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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가 PTSD에 미치는 영향 :
분노반추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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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Frequency of Job Related Trauma Types and PTSD Symptoms of Firefighters :
The Moderating Effect of Anger R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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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sychiatry1,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Department of Psychology2,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frequency of job related
trauma types and the PTSD symptoms severity of firefighters, in relation to the moderating effect that anger
rumination plays in the association between those of them.
Methods : We examined data from 116 firefighters from Gyeonggi-do. The following instruments were
applied: the Life Events Checklist (LEC), the Korean vers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K-ARS) and
the Primary Care PTSD screen (PC-PTSD).
Results : A higher exposure frequency of job related trauma types was associated with severe PTSD
symptoms; we discovered, however, that anger rumination exacerbated their relationship.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that anger rumination is one of the variables to exacerbate PTSD symptoms
in firefighters.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the level of anger rumination when running
a program to predict or mitigate PTSD symptoms in firefighters. (Anxiety and Mood 2018;14(1):1-6)
KEY WORDS : Firefighters·Trauma·Anger rumination·PTSD.

서

론

하게 된다. 이는 정신적 외상으로 작용하며 소방공무원의 신
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방공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구조 현장에 일차적으로 투입되며 심
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 시체 또는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등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

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유병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PTSD 유병률은 직무로 인한 외상
노출 빈도가 많고2,3 구조상황에서의 충격 정도가 클수록,4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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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무부서로는 응급 의료 서비스와 화재진압1에서 높게 나

PTSD 증상의 발현 및 진단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외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 모두가 동일한
PTSD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특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의 PTSD에 직무관련 외상빈도와 분노반추가 미치는 영향

대상 및 방법

반복적 외상 노출로 인한 PTSD 증상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6

7

사회적지지, 정서활용 및 정서조절능력, D유형 성격과 소극
적 대처 사용,8 회복 탄력성,9 유머10가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

연구대상

지지가 충분하고, 정서활용 및 정서조절능력이 높으며, 회복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경기도 지역에 근무 중인 소방공

탄력성과 유머 수준이 높을수록 PTSD 증상은 완화되었고 D

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1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유형 성격과 소극적 대처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PTSD 증상

였으며 126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

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의 직무

를 제외하고 11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

관련 외상으로 인한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변인

은 남성 97명, 여성 19명으로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

들이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수가 많지 않다. 더욱이 이들

고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7.76(SD=8.10)세였다. 결혼 상태는

의 높은 PTSD 유병률과 업무 특성상 외상에 노출이 불가피

기혼 71.6%, 미혼 25.0%였고, 그 외 1.8%는 이혼과 별거 중으

하고 업무 환경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PTSD

로 응답하였다. 참여자의 대다수는 대학 졸업자 이상이었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그에 따른

계급은 소방사 28.4%, 소방교 22.4%, 소방장 24.1%, 소방위

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6%, 소방경 이상이 2.6%였다. 근무부서는 화재진압 46.6%,

반추는 과거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또는 부정적 기분에 대

구급 22.4%, 행정 8.6%, 기타(i.e. 예방 업무, 지령실 업무, 장비

한 반복적, 자기 초점적인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의 일종으로

업무) 업무는 8.7%로 화재진압이 가장 많았다. 참여자의 평균

PTSD를 예측하고 증상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근무기간은 9.81(SD=8.00)년이었고 근무형태는 격일제가

11

다. 이처럼 반추가 PTSD에 작용하는 기제는 반추와 관련된

27.6%, 일근이 6.9%, 2교대 근무가 51.7%로 2교대 근무가 가

정서가 PTSD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즉

장 많았다(Table 1). 모든 연구의 과정은 분당차병원 연구윤

반추가 외상을 겪은 개인의 부정 정서를 높임으로써 PTSD 증

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

상이 유발되고 그 정도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며, 모든 대상자들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반추와 관련된 정서는 다양한데 그 중 PTSD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노이다.12 분노는 인간의 기본 감정 중 하

평 가

나로 외상에 의해 야기되는 감정이자 PTSD를 예측하는 유의

임상적 척도로 생활 사건 체크리스트(Life Events Check-

한 정서변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로 인해 잠재적

list, 이하 LEC),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선별검사(the Primary

외상에 노출되는 직업 종사자들에게서도 확인된다. 재난 구조

Care PTSD screen, 이하 PC-PTSD), 한국판 분노반추척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분노 심

(Korean vers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이하 K-

각도가 1년 후 그들의 PTSD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으

ARS)를 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

며,13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외상으로 인한 PTSD에서도

LEC는 미국 the National Center for PTSD에서 잠재적인
외상사건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the Clinician Admin-

14

분노가 유의한 예측 변인이었다.

