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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인력으로, 충격이 큰 

외상 사건에 반복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취약한 직업군이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중 외상 경험을 피할 수 없지만, 외상을 경험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전략 뿐만 아니라, 외상 경험을 통한 긍정적 변화인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Calhoun과 Tedesci의 외상 후 성장 모

형(Posttraumatic Growth Model)을 토대로 구조모형을 구축하였다. 소

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은 업무와 관련한 것이므로 업무 중 반복적으로 외

상 경험을 하는 직업군(소방공무원, 경찰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를 근거로, 외생변수를 소명의식, 외상 경험, 가족의 지지, 동료

의 지지, 조직의 지지로 설정하였고, 내생변수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자

기 노출,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와 Y시의 3개 소방서에 소속되어 화재진압, 구

급, 구조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이

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

어졌고 총 33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과 

AMOS 23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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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Normed χ2=2.913, GFI=.848, CFI=.943, 

TLI=.930, RMSEA=.076)는 권장수준을 만족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

장을 예측하는데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총 21개 가설 중 

10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는 소명의식, 

외상 경험, 동료의 지지, 의도적 반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상 

후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의도적 반추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57.8%로, 이는 선행연구의 설명력보다 높은 수준

이어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보다 

잘 설명하였다고 본다. 또한 자기 노출과 조직의 지지는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상 경험과 가족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가족의 지지는 자기 노

출에, 조직의 지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자기 노출은 의도적 반추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서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 조직의 지지, 소명의식,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부정적 

결과 뿐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는 긍정적 결과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관련 

중재 프로그램 및 정신 건강 정책 수립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관리에만 집중하기보다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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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목표를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간호중재전략을 모색하

는데 유용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소방공무원,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구조모형

학번: 2009-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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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상기후와 산업화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자연 재난과 인적 재

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난의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

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되어 재난의 규모를 줄이고 위험

에 처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전혀 

수습되지 않은 재난 현장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외상을 자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자신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일차 외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재난을 경험한 다른 사람

의 처참한 상황에 노출됨으로 인해 이차 외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인이 평생동안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난현장에 반복하

여 노출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알려져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므로 소방공무

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소방공무원 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안

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반복되는 외상 경험

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취약한 소방공무원은 정신간호 영역에서 간호 제

공의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정신 건강 증진

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의 유병률(류지아 외, 2017; 신화영, 

황순택과 신용태,2015; 최혜경, 2010),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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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2015; 이나윤과 하양숙, 2012; 이동훈 외, 2017), 외상 후 스

트레스의 관련요인 탐색(김윤정, 2011; 임현희, 2012)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선행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 경험하는 외상 경

험으로 인한 고통, 병리적인 상태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외상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외상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병

리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외상 사건을 통해 고통스러운 과정

을 경험하지만, 개인의 내적 특성 및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상 사건 

이전의 기능 수준을 초월한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유정과 최남

희, 2015, Bonanno, 2004; Calhoun & Tedeschi, 1995; Kleim & Ehlers, 

2009). 이처럼, 외상 사건 이후 경함하는 긍정적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

라고 하는데(Calhoun &  Tedeschi, 2004), Calhoun과  Tedeschi(1995, 

2004)는 외상 후 성장 과정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개발하였고, 다음과 같이 외상 후 성장 과정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특성(성격특성,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가진 개인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핵심신념은 도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상 

경험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침습적 반추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통 받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누군

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자기 노출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외상 사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의도적 

반추를 하게 되면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Calhoun & 

Tedeschi, 1995, 2004).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변화시

키기 어려운 외상 전 개인의 성격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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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4; 정인명, 2009)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Calhoun과  Tedeschi(2006)가 제시한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을 부분적으로(곽민영과 배정이, 2017; 김영재, 2011; 양승

경, 2016) 다루고 있어서, 외상 후 성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alhoun과 Tedeschi(1995, 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은 외상 후 

성장을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외상 후 성장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지만, 해당 모형의 모든 

개념을 포함한 국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lhoun과 Tedeschi(2006)의 외상 후 성장 모형

의 핵심개념인 외상 전 개인 특성, 외상 경험, 핵심 신념의 도전 및 자

기 노출, 의도적 반추를 모두 모형에 포함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이 업무 중 발생함을 고려하여 직업과 관련된 소명의식을 추가한 소방공

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Calhoun과  Tedeschi(1995, 2004)가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한 외

상 후 성장 관련 개념들은 주로 개인 내적 과정과 관련한 개념이지만, 

사회적 지지는 외부의 조력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외상 후 성장을 위해

서는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 본인의 인지적 노력 등 개인 내적 과정도 필

요하지만, 사회적 지지라는 외부의 조력 역시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 내적 과정인 자기 노출과 의도

적 반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매우 중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그 원천(source)에 따라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효과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인의 외상 후 

성장은 가족의 지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외상 사건을 동료와 함께 

경험하는 직업군의 외상 후 성장은 가족 지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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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반면, 동료의 지지와 조직의 지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영재, 2011; Clapp & Gayle Beck, 2009; Filipas and Ullman , 

2001; Laffaye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주목

하고자 하며, 사회적 지지를 가족, 동료, 조직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포

함시켜서, 그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을, 직업적 특성상 외상 경험을 피할 수 없기에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다

양한 정신 건강 문제에 취약한 대상자로 여겨왔다. 그러나 외상 경험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보다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한 대상자

로 소방공무원을 바라보고 그들이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보다 돌봄을 실천하는 간호학적 관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

장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중재목표를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

인 간호중재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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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모

형을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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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직업과 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공적인 업무수행

을 통해 자아 실현과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직업태도를 의미한다

(Bunderson & Thompson, 2009). 본 연구에서는 Hagmaier와 Abele(2012)

이 개발한 다차원적 소명 척도를 하유진 등(2014)이 번안한 한국판 다차

원적 소명척도(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 MCM-K)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외상 경험

외상 사건은 실제 죽음이나 생명의 위협, 심각한 부상 또는 신체적 안

녕의 위협, 무력감, 공포, 전율을 초래하는 사건이다(APA, 2013). 본 

연구에서 외상 경험은 외상 사건 경험의 빈도와 외상 사건의 충격 강도

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인 자원을 의미한다(한미현,199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세 가

지 원천(source) 즉 가족, 동료, 조직으로 나누어서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a. 사회적 지지(가족):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

회적 지지 척도를 유희정(201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 대

상 항목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b. 사회적 지지(동료):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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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 척도를 유희정(201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동료 대

상 항목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c. 사회적 지지(조직): Eisenberger 등(1986)이 제작한 지각된 

조직의 지지(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척도를 김문석

(1990)이 번안하고, 유홍미(2002)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란 전쟁, 범죄, 자연재해, 사고 등의 극도의 외상적

(traumatic) 사건을 겪은 일부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침습

적 기억, 재경험, 악몽, 회피, 불안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Encyclopedia of Psychology, 2000). 본 연구에서는 사건 충격척도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ES-R)를 은헌정 등(2005)이 우리말

로 표준화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자기 노출

자기 노출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과정(Jourard, 

1971)으로써,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나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

(Johnson & Noonan, 1972). 본 연구에서는 Jourard(1971)가 개발하고 

김지연(1997)이 번안한 자기 노출 도구(Twenty-one Self-Disclosure 

Questions Rated for Intimacy Value) 로 측정한 점수(자기 노출의 수

준)와 경험한 외상 사건의 몇 퍼센트를 노출하는지를 백분율로 표기한 

점수를 의미한다.



8

6) 의도적 반추

의도적 반추는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

려는 사고 과정이다(Calhoun & Tedeschi, 1999). 본 연구에서는 Cann 

등(2011)이 개발한 사건관련 반추 척도(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를 안현의 등(2013)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7)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은 외상 사건 이후 단지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

는 것이 아니라, 외상 경험 전 기능 수준을 초월한 자신, 타인 및 삶에 

대한 지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Calhoun & Tedeschi, 2004). 본 

연구에서는 Calhoun과 Tedeschi(1996)가 개발한 도구를 송승훈 등

(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로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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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는데 기반

이 되는 개념 틀을 구성하기 위한 문헌검토 내용이다. 우선, 외상 후 

성장의 개념과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살펴

보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외상 후 스트레

스와 외상 후 성장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이어서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한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존에 개발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 모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외상 후 성장

1) 외상 후 성장 개념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외상 사건 경험 후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하고 정신 건강이 취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외상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정신 건강을 위협받아 부정적인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외

상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

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이 개념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개

념은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positive psychological changes), 긍정적

인 재해석(positive reinterpretation), 긍정적 부산물(positive 

by-product), 지각된 이득(perceived benefit), 번영(thriving), 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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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성장(adversarial growth), 스트레스 관련 성장

(stress-related growth) 등의 용어로 언급되었다(Davis & Larson, 

1998; McMillen, Zuravin, & Rideout, 1995; O'Leary & Ickovics, 

1995; Park, Cohen, & Murch, 1996). 그리고, Calhoun 과 

Tedeschi(1999)는 단순한 스트레스 사건이 아닌 인생의 주요한 위기 사

건에 직면한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명명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개인이 인생 위기 상황에 경험한 후, 보다 적응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용어들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용어들이 손상된 상태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개념인 반면, 외상 후 성장은 개인의 과거 적응 수준, 심리적 

기능 수준을 초월한 성장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Zoellner & Maercker(2006)는 외상 이후의 긍정적 변

화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 중에서‘외상 후 성장’이 현상을 가장 포괄

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라고 평가하였다. 

외상에 노출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 즉, 외상 후 성장은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섯 가지 요소는 개인의 힘

(personal strength), 타인과의 관계(relating to others), 인생의 새

로운 가능성(new possibilities in life), 인생에 대한 감사

(appreciation of life), 그리고 영성(spirituality)이다(Taku, Cann, 

Calhoun, & Tedeschi, 2008).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스스로에 대

한 변화된 느낌(a changed sense of oneself),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

된 느낌(a changed sense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인생 철학의 

변화(a changed philosophy of life)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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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edeschi & Calhoun, 2004). 스스로에 대한 변화된 느낌은 외상 사

건을 경험했을 당시에는 자신이 매우 약한 존재라고 느끼지만 이후로 자

신이 그 고통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취약하지만 강한(more vulnerable, yet 

stronger)’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Calhoun & 

Tedeschi, 2013). 외상 당시에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지

만, 결국 그것을 극복한 경험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충분히 극

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외상이

라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회복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 대한 공

감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생철학의 변화는 삶에 더 감

사하게 되며,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실존적인 고민을 하

게 되면서 종교, 영적 세계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의 종교적, 영

적 요소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삶의 불확실성을 수용하게 되고 인생의 목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지혜를 얻게 된다(Calhoun & Tedeschi, 2013, 2015).

이상의 문헌검토를 통해 외상을 경험하는 대상자 모두가 PTSD와 같은 

외상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외상을 경험한 후 긍

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면서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삶에 더 감사하고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인생철학의 변

화까지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외상 경험 후의 긍정적 결과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한다.  외상 후 성장 개념은 외상 후 경험하는 다른 긍정적 

결과와는 달리, 과거의 적응수준 및 심리적 기능수준을 초월한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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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학은 질병의 치료(cure)가 아닌 돌봄

(care)의 가치를 실천하는 학문이므로, 간호학 분야에서 외상 관련 연구

를 할 때에 외상의 부정적인 결과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외상의 긍정적 결과인 외상 후 성장에 주목하고 외

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외상 후 성장 모형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긍정적 경험 또는 외상 후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모형은 여러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 외

상 후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외상 후 성장이 결과가 아닌 과정 즉, 

대처 전략으로 경험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과정이 아닌 결과로 경험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구분된다. 

