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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우울의 위험 요인 : 개인 및 직무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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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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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and job related factors as risk factors
for mental health of firefighters.
Methods : The data of 202 fire-fighters was analyzed by using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ll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ncluding demographics (sex, age, work duration),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the Colleague related traumatic events,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the Korean Perceived Stress Scale-10,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 scores:
Low Stress-Low Depression (LS-LD), High Stress-Low Depression (HS-LD), and High Stress-High Depression (HS-HD).
Results : A job related factor-organizational injustice-was a significant factor related to HS-LD, while
individual factors such as active coping level and childhood trauma experience and a job related factor-difficult physical environment-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S-HD.
Conclusion : These results imply the need to take both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approaches into account when managing the stress and depression of firefighters. More specifically, psycho-education to facilitate active coping strategy and adaptive emotional regulation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improvement of
physical work environment of firefighters should be supported. (Anxiety and Mood 2019;15(1):35-44)
KEY WORDS : Firefighters·Stress·Depression·Risk factors·Logistic regression.

서

론

상 뿐 만 아니라 우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방공무원
과 같이 극한 직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의 정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우울
보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에 초
점을 맞추어 왔다.1,2 그러나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신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만큼 우울감
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 대규모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00여 명 중 20.8%가 우울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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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이는 일반 노동자(8.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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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 역시 7.2%로 일반 노동자 1.7%에 비해 우려할 만한

었다. 더욱이 우울증상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자살사고에 대
정도였다.3
위험한 직무 환경과 같은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들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 의해서
도 보고된 바 있다. 급성과 만성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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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스트레스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McGonagle과 Kessler의 연구에 따

의 요인 역시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스

르면 급성 스트레스 보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울증상과 더욱

트레스의 일반적인 정의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스트레스

관련이 있었으며,4 Hammen 등5의 연구에서도 급성 뿐 만 아

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개인차원의 대응능력 수준을 넘어서

니라 만성 스트레스도 주요우울장애를 발병시킬 수 있음을

거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개인 내외적 자원에 위협을 가

확인하였다. 더욱이 만성 스트레스는 개인으로 하여금 급성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즉, 개인차원의

스트레스에 대해 민감하도록(sensitization) 만들어서 급성

역량과 사회ㆍ환경적 조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후에 우울감을 겪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도 보

인한 고통의 정도, 스트레스 수준이 결정된다.12 때문에 최근

고되었다.6

연구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생태학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급성 스트레스만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개인의 대처전략 뿐 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조건들의 영

스트레스 역시 우울증의 발병 기제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인임

향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3-15 이러한

에도 불구하고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흐름에 따라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4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위험한

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개인 차원의 요인 뿐만 아니라 직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만성 스트레스의

무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원들의 영향력 역시 조명해 보고자

결과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스트레스 수준

했다. 더불어 개인요인의 예측력을 통제하고 스트레스와 우울

이 높은 집단과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을 함께 경험하고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인들이 무엇인지 검토하

있는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고자 했다.

소방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상의 어려움이 이들의 정신건

스트레스와 우울을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본

강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 과거 외상 경험 등의 개인 요인과 동료

되어 왔다. Kim 등1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 요

관련 외상사건, 직무 스트레스 원 등의 직무 요인들에 초점을

인 중 직무 불안정이 우울과 가장 관련이 높았고, Yu17의 연

맞추었다.

구에서는 작업방식의 위험, 신체적 부담이 큰 작업, 시간적

스트레스 및 우울의 대표적인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대처전

제한, 과도한 책임감, 높은 직무요구 등이 우울 수준을 높이

략은 개인의 정서경험을 지각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Nieuwenhuijsen 등18은 직무 스트레

줌으로써 정서의 내용과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7 특히 역기

스 원 중에서 높은 직무요구, 낮은 직무자율, 보상부적절과 같

능적인 대처전략은 경험의 처리과정을 왜곡하여 정서조절의

은 요인들이, Dragano 등19의 연구에서는 보상부적절과 낮은

실패를 낳고 이는 다시 우울증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일

직무 자율성이, Saijo 등20의 연구에서는 관계갈등이 우울과

8,9

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처 전략을 문제 중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우

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를 포함하는 적극적 대처와

울 수준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고, 국내 소방공무원의 직무 환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를 포함하는 소극적 대

경은 국외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연구 결과를 그대

처로 구분하여 이 두 분류의 대처전략이 소방공무원의 스트

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어

레스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떠한 직무 스트레스 원들이 국내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와

