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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 PRECEDE 모델 적용 

 

경찰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와 각종 범죄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적 

환경에 있다. 또한 위계적 조직 환경, 교대 근무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국민, 조직,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료비 지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 및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성

이 있다. Green & Krueter (1980)가 제안한 PRECEDE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Constructs in Educational Diagnosis and Evaluation) 모델은 교육, 생태적 접근으로 개인, 조

직, 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행위

와 환경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수준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향 요인과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계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 대상은 S시에 위치한 지구

대에서 근무하는 357명의 경찰공무원으로 하였고, 할당 표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

다. 연구 변수로는 문헌고찰과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회복탄력성, 사

회적 지지, 정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으로 

선정하였고,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분석 방

법은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 다변량 회귀 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점수는 54점 만점에 평균 19.93점이었고, 이는 잠재적 스

트레스군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정신건강은 계급(F=5.91, p<.001), 

교대 근무 기간(F= 2.78, p=.027), 직책(t= -2.01, p=.045), 야간 근무 강도(F=5.94, p=.003), 

소음 노출 정도(F=8.76, p<.001), 야간 휴식 시 수면 여부(t=4.38, p<.001)에 따라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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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는 계급(coefficient=-3.94, p<.001), 회복탄력성(coefficient=.26, p<.001), 자

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31, p<.001)이었다. 경로분석 결과에서 모델의 적합도는 

SRMR 값이 기준치에 부합하였다(RMSEA=.183, GFI=.571, SRMR=.080, CFI=.571, 

TLI=.010). 경로 모형의 직, 간접 효과분석 결과에서 정신건강에는 건강행위 실천

(coefficient=.24, p<.001), 직무 스트레스(coefficient=-.28, p<.001)이 직접 효과로써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간접 효과로써 자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10, p=.025), 외상 경험

(coefficient=-.10, p<.001)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건강행위 실천에는 회복탄력성

(coefficient=.15, p=.019)이 직접 효과로써, 외상 경험(coefficient=.01, p<.001)이 간접 효과

로써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외상 경험(coefficient=.35, p<.001)이 직

접 효과로 나타났고, 자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05, p=030)이 간접 효과로써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에는 자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13, p=.025)이 직접 효과

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요인을 진단 및 규명하

여 경찰공무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간호지식체를 제공하였다. 본 결과는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보건 정책 모형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정신건강 중

재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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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화는 범죄, 사고, 재난의 위험성을 높여, 경찰공무원은 

다양한 형태의 직무를 수행한다(문유석, 2010; Violanti et al., 2017). 또한 경찰공무원의 직

무 패러다임은 과거의 전형적인 경찰 활동에서 봉사적 성격을 가진 치안 서비스 제공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수요로 인해 경찰공무원

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김보환, 2006; 이광재 & 지영환, 2011).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112 신고 건수는 2013년 총 19,115,620건에서 2016년 총 19,567,083건으로 2.4% 

증가하였고,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36명으로 미국의 299명, 프랑스 279명

보다 많은 상황으로(경찰청, 2018),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과중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각종 범죄,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차적인 대응자로써 신체적, 정

신적으로 위협적인 환경에 노출되며 직업 특성상 이를 피할 수 없다(Larsson, Berglund, 

& Ohlsson, 2016; Purba & Demou, 2019). 또한 교대 근무, 위계적인 조직 환경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정신건강에 취약할 수 있다(Garbarino, Guglielmi, Puntoni, 

Bragazzi, & Magnavita, 2019; Seok, Cho, Jeon, & Ahn, 2015). 국내 경찰공무원 1,200명 중 9.4%

가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있었고(배승민 et al., 2010), 미국 경찰공무원 대상의 코호

트 연구에서 우울 증상이 없는 경찰공무원 214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연

구 대상자의 10.7%가 우울증이 발생하였다(Jenkins, Allison, Innes, Violanti, & Andrew, 

2019). 또한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12만명의 국내 경찰공무원 중 연간 약 21

명이 자살하였고, 주요 원인은 우울이었다(김성환, 2017).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

원의 3,817명 중 41.1%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 위험군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6). 이를 미루어 볼 때, 정신건강에 대한 직무의 부정적 영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국민, 조직, 국가 안전과 사회적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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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결근으로 이어지며 동료들의 업무 부담, 