외상 후 성장이 결과가 아닌 대처전략으로써 경험된다고 주장하는 학

자들은, 외상 후 성장이 실제 존재하는 결과가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정

서적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상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대처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Taylor, 1983). 또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그 사건을 견뎌낼 수 있

다고 자기 암시를 하거나 그 사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석한다

고 설명함으로써, 이 현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 착각

(positive illusion)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Filipp,1999; 

Taylor,1983) 

이와 대조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결과로 정의한 학자들은 Schaefer 

와 Moos (1992), Calhoun과  Tedeschi (1995, 2004)가 있다. Calhoun과  

Tedeschi (1995, 2004)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다양한 차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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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외상 전 개인특성, 외상의 경험, 자기 노출, 인지과정,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실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주

장하면서, 외상 후 성장이 어떻게 개념화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상세

히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Schaefer 와 Moos(1992)는 인생위기와 

개인의 성장모형을 제시하여, 개인적 요인(인구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자신감, 동기화, 건강상태, 이전의 외상 경험 등)

과 환경적 요인(대인관계,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재정상태, 기타 

생활여건 등), 사건관련 요인(사건의 심각성, 지속기간, 인생위기의 시

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범위)들이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인지과정과 

대처반응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개인은 성장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

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통합하여, 외상 후 

성장이 외상 경험 초기에는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긍정적 착각으

로써 기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결과로써 변화를 보인다는 

야누스의 얼굴 모형(Maercker & Zoellner, 2004)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외상 후 성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측정도구인 외상 후 성장 측정 도구(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가 개발되고(Tedeschi & Calhoun, 1996) 신뢰

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는데, 이 도구는 자기보고 형식의 도구임에도 사

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나타나지 않았고

(Salsman et al., 2009; Wild & Paivio, 2003),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

였다는 당사자의 자기 보고와 다른 사람이 관찰한 그 사람의 성장 내용

이 매우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Moore et al., 2011; Weiss, 2002)

가 발표되어 외상 후 성장이 실제 존재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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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무게가 실렸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을 실제 존재하는 결과로 설

명하면서, 외상 후 성장 과정을 가장 포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Calhoun과 Tedeschi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이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한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외상 후 성장 모형은 외상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개인특성에서부터 시

작하며 그 개인특성에는 외향성, 낙관성과 같은 성격 특성, 성별, 종교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소가 포함된다. 그 다음 단계로 개인은 외상 사건

을 경험하게 되는데, 외상 사건을 경험하면 ‘심리적 지진’으로 명명할 

수 있는 삶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한 신념체계와 내적 도식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는 이 과정을 핵심 신념이 도

전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외상 경험 전의 삶의 방

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하

여 외상경험이 떠오르는 침습적 반추를 경험하면서 극심한 정서적 고통

을 경험하게 된다.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개인은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

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는 등의 자기 노출 

행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경험을 분석하게 된다. 자기 노출이 

이루어지면, 외상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의도적(deliberate)이고, 성찰적(reflective)인 반추를 

하게 된다(Cann et al., 2011). 의도적 반추는 새로운 상황을 분석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건설적인 인지과정으로 외상 후 성장을 촉

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 노출을 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구하게 되고, 이 과정이 다시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주며, 외상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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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Calhoun & Tedeschi, 2013; Calhoun, Cann, & Tedeschi, 2010; 

Calhoun & Tedeschi, 2006; Tedeschi, 1995; Tedeschi & Calhoun, 

2004)

Calhoun과  Tedeschi는 외상 후 성장 모형을 1995년에 제시한 이후

(Figure 1) 수정작업을 거쳐 2004년에 다시 한번 제시(Figure 2)하였는

데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수정된 모형에서

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문화적 요소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Calhoun과  Tedeschi(2004)는 외상 후 성장은 개인이 속한 근위문화

(proximate culture)와 원위문화(distal culture) 맥락 속에서 이루어

지며, 사회문화적 요소가 개인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

였다(Calhoun & Tedeschi, 2012). 근위문화는 지역사회, 개인이 대인관

계를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의미하고 원위문화는 보다 넓은 개념인 

문화적 특성, 국가 등을 의미하는데, 외상 후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심리학자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원위문화에 반드시 관

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은 위기상황에

서 투쟁한 결과 경험되는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이므로(Tedeschi & 

Calhoun, 2004) 대중적으로 정의되는 외상 후 성장과 개인이 정의하는 

외상 후 성장은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서도 외상이 표현되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Taku, 2011; Weiss, Berger, & Berger, 

2010). 즉, 미국에 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적절하게 

간주하는 일본의 경우, 외상 후 성장 척도의 대부분의 요인에서 미국인

에 비해 낮은 점수에 체크하는 경향이 있었다(Taku, 2011). 자기 노출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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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자기 노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긍정적 피

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외상 후 성장 경험의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상 후 성장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Calhoun & Tedeschi, 2013, 2015).

 Calhoun과   Tedeschi(2015)는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수정하면서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자기 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반추 과정이 사회문화

적 맥락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외상과 관련한 자기 노

출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기 노출 정도가 달라

질 수 있고, 의도적 반추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

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수정모형

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외상 경험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상의 문헌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외상 후 성장 과정을 가장 포

괄적이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평가받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는 외상 전 개인의 특성,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신념의 도전, 사회적 지지,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의 

중요한 핵심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

을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은 

업무로 인해 경험되며 피할 수 없고 반복하여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외상 후 성장 모형에 포함된 개념만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

장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문헌 고찰을 통

해 직업 관련 요인을 본 연구 모형의 변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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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osttraumatic Growth Model(Calhoun & Tedesch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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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sttraumatic Growth Model(Calhoun & Tedesch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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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경험

1)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소방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 현장 또는 각종 사고현장의 예

측할 수 없는 위험한 환경에 직면하며, 자신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차 외상을 경험할 뿐 아니라 소사자나 자살자, 

각종 재난의 피해자 등 심하게 훼손된 신체나 사체를 자주 목격함으로써 

이차 외상을 경험하고 있다(문유석, 2011; 신화영, 2012; 이나윤과 하

양숙, 2012).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평생에 한 번 겪는 것도 흔하지 않

을 이와 같은 외상 경험을 업무 특성상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김영길, 2011; 신화영, 2012).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은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게 되는 외상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

에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직업군으로 보고되었고, 이들은 이차 

외상 후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crisis workers'로 불

리기도 한다(Figley, 1995; Mitchell & Everly, 1998)

특히 ‘crisis workers’중에서도 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udith M.et al, 2003).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일반 인구집단의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Berger et al., 2012; 김윤정, 2011; 류지

아 외, 2017; 신용식, 2015; 신화영, 황순택과 신용태, 2015) 소방공무

원의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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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뿐만 아니라, 낮은 직업만족도와 조기 퇴직(Beaton, & Murphy, 

1993; Hall et al., 1979), 음주문제를 비롯한 물질남용과 도박(Kulka, 

Schlenger, Fairbank & Anthony, 1990)등의 행동문제, 우울, 불안, 수

면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박승균, 2018)를 야기하며, 소방공무

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en, Chen, Chou & 

Shirakawa, 2006; 배점모, 2011)

이상의 문헌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으로 

외상 사건에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와 삶의 질 까지 저하되는 등 정신 건강에 취약한 직업군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지금까지의 소방공무원 외상 관련 연구들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등 외상의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하지

만 외상을 경험한 모든 소방공무원이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경

험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대상자의 회복을 돕

는 간호학의 관점으로, 이들이 가진 강점을 강화하고 외상 후 성장을 촉

진할 수 있는 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방공

무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한 연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대표되는 외상 경

험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외상 경험 후의 긍

정적인 결과 즉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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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외상 후 성장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과 같은 이른바

‘crisis workers’에 대한 외상 후 성장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국외 

연구 역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외상 노출 후의 부

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Berger, Coutinho, Figueira, 

Marques-Portella, Luz, Neylan & Mendlowicz, 2012; Chung, Kim, & 

Cho, 2008; Clapp & Gayle, 2009)가 주로 시도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외상 노출 후의 긍정적 결과인 외상 후 성장에 주목한 연구

(Armstrong, Finch, & Shochet, 2014; Berger et al., 2012; Bonanno, 

2004; Kehl, Knuth, Hulse, & Schmidt, 2014; Regehr, Hill, Knott, 

Sault, & Health, 2003; Sattler, Boyd, & Kirsch, 2014)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외상 후 성장 연구의 대상자는 crisis workers’보다는 중대한 

건강문제나 범죄,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Calhoun 과 Tedeschi(2004)

가 제시한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근거로,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

하는 연구결과들(Sattler et al., 2014; Regehr, Hill, & Sault, 2003)

이 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각 관련 요인들 간의 직간접효과 및 매개효

과, 조절효과 등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

펴보면,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

지 않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특성(긍정성, 낙관성, 성별, 연령), 인지

적 요인(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지지)이 외

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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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진단이나, 상실의 경험을 한 

개인들의 외상 후 성장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 연구들 중, 조직 관련 변인의 영향을 

보고하거나, 사회적 지지의 원천(source)에 따른 영향을 보고한 연구결

과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직업으로 인해 외상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한 국외 선행연구(Gray,2008; Paton, 2005)에서

는 조직에 대한 만족감과 외상 후 성장이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에 조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김영재, 2012; 곽민영, 

2016; 김희숙 등, 2014; 양승경, 2016)에서도 자존감, 외향성, 낙관성, 

회복탄력성등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 소명의식, 

조직몰입, 직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변인을 함께 연구하였고, 그 결과 

조직관련 요인들이 외상 후 성장이나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퇴역군인(Filipas & Ullman, 2001), 경찰공무원(Stephen & 

Lon, 2000),소방공무원(Ogiñska-Bulik, 2015)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 직장 내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낮은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사회적 지지 특히 동료의 지지가 높은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 보다,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 데 더 큰 영향력이 있었고, 

특히 이들 직종에서는 동료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지라고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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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관

련 연구는 그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 중재프로

그램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암환자 등 다른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 비해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과 관련하여 

외상을 경험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은 직업

과 관련 없이 외상을 경험하는 일반인의 외상 후 성장과 마찬가지로 자

기 노출, 의도적 반추 등의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직업과 관련하

여 외상을 경험하는 직업군에서는 조직 관련 요인과 동료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조직 관련 요인과 동료의 지지에 대

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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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

1)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자신의 일이 의미가 있고 사회의 공

공 선에 기여한다고 여기며(Dik & Duffy, 2009), 일을 자신의 삶의 일

부로 받아들이고, 업무 수행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삶의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직업태도이다(Bunderson,& Thompson, 2009). 소명의식은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일과 삶에서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Kwon & Kim, 2016)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권선영과 김명소, 2016; Hunter,Dik,& Banning, 2010). 소명의식

이 높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불쾌함, 분노,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낮고, 소명의식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심리적 적응력을 가진다(권선영, 2014; Steger, Dick & Duffy, 

2012). 소명의식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업

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외상 경험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 바라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Bunderson & Thompson, 2009).

소명의식은 직업과 관련한 개념이므로, 외상 후 성장과 소명의식의 관

계에 대한 연구는 업무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

원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찰공무원은 일반직장인에 비해 소명의식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정선과 박현숙, 2017),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일을 ‘신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직업이기에 열심히 해야 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대단한 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일’로 여기는 등 높은 수준의 소명의식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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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박승균, 2016). 소방공무원의 직업소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조절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이수정, 

2014), 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선과 박현숙, 2017; 정효영, 2018). 

소방공무원은 업무 중 외상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의미와 가

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은 외상 경험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행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수

준의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으로 외상 전 개인 특성이라는 개념

에서 변수를 선정할 때, 개인의 성격 특성 보다 소명의식을 변수로 선정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직업관련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외상 경험

DSM–IV-TR (APA, 2000), DSM-5(APA , 2013)에서는 객관적인 사건의 특

성으로 외상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Calhoun 과 Tedeschi(1995)는 외

상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외상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외상 자체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삶을 뒤

흔들고 이전의 가치체계와 신념을 무너뜨렸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더욱 

우선시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외상 사건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높이는 계기가 되며, 결

국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yer et al, 2012). 행정직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비해 119 안전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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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한 신용식(2015)의 연구결과도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경험이 많

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방방재청

과 아주대학교(2008)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중요

한 위험인자는 외상의 충격 정도와 외상에 노출되는 빈도라고 보고하였

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 연구결과는 지지되는데, 즉 소방공무원이 경험

한 외상의 종류가 많을수록(이수정, 2014), 외상 사건이 충격적일수록, 

외상 사건의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곽민영, 2017; 신덕용 등,2012; 안

경현, 2015; 이옥정과 지영환,2010; 이지영,2008; 이옥정과 지영

환,2010; Ahern et al., 2004; Stephens & Long,2000)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외상 경험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외상 경험 후 부정적인 경험

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Calhoun 과 Tedeschi(2004)는 외상 사건을 삶

을 뒤흔드는 위기 사건으로 정의하면서도, 외상 사건의 경험은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외상 후 성장을 위한 필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일

반인에 비해 충격적인 외상 경험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방공무원

도 외상 후 긍정적인 경험 즉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

데, 외상 사건을 자주 경험할수록, 외상 사건의 충격이 강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곽민영, 2016; 

McMillen & Fisher, 1998).

