.2.2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Figure 2는 경찰공무원 3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AMOS 7.0에 의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잠

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적재량을 나타낸 완

전모형이다. ‘완전모형’이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하

나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모형’은 측정변수(관

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구조모형’은 잠재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3은 소방공무원에서 나타난 측정변수 및 잠재변

수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완전모형이다.

Table 2는 경찰공무원 360명과 소방공무원 360명에 대

한 AMOS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

원의 측정변수(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서로 비

교한 표이다.

Table 2에서 변수간의 관계는 p<.001 에서 모두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case of polic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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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관계를 Table 2에서 표준

화회귀계수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

장출동횟수’, ‘심각한 사건 현장 출동횟수’와 ‘출동횟수’간

의 관계가 경찰공무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심각

한 사건현장 출동횟수’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출동횟수’에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질병상해폭행’, ‘가족사망’, ‘부부갈등’과 ‘생활사건’간

의 관계는 소방공무원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경제난’,

‘주변관계악화’와 ‘생활사건’간의 관계는 경찰공무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측정변수 중에서 경찰공무원과 소

방공무원 공히 ‘주변관계악화’가 ‘생활사건’에 대해서 가

장 큰 관계를 갖고 있었다.

‘직무특성’에 대한 관측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방

공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업무피로’, ‘응급성’, ‘위험성’

이 ‘직무특성’에 대하여 더 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에 경찰공무원의 경우 ‘부담감’과 ‘직무특성’간의 관계가

소방공무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직무특성’에 대한 측

정변수들의 상대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다른 요인들보다 ‘응급성’이 ‘직무특성’에 대해 가장 큰 관

계를 갖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위험성’이 가장 큰 관계를

갖고 있었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침투 및 재경험’과 ‘회피’는 경찰공무원에서 소방공무원

보다 더 큰 관계를 갖고 있었고, ‘과각성’의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에서 더 큰 관계를 갖고 있었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변수 내에서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면 ‘과각성’

이 양 공무원에서 높게 나타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각성’이 가장 큰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측정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

찰공무원의 경우 ‘목적감’과 ‘통제감’이 ‘심리적 복지감’에

더 큰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자

긍심’이 ‘심리적 복지감’에 대해 가장 큰 관계를 갖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은 ‘심리적

복지감’에 대해서 가장 큰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측정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의 경우 ‘생활적 우울’과 ‘신체적 우울’이 전체로서의 ‘우

울’에 더 큰 관계를 갖는 반면에, 경찰공무원의 경우 ‘심리

적 우울’이 소방공무원보다 좀 더 큰 관계를 나타났다. 측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case of firef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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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수 내에서 상대적인 비중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심리적 우울’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생활적 우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울’과

측정변수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간

에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신체적 우울’로서 소

방공무원의 표준화회귀계수가 .791인 반면에 경찰공무원

의 표준화회귀계수는 .694로 나타났다.

4.2.3 잠재변수 간의 관계

Table 3에서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

무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p<.001 수준에서 유의

미한 결과만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히

‘생활사건’과 ‘출동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에 양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은 양 공무원 공히 ‘생활사

건’이 ‘출동충격정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출동충격정도’와 ‘생활사건’이 외상후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경찰공무원이 소방공무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출동횟수’ 및 ‘통제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간의 영향관

계는 모두 음의 영향관계로 밝혀졌지만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보

다 ‘통제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소

방공무원의 경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통제성’이 경

찰공무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떨어

드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p<.05 수준에서 유의미했음을

의미한다.

‘직무특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소방공

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영향관계는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감을 떨어드리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에만 p<.1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가졌다.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영향관계는 소방공무원

(표준화회귀계수 .610)에서 경찰공무원(표준화회귀계수

.565)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p<.001 수준에서 유

의미성을 가졌다. 이것은 외상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

울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그 영향관계가 소방공무원에

Table 2. Comparison of Relationship Between Observed Variables and Latent Variables

Policemen Firefighters

Standardized estimates P Standardized estimates P

MS1 <--- MS .624 .711

MS2 <--- MS .544 *** .756 ***

LE1 <--- LE .529 .644

LE2 <--- LE .452 *** .646 ***

LE3 <--- LE .709 *** .654 ***

LE4 <--- LE .838 *** .834 ***

LE5 <--- LE .729 *** .777 ***

JT1 <--- JT .579 .619

JT2 <--- JT .801 *** .873 ***

JT3 <--- JT .810 *** .864 ***

JT4 <--- JT .731 *** .683 ***

PTS1 <--- PTS .811 .747

PTS2 <--- PTS .878 *** .872 ***

PTS3 <--- PTS .884 *** .895 ***

PW1 <--- PW .805 .741

PW2 <--- PW .759 *** .884 ***

PW3 <--- PW .196 .001 .154 .008

DEP1 <--- DEP .888 .885

DEP2 <--- DEP .884 *** .909 ***

DEP3 <--- DEP .694 *** .791 ***

주: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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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는 모두 음의 관계

로 밝혀졌으나 경찰공무원이 소방공무원보다 더 음의 관계

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면

우울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심리

적 복지감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5. 결 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 사

건’과 ‘출동충격정도’이었다. 반면에 ‘출동횟수’, ‘통제성’,

‘직무특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p<.001에

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 갖는 관계는 ‘생활사건’, ‘출동

충격정도’, ‘직무특성’ 순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와 양의 관

계를 가지는 반면에 통제성은 외상후 스트레스와 음의 관

계를 가졌다. 다만 ‘통제성’과 ‘직무특성’은 소방공무원에

서만 각기 p<.05 수준과 p<.01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

성을 가진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비교해보면 양 공무원 공히

‘생활사건’이 ‘출동충격정도’보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

더 큰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의 정도는 경찰공무원이 소

방공무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생활사

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반면 ‘직무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소방공

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직무특성이 갖

는 부정적 요인이 소방공무원에서 더 크게 부각되어 나타

나고 있음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이 갖는 직무특성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분석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감’을

떨어드리고 ‘우울’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

공무원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와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관

리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관계가

특히 소방공무원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히 소방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 양 공무원 보두 ‘심리적 복지감’이 공무

원의 ‘우울’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 공무

원에 대한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상의 유인

책들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에서

‘심리적 복지감’이 갖는 ‘우울’ 저하 효과가 소방공무원보

다 더 강하게 나타난 연구 결과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에 대

한 심리적 복지감 증대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현재 일선 소방관서에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자가 지

정되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충격적인 사고현장에

노출되어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계적인

PTSD 상담.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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