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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방대원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방대

원의 스트레스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척도, 문제해결양식 척도 그리고 정신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스트레스의 양상, 문제해결양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두 가지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문제해결양식의 무기력

감과 문제에 대한 통제감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접근적 문제해결양식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문제해결양

식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중다회귀 분석결과, 직무 관련 스트레

스 중에 부정적 인지와 정서, 문제해결양식 중에는 무기력감과 접근적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양식 중 무기력감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직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함께 직업적 자존감(self-

esteem)까지 저하시켜,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ABSTRACT

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related stressor, problem solving styl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effects of job-related stress and problem solving style on psycho-
logical distress of firefighters. The Job-related Stress Scale, Problem Solving Style Questionnaire, and
the Symptom Checklist-Revised (SCL-90-R) were administered to 148 firefighters working in Seoul
and Gyounggi.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job-related stress, problem-solving styles such as
helplessness and problem-solving control correlated positively with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at
problem-solving confidence and approaching style correlated negatively with i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job-related negative cognition and emotion, helplessness and approaching style
accounted for 43% of the variance in the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problem-solving styles, help-
lessness had the highest predictive power for psychological distress. Self-reported helplessnes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firefighters' reactions to problematic situations encountered in thei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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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붕괴, 교통사고 등의 인공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고, 이로 인해 소방대원들의 화재, 구급, 구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소방대원은 직업 특성상 물리적, 화학

적 유해물, 참사와 같은 다양한 사상사고, 심지어 자신

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외상적 사건

(traumatic events)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직업

과 관련한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한다.1,2) 직무(job)

는 대부분의 개인에게 스트레스의 근원이며 소방대원
† E-mail: gjksyr@mail.kc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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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특수 직종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3) 따라서 개인이

몸담고 있는 직업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대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는 대형참사와 같은 외상적 사건들로 인한 외상 후 스

트레스 증후군(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소방대원

이 겪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외상적 사건들 뿐 아니

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인지적, 정서적 경

험과도 연관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건의 외상

(trauma) 정도가 심각할수록 사건자체보다는 사건을 처

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지와 정서가 개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연관이 더 큰 것으로 보고 된다.4) 따라

서 소방대원의 심리적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외상적 사건 관련 스트레스뿐

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한 부정적 인지와 정서적 요인

의 영향도 파악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한 부정적 인지

와 정서는 외상적 사건들을 처리하는 동안과 이후에

경험하는 분노, 죄책감, 불안, 좌절감 등이 해당된다.4)

소방대원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에 비해 직업과 관련

한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심각도는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정도와 연관이 있으나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

험하지는 않는다. 이는 외상사건의 효과를 상쇄시키거

나 악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지

각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해결양식이 외상적 사건

의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해결양식(problem-solving styles)은 사람들이 일

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

적인 방략을 찾아내는 인지행동적 과정을 가리킨다.5)

문제해결양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자신의 문제해결

태도와 방략에 대한 지각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데, 이에 Cassidy와 Long6)은 문제해결양식을 단일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고,

다양한 잠재적인 인지행동적 방략을 포함하는 6개의

차원으로 구분 정의하였다. 문제해결양식 모형은 본래

우울증에 대한 설명 모형으로 제안되었는데 최근에는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안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밝혀지면서7,8) 문제 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양

식이 전반적인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대원의 심리적 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는 전쟁, 자연재해, 폭력 범죄와 같은

단일의 외상사건 경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직무

와 관련된 외상경험과 문제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

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대원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척도, 문제해결양식 척도 그리고 정

신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양상 및

문제해결양식과 소방대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를 검증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문제해결양식이 심

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진단 척도로는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검사는 다양한 증상을 기술하는 90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9,10) 직무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

양식, 정신건강지수의 상관분석을 통해 직무관련 스트

레스 및 문제해결양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련성

을 조사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 및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

방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회

수한 질문지는 총 151부였으나 그 중 누락된 문항이

많은 3부를 제외한 148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148명

모두 남자대원들이었고, 근무분야별로는 진압이 45.7%,

운전 15.2%, 구조 9.9%, 구급 7.3%, 행정 17.9%, 기타

4%였다. 근무기간은 5년 이하가 19.9%, 6년~10년이

15.9%, 11년~15년이 23.8%, 16년~20년이 25.2%, 21년

이상이 13.9%였다.