이상의 문헌검토를 통해, 외상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고통스러

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외상 후 성장의 필요 요소가 

되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상 경험이 ‘외상적’인지 여부는 사

건 자체의 특성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며, 외상 경험에서 외상 

사건의 충격 정도와 외상에 노출 되는 빈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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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라는 것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소방공무

원이 주관적으로 ‘외상적’이라고 느끼는 사건의 충격정도와 노출 빈도

를 외상 경험으로 정의하고 이 외상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지지

Calhoun과 Tedeschi(1995, 2004)는 기존의 신념체계를 위협하는 도전

을 받으면,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찾으

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자원을 사회적 지지로 설명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외상 경험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

호하거나, 대상자의 대처 능력이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대

상자의 정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오수성과 신현균, 

2008; 유지현과 박기환, 2009; Ogiñska-Bulik, 2015; Silver & 

Wortman, 2003).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감소한

다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으면 오히려 사회적 지지가 낮아진다는 

등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상 후 스트레

스 관련 문헌고찰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

었다. Calhoun과 Tedeschi(2013)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은 정

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받기도 하고, 사건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면

서, 결국 외상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는 의도적 반추를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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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이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를 받

을 때,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정서적 고통이 감소되면서, 인지 기능이 

회복되어 의도적 반추를 하게 되며, 그 결과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인주와 김도연, 2015; 신선영, 2009; 전유진과 배정

규, 2013; 정지혜, 2014; 최승미, 2013; Shaefer & Moors, 1992). 

Cordova 등(2001)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친구, 가족이 환자의 이

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환자가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이

야기할 기회가 적어지고 그 결과 환자의 인지 과정이 감소하였고, 이는 

외상 후 성장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일부 연구에서

는(유희정, 2012)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자는 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한

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Harvey , Barnett , & Overstreet(2004)의 연구

에서는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노출이 가장 중요한 인자인데, 

자기 노출은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인식해야 원활하

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받아야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결

과적으로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

구들도 있었다. Calhoun과 Tedeschi(2006)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므로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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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되면 외상 경험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사회적 지지는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심리

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여,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더 높은 수준

의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되었다(김인주와 김도연, 2015; 

배점모, 2010; Park, Cohen, & Murch, 1996).

암 생존자(박정숙, 김유정, 유영선과 박미향, 2018; Weiss, 2004)와 

미국 소방공무원(Sattler, 2014), 국내 소방공무원(강현아, 2019; 김영

재, 2012; 최승이, 김영재와 권정혜, 2013), 경찰공무원(전유진, 

2013), 상담사(Cornelia M¢airean, 2015), 일반인(정지혜, 2014), 대학

생(유희정, 2012) 등 다양한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을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현아, 2019)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

적지지)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회적 지지라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에 직

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여, 외상 

후 성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상 상황에

서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지와 양명숙, 

2017; 윤명숙과 박은아, 2011; Cohen & Willis, 1985;Thornton & 

Perez, 2006). 외상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외

상 후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할 때 외

상 후 성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정남운, 20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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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윤명숙과 이은실, 2014), 아동기 성폭력 피해 여성(Hyman & 

William, 2001), 폭력 피해 경험을 한 교사(김신영과 오인수, 2018), 

소방공무원(이승현, 2018), 폭력 범죄 희생자(Scarpa, Haden, & 

Hurley, 2006)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상 후 성장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고

통을 조절하고 완충한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

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완

충 또는 조절 작용을 하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이고 유익한 면에 초점을 맞

추고 있지만 상호작용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도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Flannery, 1990; Major, Zubek, Cooper, Cozzarelli, & Richards, 

1997; Ullman, 1999).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질과 사회적 지지의 원천(source)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Thoits, 1982; Laffaye et al., 2008). 즉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나 외상 사건의 종류에 따라 효과를 발휘하는 사회적 지지의 종류도 달

라지며, 사회적 지지의 질도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지지는 

보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Cohen & 

Will,1985).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정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연구(Weiss, 2004)에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성폭력 피해여성(Filipas & Ullman, 2001)과 폭력 희

생자(Scarpa, Haden, & Hurley, 2006) 의 외상 후 성장 연구에서는 친

구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업무 중 외상 사건을 동료와 함께 경험하는 특성을 가지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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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군(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에는 가족보다 동료의 사

회적 지지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Laffaye et al., 2008) 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배우자, 친척, 

군인 출신이 아닌 친구, 함께 군 생활을 한 동료)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함께 군 생활을 한 동료

의 경우 가장 높은 지지와 가장 적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주었고, 배우

자는 지지가 되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 존재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외상 경험 직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군 생활을 함께 

한 동료의 지지 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의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경

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그들만의 고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동료이므로,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

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Stephen & Lon,2000), 조직 

외의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피해자들로 하

여금 자기가 존경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

어나 다시 사회에 재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아 경험한 외상 사건을 극복하

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Silver& Wortman,2003). 그러나 반대로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하

고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경

찰 동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피드백

을 주지 못하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Kaufman & Beehr,1989; 이

옥정,2010)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연구한 서순원(2015), 이승현(2018)

의 연구에서 외상 사건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낸 반면, 가족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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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Williams(1993)의 연구에서는 동

료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였고, 외상 사건을 겪은 후 즉각적인 동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그리고 김성관(2016)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지 

원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완화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 업무 중 발생하는 외상의 경우 조직 차원의 

사회적 지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나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Meyer et al., 2012; Haslam & Mallon, 2003) 소방공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소속감, 존중, 조직의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부터

의 보호적 완충 요인으로 보고되었다(Cockshaw, Shochet, & Obst, 

2012; Tuckey & Hayward, 201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보호요인이면서, 외상 후 성장의 촉진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외상 후 성

장 관련 요인인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외

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지의 ‘원천’역시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

적 지지의 원천은 가족이었으나, 외상을 동료와 함께 근무중에 경험하는 

소방공무원 등의 직군에서는 동료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고, 일부 선행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업과 관련하여 외상 경험

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지지도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공무원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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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

하면, 사회적 지지를 원천에 따라 각각의 변수로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

이 더욱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

적 지지를 가족, 동료, 조직으로 나누어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란 외상 경험 후 겪게 되는 심리적인 반응과 고통으

로 침습, 회피, 과각성,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 등을 증상

을 포함한다(APA, 1994, 1997). 소방공무원은 일반 인구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대표적인 직군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소방

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

률은 일반인구 7.8%의 4배에 달하는 28.5%로 보고되었다. 그 외 많은 연

구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준이라고 보고하였다(류지아 등, 2017; 윤명숙과 김성혜, 2014; 이희

선, 2012; 최혜경, 2010). 

외상 경험은 개인의 신념을 위협하는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지만,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선행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

었다(정연균과 최응렬, 2014; 한경아, 2016). 그리고, 외상 경험이 외

상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가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들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우선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인간은 삶의 도식에 위협을 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이에 대처

하고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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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이다(신선영과 정남운, 2012). 즉,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고통

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구하게 되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으

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최은숙(2000), Marianne 등(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소방공무원

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Kauman, 

2016; Kaniasty & Norris, 2008; Norris et al., 2004). 즉, 사회적 지

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인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극심한 고통을 경

험한 개인은 외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등

의 의도적 반추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인지과정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박혜원, 2006).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나(Angel, 2016; Frazier, Conlon, & 

Glaser, 2001; Zoellner et al., 2008), 역설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

고 있다(Liu et al., 2017 ; Park, Aldwin, Fenster & Snyder, 2008; 

Sattler, 2014). Calhoun 과 Tedeschi(2004)는 개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처 즉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와 같은 노력

이 이 역설적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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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검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 후 성

장을 저해하기도 하고, 역설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상 사건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으면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를 통해 고통을 완화하

려는 개인의 노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노력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

력으로 결국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5) 자기 노출

Calhoun과 Tedeschi(2004)는 외상 사건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첫 번째 전략이자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심리적인 준비단계가 자기노

출이라고 설명하였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 노출을 적절히 

시도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정신 건강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다(송현과 이영순, 2013). 또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을 하면,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고 감정적 

정화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박준호, 2007). 자기 노출은 치료적 과정

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병리 및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

리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김교헌, 2002; 박준

호, 2007).

많은 선행 연구(단두리, 2013; 박준호, 2007; 전유진, 2009; 정민선, 

2014; 한승우, 2018) 에서 자기 노출을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

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자기 노출은 빈도 뿐 아니라 자기 노출

의 수준도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을 경험



36

한 개인이 자신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타인에게 높은 빈도로, 그리

고 깊은 수준의 내용을 많이 털어놓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

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김신영,2018; 이은정, 2000). 

Pennebaker(1986)는 외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인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느낌과 생

각을 이야기 할 경우 스트레스 정도가 더욱 감소하고 정신 건강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 노출은 Calhoun과  Tedeschi(1995, 2004)가 제시한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외상 후 성장과정의 중요 요인이며, 많은 연구에서 자기 노출

이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에 영향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자기 노출이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자기 

노출은 외상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 등의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고 인지

적 과정을 촉진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재구조화하도록 

돕는다(Pennebaker & Francis, 1996). 즉 이전까지 회피했던 문제에 대

해 자기 노출을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문제를 보

다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외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된 것처럼 침습적 반추의 상태에서 글

쓰기, 대화, 기도 등과 같은 자기 노출을 할 경우 타인에게 긍정적 피드

백이나 조언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외상 사건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Tedeschi & Calhoun, 2004). 소방공무원, 경

찰공무원, 성폭력 피해자,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이 외상 사건에 대

해 자기 노출을 하면 의도적 반추가 촉진되고, 그 결과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단두리, 2013; 이하나, 2016; 전유

진, 2009; 정민선, 2014; 김지애와 이동귀,2012; 전유진과 배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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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승우, 2018).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자기 

노출은 사회적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고, 자기 노출을 했

을 때 적절한 사회적 반응이 있어야 외상 후 성장이 성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외상을 경험한 개인이 외상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 

등의 부정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기도 하며 친밀해 지는 

등 사회적 지지가 돈독해지기도 하고(이상영, 2016; Reis & Patrick, 

1996), 반대로 사회적 지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노출을 할 

수 있었다는 등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Liu & Kim, 2016; McCullough, 1998; Jeon & Bae, 2013)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이 때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지지의 질이 우수해야 자기 노출이 촉진된

다는 것이다. Chaudoir와 Fisher(2010)는 자기 노출과정모델(The 

Disclosure Process Model)을 제시하고, 자기 노출이 긍정적 정서효과

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사회적 

지지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기 노출이 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

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기 노출은 부적응적이며 자기 노출 행위의 감소

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준경(2014)의 연구에서도 가까운 지인에

게서 지지를 받는 것이 자기 노출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전제조건

이라고 보고하였다.

자기 노출을 하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데, 경험한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 노출 이후 부정적 반응을 많이 받으

면 자기 비난이 증가하고 회피하는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등 오히려 부

정적인 결과(이하나, 2016; Hassija & Gray, 2012)를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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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자기 노출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는 정서적 지지, 확인, 경청 

등이 있고, 부정적 반응에는 비난, 불신, 통제하려고 함, 집중하지 못함 

등의 반응이 있다(Ullman, 1996). Lindstrom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자

기 노출이 일어났는지의 여부 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 노출에 대한 반응

이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

기 노출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출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자기 노출에 대한 지지가 동

반되어야 이것이 외상 후 성장 등의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지지적이려고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지지제공자들도 있었는데(Ullman, 1999) 이들은 성폭력 희생자의 회복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과 같이 직업 

특성상 남성다움이 강조되고 구성원의 대다수가 남성인 조직문화에서는 

자기 노출이 쉽지 않은 도전이며, 자기 노출에 대해서 지지적인 반응을 

얻기도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Chung, Kim, & Cho, 2008; David, 

2005). 

이상의 문헌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자기 노출은 외상 후 스트레스

로 고통 받는 대상자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첫 번째 전략으

서, 자기 노출을 하면 외상 경험의 의미를 생각하는 인지적 과정인 의도

적 반추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자기 노출은 자기 노출을 하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노출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나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은 문화적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서 남성 위주의 소방조직에서 자기 노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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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경로를 설정하여 검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 모형(Tedeschi & Calhoun , 1995)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

라는 개념이 외상 경험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아닌, 외

상 경험으로 인해 붕괴된 삶의 도식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인 의도적 

반추를 통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상 후 성장에서 의도적 

반추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본 가정이 위협받으면 새로운 삶의 도식을 구성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고인 반추라는 인지적인 과정을 하기 된

다(Janoff-Bulman, 1992). 이 과정에서의 반추는 사건 관련 반추

(event-related rumination)로, 외상과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떠올리

며 사고하는 것이다. 반추는 외상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 당시

의 부정적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유

발할 수 있어서(Ehlers & Clark, 2000), 반추를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

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여기고, 감소시켜야 하는 증상으로 인식해왔다

(Joseph, 2000).