과거 외상 경험 여부 역시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특히 아동기 학대와 같

우울 수준을 예측하는지 검토하여 국내 소방 환경의 특수성
을 고려한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 대인관계 맥락 안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경험은 우울을

동료의 사망이나 상해 등을 경험하는 일 역시 직무 상 여

야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 원에 더욱 민감(sensitize)하도록 만

러 스트레스 원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구

듦으로써 성인기 우울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

조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외상적 경험은 사체나 심각한 부

10,11

이 때 아동기 학대경험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상자들을 목격하는 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료의 부상이나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학대(abuse) 뿐 만 아니라 기본적

죽음과 같은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동료 관련 외상사건(Col-

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방임(neglect)

league-related potentially traumatic events)을 경험한 소방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의 경험 중

공무원들은 우울 뿐 아니라 PTSD 증상, 음주 문제 등 정신

한 가지라도 유의미하게 경험했다면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과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21 직·간접적인 외

것으로 보았다.

상사건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경험한다는 보

인되어왔다.

이와 같은 개인차원의 요인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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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있었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동료 관련 외상사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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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빈 등

을 보이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02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

을 소방공무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무 상 스트레스
원 중 하나로 보고 연구 모델에 포함하였다.

며, 이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점수에 따라 낮은 스트레스 낮은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에 있어서

우울집단(Low Stress & Low Depression, LS-LD, 103명,

개인 및 직무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증상에 보

50.99%), 높은 스트레스 낮은 우울 집단(High Stress & Low

다 기여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

Depression, HS-LD, 65명, 32.18%), 높은 스트레스 높은 우울

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소방공무원에 있어서 일반적

집단(High Stress & High Depression, HS-HD, 34명, 16.83%)

인 스트레스 관리 전략과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을 함께

으로 구분하였다. 낮은 스트레스 높은 우울을 보이는 집단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관리 전략을 차별화하는데 필요

제외한 이유는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에 사례수가 상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더불어 개인요인의

당히 적기 때문이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이들의 평균 연령

예측력을 통제한 직무요인들의 효과를 검토하여 보다 중요하

은 41.51세(SD=8.42)였으며, 근무기간은 평균 14년(SD=9.30)이

게 관심을 가져야 할 직무 스트레스 원이 무엇인지 살펴봄으

었고, 그 외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로써 임상적으로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개인요
측정도구

인과 직무요인을 모두 고려한 개입 전략의 마련을 제언하고,
정책적으로는 직무 환경의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수준
스트레스 수준은 Cohen과 Williamson23이 개발한 단축형

방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Park과 Seo24가 타당화한 한국판 지

법

각된 스트레스 척도(Korean Perceived Stress Scale-10, PSS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10)를 사용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

본 연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

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리커트 5점(0=전혀 없었다, 4=매우자

으며,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

주 있었다)으로 평가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방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

심하다고 할 수 있다. Cohen과 Williamson23와 Park과 Seo24

로 하였다. 참여한 모든 이들이 프로그램 전 후에 설문을 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총점 16점을 기준으로 0~16점까지는 낮

시하였으며, 본 연구에는 사전 설문을 완료하고 연구에 서면

은 스트레스 집단, 17점 이상은 높은 스트레스 집단으로 구분

으로 동의한 239명의 사전 설문결과만을 활용하였다. 그 중

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결측치 35명과 낮은 스트레스 높은 우울 증상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Group

All (n=202)

LS-LD (n=103)

HS-LD (n=65)

HS-HD (n=34)

n

%

n

%

n

%

n

%

190

94.1

100

97.1

12

5.9

3

2.9

58

89.2

32

94.1

7

10.8

2

5.9

Firefighter

29

14.4

14

13.6

13

20.0

2

5.9

Senior fire sergeant

49

19.8

26

25.2

8

12.3

6

17.6

Fire sergeant

54

26.7

20

19.4

22

33.8

12

35.3

χ2

Sex
Male
Female

4.40

Position

Fire lieutenant

41

20.3

16

15.5

14

21.5

11

32.4

Above fire captain

38

18.9

27

26.2

8

12.3

3

8.8

20.77

†

Marital
Single (unmarried, divorced, dead, separation)

