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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직문화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의 정도

를 살펴보고, PTG의 영향요인 규명을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경상도 소재 3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고 수준 PTG가 46명(44.7%)로 평균 58.07점이었으며 전체 PTG 평균은 

44.56점으로 나타났다. PT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중심대처, 자기노출, 의도적 반추와 혁신지향 조직문화로 나

타났으며 네 변수의 PTG에 대한 설명력은 45.9%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PTG촉진을 위해 정서중심대처, 자기노출, 

의도적 반추 뿐 아니라 혁신지향 문화구축이라는 조직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PTG 향상

을 위한 중재방안에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소방공무원,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직문화, 외상 후 성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oping, self-disclosure, rumina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degree of Posttraumatic Growth(PTG) of firefighters who experienced trauma,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PTG.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103 firefighters working at three fire 

departments located in Gyeongsang-do. As a result of the study, 46(44.7%) PTGs of medium to high 

level averaged 58.07 points, and the total PTG average was 44.56 points. The influenced factors 

affecting PTG in firefighters were emotional-focused coping(EFC), self-disclosure(SD), deliberate 

rumination(DR) and innovative-oriented culture(IOC).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PTG was 

45.9%. In order to promote the firefighters 'PTG, it is necessary to approach of EFC, SE, and DR but 

also an organizational aspect as well as IOC construction, and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n 

arbitration plan to improve the firefighters' P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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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다양한 재난현장의 구조, 구급활동에 투입되어 외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

적 질환에 이환되기 쉬운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한다[1]. 

이들은 ‘사망자의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하는 일, 직접

적인 죽음의 공포와 동료의 사상사고, 위협적인 폭력, 위

험물질 노출’ 등의 현장상황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공포,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2,3]. 최근에는 생명을 위협하

는 외상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이 주목 받고 있다[4]. 외상사건을 겪으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외

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 정의하

였으며 이는 이전의 상태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5]. 

외상 후 성장 발생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6]에 따르

면 암환자, 중증질환자, 군인, 지진피해자, 응급구조요원

과 소방관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외상 후 성장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들 중에서 고위험 특수 직업

군의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국내 

외상 후 성장 연구동향을 살펴본 Kim과 Chang [7]의 

연구에 의하면 외상을 경험한 일반인과 암환자를 대상으

로 외상 후 성장 관련요인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으

며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응급구조요원과 같은 고위험 

직업군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재난, 구조, 구급 등 빈번한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양한 외상사건에 대한 경험의 빈도가 높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사건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들이 부정적인 외상사건 경험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

로 나아가게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Calhoun & Tedeschi [5]의 외상 후 성장 모형 의하

면 사람들이 외상사건을 경험하면서 외상 이전 삶의 방

식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자동적이

고 침습적인 반추로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된다. 정서적 고

통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자기노출을 통해 

위안을 얻고, 개인이 사회문화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외상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고 재

의미화 하려는 의도적 반추와 인지도식의 재구조화가 만

들어진다[5,8]. 즉, 외상 후 성장은 외상사건 그 자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상사건과 고군분투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현실 적응을 위한 개인적 인지의 재구성과 관

련이 있다는 것이다[9,10]. 

대처(coping)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외적 요구와 

그들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

력을 말한다[11].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과

정에서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켜 고통을 감소시키는 정서

중심 대처와,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행동지

향적인 문제 중심 대처를 함께 사용한다[12].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13]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상사건 상황에서 정서중심 대

처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선

행연구에서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문제 중심 대처가 소방공무원, 경찰관, 응급의료

요원 등 고위험 직업군의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 따라서 개인이 통제

하기 힘든 외상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

의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외상 후 성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외상사건으로 발생한 정서적 고통을 말이나 글을 통해 

타인과 나누는 자기노출(self-disclosure)과정은 사람들

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으면서 부정적 감정이 완화되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도록 한다[17,18]. 외상사건을 경험

한 사람들의 적절한 자기 노출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

키고 인지과정을 촉진하여 부정적 사고를 재구조화할 뿐

만 아니라 정신건강 수준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17,19]. 