조직 운영의 어려움, 치안 공백에 영향을 줄 수 있다(Fekedulegn et al., 2013). 또한 근무 

시 총기를 휴대하고, 긴급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낮은 정신건강 상태

는 국민과 경찰 조직을 위험하게 하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Fekedulegn et al., 

2016; Garbarino et al., 2019; Vila, 2006). Fox 등(2012)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증상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생산성 손실 추산 금액은 연간 1인당 4,489달러로, 이는 다른 건강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의 생산성 손실 추산 금액인 2,749달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은 검진과 상담 제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검진으로는 

야간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통해 교대 근무자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

강을 검진하고 있고(경찰청, 2018), 상담으로는 ‘16년부터 개소한 경찰공무원 마음동행

센터에서 긴급 심리 상담 및 상시적 상담 지원을 제공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트

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다(박재풍 & 김병화, 2016; 이성애 & 장석헌, 2019). 특히 

트라우마 위험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연 1회 개별 상

담을 받고, 충격 사건 노출 시에는 3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박

재풍 & 김병화, 2016). 그러나, 기존 정책은 이미 발생한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으로 일

차적인 예방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경찰 내에 전문적인 보건관리 조직이 구

성되어 있지 않고, 복지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정신건강 

관련한 체계적 접근 및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

한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 요인을 진단 

및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공무원

의 정신건강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은 개인적 요인과 직업 환경,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을 함께 고려할 수 있고, 개인 및 조직 전체가 정신건강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 건강 간호학적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을 가진 대상자 군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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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일을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로 정의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이는 정신건강에 대해 ‘정신 장애 유무’의 개념보다 적극적 개념인 ‘정신적 웰빙 차원

의 정신건강 수준에 도달’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은 정신건강 증진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 20편의 논문을 살펴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냉소적인 성격, 사회적 지지 부족, 회피적 대처, 

직무 스트레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다(Sherwood et al., 2019). 또한 경찰공무원

의 직무 환경과 건강 관련하여 35편의 논문을 살펴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외

상 경험과 직무 스트레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직무소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Mona et al.,2019). 선행연구에서는 성격 유형, 성별과 같이 변하기 어려

운 개인적 요인을 분석하여 중재 개발과 관련한 기초 자료 제공에 다소 부족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몇 개의 제한된 변수로 분석하여, 경찰공무

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개인 및 조직적 특성과 직무 환경, 정신건강과 관련한 보호

적 요인들 간에 통합적 설명을 하는데 미흡하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 중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경찰공무원 개인 및 조직의 특성을 반

영하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Green과 Kreuter(1980)가 제안한 PRECEDE 모델(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Constructs in Educational, Environmental Diagnosis and Evaluation)은 교육, 생태적 

접근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규명하고, 대상자 교육 

및 환경 중재를 통해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건강 기획 이론이다(Crosby & Noar, 

2011; Green & Kreuter, 2005). 또한 개인 및 집단을 함께 고려하는 모델로 집단의 건강 

관련 요인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모델은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에 대하여 개인 및 조직을 통합적으로 진단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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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건강행위,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어, 실무적으로 건강 

향상을 위한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ECEDE 모델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Green과 Kreuter의 PRECEDE 모델(1980)을 기반으로 확인하고, 요인들 간

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수준과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로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들 간의 직, 간접 경로를 확인하여, 요인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규명한다.  

 

C. 용어의 정의 
 

1. 경찰공무원 

 

1) 이론적 정의: 경찰공무원은 국가에 소속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

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경찰청, 201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지구대에 소속되어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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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 

 

1) 이론적 정의: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일상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생산적으로 일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의 상태를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2) 조작적 정의: 일반 정신건강은 장세진(2000)이 개발한 심리사회적 건강 도구 축약

형(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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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인적, 

직업적, 조직적 요인을 확인하고, 일반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연구와 PRECEDE 

모델을 적용한 연구의 탐색을 통해 연구에서 적용한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 경찰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경찰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원으로는 업무 속성에서 발생하는 직

무적 스트레스(operational stress)와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스트레스

(organizational stressors)로 구분할 수 있다(Acquadro Maran, Zedda, & Varetto, 2015; 

Sherwood et al., 2019). 직무적 스트레스는 업무 과정에서 신체적 위협 노출, 비예측성, 

충격성, 고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Purba & Demou, 2019; Sherwood et al., 

2019). 경찰 공무원은 주취자, 범죄 혐의자, 피의자를 대하며, 직무 상황에서 폭력과 

욕설을 경험하고 살인, 강간, 폭력, 변사 목격 등 다양한 범죄 현장에 일상적으로 노

출된다(Purba & Demou, 2019; Sherwood et al., 2019). 이로 인해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

스, 이차 외상, 우울, 직무소진, 수면장애를 경험한다(Brady, 2017; Sherwood et al., 2019). 