하지만, 외상 후 성장에서는 반추를 심리적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인지과정으로 보고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Calhoun와 

Tedeschi(2015) 는 반추를 침습적 반추(intrusive rumination)와 의도

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로 구분하였는데, 침습적 반추는 원하

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로 설명되지만, 의도적 반추는 사건

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목적성 있는 반복적인 사고이며 자

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도식을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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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외상을 경험한 후, 처음에는 침습적 반추로 시작되지만, 외상에서 삶

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로 전개된다

(Triplett et al., 2012; Morris, Shakespeare-Finch, Rieek, & 

Newber, 2005). 연구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측변

수로(Ehlers & Clark, 2000),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의 예측변수

라고(Tedeschi & Calhoun, 1996; 김지애와 이동귀, 2012) 보고하였다. 

의도적 반추에는 외상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상 

사건에 대해 회상하기, 외상 사건으로 인한 긍정적인 점 찾기, 외상 경

험의 의미와 가치를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등의 인지 과정이 포함된다

(Calhoun et al., 2000; Tennen & Affleck, 1998)

자기 노출이나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으

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미 문헌고찰한 바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직접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양한 외상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외상 경험에 

대한 인지적인 과정 즉 의도적 반추 과정이 외상 후 성장을 이끈 필수 

과정이며, 의도적 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함

을 보고하였다(양승경, 2016; 이하나, 2016; 전유진, 2010; 정연균, 

2015; 정인명, 2009; 최승미, 2008;  Calhoun & Tedeschi, 2006).

이상의 문헌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관련 요인 중 

외상 후 성장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일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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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은 침습적 반추 역시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도 의

도적 반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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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은 김영재

(2012)의 연구와 양승경(2016)의 연구가 있었다. 김영재(2012)의 연구

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과 Scahefer와 

Moos(1992)의 ‘삶의 위기와 개인적 성장 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하였

고, 소방공무원 276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

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외상 이전의 개인특성으로 전문

직업적 정체성을, 스트레스 대처양식으로 수용적 대처와 문제중심적 대

처를, 사회적 지지로 상사·동료·배우자의 지지, 그리고 조직의 지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정체성이 수용적 대처, 사회적 지지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수용적 대처가 문제 중심적 대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조직의 지지가 외

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두 모형에서 각각 몇 가지씩 변인을 선택하여 

모형을 구축하여,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의 핵

심 변인인 의도적 반추나 자기 노출의 개념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외

상 후 성장의 필수 선행요인인 외상 사건의 경험이나, 외상 경험으로 인

한 부정적 정서 경험 등의 ‘도전’은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12%인 34명은 행정직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라, 이들의 

외상 경험이 업무로 인한 외상 경험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양승경(2016)의 연구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

형을 이론적 토대로 하였고, 소방공무원 226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외상 이

전의 개인특성으로 외향성, 낙관성, 직업소명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또 



43

외상 사건 경험, 의도적 반추, 문제 중심 대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

구결과 외향성, 낙관성, 직업소명은 문제 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치고 직

업소명과 문제 중심 대처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쳤으며 외향성, 문

제 중심 대처,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 후 성장에서 그 중

요성을 강조한 사회적 지지를 변인에 포함시키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자기 노출의 개념을 문제중심 대처로 측정하였는데, 문제 중

심 대처는 자기 노출로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연구자는 문제 중심 대처를 자기 노출의 변수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명

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외상 전 개인 요인으로 설

정한 외향성과 낙관성은 개인의 타고난 성격이라 단시간에 변화되기 어

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를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상 사건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16가지 외상 

사건의 종류를 나열하고 몇 가지의 외상 사건을 경험했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척도는 외상 사건의 전제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충격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건 

경험 유무만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외상 사건을 경험하

였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외상 사건만을 경험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소방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외상 사건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개인에 따라 외상 사건

의 노출이 반드시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

므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용하기 적당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는 근무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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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인 소방공무원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경력이 정규분포 

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28.8%가 행정직에 속하였다. 행정직 소방공

무원은 출동현장을 경험하지 않으므로 외상 사건에의 노출도 언제 경험

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나 외상 후 성장이 직

무 중 발생한 외상 사건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개발한 국내의 두 선행연구에서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하면

서도 해당 모형의 핵심 개념 중 일부분만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업무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행정직 소방공무원

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이 우리나라 소방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외상 후 성장 모형의 핵심개념들을 포함시키되, 소방

공무원의 외상 경험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업 관련 요인과 

관련한 소명의식과 조직의 지지를 포함하여 구조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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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및 가설

1.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을 가장 포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

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이론적 토대로 

하였다.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는 외상 전 개인 특성, 외상 경험, 핵

심 신념의 도전, 사회문화적 요인,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를 통해 외

상 후 성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와 외상 후 성장 

모형의 주요 개념에 기반하여 도출된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ure 3

과 같다.

Figure 3.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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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는 ‘외상 전 개

인 특성’으로 성별, 종교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외향성, 낙관성 등 

성격관련 특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외상 후 성장 중재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지침을 제

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기간의 중재로 변화되기 어려운 성격관련 특

성을 변수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이 업무 

중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업관련 개인특성인 소명의식을 외상 전 개인특

성으로 설정하였다.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한 ‘충격적 사건’은 외상 경험으로 설정

하였고, 외상 사건 경험의 빈도와 경험한 외상 사건의 충격 강도로 측정

하였다. 어떤 사건이 ‘외상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은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가장 중요하므로(Micale & Lerner, 

2001) 외상 사건을 나열하여 경험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외상 빈도)와 얼마

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외상 강도)로 측정하였다.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한 ‘도전’은 외상 경험 후에 기존 삶의 

도식이 흔들리는 강한 부정적 정서변화 등을 의미하므로 국내외 대다수

의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설정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설정하였다.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한 ‘자기 노출’은 평상시 자기 노출 경

향이 아닌 외상 경험 후의 자기 노출로 설정하였으며, 경험한 외상의 몇 

%를 노출하는지(노출 빈도)와 외상 경험에 대해 얼마나 심도있게 노출하

는지(노출 수준)로 설정하였다. 또한 외상 후 성장 모형의 핵심 요인인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은 각각 그 개념 그대로를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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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정하였다.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문화

적 요인에 따라 외상 후 성장과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이 영향을 받는

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 지지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 따라 가족, 동료, 조직의 지지로 나누어 모형에 

포함시켰다.



48

2.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인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4).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수 5개와 내생변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외생변수는 소명의식, 외상 경험, 가족의 지지, 동료의 지지, 조직

의 지지이며 내생변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으로 구성하였다. 

소명의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 

외상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족의 지지, 동료의 지지, 조직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 

노출은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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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ypothetical model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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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소명의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외상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가족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동료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조직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 노출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6. 가족의 지지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동료의 지지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조직의 지지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도적 반추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0. 가족의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동료의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조직의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외상 후 스트레스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자기 노출은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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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성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5. 소명의식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외상 경험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7. 가족의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8. 동료의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9. 조직의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0. 자기 노출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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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소방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 관

련 요인을 확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

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검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K시 A 

소방서, K 시 B 소방서, Y 시 소방서에 소속되어 출동업무를 하는 소방

공무원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기준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 조사에 동의한 K시, Y시 소방

  서 소속 소방공무원

- 현재 현장출동업무 즉 화재진압, 구급, 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화재진압, 구급, 구조 업무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한 소방공무원

② 제외기준

- 현장출동업무(화재진압, 구급, 구조)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업무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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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은 많은 대상자를 이용하

는 통계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면서도 합리적인 표본 크기 선정이 필

요하지만 간단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Kline, 2005). 배병렬

(2014)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본 크기를 150~200

명이라고 하였다. 표본 크기에 관한 상대적 기준(관찰변수 또는 모수의 

개수에 따른 기준)으로 Nunnally(1967)는‘rule of 10’에 의해 측정 

변수당 10개를 적당한 표본크기로 권장하였고, Stevens(1996)은 측정변

수 당 15개를 이상적인 표본크기로 권장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각 

잠재 변수의 하부요인)는 27개이므로, 270~405명 사이를 기준으로 하였

고, 이상적인 표본크기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

를 수집하였다. 외상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5명을 

제외하고 총 335명의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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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 대상자 보호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IRB 

NO.1901/001-008). 또한 본 연구 대상이 소속된 K시 A 소방서, K시 B 

소방서, Y 소방서의 소방서장으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제작하고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

였다. 설문 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참여에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

를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

았다. 더불어 참여자에게 연구자와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설문의 경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참여 여부, 응

답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음 또한 설명하였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대상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

제 하고 대신 고유 일련 번호만을 기재하고 이를 연구자만 알 수 있게 

하였다. 

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만 확인하도록 하였고 설문

지는 무기명으로 부호화하여 입력하였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개인 정보

는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소속

된 간호대학의 연구동 연구실 내에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할 것

이다(컴퓨터 파일의 경우 연구자만의 접근암호가 있는 파일 형태로 보

관). 자료보관기간은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보관의무기간(동의서 3년, 기

타 자료 5년 등)이상 보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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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도구

자료수집의 기본 도구는 익명의 자가보고형 설문지이다. 내생변수는 

4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이며, 

외생변수는 5개로 소명의식, 외상 경험, 가족의 지지, 동료의 지지, 

조직의 지지이다.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

두 8개의 측정 도구가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

정 도구는 이메일을 통하여 원저자 또는 도구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

는 기관, 번안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1)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를 위해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종 

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외상 관련 특성

대상자의 외상 관련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근무부서, 출동직 근무 

총 경력, 출동 빈도. 외상 경험의 빈도, 외상으로 인한 충격의 강도, 

외상에 대한 자기 노출 수준, 자기 노출 빈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

다.

3)소명의식

본 연구에서는 Hagmaier 와 Abele(2012)이 개발한 다차원적 소명척도

를 하유진 등(2014)이 번안한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 MCM-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의 번안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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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3 개의 하부척도 즉,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접합 3문항

(1,2,3번 문항),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적 행동 3문항(4,5,6번 문항), 

초월적 인도력 3문항(7,8,9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Likert 6점 척도로 

9~54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소명을 자각하고 실천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하유진 등(20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1 이었다. 

4)자기 노출

본 연구에서는 충격이 컸던 외상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

도 표현하는지를 Jourard(1971)가 개발하고 김지연(1997)이 수정, 번안

한 자기 노출 척도(Twenti-one Self-Disclosure Questions Rated for 

Intimacy Valu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도구의 개발자인 Sydney 

Jourard 는 사망하였으나 해당도구는 별도의 서면 허락 없이 수정 및 사

용이 가능하다(http://www.sidneyjourard.com/).

자기 노출 척도는 자기 노출의 정도에 대한 6점 Likert 척도로 한 문

항을 21가지 측면에 대해 각각 응답하게 하는 형식이나,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대한 노출 정도 한 가지만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6점 Likert 

척도 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른 사람과 결코 이야기 해 본 

적이 없다’(1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이 주제에 대

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는 1~6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사건에 대해 자기 노출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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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상 후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외상 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척도로 개

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를 은헌정 등(2005)이 우리

말로 표준화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2문항으로 4개의 하위 척도 즉, 과각성 6문항(4,10,14,18,19,21번 문

항), 회피 6문항(5,8,11,12,17,22번 문항), 침습 5문항(1,3,6,9,16번 

문항),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리 증상 5문항(2,7,13,15,20번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에서 ‘극심하게 

있다’(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0점~11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심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은헌정 등

(2005)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61 이었다. 

6)사회적 지지(가족,동료)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유희정(2012)이 수정한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를 가족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를 측정

하기 위해 같은 척도를 대상자들이 대상(가족,동료)에 따라 각각 체크 

하도록 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4개의 하위 척도 즉, 정서적 지지 7문

항(1,6,7,10,16,18,24번 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2,4,5,11,12,21번 

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8,14,17,19,22,25번 문항), 물질적 지지 6문

항(3,9,13,15,20,23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는 25점~125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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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원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 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87 (가족), .981이었다

(동료).

7)사회적 지지(조직의 지지)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er 등(1986)이 개발한 지각된 조직의 지지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척도 16개 문항을 김문석(1990)이 

번안하고, 유홍미(2002)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

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로 10~5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의 지지

를 많이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김문석(1990)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 , 유홍미(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2 이

었다.

8)의도적 반추

본 연구에서는  Cann 등(2011)이 개발한 사건관련 반추 척도(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를 안현의 등(2013)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 중 침습적 반추를 제외한 의도

적 반추 부분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없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 까지 4

점 Likert 척도로 점수는 0~3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반

추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95 ,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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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이었다.