외상 후 성장모형에서 자기 노출은 의도적 반추의 중요

한 요인이라 하였다[5]. 암환자, 경찰관, 대학생, 일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외상사건 경험에 대한 

자기노출을 많이 하였을 때 의도적 반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5,13,20]. 또한 자기노출이 소방공무원의 업무관련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러한 선행연

구를 토대로 정서적 고통을 완화 시키는 자기노출이 외

상사건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외

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외상사건의 인지적 처리를 의미하는 반추

(rumination)의 경우, 외상을 경험한 후 처음에는 원하

지 않는 반복적 사고인 침습적 반추로 시작되지만 외상

사건을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의도적 

반추로 나아간다[22,23].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외상사건

을 경험한 사람들의 의도적 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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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성장연구의 국내 동향을 살펴본 연구에[7] 의하

면 외상 후 성장관련 변인으로 반추가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로 외상을 경험한 일반인과 암환자

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

로 외상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외상 후 성장모형에서 반추를 긍정적인 성장

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인지과정이라 하였다[24]. 따라

서 직업적으로 외상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

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반추의 영향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 경찰관, 응급대응 업무 종사자와 같은 고

위험 직종에서 계층적 구조, 보상체계, 근무환경과 같은 

조직적 요인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특히 소방조직은 위험한 공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계급이 강조되는 위계적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25]. 소방공무원, 경찰관, 

응급대응 업무 종사자들의 외상 후 성장영향요인을 살펴

본 연구에서[26,27] 조직몰입, 조직지지, 조직소속감, 팀 

응집력과 같은 조직적 요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요인이 

구성원들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소방조직 내에서 공유하는 가치, 신념, 행동양식인 조

직문화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소방공무원들이 업무관련 외상사건으로 인한 충격

을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이루기 위한 영향요인을 확

인하는 것은 이들의 심리사회적 안녕뿐만 아니라 간호학

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외상 빈도와 고통의 정도 및 외상 후 성

장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직문화와 외상 

후 성장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과 대처, 자기노출, 반추 및 

조직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업무관련 외상사건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C시와 G군, 경상북

도 소재 P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로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사

건경험 설문지를 통해 최근 1년 이내에 소방업무와 관련

된 외상사건을 1개 이상 경험한 자, 둘째,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자들로 서

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 수행 중 언제라도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모집하였다. 단, 의사로부

터 정신과 질환(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단 받은 자는 제외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통계적 검

증은 다중회귀분석, 유의수준(α)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증력(1-β) .80, 예측요인 7개로 표본 수를 구하였을 

때, 총 103명이 필요하였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1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누

락된 문항이 있거나 무성의하게 작성된 설문지 11부를 제

외한 설문지 103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자가 응답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외상사건 경험,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직문화, 

외상 후 성장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문항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계급, 주요

업무, 근무부서, 근무경력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2 외상사건 경험

본 연구에서는 소방방재청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8]이 소방공무원의 자문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직무수

행 중 경험할 수 있는 외상사건(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사건들)로 구성된 외상사건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4호360

경험 설문지를 사용하여 외상사건 경험의 유무를 측정하

고, 경험한 사건에 대한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상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험 유무를 응답하여, 경험이 있을 경우 고통의 정도를 

7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시한 외상사건 개수가 

많을수록 외상사건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외상사건

에 대한 고통의 정도는 주관적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므

로 Won 등[29]이 사용한 10점 척도의 시각상사척도

(Visual Analog Scale, V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Won 등[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언급이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3.3 대처 

본 연구에서는 Carver 등[11]이 개발한 The Brief 

COPE 척도를 Joo [3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4개 항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 중심

적 대처, 문제 중심적 대처, 역기능적 대처의 3개 하위영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11,31]. 본 연구는 정서중심대처 

10문항과 문제 중심 대처 6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사용 안 함’(1점)에서 ‘많이 

사용’(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

스 대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

당 영역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

미한다. Joo [30]의 연구에서 대처양식의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정서중심 대처 .82, 문제 중심 

대처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각각 .88과 .89이었다.

2.3.4 자기노출

본 연구에서는 Jourard [32]가 개발한 자기 노출 척도

(Twenty-one Self-Disclosure Questions Rated for 

Intimacy Value :(http://www.sidneyjourard.com/)

를 Kim [33]이 번안하고 Lee [2]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외상 사건을 노출하는 정도로 내용을 구성한 12문항

을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과 결코 이야기 해 본 적이 없

다’(1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

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외상 사건에 대해 자기 노출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언급이 없

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3.5 반추

본 연구에서는 Cann 등[8]이 개발한 사건관련 반추 

척도(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를 

Ahn 등[3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주요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

하는 인지적 과정인 침습적 반추 10문항과 의도적 반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

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반추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Ahn 등[34]의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으며 의도적 반추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각각 .97과 .96이었다.