종합해보면 반추와 관련된 부정정서의 증가가 PTSD에 직

istered PTSD scale(CAPS)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척도로 총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정서로 분노를 들 수 있다는

17개의 잠재적 외상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19 각 사건에 대해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PTSD에 있어서 반추와 분노를 함

서 ‘경험한 적이 있음’, ‘경험한 적이 없음’으로 경험여부를 답

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무로 인한 외상경험에

이에 본 연구는 분노와 반추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

국한시키기 위하여 ‘직무로 인해 경험’, ‘해당경험 없음’으로 응

를 위해 분노반추(anger rumination)를 상정하였다. 분노반추

답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

는 분노, 반추와 구분되지만 분노 및 반추 두 개념 모두와 밀

된 빈도는 ‘직무로 인해 경험’에 응답한 사건 개수의 합계를

15

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이는 분노에 있어서 반추의 중요성이
16

사용하였다. PC-PTSD는 PTSD 스크리닝 검사로 PTSD 위험

대두되면서 제안된 개념으로 분노 유발 사건이나 경험, 분노

군을 일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20 총 4문항으로

17

감정에 대해 의도치 않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다.

각 문항은 재경험(re-experiencing), 정서마비(numbing), 회피

이는 개인의 특성 분노 및 상태 분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

(avoidance), 그리고 과각성(hyper-arousal)에 대한 내용이다.

을 뿐 아니라 신체적 역기능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이분변수로 응답하게 되어있고 총

18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노반추가 PTSD에 있어서도

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PTSD 변별에 가장 효율적인 절단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cutoff)은 3점 이상이지만 1차 진료환경에서는 2점을 절단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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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Variable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직무
N

%

97

83.6

Gender

Male
Female

19

16.4

Age

20’s

19

16.4

30’s

55

47.4

Marital state

Educational
background

30

25.9

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tatis-

12

10.3

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9.0(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였다.

Single

29

25.0

Married

83

71.6

Etc

2

1.8

Non

2

1.7

Less than a bachelor’s degree

22

19.0

Bachelor’s degree or higher

93

80.1

Work pattern

결

과

직무관련 외상사건 유형에 노출된 빈도

1

0.9

참여자의 평균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와 표준

Fire fighters

33

28.4

Senior Fire fighters

26

22.4

편차는 4.41회(SD=3.78)였다. 외상사건 유형에 있어서는 교통

Fire Sergeant

28

24.1

Fire Lieutenant

10

8.6

3

2.6

사고(61.5%), 화재 또는 폭발(59.85)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보
고가 가장 많았고, 급작스러운 변사(53.0%) 및 사고사(53.8%)
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 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Non

16

13.8

반면, 원하지 않거나 불편한 성적 경험, 전투나 전쟁터의 노

Fire suppression

54

46.6

출, 감금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소방공무원은 5%미만이었다
(Table 2).

Emergency services

26

22.4

Administration

10

8.6

Other

10

8.7

Non

16

13.8

38

32.8

Duration of work Less than 5
(year)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

40’s

Fire Captin
Department

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

50’s

Non
Position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 PTSD 증상, 분노반추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 분노반추 및 PTSD
증상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5-10

21

18.1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

11-15

21

18.1

평균과 표준편차는 4.41(SD=3.78), 분노반추의 평균과 표준편

16-20

7

6.0

Over 21

29

25.0

Every other day

32

27.6

8

6.9

노출된 빈도와 분노반추(r=0.23, p＜0.05), 직무 관련 외상 유

Daily

차는 18.85(SD=8.11), PTSD증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0.39
(SD=0.91)이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Double shift

60

51.7

형에 노출된 빈도와 PTSD 증상(r=0.32, p＜0.01), 분노반추

Non

16

13.8

와 PTSD 증상(r=0.36, p＜0.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었다.

으로 추천하고 있다. PC-PTSD는 간단하지만 외상 후 스트
레스장애 체크리스트(the PTSD symptom Checklist, PCL)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

보다 전반적인 질, 민감성, 특이성, 효율성에 있어서 더 뛰어난

서 분노반추의 조절 효과

것으로 나타났다.21 K-ARS는 분노반추 수준을 측정하기 위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와 PTSD 증상의 관계

한 검사로 세 가지 하위요인인 분노기억반추(anger memories

에서 분노반추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에는

rumination), 원인반추(rumination of causes), 보복반추(ru-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를 투입하고, 2단계에는

22

mination of revenge)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이다. 각

분노반추를 추가 투입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는 직무 관련 외

문항은 1~4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와 분노반추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문항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입하여 각 단계별 설명량과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Table 3).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다중공선성을 낮추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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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표준화 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는 PTSD 증상에 대해 10%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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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을 가지며 유의한 회귀식을 보였고(F=12.98, p＜0.001),

나, 분노반추가 낮은 집단에서는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

분노반추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식도 9%의 추가 설명력

된 빈도가 높아져도 PTSD 증상이 심각해지지 않는 것으로

을 보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29, p＜0.001). 마지막

나타났다.