9)외상 후 성장

본 연구에서는 Tedeschi 와 Calhoun(1996)이 개발한 도구를 송승훈 등

(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총 16문항으로 4개의 하위척도 즉, 자기 지각의 변화 6문항

(7,8,9,10,13,15번 문항), 대인 관계의 깊이 증가 5문항(4,6,11,12,16

번 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1,2,5번 문항), 영적, 종교적 관

심의 증가 2문항(3, 14번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

니다’(0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6점 Likert척도로 점수는 

0~8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 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7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도구의 신뢰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Variables
No.of 

Items

Item’s score 

range
Cronbach’s α

Calling 9 1-6 .891

Self-disclosure on traumatic event 1 1-6 N/A

Post traumatic stress 22 0-4 .961

Social Support(family) 25 1-5 .987

Social Support(peer) 25 1-5 .961

Organizational Support 10 1-5 .952

Deliberate Rumination 10 1-4 .961

Posttraumatic Growth 16 0-5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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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절차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 K시 A 소방서, K시 B 소방서, Y시 소방서의 

소방서장으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 승인을 받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

였다. 

K시 A 소방서, K시 B 소방서, Y시 소방서 관할 119 안전센터와 구조대

를 방문하여 센터장 및 구조대장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대

상자 모집공고문 게시에 대한 허락을 받아, 센터 및 구조대 사무실 게시

판에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였다(공고 기간: 2019년 1월 8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

여를 원하는 소방공무원이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

사를 밝히도록 하였고, 이후 약속된 날짜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센터 및 

구조대를 방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4월 28

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기입방법을 설명해 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만약 연구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외상

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불안 상승 등의 증상을 경험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자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였

고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

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고, 작성 완료된 설

문지를 연구자가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항목은 그 자리에서 추

가 기재하도록 하여 설문지 탈락률을 최소화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온 연구대상자 전원은 근무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센터 및 구조대 사무실에서 설문지 작성을 원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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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출동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

는, 연구자가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사무실로 복귀한 연구대상자의 자

료 수집을 계속하거나, 연구대상자의 다음 근무일에 다시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계속하였다. 연구자 본인이 직접 모든 자료 수집과정을 수행하

고, 설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일관성 있게 답하여 조사의 신뢰도

를 높이도록 하였다.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외상

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5명을 제외하고 335명의 데

이터를 자료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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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3 과 AMOS 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

 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2)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였다.

3)표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 첨도, 다변량정규성을 이용하

 였다. 

4)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VIF, AVE, CR 를 이용하

 여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과 집중타당도, 판별타당

 도를  평가하였다.

5)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모형의 적합도는, χ2, 자유도,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로 평가하였

다.

7)모형의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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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335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성별은 

남자 301명(89.9%), 여자 34명(10.1%)으로 대부분이 남자였다. 연구 대

상자의 연령은 21세에서 58세 사이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7.4세였

고, 30대(30-39세)가 40.9%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24.2%, 20대는 

22.7%, 50대는 12.2%를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05명(61.2%)

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123명(36.7%), 이혼, 별거, 혹은 사별이 7명

(2.1%)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174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고

졸 86명(25.7%), 초대졸 70명(20.9%), 대학원 이상이 5명(1.5%) 순이었

다. 종교가 없는 소방공무원이 219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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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5)

n %
Age(years) 20~29 76 22.7%

30~39 137 40.9%

40~49 81 24.2%

50~60 41 12.2%

Gender Male 301 89.9%

Female 34 10.1%

Marital Status Unmarried 123 36.7%

Married 205 61.2%

Divorced/Separation/Bereavement 7 2.1%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0 0.0%

High School 86 25.7%

College 70 20.9%

University 174 51.9%

Graduate School Above 5 1.5%

Religion No 219 65.4%

Yes 116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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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 335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근무부서는 화재진압 92명(27.5%), 화재운전 77명(23.0%)으로 화재 관

련 부서 종사자가 전체의 50.5%를 차지하였고, 구급이 140명(41.8%) , 

구조 26명(7.8%)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진압, 구급, 구조 등 외상 사건

에 노출되는 출동직 소방공무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상황실, 사무직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력은 5년 미만인 대상자가 

125명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하였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6명

(25.7%),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60명(17.9%),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5명(7.5%),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16명(4.8%), 25년 이상이 23명

(6.9%)으로 나타났다.

출동 횟수는 주 10회 이하가 187명(55.8%), 주 20회 이하가 97명

(29.0%), 주 30회 이하가 39명(11.6%), 주 40회 이하가 9명(2.7%), 주 

50회 이하가 3명(0.9%)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충격을 받은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빈도는 월 1회 이하(월 

1회 미만 경험하는 대상자는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로 응답함)가 165명

(49.3%), 월 2회 이하가 74명(22.1%), 월 4회 이하가 69명(20.6%), 월 

8회 이하가 3명(0.9%), 월 10회 이하가 7명(2.1%)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를 0에서 10사이의 숫자에 체크하게 

하였을 때 2 이하가 83명(24.6%) 4 이하가 59명(17.6%), 6 이하가 116

명(34.6%). 8 이하가 71명(21.2%). 10 이하가 6명(1.8%)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에 대한 노출을 어느 수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과 

결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가 11명(3.3%), ‘다른 사람과 거의 이

야기 하지 않았다.’가 68명(20.3%), ‘다른 사람과 자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다.”가 144명(43.0%),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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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비교적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가 67%(20.0%), ‘자

세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37명(11%), ‘모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8명(2.4%)로 나타났다.

충격이 컸던 외상 사건의 몇 %를 자기 노출 하는지에 대해 0%는 11명

(3.3%), 20% 이하가 109명(32.5%), 40% 이하가 58명(17.3%), 60% 이하

가 66명(19.7%), 80% 이하가 58명(17.3%), 100% 이하가 33명(9.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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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5)
n %

Department Extinguish 92 27.5%
Drive 77 23.0%

Rescue 26 7.8%
Ambulance 140 41.8%

Length of Working 0~4 125 37.3%
experience(year) 5~9 86 25.7%

10~14 60 17.9%

15~19 25 7.5%

20~24 16 4.8%

25~ 23 6.9%

Frequency of 1-10 187 55.8%
Mobilization 11-20 97 29.0%
(per week) 21-30 39 11.6%

31-40 9 2.7%

41-50 3 0.9%

Frequency of 0.10-1.00 165 49.3%
Trauma ≤2.00 74 22.1%

(per month) ≤4.00 69 20.6%
≤6.00 17 5.1%

≤8.00 3 0.9%

≤10.00 7 2.1%

Impact of Trauma ≤2 83 24.8%
(0~10) ≤4 59 17.6%

≤6 116 34.6%

≤8 71 21.2%

≤10 6 1.8%

Level of Never 11 3.3%
Self-Disclosure Rare 68 20.3%

on Trauma event Slightly 144 43.0%
Moderately 67 20.0%

Almost Fully 37 11.0%

Fully 8 2.4%

Ratio of 0 11 3.3%
Self-Disclosure ≤20% 109 32.5%

of Trauma event ≤40% 58 17.3%
≤60% 66 19.7%

≤80% 58 17.3%

≤100% 3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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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정규성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수추정법인 최대우도법

과 일반최소자승법은 연속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데, 표

본의 정규분포는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배

병렬, 2009). 표본의 정규성은 일변량 정규성 검증에서 왜도(skewness)

와 첨도(kurtosis)를 이용하였고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7이하면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1.330~2.318, 첨도는 

-0.729~6.972로 모든 측정변수의 일변량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Table 4). 

또한 다변량 정규성 검정 결과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z=29.774, p<.001) 본 연구에서 가설검정은 Bootstrap 방법

으로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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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Tool Range
Measured

Range Mean (SD) Skewness Kurtosis
X1.1 1-6 1-6 4.58 (.83) -.879 .828
X1.2 1-6 2-6 4.99 (.74) -.629 .474
X1.3 1-6 1-6 4.32 (.94) -.594 .124
X2.1 - .10-10.00 2.05 (1.81) 2.318 6.972

X2.2 0-10 1-9 4.55 (2.20) -.023 -1.016

X3.1 1-5 1-5 4.23 (.78) -1.330 1.520
X3.2 1-5 1-5 4.23 (.77) -1.294 1.362
X3.3 1-5 1-5 4.16 (.78) -1.110 1.107
X3.4 1-5 1-5 4.18 (.78) -1.151 1.189
X4.1 1-5 1-5 3.78 (.73) -.403 -.071
X4.2 1-5 1-5 3.86 (.72) -.724 .476
X4.3 1-5 1-5 3.82 (.76) -.535 .338
X4.4 1-5 1-5 3.65 (.76) -.461 .150
X5 1-5 1-5 3.24 (.65) -.166 -.089
Y1.1 0-4 0-4 1.51 (.62) 1.328 1.208
Y1.2 0-4 0-4 1.72 (.73) 1.244 1.463
Y1.3 0-4 0-4 1.90 (.75) 1.096 .804
Y1.4 0-4 0-4 1.67 (.64) 1.792 6.018
Y2.1 1-6 1-6 3.22 (1.07) .400 -.025

Y2.2 0-1 0.00-1.00 .43 (.29) .386 -1.052

Y3 1-4 1-4 2.12 (.78) .272 -.729
Y4.1 0-5 0-5 2.45 (1.38) -.142 -.866

Y4.2 0-5 0-5 2.26 (1.38) -.055 -.939

Y4.3 0-5 0-5 2.14 (1.38) .096 -1.008

Y4.4 0-5 0-5 1.11 (1.27) 1.124 .663
X1.1:calling_identification with one’s work 

and Person-Environment-Fit

X1.2:calling_sense of meaning and value-driven behavior

X1.3:calling_transcendant guiding force

X2.1:traumatic experience_frequency

X2.2:traumatic experience_impact

X3.1:family support_emotional

X3.2:family support_appraisal

X3.3:family support_informative

X3.4:family support_material

X4.1:peer support_emotional

X4.2:peer support_appraisal

X4.3:peer support_informative

X4.4:peer support_material

X5:organizational support

Y1.1:hyperarousal

Y1.2:avoidance

Y1.3:intrusion

Y1.4:sleep and numbness

Y2.1:level of self-disclosure 

on traumatic event

Y2.2:ratio of self-disclosure 

     (in a fraction of %)

on traumatic event

Y3:deliberate rumination

Y4.1:changes of self-perception

Y4.2:the increase of interpersonal depth

Y4.3:finding new possibilities

Y4.4:the increase of spiritu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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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모형을 검증하기 전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

다(Table 5).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7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데(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06~ .599의 

분포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위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가 모두 10 미만

으로 나타나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Pearson’s Coefficient) and VIF
X1 X2 X3 X4 X5 Y1 Y2 Y3 Y4 VIF

X1 1 1.568

X2 -.062 1 1.384

X3 .384** .040 1 1.627

X4 .540** -.037 .599** 1 2.263

X5 .413** -.096 .270** .497** 1 1.432

Y1 -.344** .431** -.280** -.388** -.184** 1 1.580

Y2 .104 .230** .128* .032 .006 .045 1 1.107

Y3 .184** .233** .165** .164** .194** .120* .197** 1 1.176

Y4 .375** .251** .315** .386** .315** .036 .139* .628** 1

* p<.05, **<.01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X1:calling
X2:traumatic experience
X3:family support 
X4:peer support 
X5:organizational support

Y1:posttraumatic stress
Y2:self-disclosure on traumatic experience
Y3:deliberate rumination
Y4:posttrauma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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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도구의 타당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기존관계를 설정하고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방

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개별 문항의 신뢰도

와 집중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다. 즉 확인적 요인분석은 각 측정도구가 

가진 기존의 신뢰도, 타당도와 관계없이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모형의 신뢰도, 타당도 및 적합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다

(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9개의 측정도구 즉, 소명 의식, 외상 경험, 가족

의 지지, 동료의 지지, 조직의 지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자기 노출, 의

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을  확인적 요인분석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조형지표(formative indicators)인 외상경험(외

상 경험 빈도)을 제외한 반영지표(reflective indicator)의 경우 모든 

문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5로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Table 

6).