2.3.6 조직문화

본 연구에서는 Cameron과 Quinn [35]이 경쟁가치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한 조직문화 측정도구

(Organizational Culture Assessment Instrument, 

OCAI)를 Cho [36]가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계지향

문화, 혁신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의 4가

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별로 5문항씩 총 20개의 문항

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 조직문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문화의 신뢰도는 

Cho [36]의 연구에서 각 항목 Cronbach’s α는 

.61~.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5~ 

.90이었다.

2.3.7 외상 후 성장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 [37]이 개발하

고 Song 등[3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

장 척도(Korean version of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인식의 변화 6문항, 

새로운 가능성 발견 3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5문항, 

영적·종교적 상태변화 2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경험 못함’(0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5

점)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 이

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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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8]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91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ɑ는 .95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먼저 해당 지역 

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서 기관장과 119안전센터 책임

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

한 허락을 구하였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자발적 연구 참여의 동의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

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대상자의 개인적 정

보와 조사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후 

연구가 종료되면 소각할 것임을 설명 하였다. 설문지 작

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완성된 설문

지는 바로 회수용 봉투에 넣은 후 밀봉된 상태로 회수하

였으며 설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Statistics 20.0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첫째, 대상자의 직무관련 외상사건 경험 빈도와 고통의 

정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

의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직문화와 외상 후 성장의 정

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고, 외상 후 성장정도는 고위험 

직업군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38]에 

근거하여 외상 후 성장 점수의 60%를 기준으로 저 수준

과 중~고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차이는 t-test와 일

원분산분석(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과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

직문화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은 외상 후 

성장을 종속변수로 하여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외상사건 경험 빈도와 고통의 정도

대상자들의 외상사건 경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16

가지의 외상사건 가운데 50% 이상이 경험한 사건을 살

펴보면 ‘처참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함’, ‘자살자의 시

신을 수습함’, ‘현장에서 사고 희생자 혹은 환자의 죽어가

는 모습을 목격함’, ‘직무 수행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낌. 혹

은 자신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낌’, 

그리고 ‘직무 수행 중 유독물질이나 감염위험에 노출됨’

의 순이었다. 대상자들의 외상사건 경험에 따른 고통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0~10점 척도 중에서 5점 이상을 

나타낸 항목을 살펴보면 ‘처참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

함’이 6.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살자의 시신을 수습

함’ 5.88점, ‘현장에서 사고 희생자 혹은 환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함’ 5.81점, 그리고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아

Trauma   Events. n(%)
Degree of Distress

M±SD

Witness or rectify a terrible body 84(81.6) 6.14±3.02

Dealing the body of the suicide 81(78.6) 5.88±3.14

Witnessed the death of an accident victim or patient in the field 75(72.8) 5.81±2.89

Feeling threatened with life or afraid of being seriously injured while performing a job 70(68.0) 4.81±2.69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or risks of infection during duty 68(66.0) 4.47±2.67

Experience in rescuing or repairing mass casualties. 46(44.7) 4.26±3.07

A life-threatening injury during the job performance. 42(40.8) 2.88±2.39

Experience of rescuing a severely damaged child or recovering the body of a dead child. 38(36.9) 5.24±3.38

Intimidated experience 38(36.9) 3.95±2.87

Suffered physical assault 36(35.0) 3.72±2.82

Have been threatened or attacked by a weapon (for example, shot or sword or threatened with a weapon) 35(34.0) 3.63±2.65

Witness a serious injury to a colleague while performing a job 30(29.1) 4.60±288

Sexual harassment or other unpleasant sexual experience 18(17.5) 2.67±1.82

Colleague's death while performing duties 16( 15.5) 4.88±3.58

Someone seriously injured or died because of me 10(9.7) 2.90±2.56

Sexual violence (rape, attempted rape, sexual activity of any kind under force or threat) 7(6.8) 3.71±3.15

Table 1. Frequency and Degree of Distress Experience with Participant’s Work-Related Trauma Events    (N=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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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구조하거나 죽은 아동의 시신을 수습한 경험’이 