아동 범죄 수사관의 경우, 이차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높아졌으

며(Brady, 2017), 지역경찰의 경우, PTSD 증상이 있는 군이 PTSD 증상이 없는 군보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와 우울 점수가 높았다(Lee et al., 2016). 

조직적 스트레스는 교대 근무, 위계적 체제. 보수적, 남성적 조직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문유석, 2010; Sherwood et al., 2019; Violanti, 2011). 경찰은 시민 안전

을 위해 조직 전체 인원의 70%가 되는 약 84,000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형태는 1교대 또는 2교대 체제를 유지하여 대부분의 경우 1일, 약 12시간 근무를 하

고 있다(배규식 et al., 2012). 교대 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어 주간 근무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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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야간 근무자가 스트레스, 업무 및 신체적 부담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Ma et al., 2015). 또한 경찰 조직은 위계적 체제로 인하여 명령 하달식으로 조직이 

운영되어 개인의 자율성이 적고(Workman-Stark, 2017), 보수적이고 남성적인 조직 특성

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이지영, 임재호, & 서수연, 

2017; Workman-Stark, 2017). 조직 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지가 낮

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졌으며,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부담이 높아질수록 스트

레스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Arial, Gonik, Wild, & Danuser, 2010). 국내 경찰공무원 대

상 순간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업무 수행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질수록 순간 

부정 정서(momentary negative affect)가 높아졌다(Ryu, Yang, & Choi, 2020). 따라서, 경찰공

무원의 근무 환경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B.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연구동향과 주요 영향요인에 대하여 PRECEDE 

모델에서 제시한 행위∙ 환경적 진단, 교육∙ 생태적 진단에 따라 문헌고찰 후,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이내(2009년부터 2019년까지)에 출판된 논문들

을 검색하였고(부록 1, 2), 최종적으로 국외 논문 13편, 국내 논문 11편으로 총 24편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부록 3). 그 결과, 정신건강 관련 요인으로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을 들 수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심각한 역경이나 위협에 노출되더라도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개인의 능력이자 특질을 의미한다(Andrew et al., 2008; 

Fletcher & Sarkar, 2013). 지역 경찰공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이 낮아졌고(이상호 & 김동현, 2017), 심리 상담기관에 방문한 경찰공무원 대상 연구에

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은 높아졌으며, 두 변수 사이에 회복탄력성이 

조절 효과로 작용하였다(박재원 & 윤가현, 2017). 또한 회복탄력성의 하위 범주인 강인

함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졌고(Talavera-Velasco, Luceno-Moreno, Martin-Garc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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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ia-Albuerne, 2018),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낮아졌다(Fyhn et al., 201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대처 또는 완충 역할로 작용하며,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Cohen & Wills, 1985; Reblin & Uchino, 2008).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불안, 우울이 낮아졌고(Garbarino, Cuomo, Chiorri, & Magnavita, 2013), 상사의 지지가 높아

질수록 직무소진이 낮아졌으며(Kula, 2017), 동료의 지지는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는 요

인이었다(Wu, Liu, Li, Tian, & Tan, 2019). 또한 조직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

아졌으며, 조직의 낮은 지지는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Talavera-Velasco et 

al., 2018).  