2.2 연구도구

2.2.1 스트레스척도

Brown 등4)이 소방관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본래 McLeod

등이 영국 소방대원의 스트레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질문지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추출된 두개의 요

인-외상적 사건관련 스트레스원(traumatic incident-related

stressor: TIS)과 부정적 인지와 정서 스트레스원(negative

cognitions and emotions stressor: NCES)-으로 새롭게

구성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11개의 외상적

사건관련 스트레스원과 7개의 부정적 인지와 정서 스

트레스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5(TIS), .73(NC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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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문제해결양식척도

Cassdy 등6)에 의해 제작된 문제해결양식 질문지는

총 24문항으로 무기력감(helplessness), 문제해결에 대

한 통제감(problem-solving control), 창조적 문제해결양

식(creative style),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problem-

solving confidence), 회피적 문제해결양식(avoidance

style), 접근적 문제해결양식(approach style)의 6척도로

구성되었다. 무기력감은 문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전반

적인 무기력감을, 문제에 대한 통제감은 문제 상황에

서 내적-외적 통제 차원을 반영하며, 창조적 문제해결

양식은 대안적 해결책을 계획하고 숙고하는 것을, 문

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며, 회피적 문제해결양

식은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문제 상황을 피하는 양식

을 반영하며, 접근적 문제해결양식은 문제 상황에 적

극적으로 직면하여 대처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희정 등8)이 번안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각 하위척도별 내적 일치도는

다음과 같다: 무기력감(.63),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감

(.41), 창조적 문제해결양식(.67), 문제해결에 대한 자

신감(.61), 회피적 문제해결양식(.55), 접근적 문제해결

양식(.65).

2.2.3 심리적 디스트레스 척도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평가하기위해 Derogatis11)의

척도를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1)이 번안한 간이정신진

단검사(symptom checklist-revised: SCL-90-R)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기술하는 90

Table 2.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redictor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 (N = 148)

PD TIS NCES PSST Helpless Contol Creativity Confidence Avoidance Approach

PD 1.00

TIS 0.27*** 1.00

NCES 0.34*** 0.77** 1.00

PSST 0.11 0.05 0.12 1.00

Helpless 0.53** 0.09 0.11 0.31** 1.00

Control 0.30** 0.18* 0.19* 0.46** 0.35** 1.00

Creativity −.16 −.01 0.01 0.66** −.26** .06 1.00

Confidence −.26** −.00 0.08 0.61** −.32** −.07 0.69** 1.00

Avoidance .13 −.01 −.04 0.32** 0.34** 0.15 −.18* −.18* 1.00

Approach −.23** 0.02 0.06 0.62** −.23** −.04 0.63** 0.73** −.22** 1.00

PD: psychological distress, TIS: traumatic incident-related stressosr, NCES: negative cognitions and emotions stressors, PSST:

problem-solving styles total

*p < .05 **p < .01 ***p < .001

Table 1. The Comparison of Global Severity Index between

the Firefighters and the Norm (N = 148)

Firefighters Norm t

Global Severity Index .94(.58) .79(.53) 11.233*

*p < .01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신체

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증, 편집증 하위척도를 제외한 74

문항을 사용하였다. 7개 차원의 내적 일치도는 .73~.83

이었다.

3. 결 과

3.1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

선행연구에 따르면12) 소방대원은 빈번하게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SCL-90-R의 규준의 전체심도지

수와 본 연구에 참여한 소방대원의 전체심도지수에 차

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

이 규준집단과 소방대원의 SCL-90-R의 전체심도지수

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소방대원의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수준은 일반규준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148) = 11.23,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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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 그리고 심리

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 그리고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문제해결

양식의 총점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으나, 하위척도들 중 무기력감(rp = .53, p < .01),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감(rp = .30, p < .01)과 정적 상관

을 보인 반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rp = −.26, p < .01),

접근적 문제해결양식(rp = −.23, p < .01)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문제해결양식의 하위척도는 문제해결

에 대한 통제감을 제외하면 모두 서로서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감은 무기력감과만 상관

관계가 있고 다른 하위척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직무관련 스트레스의 외상적 사건 관련 스트레

스원(rp = .27, p < .001)과 부정적 인지와 정서 스트레스

원(rp = .34, p < .001)은 모두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앞서 문제해결양식의

하위척도들이 서로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면서 예측변인들 사이의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값(tolerance)과 분산팽창요인

(VIF)값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차

한계값은 대부분 .60 이상이고 낮은 것도 .30 이하인

것은 없으며 VIF값은 1과 2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며

10보다는 매우 작은 값임으로 예측변인들 간의 관련성

이 낮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문제해

결양식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외상적 사건

관련 스트레스원, 부정적 인지와 정서 스트레스원, 문

제해결양식의 하위척도들을 예측변인에 모두 넣은 다

음 입력법으로 표준회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직

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문제해결양식의 하위척도들에

의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모형은 선형관계

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2,135) = 8.47, p < .001). R2의 값은 .43로서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량의 43%가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문제

해결양식의 하위척도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중 부정적 인지와 정서, 그리

고 문제해결양식의 하위척도들 중 무기력감, 접근적 문

제해결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인 중에 문제

해결양식의 무기력감이 가장 큰 예측력을 가졌다(Beta =

.42, t = 5.23, p < .001). 외상적 사건 관련 스트레스원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비해 사건관