5.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직문화와 외

    상 후 성장의 정도

대상자의 대처, 자기노출, 반추, 조직문화와 외상 후 

성장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대처’에 대한 하위 영역으로 

‘정서중심 대처’가 2.00±0.58점 ‘문제 중심 대처’가 

2.31±0.70점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은 3.66±0.79점

이었으며, ‘반추’의 하위영역인 ‘침습적 반추’는 

0.53±0.68점, ‘의도적 반추’는 0.78±0.79점이었다. ‘조

직문화’에 대한 하위 영역으로는 ‘위계지향’이 3.57±0.63

점, ‘혁신지향’이 2.86±0.75점의 순이었다. 대상자들의 

외상 후 성장 정도는 48점미만 저 수준 외상 후 성장이 

57명(55.3%)로 평균 33.67±10.04점, 48점 이상 중~고 

수준 외상 후 성장이 46명(44.7%)로 평균은 58.07±7.23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에 따른 외상 후 성

   장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92.2%, 여성 7.8%였으며 연령

은 평균 35.12세였으며 30-39세 사이의 대상자가 

49.5%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78.7%였다. 직급은 소방사가 41.2%로 가장 많았으

며, 직무는 구급 52.4%, 화재진압 40.8%로 직무의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근무지로는 119안전센터가 

88.3%로 가장 많았다. 근무경력은 평균 7.12년 이었으며 

1~5년 사이가 가장 많은 38.0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Variables Categories Range(n) M±SD

Coping 
EFC

1~4
2.00±0.58

PFC 2.31±0.70

Self-Disclosure 1~6 3.66±0.79

Rumination
IR

0~3
0.53±0.68

DR 0.78±0.79

Organizational 
Culture

HOC
1~5

3.57±0.63

IOC 2.86±0.75

PTG 

LL PTG 2-47(57) 33.67±10.04

MHL PTG 48-79(46) 58.07±7.23

Total 0-80(103) 44.56±15.07

EFC=Emotional-focused coping; PFC=Problem-focused coping; 
IR=Intrusive-rumination; DR=Deliberate rumination ; 

HOC=Hierarch-oriented culture; IOC=Innovative-oriented culture; 
PTG=Posttraumatic Growth; LL PTG=Low-level PTG; MHL 
PTG=Moderate-to-high level PTG

Table 2. Degree of Coping, Self-Disclosure, Rumination,  

Organizational Culture, PTG        (N=1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ρ)

Gender
Male 95(92.2) 44.22±15.22 -0.793

(.430)Female 8(7.8) 48.63±13.31

Age(year)

≤29 26(25.2) 45.54±11.91

0.224

(.880)

30-39 51(49.5) 43.71±16.23

40-49 16(15.5) 43.88±16.70

≥50 10(9.7) 47.50±15.24

M±SD 35.12±8.2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2(21.4) 42.64±12.70
1.702

(.188)
College 39(37.9) 42.13±15.50

University 42(40.8) 47.83±15.51

Position

Firefighter 43(41.7) 47.00±13.50

1.422

(.214)

Senior fire sergeant 28(27.2) 41.32±14.02

Fire sergeant 13(12.6) 39.85±21.70

Above fire lieutenant 19(18.4) 47.05±14.12

Type of task

Fire suppression 42(40.8) 48.83±15.65
3.105

(.050)
Rescue 7(6.8) 38.86±13.85

Administration 54(52.4) 41.98±14.15

Field of work

Fire station 2(1.9) 52.50±9.19
1.683

(.191)
119 Safety Center 91(88.3) 45.23±14.95

119 Rescue Team 10(9.7) 36.90±15.67

Employment period(y)

<1 19(18.4) 47.53±14.26

2.621

(.055)

1-5 40(38.8) 44.95±13.31

6-10 21(20.4) 37.00±14.86

>10 23(22.3) 48.35±17.13

M±SD 7.12±8.06

Table 3. Difference of Posttraumatic Growth of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related  (N=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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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상 후 성장 수준과 변수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처(정서 중심 대처, 문제 중심 대처), 자기

노출, 반추(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조직문화(위계지

향, 혁신지향), 외상 후 성장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

다.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은 정서중심 대처(r=.600, 

p<.001), 문제 중심 대처(r=.475, p<.001), 자기노출

(r=.319, p=.001), 침습적 반추(r=.249, p=.011), 의도적 

반추(r=.488, p<.001), 위계지향(r=.316, p=.001), 혁신

지향(r=.210, p=.033)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Table 4).