건강행위 실천은 질병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 스스로 하는 

행동으로(Laffery, 1990), 건강행위 실천은 건강 수준의 주요 예측 인자이다(Kvaavik, 

Batty, Ursin, Huxley, & Gale, 2010; White, Greene, Kivimaki, & Batty, 2018). 선행연구에서 건

강행위 실천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흡연, 음주가 스

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고 하였다(이상영 et al., 2016; Houdmont, 

Leka, & Sinclair, 2012). Wu 등(2019)의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흡연 빈도와 우울, 

불안 간 관련성이 있었고, 김영선과 오진주(2017)의 연구에서 건강행위 실천이 낮을수

록 수면의 질이 낮아졌으며, 건강행위 실천은 직무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여자 경찰 기동대원 대상 연구에서는 직무 스

트레스가 높아질수록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낮아졌고, 건강증진행위 수준이 높아질수

록 삶의 질이 높아졌다(류기욱 & 최모나, 2019).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요구에 대한 개인

의 반응으로 발생하며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직무의 자율성 결여, 역할 모호

성, 보상 부적절, 비합리적 직장문화에 영향을 받는다(장세진 et al., 2005). 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건강수준, 직무 몰입, 생산성 저하, 결근, 산업재해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Malinowska, Tokarz, & Wardzichowska, 2018). 선행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가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높아졌고, 조직적 스트레스가 직무적 스트레스보다 직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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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Kula, 2017). 지역 경찰공무원 대상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

스가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높아졌으며, 직무 불안이 직무소진에 가장 큰 원인이었

다(김성환, 2014).  

외상 사건은 신체적, 심리적 손상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사건 또는 

심각한 신체적 훼손 목격, 주변인의 사망을 목격하거나 직면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한

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외상 사건 경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상 

사건 자체 보다는 외상과 관련된 주관적 판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Calhoun & 

Tedeschi, 2004). 외상 경험은 두려움, 무력감, 공포감을 일으키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 자살 충동,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Maia et al., 2011; Violanti, 2011; Violanti et al., 2006).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

면서 희석될 수 있으나, 외상 경험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Lee & Park, 2018). 축적된 외상 경험은 개인에게 급작스럽게 기억을 불러일으

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극심한 과민성, 심각한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Kelley, 2005; Velazquez & Hernandez, 

2019). 피습 부상 경험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참여

자들은 분노, 불면, 우울, 의욕 상실, 조직에 대한 실망, 업무 효능감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성희 et al., 2019), 경찰공무원의 외상 사건 경험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아졌으며, 외상 경험에 대한 충격 정도가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졌다(배승

민 et al., 2010; 한보람, 2014; Komarovskaya et al., 2011).  

PRECEDE 모델을 적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봤을 때, 교육∙ 생태적 진단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었고, 행위∙ 환경적 진단과 관련 요인으로는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경

험을 들 수 있었다. 본 요인들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심리사회적 

요인인 동시에 조직적, 직업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관

련 요인을 설명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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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연구 고찰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10년 이내에(2010년~2019년) 출판된 국내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연구를 

검색하였고, 그 결과 총 7편이 있었다. 국내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업군은 생산직 근로자(유경열 et al., 2011; 이경희 & 이경숙, 2011), 사무직 근로자(전

경자, 최은숙, & 박미진, 2013), 지하철 근로자(최숙경, 2016), 일반 근로자(김덕진 & 이

현주, 2017; 김형선, 권민, & 이진화, 2016; 조기옥 et al., 2011)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위해요인 노출

(김형선 et al., 2016; 조기옥 et al., 2011), 업무 특성(유경열 et al., 2011; 조기옥 et al., 2011)

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고,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직무 스트레스(김형선 et al., 2016; 유

경열 et al., 2011; 전경자 et al., 2013), 직장 내 폭력(최숙경, 2016)이 있었다. 개인적 요인

으로는 건강행위 실천으로써 흡연, 음주, 운동, 수면(김덕진 & 이현주, 2017; 최숙경, 

2016)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측정도구로는 심리사회적 건강 도구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 간이정신건강진단 검사 도구(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SCL-90-R), 한국판 코펜하겐 사회심리도구(Korean version of the 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 COPSOQ-R), WHO well-being index, 범주형으로 불안, 불면, 우

울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를 설문하였고,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가 있었다(부록 4). 