44

21.8

19

18.4

16

24.6

8

23.4

158

78.2

82

79.6

49

75.4

26

76.5

High school or below

41

20.2

21

51.2

13

31.7

13

31.7

Colleage or upward

154

53.9

82

53.2

52

33.8

20

13.0

Married

0.89

Education
5.65

* : p＜0.05, † : p＜0.01, ‡ : p＜0.001. LS-LD : Low Stress & Low Depression, HS-LD : High Stress & Low Depression, HS-HD : High Stress
& High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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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인하였다. 이 도구는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

우 울
25

본 연구에서는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이 개발

스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 조직 문화 특성이 반영된 도구로

하고 Lee와 Song26이 번안한 벡의 우울척도(Beck Depres-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증의 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서적,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 증상들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척도로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0~3)

높을수록 해당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며,

대상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아래의 공식으로 100점 환산하

본 연구에서는 Shin 등27의 연구결과에 따라 총점 16점을 절

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참고치의

단점으로 하여 1~15점을 정상 집단, 16점 이상을 우울 집단

상위 50%와 하위 50%를 기준으로 해당 스트레스원이 높은

으로 구분하였다.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동기 학대경험

영역별 환산점수 =
28

29

아동기 학대경험은 Bernstein 등 이 개발하고 Yu 등 이 타
당화한 아동기 외상척도(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실제점수-문항수
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100

CT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학대, 신체방임, 정서학
대, 정서방임, 성적학대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분석 방법

있으며, 타당도 척도 3문항을 포함하여 총 28문항이다. 본 연

첫째, 낮은 스트레스 낮은 우울 집단, 높은 스트레스 낮은

구에서는 다섯 가지 하위요인 별 절단점을 이용하여 절단점

우울 집단, 높은 스트레스 높은 우울 집단에 따라 성별, 연령,

이상의 점수를 보고한 이들을 해당 유형에서의 학대경험이 있

아동기 학대경험, 대처전략 등의 개인요인 그리고 근무기간,

다고 보았으며, 정서 및 신체 학대, 성학대, 정서 및 신체방임

동료 관련 트라우마 경험, 직무 스트레스 원 등의 직무요인들

중 한 가지 학대경험이라도 있는 경우를 아동기 학대경험이

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분산분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 결과, 각 집단에 따라 사례수

대처전략

혹은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요인들 중에서 스트레
30

31

대처전략은 Folkman과 Lazarus 가 개발하고 Kim과 Lee

스와 우울 수준에 따른 세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는 요인이

가 타당화한 대처방식척도(Ways of Coping Checklist, WCC)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를 사용하였다. 총 64문항이며 4점 리커트척도(0=사용안함,

였다. 단, 교차분석 결과에서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

3=자주사용)이다.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

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검정 통계량이 카이제곱분포에 근사

중심적 대처 22문항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6문항은 적극

하지 않아 교차분석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요인들은 다항 로

적 대처로 분류되고 정서 완화적 대처 25문항과 소망적 사고

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처 11문항은 소극적 대처로 분류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결

과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에 따른 집단 특성

동료 관련 트라우마 경험
본 연구에서는 ‘근무 중 동료가 사망하였다.’ ‘근무 중 동료의

각 집단에 따라 성별, 연령, 아동기 학대경험, 대처전략 등

심한 부상을 목격하였다.’ ‘동료가 자살하였다.’의 질문을 사용

의 개인요인 그리고 근무기간, 동료 관련 트라우마 경험, 직무

하여 동료 관련 트라우마 경험(Colleague-related traumatic

스트레스 원 등의 직무요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events)여부를 확인하였다. 세 문항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위하여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응답한 경우, 동료 관련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고 보았다.

차이가 유의했던 요인들은 개인요인에서는 연령, 아동기 학대
경험, 적극적 대처전략이었으며 직무요인에서는 물리환경, 관

직무 스트레스

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관련 직
32

직무 스트레스는 Chang 등 의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무 스트레스들이었다(Table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집단

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

모두에서 40대 비율(42.7%, 36.9%, 38.2%)이 가장 높았고, 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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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빈 등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job-related factors and the level of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 in firefighters
Variables

LS-LD (n=103)

HS-LD (n=65)