3.5 외상 후 성장 수준별 영향요인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규명을 위한 회귀분

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

인자(VIF)가 1.069~4.307로 나타나 10보다 크지 않았

으며 공차한계는 .232~ .935으로 0.1값보다 커서 다중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1.614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이 검증되었

다.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대처의 하위

변인인 정서중심 대처, 문제 중심 대처와 자기노출, 그리

고 반추의 하위 변인인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조직문

화의 하위 변인인 혁신지향을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정서중심 대처(β=.377, p=.014), 자기노

출(β=.214, p=.008), 의도적 반추(β=.406, p=.002), 혁

신지향(β=.208, p=.007)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변인의 총 설명력은 45.9%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3.629 9.010 -1.513 .134

Coping 
Emotional-Focused Coping. 9.863 3.953 .377 2.495 .014

Problem-Focused Coping -1.484 2.813 -.069 -.528 .599

Self-Disclosure 4.078 1.510 .214 2.701 .008

Rumination
Intrusive Rumination -4.426 2.292 -.199 -1.913 .056

Deliberate Rumination 7.806 2.423 .406 3.222 .002

Organizational 

Culture

Hierarch-Oriented Culture 3.167 1.917 .133 1.652 .102

Innovative-Oriented Culture 4.157 1.506 .208 2.759 .007

R2 =.496, Adjusted R2=.459, F=13.371, ρ <.001, Durbin-Watson= 1.614, VIF= 1.069 ~4.307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osttraumatic Growth        (N=103)

Variables
1 2 3 4 5 6 7 8

r(p) r(p) r(p) r(p) r(p) r(p) r(p) r(p)

Emotional-Focused Coping 1

Problem-Focused Coping
.820**

(<.001)
1

Self-Disclosure
.235*

(.017)
.243*

(.014)
1

Intrusive Rumination
.550**

(<.001)
.441**

(<.001)
.038

(.702)
1

Deliberate Rumination
.685**

(<.001)
.608**

(<.001)
.008

(.933)
.701**

(<.001)
1

Hierarch Oriented Culture
.375**

(<.001)
.244*

(.013)
-.042
(.676)

.096
(.332)

.205*

(.035)
1

Innovative Oriented Culture
-.001
(.989)

-.073
(.467)

.168
(.089)

-.027
(.790)

-.112
(.261)

.015
(.881)

1

Posttraumatic Growth
.600**

(<.001)
.475**

(<.001)
.319**

(.001)
.249*

(.011)
.488**

(<.001)
.316**

(.001)
.210*

(.033) 1

*ρ<.05  **ρ<.01

1=Emotional-Focused Coping; 2=Problem-Focused Coping; 3=Self-Disclosure; 4=Intrusive Rumination; 5=Deliberate Rumination; 
6=Hierarch oriented culture; 7=Innovative oriented culture; 8=Posttraumatic Growth, PTG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ping, Self-Disclosure, Rumina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TG         (N=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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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대상자들의 외상사건 경험 빈도는 ‘처참한 시신을 목

격하거나 수습함’과 ‘자살자의 시신을 수습함’, 그리고 ‘현

장에서 사고 희생자 혹은 환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

함’의 항목에서 70%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관련 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39]에서 ‘처참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함’ 항

목이 외상사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

를 일부 지지하였다.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 자신이 직접 

겪는 외상 사건뿐 아니라 대리 외상사건에까지 반복적으

로 노출되면서 정신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1]. 대

상자들의 외상사건에 대한 고통의 정도는 ‘처참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함’과 ‘자살자의 시신을 수습함’,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 희생자 혹은 환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

격함’의 항목이 50% 이상인 5.78~6.07점(0~10점 범위)

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외상사건 유형을 살펴본 연구에

서[40]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 사건)의 목격’ 항목에서 

고통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유

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죽음의 순

간이나 사체수습과 같은 외상충격이 큰 사건에 반복적이

고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외상사건에 빈번히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진 소