종합하였을 때, 일반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과 관련한 물리적 요인으로는 교대 근

무, 초과 근무, 근무 스케쥴이 있었고,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

다. 또한 정신건강에 보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실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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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RECEDE 모델과 관련한 근로자 건강 연구 고찰 
 

근로자 대상 연구에서 PRECEDE 모델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10년 이내에(2010년~2019년) 출판된 PRECEDE 모델을 적용한 근로자 대상 연구를 검

색하였고, 검색 결과로써 총 8편의 논문이 있었다(부록 3). 각 연구에서 적용한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적용한 연구는 2편(문애은 & 박종, 2015; Sezgin & Esin, 

2018), 2단계에서 4단계까지 적용한 연구는 1편(박경옥, 2018)이 있었다. 또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적용한 연구는 1편(백종태 & 조영채, 2018),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적용한 연

구는 3편(김혜진, 2018; 조순영 et al.,2010; Didehvar et al., 2016)이 있었고, 1단계부터 3단

계까지 적용한 연구는 1편(윤지영, 함옥경, 조인숙, & 임지영, 2012)이 있었다. 각 연구

에서 대상자의 직업군은 간호사(윤지영 et al., 2012; Didehvar et al., 2016; Sezgin & Esin, 

2018), 치위생사(문애은 & 박종, 2015), 콜센터 상담원(백종태 & 조영채, 2018), 비활동

성 작업 근로자(김혜진 & 추진아, 2018), 작업장 근로자(박경옥, 2018), 군인(조순영 et 

al., 2010)이었다.  

단계별로 적용한 요인을 살펴보면 1단계인 사회적 진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질(백종태 & 조영채, 2018; 윤지영 et al., 2012 ; 

Sezgin & Esin, 2018), 근골격계 통증(문애은 & 박종, 2015)을 적용하였다.  

2단계인 역학적 진단에서 대상자 건강문제는 정신건강(백종태 & 조영채, 2018; 윤

지영 et al., 2012), 근골격계 통증(김혜진 & 추진아, 2018; 문애은 & 박종, 2015; 조순영 

et al., 2010; Sezgin & Esin, 2018), 안전 보건(박경옥, 2018), 직무 스트레스(Didehvar et al., 

2016)였다.  

3단계인 행위· 환경적 진단에서 적용한 요인으로는 건강증진행위(윤지영 et al., 

2012), 직무 환경(문애은 & 박종, 2015; 박경옥, 2018; 백종태 & 조영채, 2018; Sezgin & 

Esin, 2018), 스트레스(백종태 & 조영채, 2018)였다.  

4단계로 교육· 생태적 진단에서 전제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백종태 & 조영채, 

2018), 자기 조절(김혜진 & 추진아, 2018), 근골격계 질환 지식(문애은 & 박종, 20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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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 et al., 2010), 안전 관련 개인적 신념(박경옥, 2018),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와 인식

(Didehvar et al., 2016)이었다. 강화 요인은 사회적 지지(문애은 & 박종, 2015; 박경옥, 

2018; 백종태 & 조영채, 2018), 자율성 지지(김혜진 & 추진아, 2018), 스트레스 대처 행

동(Didehvar et al., 2016)을 적용하였다. 가능 요인으로는 자원 이용 가능성(김혜진 & 추

진아, 2018), 근골격계 통증 예방 자료 활용(문애은 & 박종, 2015), 안전보건관리 수준

(박경옥, 2018), 조직 몰입(백종태 & 조영채, 2018), 인체공학적 위험 예방을 위한 시설

(Sezgin & Esin, 2018)을 적용하였다(부록 5).  

선행연구에서는 PRECEDE 모델의 단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연구 목적에 맞게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정신건강에 대한 문헌고찰 내용을 기반으로 PRECEDE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

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 요인의 진단 및 경로를 확인하고자 

함이므로, PRECEDE 모델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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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급속도로 근로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대두되어, 

근로자 건강증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Green & Kueuter, 2005). 이 때부터 직장 환

경과 관련한 생태학적 접근으로 직장 건강증진, 직업 건강과 안전, 근로자 지원 프로

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간 융합적 건강증진이 논의되었다. 근로자 건강증

진 프로그램은 목표 지향적이며, 조직 문화에 맞게 구성되어야 비용 효과적일 수 있

고, 근로자들의 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Green & Kueuter, 2005). 