련 부정적 인지와 정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의미

하게 예측하며, 문제해결양식 중 접근적 문제해결양식

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부적(negative)인 관계로 접근

적 문제해결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소방대원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

제해결양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

방대원의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척

도, 문제해결양식 척도 그리고 정신진단척도를 사용하

여 직무관련 스트레스의 양상, 문제해결양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소방대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점이 보고 되어 왔던 점

을 고려하여12) 정신진단 척도인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전체심도지수 또한 소방대원과 일반규준집단간에 차이

를 나타내는 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방대원이 일

반규준집단에 비해 전체심도지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규준집단에 비해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Predictor Varib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Predictor Beta t Tolerance VIF R2

TIS −.15 0−.140 .39 2.570

 .43**

NCES −.32 03.02** .38 2.620

Helpless −.42 05.23*** .68 1.470

Control −.10 01.42 .79 1.260

Creativity −.15 01.42 .39 2.601

Confidence −.89 0−.81 .35 2.890

Avoidance −.44 0−.59 .78 1.280

Approach −.14 −2.09* .93 1.066

TIS: traumatic incident-related stressosr, NCES: negative

cognitions and emotions stressor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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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이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 그리고 심리적 디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상관분석 결

과, 두 가지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 모두 문제해결양식

의 총점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제해결양

식의 하위척도 중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감과 두 가지

직무 관련 스트레스요인이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감 척도는 자신의 통

제능력의 부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

제 상황에 대한 통제감의 부족이 결국 직무 관련 스트

레스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양식

의 무기력감과 문제에 대한 통제감이 심리적 디스트레

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문제해결에 대한 자

신감과 접근적 문제해결양식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문제상황에 대한 통

제감의 부족과 무기력감과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한 부

적응적인 평가양식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데 비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접근적 문제해결

양식과 같은 적응적인 평가양식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를 감소시킴을 시사한다.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문제해

결양식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시행한 중다

회귀 분석결과, 직무 관련 스트레스와 문제해결양식은

소방대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중에 부정적 인지,

정서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사건이 얼마나 외상적인가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사건에 의해 유발된 정서적 경험이 심리

적 디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무기력감과 접근적 문제해결양식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기력감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자기스스로 평가한 무기력감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소방대원의 반응에

중요한 결정요소임을 알 수 있는데, 희생자를 위해 더

많을 것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여러 열악한 작업여건으

로 인해 문제 상황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소방대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14) 문제상황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무기력

감에 의해 야기된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직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함께 직

업적 자존감(self-esteem)까지 저하시켜 직무의 효율적

인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접근적 문제해결양식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는 것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문제를 회피하거

나 미루기 보다는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하는 효율적인 대처방식임을 알 수 있다. 접근적 문제

해결양식은 문제되는 행동이나 환경조건을 변화시켜

갈등상황을 해결하려하고, 좌절상황에서도 자신을 동

기화시키고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사용해 환경과 긍정

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

시킨다. 이는 접근적 문제해결양식과 같이 좀더 효과

적인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접근적 문제해결양식 척도가 다른 하위척도들-창조

적 문제해결양식,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접근적 문제해결양식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효율적인 문제해결양식인 창

조적 문제해결양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역시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방대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예측하

는 변인이 문제해결양식의 무기력감이고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정서 역시 예측변인이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문제 상황에 대한 지각과 정서가 심리

적 디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정

서조절능력이 효율적인 문제해결양식과 더불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방대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적응적인 정

서조절 양식을 확인하고 사용을 줄이도록 중재함으로

써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해보면, 우선 연구

대상이 남자 소방대원으로 이루어져 스트레스와 문제

해결양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밝히지 못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15) 남자는 문제 상황에서 여자에 비해

접근적 문제해결방식을 더 추구하고 무기력감을 덜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 상황

에 처했을 때, 남자소방대원과 여자소방대원 간의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차이가 있다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적용에 차이를 두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와 직위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해

결양식, 그리고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직무와 직위에 따라 직

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 그리고 심리적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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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에 대한 세분화된 탐색을 통해, 각 개인에게 가

장 적합한 심리적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방대원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

제해결양식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 문제해결양식이 심리적 디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와 문제해결양식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으

며, 그중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에서는 사건에 대한 부

정적 인지와 정서가, 문제해결양식에서는 무기력감과

접근적 문제해결양식이 소방대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

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이 문제해결양

식의 무기력감이고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정서

역시 예측변인이라는 점은 문제 상황에 대한 지각과

정서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

사하며,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효율적인 문제해결양식

과 더불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방대원이 문제 상황에서 자주 사

용하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확인하고 사용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인지-행동적 중재 프로그램의 개

발과 적용을 통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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