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직무관련 일반적 특성은 모든 변수에서 외

상 후 성장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

에서 소방공무원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등[41]의 연구와 

10년 이상의 근무기간과 소방장 직급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Kwak과 Bae.[42]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

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평균근무기간이 

1~5년 사이로 비교적 짧은 소방사 직급이 가장 많았던 

것이 직무관련 일반적 특성에서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방공무

원의 근무기간과 직급, 경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향상을 위

한 심리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의 외상 후 성장 평균점수는 44.79점으로 나

타났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국

내 선행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 평균 점수가 

40.10~46.3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29,41,42]. 외상 후 성장발생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6]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 총 점수의 60%이상을 의미 

있는 중~고 수준외상 후 성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 정도가 

60%미만(평균 48점미만)의 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고 수준외상 후 성장은 전

체의 44.7%로 나타났으며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1] 중~고 수준 외상 후 성장이 38.5%로 

나타나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저 수준 외상 후 성장 평균은 33.67점이었고 중~고수준 

외상 후 성장의 평균 58.07점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Oginska-Bulik와 Kobylarczyk [43]의 연

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중~고 수준 외상 후 성장이 전체

의 77.3%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외상 

후 성장을 다룬 연구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

기 시작 하면서 주로 일반인과 암환자 대상의 연구가 많

았으며 업무와 관련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대

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아직은 초기단계로[7,42] 이들

의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

가 있다.

대상자들의 대처 정도는 정서 중심 대처가 2.0점(1~4

점 범위)이었으며 문제 중심 대처가 2.30점(1~4점 범위)

으로 유사한 정도를 보였다. 정서중심 대처방식과 문제 

중심 대처방식 중 어느 한 가지가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때 처음

에는 정서 중심 대처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제 중심 대처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44]. 소방공무원들이 외상사건을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즉각적인 정서 중심 대처방식과 함

께 시간에 따른 문제 중심 대처방식 두 가지를 함께 사용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자기노출 정도는 3.68점(1~6점 범위)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을 했을 때 외상사건의 

경험에 대해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의도적 반추가 일어

나게 되고 이 과정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게 한다

[24]. 암환자와 외상경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노출 

프로그램인 일기쓰기를 적용하여 대처하고 있는 외상의 

정서적 측면을 인지적으로 변화시켜 외상 후 성장이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45,46]. 

대상자들의 반추 정도는 침습적 반추 .49점(0~3점 범

위), 의도적 반추 .77점(0~3점 범위)의 낮은 수준을 나타

내었다. 동일한 도구를 적용하여 외상을 경험한 일반 성

인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과 반추의 관계를 살펴본 

Park [47]의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는 .96점으로 본 연구

와 비슷하였으나 의도적 반추가 2.30점으로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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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Park [47]의 연구에

서는 대상자의 외상사건 경험 시기가 대부분 3년 전~10

년전 이었으며 외상사건의 유형으로는 가족의 질병, 사

별, 대인관계 문제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때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반추로 유발되는 정서적 고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건을 새롭게 의미화 하는 의도적 반추과정과 관련이 

있다[5]. 따라서 일반인들과 달리 외상사건에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의도적 반추 정도를 향상시

키는 것은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자들의 조직문화 정도는 ‘위계지향 문화’가 

3.57(1~5점 범위)점으로 ‘혁신지향 문화’ 2.86(1~5점 범

위)점보다 높았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직문화를 살펴본 Cho [36]의 연구결과에서

도 ‘위계지향 문화’가 3.74점으로 ‘혁신지향 문화’ 2.48점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소방조직은 

위기관리라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사고현장 통제, 업무처

리의 능률성과 안전성을 위해 ‘위계지향 문화’를 높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외부환경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창의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혁신지향 문

화’가 가장 낮게 인식된 것은 규정된 업무 지침에 따라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방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혁신지향 문화’가 높은 조직에서 조

직의 성공과 조직에 대한 헌신 정도가 높았으며 구성원

들의 삶의 질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42,48]. 따라서 소방조직 내 ‘혁신지향 문화’ 를 구축

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

중심 대처’, ‘자기노출’, ‘의도적 반추’, 조직문화’ 로 나타

났으며 이들 네 개변수의 설명력은 45.9%로 나타났다. 