HS-HD (n=34)

n

n

n

%

%

%

χ2 or F

IndividualFactors
χ2=13.51*

Age (years)
20‘s

7

6.8

7

10.8

1

2.9

30’s

39

37.9

22

33.8

7

20.6

40’s

44

42.7

24

36.9

13

38.2

50’s

13

12.6

12

18.5

13

38.2
χ2=29.11‡

Childhood trauma experience (CTQ)
No

64

62.1

31

47.7

3

8.8

Yes

39

37.9

34

52.3

31

91.2

Coping (WCC)
Active cope

1.62

0.41

1.51

0.37

1.22

0.44

F=12.57

Passive cope

1.37

0.41

1.42

0.35

1.41

0.42

F=0.43

‡

Job-related Factors
χ2=10.55

Work duration (years)
1-9 y

47

45.6

26

40.0

6

17.6

10-19 y

24

23.3

19

29.2

10

29.4

20-29 y

28

27.2

16

24.6

16

47.1

4

3.9

4

6.2

2

5.9

30 y over

χ2=2.52

Colleague-related traumatic events experience
No

48

46.6

25

38.5

11

32.4

Yes

55

53.4

40

61.5

23

67.6

Job stress (KOSS)
χ2=14.49‡

Physical environment
Low

61

59.2

33

51.6

7

21.2

High

42

40.8

31

48.4

26

78.8
χ2=3.77

Job demand
Low

68

66.0

34

53.1

17

51.5

High

35

34.0

30

46.9

16

48.5

Insufficient job control

F=2.53

Low

76

73.8

42

65.6

20

60.6

High

27

26.2

22

34.4

13

39.4
χ2=28.27‡

Interpersonal conflictl
Low

74

71.8

43

67.2

7

21.2

High

29

28.2

21

32.8

26

78.8
χ2=35.30‡

Job insecurityl
Low

94

91.3

54

84.4

15

45.5

High

9

8.7

10

15.6

18

54.5
χ2=31.89‡

Organizational system l
Low

77

74.8

32

50.0

7

21.2

High

26

25.2

32

50.0

26

78.8
χ2=16.36‡

Lack of rewardl
Low

102

99.0

57

89.1

26

78.8

High

1

1.0

7

10.9

7

21.2
χ2=12.68‡

Occupational climatel
Low

54

52.4

21

32.8

7

21.2

High

49

47.6

43

67.2

26

78.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 : p＜0.05, †: p＜0.01, ‡: p＜0.001. LS-LD : Low Stress & Low Depression, HS-LD :
High Stress & Low Depression, HS-HD : High Stress & High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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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외상경험이 있는 이들은 HS-HD 집단(91.2%)에서, 대처

배 높았고(95% CI=0.06-0.63, p＜0.01),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

전략의 경우, LS-LD 집단에서 적극적 대처 전략 점수가 가장

을 경우 6.794배 높았다(95% CI=1.82-25.34, p＜0.01)(Table

높았다. 직무 요인에 있어서는 물리적 환경 스트레스, 관계갈

4). 이후,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을 추가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관련 스트레스, 보상부적절, 직장문

LS-LD 집단에 비하여 HS-LD 집단에 속할 확률은 조직체

화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 속한 비율이 HS-HD 집단

계가 불안정할수록 2.324배 유의하게 높았다(95% CI=1.08-

(78.8%, 78.8%, 54.5%, 78.8%, 21.2%, 78.8%)에서 가장 높았

5.02, p＜0.05)(Table 3). 또한 HS-LD 집단에 비하여 HS-HD

다. 그러나 직무요인 중에서 보상부적절 요인의 경우, 기대빈

집단에 속할 확률은 적극적 대처전략 평균점수가 1점 감소할

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검정 통계

수록 4.67배 높았고(95% CI=0.05-0.87, p＜0.05), 아동기 학

량이 카이제곱분포에 근사하지 않으므로 교차분석결과의 신

대경험이 있을 경우 4.77배 높았다(95% CI=1.14-20.03, p＜

뢰도가 낮았다.

0.05). 또한 물리적 직무환경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일수
록 3.689배 높았다(95% CI=1.08-12.64, p＜0.05)(Table 4).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

교차분석 결과, 각 집단에 따라 사례수가 유의한 차이를

찰

보였던 요인들 중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따른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

본 연구의 목표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직무요인 중에서 보

유의하게 예측하는 개인 차원의 요인과 개인의 대응 역량을

상부적절 요인의 경우 교차분석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져 다항

넘어서는 직무 차원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연령, 아

속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동기 학대경험, 적극적 대처의 개인요인과 물리환경, 관계 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에 중요한 직무요인이 무엇인지 살

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직장 문화 관련 직무 스트레스 요

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들이 분석 모형에 포함되었다.