확인적 요인분석 후 측정변수간의 잠재변수의 집중타당도와 판별 타당

도를 평가하였다. 집중타당도는 AVE와 CR을 이용하며, AVE 값

은.562~.953으로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R. 값은 .700~.975으로 

.70 이상으로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 타당도는 

AVE 값을 상관계수의 제곱과 비교하였으며, 모든 AVE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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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측정 변수들은 이론 변수의 속성을 잘 반

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낮고 요인 안의 변

수들 간에는 상관계수가 높아 판별 타당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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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 Loading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AVE CR

calling X1.1 .86

.651 .788X1.2 .75

X1.3 .66

traumatic experience X2.1 .34
.562 .700X2.2 .65

family support X3.1 .98

.928 .981
X3.2 .96

X3.3 .96

X3.4 .96

peer support X4.1 .97

.907 .975
X4.2 .94

X4.3 .95

X4.4 .95

organizational support X5 .98
.953 .953

posttraumatic stress Y1.1 .93

.760 .927
Y1.2 .84

Y1.3 .88

Y1.4 .84

self-disclosure 
on traumatic experience

Y2.1 1.00
.724 .835Y2.2 .67

deliberate rumination Y3 .79
.624 .624

posttraumatic growth Y4.1 .95

.719 .908
Y4.2 .97

Y4.3 .82

Y4.4 .59

*X2.1: traumatic experience_frequency –formative indicator

X1.1:identification with one’s work and 

Person-Environment-Fit

X1.2:sense of meaning and value-driven behavior

X1.3:calling_transcendant guiding force

X2.1:traumatic experience_frequency

X2.2:traumatic experience_impact

X3.1:family support_emotional

X3.2:family support_appraisal

X3.3:family support_informative

X3.4:family support_material

X4.1:peer support_emotional

X4.2:peer support_appraisal

X4.3:peer support_informative

X4.4:peer support_material

X5:organizational support

Y1.1:hyperarousal

Y1.2:avoidance

Y1.3:intrusion

Y1.4:sleep and numbness

Y2.1:level of self-disclosure 

on traumatic event

Y2.2:ratio of self-disclosure 

on traumatic event

Y3:deliberate rumination

Y4.1:changes of self-perception

Y4.2:the increase of interpersonal depth

Y4.3:finding new possibilities

Y4.4:the increase of spiritu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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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odel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Fit χ2(df)
Normed χ2

p GFI CFI TLI RMSEA

Reference - ≤3 - ≥.9 ≥.9 ≥.9

.08이하

:양호

.05이하

:매우 양호

Result 689.26(242) 2.848 <.001 .852 .946 .932 .074

또한, 연구모형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통계량(Normed χ2)

은 2.848로 3.0 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CFI는 .946, TLI 

는 .932 로.90 이상이며, RMSEA 값은 .074 으로 .08  미만으로 나타나 연

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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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인정

추정해야 할 계수의 각각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방정식의 수의 정도

를 평가하는 것을 인정(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조선배,2000), 

충분인정(overidentified) 모형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정보의 수

가 미지수의 수보다 많아야 하며 자유도의 수가 0보다 커야 한다(김계

수, 2005). 자유도는 정보의 수에서 미지수의 수를 뺀 숫자로 “모형의 

간명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자유도(df)=정보의 수-미지수의 수=k(k+1)/2-t 가 된다(김계수, 

2005). 

k=측정변수의 수

t=미지수의 수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수(k)는 25개이므로 정보의 수는 

25(25+1)/2=325이며 전체 미지수의 수는 79개로 자유도는 

246(325-79=246)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전체 모형은 정보의 수가 미

지수의 수보다 커서 자유도가 0보다 크므로 간명모형(overestified 

model)의 가능성이 있어 모형인정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김계수, 

2013) 모형인정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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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Table 8. Model Fit of the Hypotherical Model

Fit χ2(df) Normed χ2 p GFI CFI TLI RMSEA

Reference - ≤3 - ≥.9 ≥.9 ≥.9 ≤.08

Hypothetical

Model
716.690(246) 2.913 <.001 .848 .943 .930 .076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8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GFI를 제

외한 적합지수가 권장적합지수에 도달하였다. GFI는 일반적으로 0-1사이

의 값을 가지며, .9 이상을 권장하는데 .8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허준, 2013). 본 연구에서는 GFI가 .848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의 기

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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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설적 모형의 분석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21개의 경로 중 10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9).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 경험(β=.611, p=.002), 가족의 지지(β

=-.152, p=.044) 와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상 경

험과 가족의 지지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54.9% 이다.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 노출은 가족의 지지(β=.222, p=.012)와의 경

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의 자기 노출에 대한 

설명력은 4.1%이다.

의도적 반추는 조직의 지지(β=.162, p=.015), 외상 후 스트레스(β

=.233, p=.002),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 노출(β=.179, p=.011)와의 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직의 지지,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 노출의 의도적 반추에 대한 설명력은 13.8%이다.

외상 후 성장은 소명의식(β=.190, p=.001), 외상 경험(β=.231, 

p=.001), 동료의 지지(β=.211, p=.002), 의도적 반추(β=.526, 

p=.001)와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명의식, 외상 경

험, 동료의 지지, 의도적 반추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57.8%이

다. 

이상의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로의 경로를 바탕으로 한 가설적 모형의 

최종 경로는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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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the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β)

Boot

S.E.

Boot

p
SMC

posttraumatic stress calling -.165 .080 .092 .549

posttraumatic stress
traumatic

experience
.611 .125 .002 **

posttraumatic stress family support -.152 .059 .044 *

posttraumatic stress peer support -.193 .076 .053

posttraumatic stress organizational support .124 .037 .076

self disclosure family support .222 .108 .012 * .041

self disclosure peer support -.029 .123 .770

self disclosure organizational support -.017 .066 .770

self disclosure posttraumatic stress .091 .117 .223

deliberate rumination family support .093 .085 .159 .138

deliberate rumination peer support .111 .117 .179

deliberate rumination organizational support .162 .064 .015 *

deliberate rumination posttraumatic stress .233 .103 .002 **

deliberate rumination self disclosure .179 .087 .011 *

posttraumatic growth calling .190 .111 .001 ** .578

posttraumatic growth traumatic experience .231 .189 .001 **

posttraumatic growth family support .022 .078 .647

posttraumatic growth peer support .211 .114 .002 **

posttraumatic growth organizational support .083 .065 .177

posttraumatic growth self disclosure -.043 .097 .506

posttraumatic growth deliberate rumination .526 .057 .001 **

*: p<.05, **: p<.01, S.E.: Standard Error,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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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ath diagram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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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연구 모형에서 내생변수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Bootstrap 방

법을 사용하여 효과분석을 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 경험(β=.611, p<.01), 가족의 지지(β

=.-.152, p<.05) 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외상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은 가족 지지의 직접효과와(β=.222, 

p<.05) 총효과(β=.208, p<.05)가 유의하였다.

의도적 반추에 대해서는 조직의 지지의 직접효과(β=.162, p<.05)와 

총효과(β=.189, p<.01), 외상 후 스트레스의 직접효과(β=.233, 

p<.01)와 총효과(β=.249, p<.01), 자기 노출의 직접효과와 총효과(β

=.179, p<.05)가 유의하였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의 직접효과(β=.190, p<.01)와 총

효과(β=.169, p<.01), 외상 경험의 직접효과(β=.231, p<.01), 간접효

과(β=.078, p<.01), 총효과(β=.309, p<.01), 동료 지지의 직접효과

(β=.211, p<.01)와 총효과(β=.244, p<.01), 조직의 지지의 간접효과

(β=.100, p<.01)와 총효과(β=.183, p<.05), 자기 노출의 간접효과(β

=.094, p<.01), 의도적 반추의 직접효과와 총효과(β=.526, p<.01)가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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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the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posttraumatic stress calling -.165 -.165

posttraumatic stress traumatic experience .611 ** .611 **

posttraumatic stress family support -.152 * -.152 *

posttraumatic stress peer support -.193 -.193

posttraumatic stress organizational support .124 .124

self disclosure family support .222 * -.014 .208 *

self disclosure peer support -.029 -.018 -.046

self disclosure organizational Support -.017 .011 -.006

self disclosure posttraumatic stress .091 .091

deliberate rumination family support .093 .002 .095

deliberate rumination peer support .111 -.053 .058

deliberate rumination organizational support .162 * .028 .189 **

deliberate rumination posttraumatic stress .233 ** .016 .249 **

deliberate rumination self disclosure .179 * .179 *

posttraumatic growth calling .190 ** -.021 .169 **

posttraumatic growth traumatic experience .231 ** .078 ** .309 **

posttraumatic growth family support .022 .041 .063

posttraumatic growth peer support .211 ** .032 .244 **

posttraumatic growth organizational support .083 .100 ** .183 *

posttraumatic growth self disclosure -.043 .094 ** .051

posttraumatic growth deliberate rumination .526 ** .526 **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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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가설의 검정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소명의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

가설2. 외상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3. 가족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4. 동료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

가설5. 조직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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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노출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6. 가족의 지지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7. 동료의 지지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

가설8. 조직의 지지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

가설9.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

의도적 반추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0. 가족의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

가설11. 동료의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

      되었다.

가설12. 조직의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13. 외상 후 스트레스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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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4. 자기 노출은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외상 후 성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5. 소명의식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16. 외상 경험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가설17. 가족의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되

         었다.

가설18. 동료의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

다.

가설19. 조직의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되

         었다.

가설20. 자기 노출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기각되었

         으나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가설21.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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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영

향 요인들을 종합하여 모형을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

모형의 타당성을 논의한 후 모형검정 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영향 요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영

향 요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본 연구 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전략을 제안하고

자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규명하기 위해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기반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

고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한 외상 후 성장 관련 개

념을 모두 포함하여 변수를 선정하였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은 업무

로 인해 발생하므로, 직업 관련 요인(소명의식, 조직의 지지)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외상 전 개인’관련 특성은 소명의식으로, ‘충격적인 사

건’관련 특성은 외상 경험(빈도와 충격 정도)으로, ‘도전’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완충요인으로는 자기 노출(노출 수준과 노출하는 외상 사건

의 비율), 의도적 반추,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족의 지지, 동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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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조직의 지지)를 변수로 선정하였고, 모형을 구축한 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21개의 경로 중 10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은 57.8%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설명력은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으로 확인하는데,  SMC가 높다는 것은 외생변수들에 

의해서 설명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배병렬, 2009).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 연구(김영재, 2012; 양승경, 2016)의 

설명력(38% 와 38.7%)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

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보다 더 잘 설명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명력이 국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

장 구조모형 연구(김영재, 2012; 양승경, 2016)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

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한 외상 

후 성장 관련 개념을 모두 포함시켜서 해당 모형을 충실히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은 권장수준 

이상의 모형 적합도를 보이며, 선행 연구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보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또

한 본 연구의 모형은 Calhoun과 Tedeschi(2004)가 제시한 외상 후 성장 

모형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으므

로, 국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시

행을 안내하는 이론적 기틀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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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영향 요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

인 간호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므로, 모

형 검정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외

상 후 성장 중재전략의 이론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내생변수인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자기 노출, 외상 후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소명의식, 외상 경험, 동료의 지지, 의도적 반추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의도적 반추였다. 이 중 소명의식, 동료

의 지지, 의도적 반추는 직접효과, 총효과를 가지며, 외상 경험은 직접

효과, 총효과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

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

직의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자기 노출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모두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외상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 사건의 충격 정도가 더 클수록, 

동료의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의도적 반추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소명의식

소명의식은 외상 후 성장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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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명의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조절하는 데에는 유

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이수정, 2014), 소방공무원의 소명의

식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이

정선과 박현숙, 2017; 정효영, 2018)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소명의식은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므로

(Dobrow, 2013; Steger & Dik, 2009; 김희연, 2019)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소명의식을 증진시키는 중재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는

데, Autin(2013)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지지(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면 소명의식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김희연(2019)의 연구에서는 자기이해와 인생 곡선 그리기 등이 소명의식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소명의식의 증

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성한 중재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므

로 소명의식 증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소명의식은 일의 의미와 관련한 개념이므로, 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의미 

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는 것은 시도할만하다고 생각한다. 

②외상 경험  

외상 경험은 외상 후 성장에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모두 가지며 총효

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 경험을 자주 하고, 외상의 충격

이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외

상을 자주 경험하고, 경험한 외상의 충격 정도가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

스 수준이 증가하지만(곽민영, 2017; 신덕용 등, 2012; 이옥정과 지영

환, 2010), 외상 후 성장 수준 역시 높아진다는(곽민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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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illen & Fisher, 1998)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지금

까지 소방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나 중재프로그램은 PTSD 등의 정신 건

강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외상 경험을 PTSD를 비롯한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외상 사건의 경험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

로, 외상 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외상 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교육하는 것은 외상 경험의 긍정적 의미를 생각하게 함으

로써 의도적 반추를 유도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③동료의 지지 

동료의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직접효과,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의 지지와 조직의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동료의 지지만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외

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Weiss, 2004; Filipas & 

Ullman, 2001; Laffaye et al., 2008; Stephen& Lon,2000)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업무 중에 동료와 함께 외상을 경험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군인은 가족이나 친구보다 동료의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

스,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김영재, 2011). 