‘정서중심 대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다.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관련 요인을 살펴

본 Sattler 등[3]의 연구에서 ‘정서중심 대처’가 외상 후 

성장의 주요한 예측 요인이었으며 경찰관의 외상 후 성

장 영향요인을 살펴본 Han과 Kim [13]의 연구에서 ‘정

서중심 대처’가 외상 후 성장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살펴본 선

행연구에서는[19,49,50] 문제 중심 대처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정서중심 대처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임의로 외상상황을 통

제하기가 어려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

과 달리, 외상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정서적 

고통을 줄이는 정서중심 대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

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정서중심대처는 소방공무

원들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지 않고 부정적 정서에 머

물러서 이차적 위험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41]. 따라

서 이러한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외상 후 성장 촉진을 위

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인은 ‘자기노출’ 로 나타났다.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학

생, 경찰관, 녹내장 환자들의 외상 후 성장과 자기노출 정

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20,51,52]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기노출은 외상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글뿐

만 아니라 debriefing의 기능을 갖는 언어표현 방식도 

외상사건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다[53,54]. 

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기 노출을 했을 때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이나 조언을 얻게 되면서 외상사건에 대해서 긍정

적 재평가를 하게 된다[17]. Yoon [55]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와 일기쓰기를 적용하여 정서적으로 긍정적

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Ullrich와 Lutgendorf [45]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일기쓰기를 적용하여 그들이 대처하고 

있는 외상의 정서적 측면을 인지적으로 변화시켜 외상 

후 성장을 향상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공무

원들이 자기노출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동료지지와 수용적인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

기 위해 말이나 글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정신심리 지지프

로그램개발과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요인은 ‘의도적 반추’ 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는 선행연

구에서 소방공무원, 경찰관 ,암 환자, 탈북민 등 다양한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6,19,20,56]. 

이는 Calhoun과 Tedeschi [5]의 외상 후 성장모형에서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의 중요한 인지적 과정이자 

핵심적인 영향요인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의도적 반추를 향상시켜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인

지행동요법(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의 

효과성이 보고되었으며[24]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하여 직무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57]. 이를 토대로 소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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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들의 외상 후 성장향상을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외상사건에서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찾도록 하는 의도

적 반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지행동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의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 것은 ‘혁신지향 문화’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과 

응급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동료지지와 조직적지지, 조직

몰입, 팀 응집력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는 다수 있었으나[2,26,42] 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조직문화’를 살펴본 연구

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응급구조업무 종사자

들이 위험한 사건에 장기적으로 연속 노출된 경우 조직

적 풍토가 이들의 외상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도 조직적 요인(예: 조직

몰입, 조직풍토)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58-60]. 간호

사를 대상으로 간호조직문화와 삶의 질을 살펴본 Lee와 

Lee [48]의 연구에서 ‘혁신지향 문화’가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과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위

계지향 문화’는 간호사들의 소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향상을 위해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성장과 

환경변화의 적응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인 ‘혁신지향 문화’

의 조성이 필요하다.

‘위계적 문화’의 특성이 강한 소방조직에서[25] 외상경

험에 대한 정서적 표현을 제한하거나 감정을 과소평가하

는 하게 되면 충분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고[61] 조직의 

개입이 구성원의 외상 후 성장촉진 여부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5]. 따라서 개인과 조직 간의 균형 있는 소통

창구 마련과 정서적 표현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 없이 지

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의 마련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 한 외상 후 성장연구가 

주로 스트레스, 정서, 인지와 같은 개인적 측면을 다룬 선

행연구와 달리 조직요인인 조직문화를 포함하여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

장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G도 일부 소방서의 소방공무원을 편의

표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 조사연구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외

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인관관계를 규

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대처, 자기노

출, 반추, 조직문화와 외상 후 성장의 정도를 살펴보고, 

외상 후 성장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그 

결과, 대처의 하위요인 정서중심 대처, 자기노출, 반추의 

하위 요인인 의도적 반추, 그리고 조직문화가 외상 후 성

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변수

의 설명력은 45.9%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

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수준별로 저 수준과 중~고수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소방조직문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과 조직문화 변수

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

째, 소방공무원의 자기노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스토리텔링, 독서, 말하기, 글쓰기)를 적용하

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중

재의 효과를 규명할 후속연구도 제언한다. 넷째, 소방공

무원의 의도적 반추를 촉진하기 위한 인지행동요법을 적

용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중재의 효과를 

규명할 후속연구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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