첫째, 교차분석 결과, 개인요인 중에서 연령, 아동기 학대경

우선, 연령, 아동기 학대경험, 적극적대처의 개인요인만을

험, 적극적 대처전략, 직무요인 중에서는 물리적 환경, 관계갈

포함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LS-LD 집단에 비하여 HS-LD

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와 관련된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개인요인은 확인되지 않

스트레스 요인들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다.

은 반면(Table 3), HS-LD 집단에 비하여 HS-HD 집단에 속

둘째, 스트레스만 높은 집단과 스트레스와 우울수준이 모

할 확률은 적극적 대처전략 평균점수가 1점 감소할수록 5.076

두 높은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Table 3. The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redicting the level of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 in firefighters
(base group=LS-LD)
HS-LD
Model 1

Model 2

OR

95% CI

OR

95% CI

Age (years)

0.97

0.66-1.42

1.10

0.73-1.65

Active cope (WCC)

0.51

0.23-1.15

0.59

0.26-1.38

Childhood trauma experience (CTQ)

1.77

0.93-3.40

1.55

0.77-3.14

Physical environment

1.01

0.50-2.04

Interpersonal conflict

0.66

0.30-1.45

Job insecurity

1.43

0.50-4.08

Organizational system

2.32

1.08-5.02

Occupational climate

1.88

Individual factors

Job-related factors

-2 LL
Nagelkerke R2
Model chi-square

298.49

0.91-3.90
293.49

0.27

0.43

54.40

94.12

‡

‡

* : p＜0.05, †: p＜0.01, ‡: p＜0.001.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LS-LD : Low Stress & Low Depression, HS-LD : High
Stress & Low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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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predicting the level of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 in firefighters
(base group=HS-LD)
HS-HD
Model 1
OR

Model 2
95% CI

OR

95% CI

Individual factors
Age (years)

1.73

0.98-3.06

1.73

0.91-3.27

Active cope (WCC)

0.20

0.06-0.63

0.22

0.05-0.87

Childhood trauma experience (CTQ)

6.79

1.82-25.34

4.77

1.14-20.03

Physical environment

3.69

1.08-12.64

Interpersonal conflict

2.90

0.90-9.33

Job insecurity

2.73

0.86-8.69

Organizational system

1.04

0.30-3.61

Job-related factors

Occupational climate
-2 LL

1.81
298.49

Nagelkerke R2
Model chi-square

0.46-7.12
293.49

0.27

0.43

54.40

94.12

‡

‡

* : p＜0.05, †: p＜0.01, ‡: p＜0.001.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HS-LD : High Stress & Low Depression, HS-HD : High
Stress & High Depression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스트레

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경험은 우울을 야기할 수 있는 스트

스와 우울이 모두 낮은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한 결과, 스트레

레스 원에 더욱 민감하도록 만들어 우울을 포함한 다양한 정

스와 우울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만 높은 집단을

서문제에 취약하도록 만든다는 보고도 있다.10,11

유의하게 예측한 요인은 조직체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원이었

대처 전략의 경우, 소극적 대처 전략의 사용 정도가 소방공

다. 즉, 근무평가나 인사제도가 비합리적이거나 업무수행을

무원의 스트레스나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않았

위한 조직의 지원이 부족하고, 부서 간 업무 협조나 합리적

고, 적극적 대처 전략을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는지 정도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경력 개발이나 승진 가능성이 적으며, 현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낮은 스트레스 낮은 우

직위가 부적합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울, 높은 스트레스 낮은 우울, 높은 스트레스 높은 우울 집단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모두 낮은 집

에 따라 소극적 대처 전략의 사용 정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단에 비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이 모두 높은 집단을 유의하게

없었다. 이는 적극적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

예측하는 요인은 개인요인 중에서 아동기학대경험과 적극적

스 보다는 우울을 강화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처 전략이었으며 조직 요인 중에서 물리적 환경과 직무 불

역으로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적극적

안정 관련 스트레스 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높은 스트레스 집

대처 전략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낳

단을 참조 집단으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더불어 소극적 대처 전략의 사용 정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집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개

도보다 적극적 대처 전략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가 높은

인요인 중 적극적 대처전략, 아동기 학대경험여부, 직무요인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처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

중 물리적 환경 관련 스트레스 원이었다.