하지만 동료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동료의 지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것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연구자가 선정

한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에 의한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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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동료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적 연

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중요한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동료의 지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촉진

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수

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동료의 지지를 높이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동료의 지지만을 높이는 중재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집단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면 사회적 지지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김지윤과 정가윤, 2015; 박미향, 2016; 배가령, 2017)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 계획 시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

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의도적 반추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직접효과, 총효과를 가지며 외상 후 성

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조직의 지지, 외상 경험,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으나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이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임을 역설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양승경, 

2016; 이하나, 2016; 전유진, 2010; 정연균, 2015; 정인명, 2009; 

Calhoun & Tedeschi, 2006). 의도적 반추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것이다. 반추라고 하면 원하지 않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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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떠오르는 외상 기억 즉 침습적 반추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반추는 모두 자신을 힘들게 하고 회피, 억압해야 하는 

증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의도적 반추는 침습적 반추와

는 달리 본인이 외상 경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의

도적인 과정이라는 정확한 이해와 의도적 반추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

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도적 반추는 다른 사람의 조력이나 제도적 지원에 의해 영

향을 받기 보다는 개인 내적 인지과정에 의한 것이므로,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킬 수만 있다면 다른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개

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은 외상 사건

에 대해 떠올려보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외상 경험 전후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생각

하게 하는 의도적 반추의 과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중재 결과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향, 2016; 임선영, 2014, Slavin-Spenny et al., 2011). 

따라서 외상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의도적 반

추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의도적 반추 경험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하

여, 이를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것은 외상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

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료의 경험을 통

해 본인의 외상 경험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상 경험과 관련한 의도적 반추 경험에 대한 질적 연

구 결과 발표가 소방공무원의 의도적 반추를 촉진하고 결국에는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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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변수

직업적으로 외상 사건에 자주 노출되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에 대한 자기 노출이 의도적 

반추를 촉진하고,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 노출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는데(Calhoun & 

Tedeschi, 2004; 송현과 이영순, 2013) 자기 노출을 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외상을 자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노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은 외상 후 성장 촉진 전략일 뿐

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보호전략으로서도 기능할 것이다.

자기 노출을 증진시키는 중재전략은, 자기 노출의 필요성 교육과 보다 

다양한 방법의 자기 노출 시도로 제안한다. 소방공무원은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이 남자답지 못하고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전문직으로서

의 무능력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이나윤과 하양숙, 

2012; Carrio, 2012),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고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 교

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 집단 프로그

램을 시행한 연구 결과, 외상 경험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

이 촉진되어 의도적 반추가 이루어지며, 서로의 외상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결국 외상 후 성장 수준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배가령, 2017; 이인정, 2009; Roepke, 2015), 자기 노출 집

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 노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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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노출 특히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소방공

무원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노출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외상 

경험 후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직접 종이에 글을 쓰는 방법(손희정과 신

희천, 2013; 박혜경, 2014; 박소영, 2018),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는 

방법(김지윤과 정가윤, 2015; 장재혁, 2013; 장현아, 2011; Beyer, 

2010, 하늘, 2012, Knaevelsrud & Maercker, 2007; Karolijne et al., 

2010),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언어표현을 촉진하는 

방법(William, 2012) 등이 선행연구에서 자기 노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자기 노출을 위해 시도할만하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게시판을 개설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

하면,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

트 폰 등을 이용하여, 익숙하고 편리하게 자기 노출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대면 동료 상담에 비해 자기 노출에 대한 부담

감이 줄어들 것이고,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들과 외상 경험을 공유하며 

자기 노출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서로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효과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자기 노출을 하더라도 이것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은 노출 그 

자체보다 자기 노출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이후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 노출을 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상대방의 반응을 경험하

면 더 이상 자기 노출을 시도하지 않거나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Ahrens, Campbell, Ternier-Thames, 

Wasco & Sefl, 2004; Clapp & Gayle, 2009; Evans, Pistrang, & 

Billings, 2013; Taku et al., 2009). 따라서,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



94

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동료가 자기 노출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

이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노출

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중재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연 2회 의무적으

로 시행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 교육에서 이와 관련한 

의사소통 기법을 교육하고, 역할극을 통해 실습해보는 프로그램의 운영

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의 지지, 자기 노출, 외상 

후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의도적 반추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였다. 이는 조직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노출을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①조직의 지지 

본 연구 결과 조직의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의도적 반추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한다

는 선행연구(김인주와 김도연, 2015; 신선영, 2009; 전유진과 배정규, 

2013), 조직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ray, 

2008; Panton, 2005)는 있었지만 조직의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직접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가족의 지지나 동료의 

지지는 대인관계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직의 지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가족의 지지나 동료의 

지지에 비해 조직의 지지를 인식하는 것에는 조직이 제공하는 지지에 대

해 생각하는 인지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지적 과



95

정을 하는 개인 특성이 외상 경험에도 적용이 되어 외상 경험에 대한 의

도적 반추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의 지지는 조직이 

조직구성원의 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복지 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지원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Eisenberger et al., 1986). 소방청에서는 2010년부터‘찾아가는 상담

실’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심리상담사, 간호사 등이 직

접 근무지를 방문하여 정신 건강 증 진교육과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근무지로 

찾아가는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외

상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대해 자주 교육 받고 상담 받게 되면서 

외상 경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인지과정이 이루

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자기 노출

자기 노출을 많이 할수록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선행연구(단두리, 2013; 이유리, 2016; 정민선, 2014)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 자기 노출을 증진시키는 중재연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

하면 자기 노출과 함께 의도적 반추 수준 역시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자

기 노출의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가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박미향, 

2016; 김혜선, 2018). 앞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변수에 

대한 논의에서 자기 노출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 전략으로 자기 노출의 

필요성 교육 및 다양한 자기 노출 시도(글쓰기,인터넷 기반 글쓰기 등)

에 대해 논의한바 있으므로 그러한 중재전략으로 자기 노출을 촉진한다

면 그 과정에서 외상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의도적 반추를 하

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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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박혜원, 2006; 신선영, 2009; 정민선,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경험하는 개인이 침

습적인 반추로 고통받게 되고, 고통을 극복하고자 외상 경험의 의미를 

생각하는 의도적 반추를 점점 많이 하게 된다는 Calhoun과  Tedeschi의 

외상 후 성장모형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외상 경험이 의도적 반추에 직접 효과를 가지지는 못하였으나 외

상 후 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외상 경험을 자주 하고, 외상 사건의 충격이 크다고 해서 의도적 반

추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상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

상 후 스트레스라는 고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 경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의도적 반추 수준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매우 의

미 있는 발견이다. 따라서 외상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PTSD를 비롯

한 정신 건강 문제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는 긍정

적인 결과의 계기가 되기도 함을 소방공무원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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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의 지지가 

유일했는데 가족의 지지는 자기 노출에 직접효과와 총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동료의 지지와 조직의 지지는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것은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이 경험한 외상 

사건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자기 노출을 하고, 더 깊은 수준까지 자기 

노출을 한다는 의미이며, 동료나 조직의 지지가 높더라도 이것이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①가족의 지지

자기 노출과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즉 두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다(김지애와 이동귀,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 특히 가족의 지지가 자기 노출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

에서 가족의 지지가 자기 노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영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Evans, Pistrang 과 Billings(2013)의 연

구, 미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Carrio(2012)의 연구, 한국 소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이나윤과 하양숙(2012)의 연구에서는 직업적으로 외상을 

자주 경험하는 직업을 가진 남성들이 남자답지 못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비추어질까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외상 경험을 이야기 하지 않으려 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은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배려하고 걱정해주기 때문에 조직에서 노출하지 못하는 외상 경

험을 가족에게는 노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Carrio, 2012; Evans, 

Pistrang & Billings, 2013).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자기 노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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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추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

로 자기 노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 소방공무원일수록 자기 노출의 정도가 높아

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자기 노출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

의 지지를 높이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이 가족에게 외상 경

험을 노출 할 때, 어떤 반응을 해주어야 도움이 되는지, 가족으로서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자기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변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기 노출에 직

접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효과를 가지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houn과 Tedeschi(1995)는 외상 사건이 

삶을 뒤흔드는 위기사건이어서, 개인에게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개인은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게 된다

고 설명하였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상 경험자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외상 경험 후  고통을 경험하면 자기 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준호, 2007; 신승후, 2018; 이유리,  2016; 전유진, 2009; 

Taku, Tedeschi, Cann, & Calhoun, 2009)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에서 자기 노출이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며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Chung, Kim, & Cho, 2008; 한승우, 2018). 외상 후 스트레스라

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자기 노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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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 결과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해보면, 외상 경험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자기 노출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상대방의 반응을 경험한 것, 자기 표현을 금기시하고 남성다움을 강조되

는 문화, 자기 노출로 인한 조직내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그것이다.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노출을 

했을 때, 부적절한 상대방의 반응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 있다. 외상 경

험에 대해 자기 노출을 하는 것 자체보다, 자기 노출을 했을 때 상대방

의 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 외상 후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Greenberg, & Stone, 1992; Oginska-Bulik, 2015). 즉, 외상 경험에 

대해 자기 노출을 했을 때, 상대방이 경청, 격려, 공감, 지지의 반응을 

해주기보다 당황스러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응, 비난하고 평

가하는 반응을 하면 오히려 자기 노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심리적 회복을 방해한다고 보고되었다(Taku et al., 2009; Ullman, 

2011).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표현

을 금기시하고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일 수 있다. 문화

에 따라 자기 노출이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인식과 표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기 노출이 권장되지 않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있다고 보고하였다(Taku, 2011; Weiss, Berger, & Berger, 

2010). 특히 Taku(2011)의 연구에서는 일본문화에서는 자기 노출을 하

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자기 노출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보고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동양문화권이라 비슷한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금욕주의, 낙인,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봐 등의 이유로 고통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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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John, Morgan, 2017), 어릴때부터 여성에 비해 남성은 감정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화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남성의 

감정표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William , 

Glass, & Macdonald, 2013). 또한, 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필요

로 하는 경찰 조직과 소방 조직은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조직 구성원의 

대다수가 남성이므로,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표현하는 것 자

체가 ‘나약함’,‘남자답지 못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고 

이는 낙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자기 노출이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보고

도 있었다(Chung, Kim, & Cho, 2008; David, 2005; Rachel, Nancy 

Pistrang & Jo, 2013).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노출

로 인한 조직 내 불이익에 대한 염려’때문이다. 영국 경찰관을 대상으

로 한 연구(Evans, Pistrang & Billings, 2013)에서는 외상 사건 경험 

후 경찰 조직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상담서비스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고 평가하면서도, 그 상담 제도가 ‘나약한 직원을 색출’해서 조직 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감을 표현하였다. 국내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Chung, Kim, & Cho, 2008; 이

나윤과 하양숙, 2012; 한승우, 2018)에서도 경찰 조직과 소방 조직은 남

성 중심적 조직이면서 공권력을 가지고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집단이

기에 타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고통 즉 외상 경험을 노출하는 것을 조직

원으로서의 무능력함이나 결점의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자기 노출의 방법으로 완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도가 차단당하면 외상을 자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소방공무원의 심리

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노출을 증진시키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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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결과 소명의식, 동료의 지지, 조직의 지지는 외상 후 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외상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원천 

중 가족의 지지만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 경험을 많이 하고 외상 충격이 강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며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외상 경험

외상 경험의 빈도가 높고 경험한 외상 사건의 충격이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선행연구 결과(전선영, 2018; 정연균, 

2015)에서도 지지되는 내용이다. 본 연구의 결과,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졌으므로 외상 경험이 많은 소방공무원을 외상 

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사건 사고의 규모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즉, 외상 사건 발생 자체를 감소시킬 수 없으므로 제도적 보완으로 외상 

사건 출동 빈도를 줄이거나 외상 충격 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

재전략이 필요하다. 근무지와 업무형태에 따른 외상 노출 빈도, 외상 충

격 정도를 수치화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지 순환 배치 시에 이 수치를 

활용하여 형평성 있는 순환 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 즉, 외상 사건 출동 수가 많고, 외상 사건의 충격이 큰 지역에 근

무했던 소방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 것이므로, 다음 

순환 배치 시에는 상대적으로 외상 사건 출동 수가 적고 외상 사건의 충

격 정도가 낮은 근무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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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형평성 있는 근무지 배치로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기간 경험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지

원을 제안한다.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 상, 출동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외상 경험

을 피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소방공무원은 

사직하거나 즉각적으로 행정직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외상 경

험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증가하여 정신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고통받을 때, 

사직이나 근무지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외상 경험을 하지 않

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휴가 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 보충을 통해 외상 사건으로 고통 받는 직원이 

휴가를 쓸 수 있게 하여 일정 기간 외상 사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

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출동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어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극심하더라도, 다음 출동 현장에서 비슷한 외상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