으로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와 분노반추의 상호

고

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에서는 4%의 추가 설명력을 보

찰

였으며,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93, p＜0.001).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와 분노반추의 상호작용

본 연구는 직업 특성상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소방관

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에서 1SD 낮은 경우는

들의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가 PTSD 증상에 미

낮은 분노반추로, 평균은 중간 분노반추로, 평균에서 1SD 높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를 분노반추가 조절하는지 검

은 경우는 높은 분노반추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소방관 116명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그래프를 도시하였다(Figure 1). 각 회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선의 기울기를 살펴본 결과 분노반추가 높은 집단과 중간 집

소방관들의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와 유형을

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t=3.85, p＜0.001 ; t=2.52, p＜

조사한 결과 평균 4.41개의 직무관련 외상사건을 경험한 것

0.05), 낮은 집단은 유의하지 않았다(t=0.42, p=ns). 즉 분노반

으로 나타났고, 참여자 절반 이상이 교통사고, 화재 또는 폭

추 수준이 중간인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직무 관련 외상

발, 급작스러운 변사 및 사고사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형에 노출된 빈도가 높아질수록 PTSD 증상도 심각해졌으

이는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23와 비슷한
결과이나 외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차이가

Table 2. Type and frequency of job related trauma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Frequency*

Type of job related trauma

노출된 빈도는 미국,24 포르투갈,25 북아일랜드26 소방공무원

(%)
72 (61.5)
70 (59.8)

An accidental death

63 (53.8)

Unusual death

62 (53.0)

Other serious accident

44 (37.6)

Natural disaster

39 (33.3)

Other very stressful event

38 (32.5)

Physical assault

29 (24.8)

Life-threatening injury/ illness

23 (19.7)

Exposure to toxic substance

23 (19.7)

Assault with a weapon

22 (18.8)

Sexual assault

10 (8.5)

Severe human suffering

1.2

1.0

Serious injury/ death of another caused by me

5 (4.3)
4 (3.4)

Combat

3 (2.6)

Captivity

1 (0.9)

0.6

0.4

0.2

8 (6.8)

Other unwanted sexual experience

AR
High
Med
Low

0.8
PTSD

Motor vehicle accident
Fire/ Explosion

0.0

Low

Med

High

JTF

Figure 1. AR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TF
and PTSD symptoms. AR : Anger Rumination, JTF : Job related
Trauma exposure Frequency.

* : Sum can be over 116, because items allowed duplicate response
Table 3.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PTSD symptoms
ΔR2

R2

Adj.R2

ΔF

0.32

‡

0.10

0.10

0.09

12.98

‡

JTF

0.25

†

0.09

0.19

0.18

12.32

†

AR

0.31

†

0.04

0.23

0.21

Independent variable

β

Step 1

JTF

Step 2
Step 3

JTF

0.21*

AR

0.31

JTF×AR

0.19*

5.21*

‡

* : p＜0.05, †: p＜0.01, ‡: p＜0.001. JTF : Job related Trauma exposure Frequency, AR : Anger R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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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등

에 비해 낮았다. 외상 유형의 경우 미국 소방공무원의 주된
24

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외에도 직무 상 잠재

직무 관련 외상은 전쟁 또는 교전 지역에서의 서비스 로 본

적 외상에 노출 위험이 있는 직업군 종사자(e.g., 경찰 공무

연구 소방 공무원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원,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반복검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

상관분석 결과 직무 관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 분노반

결과의 일반화 또는 직업군 간의 차이를 발견하는데 의미가

추 및 PTSD 증상은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직무 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련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소방공무원의 PTSD 증

통해 이뤄진 것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상 심각도 또한 높은 것으로 이전에 직무관련 외상경험 빈도

받았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적인 외상경험을 측정

가 높아질수록 PTSD 증상이 심각해진다고 보고한 연구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2,3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분노반추를 많이 하는 소방공무

이후 연구에서는 직무관련 외상 이외의 개인적인 외상 유무

원들의 높은 PTSD 증상 심각도는 분노반추가 PTSD를 예측

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하는 변인인 반추 및 분노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점17에서

고 횡단적 연구로 인과관계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후 연

이해될 수 있다.

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분노반추 정도의 변화가 PTSD 증상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분노반추의 조절 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분노반추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연구 또는 실험 연구를 통하여 검
증할 필요가 있다.

외상 유형에 노출된 빈도에 따라 PTSD 증상에 유의한 차이

결

가 없었으나 분노반추가 높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외상 유형

론

에 노출된 빈도에 따라 PTSD 증상이 악화되었다. 즉 직무로
인해 외상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 때 분노반추를 많이 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 특성 상 외상의 노출이 불가피하기

심각한 PTSD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분

때문에 그들의 반복적인 직무관련 외상 노출로 인한 PTSD 증

노나 반추뿐만 아니라 분노반추 역시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중재

유의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PTSD에 있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

어서 분노반추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PTSD

로 분노반추를 상정하여 검증한 결과 분노반추가 소방공무원

에 있어서 분노 및 반추의 역할을 검증한 선행 연구11,12를 통

의 PTSD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하나의 구별되는 변인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에 대한 예방과 완화를 위

으로 분노반추를 직접 측정하였으며 소방관을 대상으로 했

해 분노반추 정도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분노반추에 따른 분노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분노반추는 개인의 분
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18 분노와 공격성에 대한

중심 단어 : 소방공무원·외상 사건·분노 반추·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인지 통합적 모델(Integrative Cognitive Model, ICM)2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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