이기도 하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장기적으로 성인기 우울에까지 영향을

이와 같은 개인요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유의하게 높은 스

미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들에서 지지받고 있으며, 우울은 아

트레스 높은 우울 집단을 예측했던 직무요인은 물리적 직무

동기 학대경험과 관련된 부적응 증상 중에서 일관되게 보고

환경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이 때 물리적인 직무 환경

11,33

아동기 학대경험이 우울을 야기하는

관련 스트레스란 공기오염, 등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한

기제에는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의 다각적인 매개 요인들이

되는 주요 문제이다.

정도, 직무 상 사고를 당할 가능성 정도 등 직업방식의 위험

관여하고 있는데,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

성,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 등 신체 부담 등

된 초기 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s), 부적응적

을 말한다. 물리적 직무 환경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인지양식, 정서조절 문제, 정서표현의 양가성, 회피행동 등이

에 얼마나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고 있는지는 많은 연구들을

그것이다.34,35 그 외에도 아동기 학대와 같이 대인관계 맥락 안

통해 확인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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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체가 잠재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고 예측 불가능한

경험과 같은 개인요인보다 직무 환경의 스트레스들에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긴장도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우울감

근무함으로써 야기되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위험이 잠재된

을 높이는 데에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적극적

근무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 위험으로부터 스스

대처전략이나 아동기 학대경험과 같은 개인요인들 역시 상당

로와 동료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는

한 수준으로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

36,37

더

가 만성화되어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직무 스트레스 뿐 만 아

불어 현장 활동 인력 부족, 각종 장비 부족, 보급된 보호 장

일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니라 개인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일 수

구 및 장비에 대한 사후검사 등 지속관리유지 제도의 미흡으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우울의 만성

로 사용 중에 장비 장구의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적극적 대처

38,39

도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전략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 직무

위의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조직체계와 관련된 직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스트레스는 소방공무원의 일상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데

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에 잠재된 위험 요소들

상당한 영향을 주며, 아동기 학대경험여부, 적극적 대처전략

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더라도 현장 활동 인력확충, 각

의 사용정도, 물리적인 직무 환경 관련 스트레스는 소방공무

종 장비 보강, 보급된 보호 장구 및 장비에 대한 사후검사 등

원의 일상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우울감을 높이는 데에도

의 지속관리유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유의한 위험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즉, 동일하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구조적으로 확보되는 일은 생

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더라도 아동기 학대경험이

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서 야

있고 적극적 대처전략의 사용 정도가 낮으며, 물리적 직무 환

기되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으

경이 좋지 않은 경우, 높은 일상 스트레스와 더불어 상당한

로 보인다.39,42

우울감을 함께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대한 차별적인 관리 전략의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스트레스만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첫째, 소방공무원과 같이 직무 특성 상 외상에 준하는 스

경우에는 조직체계 관련 스트레스 원이 유의한 위험요인이었

트레스 원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와

다. 그러나 낮은 스트레스와 우울, 높은 스트레스 집단과 비

40-42

직무 스트레스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개인 요인과 비

교했을 때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집단을 유의하게 예측했던

교해서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

요인들은 적극적 대처전략, 아동기 학대경험과 같은 개인요인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과 직무요인을 모두 포함한 연구

들 뿐 만 아니라 물리 환경 관련 스트레스 원과 같은 직무요

모델을 설계하였고,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따라 개인 및 직

인도 있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 측

무요인들의 예측력이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높은

면에 있어서는 개인의 적성이나 업무수행능력이 고려된 보직

스트레스 집단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는 개인요인은 확인되

배치, 승진심사의 합리성 등 조직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

지 않았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현재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

안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만성화된 스

는데 보다 기여하고 있는 것이 연령, 대처 전략, 아동기 학대

트레스의 결과로써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입에는 개인적
인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전략의 사용을 촉진하고, 과거 외상
경험의 영향력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지도식의 변화나 적응적

Low stress
Low depression
•Job-related factor :
organizational
injustice

인 정서조절 및 표현의 사용에 대한 심리교육을 지원하며, 정
책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물리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High stress
Low depression

•Individual factor :
childhood trauma
experience, low levels
of active coping
•Job-related factor :
difficult physical
environment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이 가지는 한계로서 본 연구에 사용된
High stress
High depression

Figure 1. Individual and Job-related predictors of the level of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 in firefighters.

42

척도 평정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개인차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
다. 둘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은 표본
을 대상으로 연구 모델이 지속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서중심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등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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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3 대처전략이 우울 수준에 대한 예측인이기도 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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