다. 당장 출동으로 고통 받는 직원이 외상에 노출되는 출동에서 제외되

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낙인 효과가 없도록 근무지별 외상 정도를 

수치화 한 결과에 따라 의무적인 휴가를 주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가족의지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보호 효과를 가진다

는 선행연구(곽민영, 2017; 배점모, 2008; 신덕용 등,2012; 안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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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옥정과 지영환,2010; 이지영,2008;  Ahern et al., 2004; 

Cohen, 1985; Stephens & Long,2000)들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그러

나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는 소방공

무원 대상 연구(김성관, 2016)는 많지 않았다. 특히 외상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원천 중 가족의 지지를 조사한 연구는 주로 암생존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였고(이숙과 김연정, 2012; 한인영과 이인정, 2011; 

Arpawong, Richeimer, Weinstein, Elghamrawy & Milam, 2013), 소방공

무원 대상 연구에서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의 관

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연구가 더 필요하며 이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보호 효과를 가지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규

명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지는 외상 후 스트

레스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이루

어졌으나, 본 연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사회

적 지지가 가족의 지지였으므로, 가족의 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재전략으로 가족의 

지지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가족의 지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족이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정신 건

강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전략과 가족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관리

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일반 직장의 업무와는 달리 

업무를 예측할 수 없고 일반인은 평생 한번 노출되기도 어려운 외상 상

황에 반복하여 노출되는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이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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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이와 관련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가족의 지지를 높이는 중요한 중재 전략이 될 것이라 생

각한다.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소개하

고, 소방공무원이 경험하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

요하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소방서에서 실시하여 소방공무원 가족들

이 직접 업무현장을 견학하는 것 또한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소방공무원의 가족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나 대리외상 뿐 

아니라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한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으

로 인해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등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 국외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가족 특히 배우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가진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방공무원 가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는 가족 스스로의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할 것이므로 국외 연구 결과

(Carrio, 2012)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배우자 자조모임 등

을 형성하여 서로 지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영향

요인에 대해 논의하며, 각 영향 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중재전략까지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업무 중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전

략 역시 개인 차원의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조직 차원의 중재 전략 즉, 

제도와 관련한 외상 후 성장 중재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재 

전략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



105

금부터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

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중재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소방청의 정신 건강 정책은 업무 중 외상 사건을 자주 경험하는 경찰, 

군인 등에 비해 시행한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체계적이고 발전

된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예산규

모를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경찰청, 2017; 소방청, 

2018). 10여년 전부터 찾아가는 상담실 서비스를 필두로 많은 정책과 프

로그램이 시행되었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하지

만 보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특성을 반영하

여 정책을 시행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과 정신 건강 증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방청에서 현재 시행하

는 정신 건강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경찰청, 2017; 소방청, 

2018)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한 제도적 개

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상담실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근무지를 방문하여 집단 정신 

건강 교육과 일대일 상담을 하는, 1차, 2차, 3차 예방의 효과를 모두 가

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상담에 참여하면 자기 노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도적 반추를 경험하게 되고, 상담사의 사회적 지지까지 경

험할 수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와 외상 후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서비스 자체는 매우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

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의 업무량이나 소방공무원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직장 특수 건

강 검진에서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은 의무적으로 상담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 외 직원의 상담 참여는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직원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찾아가는 상담실 참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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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 교육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출동은 예측 불가능

한 특성이 있으므로 교육, 상담 중에도 출동벨이 울리면 출동해야 하므

로 교육, 상담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사

고가 아닌 경우  찾아가는 상담실 서비스를 받는 119안전센터를 출동에

서 제외시키고, 인근 지역 119안전센터에서 대신 출동을 나가게 하는 배

려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러한 배려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만 보완된다면, 찾아가는 상담실 서비스는 외부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자기 노출로 인한 조직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걱

정 없이 자기 노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방청에서 현재 시행하는 정신 건강 정책의 두 번째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이나 휴양지에서 숙박하며 각

종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캠프형 프로그램이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숲 체험이나 다양한 레저스포츠 등을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와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본 연구결과를 이론

적 근거로 삼아,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자기 노

출과 의도적 반추 및 사회적 지지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집단프로

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정신 건강 정책의 세 번째는 정신 건강의학과 진

료비를 지원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전국 안심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신 건강과 관련한 어

려움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경제적 부담이나 낙인의 부담 없이 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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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매우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하지만 협약된 

전국의 병원 수가 너무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협약된 병원 중 다수

가 지역의 만성정신질환자 장기입원 시설이라서, 그 병원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낙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협약병원을 방문

하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대형 종합병원과 협약을 맺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

조직 차원의 중재전략의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미

국과 캐나다의 많은 지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출동에서 돌아오면 CISM(위기사건 스트레스 관리,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훈련된 내부 직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외부전문가

가 파견되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기도 한다(Hokanson & Wirth, 

2000; Kehl, Knuth & Schmi; 2014; Sattler. Boyd, & Kirch: 2014). 국

내에서도 동료상담제도를 위한 동료상담가 교육과정이나 CISM 제도를 정

착시키기 위한 시도가 일부에서 이루어졌지만(양미진 외, 2009; 지성연, 

2018) 지금까지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충격적인 외상 경

험을 하고 72시간 내에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많

은 연구에서 증명되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외상 사건 발생 72 시간 이

내 전문가 개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Hokanson & Wirth, 2000; Kehl, 

Knuth & Schmi; 2014; Sattler. Boyd, & Kirch: 2014)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외상 노출 후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격이 큰 외상 사건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초기 개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서비

스를 활용한 자조그룹형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 11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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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터와 구조대에서는 각 팀별로 1회 이상 찾아가는 상담실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가 최근 해당 팀

에서 출동한 외상 사건을 주제로 CISM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진행 방법을 교육하고, 출동 후 센터에 복귀하면 짧은 시간이

라도 출동에서 있었던 외상 경험을 노출하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자

조집단을 형성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동료 상담가 교육프로그램이나 게이트키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 소

방청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게 자조 집단의 역동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워도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고, 특히 

동료의 지지와 조직의 지지가 높아도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조직내에서 동료에게 자기 노출을 하여도 이것이 낙인찍

히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자기 노출 경험

을 한다면, 이후로도 자기 노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료에게 자기 노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었지

만,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은 함께 경험한 동료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보고되어(Carrio, 2012; Evans, 

Pistrang & Billings, 2013; 이나윤과 하양숙, 2012) 동료로 이루어진 

자조집단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기 노출의 잇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찾아가는 상담실을 활용하여 형성된 자조 집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공적인 자기 노출과 동료의 지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이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보호전략이자 외상 후 성장의 촉진전략이 될 

것이다.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처럼, 센터 복귀 후 보호 장구를 벗으면 다시 자조집단 활동을 통해 

심리적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개념으로 모든 출동 후 짧게라도 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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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외상 경험을 노출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

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중

재 전략, 제도 차원의 중재전략까지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외상 후 성

장 관련요인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조 

모형의 구축과 검증을 통해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 역

시 설명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원천에 

따라 외상 후 성장 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원

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의미를 조망할 수 있어 선행 연구와 차

별화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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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와 적용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파악하고자 실시된 연구로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실무, 간호교육 측면에서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간호이론 측면

외상 후 성장을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해당 모형의 핵

심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구축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다차원적인 통합 모형을 제시하

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변수를 선정할 때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

였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이 업무 중 이루어지며, 외상 사건을 피할 

수 없고 반복하여 경험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외상 전 개인의 특성으로 

소명의식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나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외상 사건을 조직 내에서 동료와 함께 경험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회

적 지지를 가족의 지지, 동료의 지지, 조직의 지지로 나누어 모형에 포

함시켰다. 따라서 Calhoun과 Tedeschi(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업

무와 관련하여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직업군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업무와 관련하여 충격이 큰 외상 

사건에 반복하여 노출이 되는 군인, 경찰공무원, 부검의, 응급실 근무 

의료인 등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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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의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중재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실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들은 외상 후 성장에도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연구 패러

다임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전략을 제공하였다. 이를 임상 실무에 적용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

강 증진은 물론 간호 실무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소방공무원처럼 직업적 특성으로 외상 사건에 자주 반복하여 노출이 

되는 직업군에게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간호실무 영역의 확대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정신 건강이 위협받는 대

표적인 직업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외상의 긍정적 측면

인 외상 후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상 관련 간호 실무가 외

상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외상의 긍정적 측면인 외

상 후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정신복지센터나 재난심리지

원센터 등에서 간호사들이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의 예방이나 완화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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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청에서는 PTSD 치료 및 1,2,3차 예방과 연구 기능을 갖춘 소방

복합치유센터를 건립중이며,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등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규모를 매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는 PTSD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전인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외상 후 성장 교육, 상담, 중재 프로그램의 실무자로 가장 적

합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제

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의 영역을 보

다 확장할 수 있는 기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4)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의 모형은 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 및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상에 노출된 대상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프

로그램에 집중한 지금까지의 간호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대상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간호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상 후 성장 프로

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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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 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

험, 외상 후 자기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

황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K시와 Y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공

무원이므로 지역적 특성, 조직 문화의 특성 등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외상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노출하는 정도나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하는 정도는 타 지역의 소방공무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외상 경험에 대한 자기 노출의 정도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

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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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K시, Y시의 3개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서 화

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중 외상 경험을 한 소방공무

원 335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 경로를 검증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권장 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가짐으로써 소방공무원

의 외상 후 성장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외상 후 성장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요인은 소명의

식, 외상 경험, 동료의 지지, 의도적 반추였고,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

력은 57.8%로 선행연구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외상 후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도적 반추로 나타났고, 조직의 

지지와 자기 노출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원천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의미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화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소명

의식, 동료의 지지 및 의도적 반추를 강화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상 경험을 자

주 하고 그 충격이 클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는, 외상 경험이 반드시 PTSD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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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상에 대한 인식전환

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외상 후 스트

레스가 클수록 자기 노출의 정도가 클 것이라는 가설과 자기 노출의 정

도가 클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된 점 또

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소방공무원들

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기 노출을 할 수 있는 시기적절

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명의식,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 및 가

족·동료·조직의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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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 조직의 지지, 

자기 노출, 의도적 반추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

요하다.

2)자기 노출이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상 경험을 노

출하는 동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 대상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자기 노출을 하지 않

고, 자기 노출 하는 것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탐색이 필요하다.

5)동료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외상 후 성장 관련 요인인 자기 노출이나 의도적 반추 등에

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동료

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을 통

한 탐색이 필요하다. 

6)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빈도로, 반복

적으로 발생하므로 일반인의 외상 경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 경험, 외상 후 성장 

관련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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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officers are vulnerable populations to mental disorder because

they are the first responders in disaster site and frequently expose to

traumatic events. fire officers cannot avoid traumatic event on duty,

but not all fire officers suffer from mental disorder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herefore, strategies to protect

them from PTSD and improve posttraumatic growth(PTG), a positive

change through trauma experience, are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hypothetical model based

upon Calhoun과 Tedeschi’s PTG model and conduct an empirical test

to predict and verify PTG model in fire officers. In addition,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intervention that can improve PTG in fire officers.

From a literature review about first responder’s PTG, calling, trauma

experience, family support, peer support and organiz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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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et as exogeneous variables and posttraumatic stress, self

disclosure, deliberate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 as an

endogenous outcome variabl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fire officers having traumatic

experience during the mobilization and working in K and Y cities.

Data was collected from 335 fire officers with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23 and AMOS 23.

The overall fitness indices in the research model satisfied the

recommended criteria, proving that the model was appropriate for

predicting the PTG in fire officers(Normed χ2=2.913, GFI=.848, CFI=.943, 

TLI=.930, RMSEA=.076). Among 21 pathways of the hypothetical model,

10 pathway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alling, trauma experience,

peer support and deliberate rumination were shown to affect the PTG

directly, with the percentage of explained variance, 57.8%. That is

higher than the previous studies about PTG in fire officers, so the

variables set in this study are thought to better account for PTG in

fire officers. In addition, organizational support and self disclosure

affected PTG indirectly through deliberate rumination. Trauma

experience and family support were shown to affect the posttraumatic

stress; family support were shown to affect self disclosure;

organizational support, posttraumatic stress and self disclosure were

shown to affect the deliberate rumination.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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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intervention programs are necessary to improve

peer support, family support, organizational support, calling, self

disclosure and deliberate rumination.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raumatic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may lead to positive

results , PTG. Therefore, a paradigm shift to improve PTG is

require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and mental health policies

for fire officers rather than focusing PTSD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theoretical

guidance to seek more effective and integrated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Keywords: Posttraumatic growth, Fire Officer , Deliberate rumination,

Self Disclosure, Social support,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2009-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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