또한 조직의 규범과 특성을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근로자 집단에 유연하게 적용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PRECEDE 모델이 제안되었다. PRECEDE 모델의 목적

은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진단한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증진 전략을 개발하는 것으로, 

본 모델은 건강결과, 행위,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연역적, 단계적으로 

역방향으로써 보여준다(Green & Kreuter. 2005). PRECEDE 모델에서 1단계는 사회적 진단

(social assessment), 2단계는 역학적 진단(epidemiological assessment), 3단계는 행위· 환경적 

진단(behavior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4단계는 교육· 생태적 진단(educational and 

ecological assessment), 5단계는 행정· 정책적 진단(administrative and policy assess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Green & Kreuter. 2005). 진단 과정은 근로자의 행동과 관련된 직장의 위

해 환경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며, 행동 전략과 업무 환경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이

는 결과적으로 직무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운동 중재 및 영양 교육과 

같은 건강 교육 등을 통해 건강행위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다.  

1단계인 사회적 진단에서는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특성을 파악

하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알아내는 단계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삶에

서 가치가 있으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을 사정하고 진단한다. 이 과정은 

건강증진 중재 전략을 세우기 전에 건강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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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인 역학적 진단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사회적 문제 또는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진단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 요인을 선정할 때, 문제의 중요성, 

빈도, 변화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요인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3단계인 행위· 환경적 진단에서는 개인, 조직, 환경에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원

인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는 2단계인 역학적 진단에서 규명된 건강문제와 관

련된 구체적인 행위와 환경 요인을 알아내는 과정이다. 문제 요인을 고려할 때 지리

적 요건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 보다는 변화 가능한 사회적 요인을 정해야 하며 중재

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4단계인 교육· 생태적 진단에서는 개인, 조직 행동에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확인하는 단계로 진단된 요인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하부 요인으로는 전제 요인(predisposing factors), 강화 요인(reinforcing factors), 가

능 요인(enable factor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요소들은 총체적으로 개인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제 요인은 개인이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동기, 합리성을 

갖게 하는 개인적 요인을 의미하며, 다른 행위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념, 지식을 예로 들 수 있다. 강화 요인은 지역사회 안에서 행동을 유지시

키는 조직 분위기와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 집단의 긍정적 피드백, 상사의 지지와 같

은 사회적 영향을 의미한다. 가능 요인은 실질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수행하는데 필

수적인 상태로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성과 같은 개인, 지역사회 자원과 기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장애물을 예로 들 수 있다. 

5단계인 행정· 정책적 진단에서는 건강증진 중재를 위한 필요한 정책, 규제, 예산, 

조직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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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CEDE Model  
 
Note: Visual Depiction the PRECEDE Model, Source: Green & Kreuter (2005)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Green과 Kreuter의 PRECEDE 모델(1980)과 문헌고찰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PRECEDE 모델 2단계(교육· 생태적 진단)에서 4단계(역학적 진단)까지 적용

하였다. 문헌고찰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요인간 관계는 교육· 생태적 요인이 행위· 환

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결과인 정신건강은 교육· 생태적 요인과 행위· 환경

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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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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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 모델에서 교육∙ 생태적 요인 중 전제 요인은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 하

는 심리 요인으로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경찰공무원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회복탄력성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는 특질이므

로(Fletcher & Sarkar, 2013; McCanlies, Gu, Andrew, Burchfiel, & Violanti, 2017), PRECEDE 모

델의 전제 요인의 정의와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복탄력성 하부 개념인 강인

성, 조절력은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할 수 있으므로(Baek, Lee, Joo, Lee, & Choi, 2010; 

Fletcher & Sarkar, 2013),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경찰공무

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주요

한 요인이었다(Andrew et al., 2008; Fletcher & Sarkar, 2013). 선행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매개효과로 적용하였으나(박재원 & 윤가현, 2017), 본 

연구에서는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수정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진단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행위, 환경 요인에 매개되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강화 요인은 지역사회 안에서 행동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영향을 의미하며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상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고 

개인의 정신건강,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hen & Wills, 1985; Reblin & Uchino, 

2008). 따라서 개념적 정의와 문헌고찰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직무 및 조

직 환경 안에서 건강 행동을 유지시키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강

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가능 요인은 건강행위 실천에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

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이하 자원 이용 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자원 이용 가능성

은 인구집단의 행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증진을 위해 자원 이용 가능성을 

촉진하는 전략은 중요하며(김혜진 & 추진아, 2018; Green & Kueuter, 2005),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원 이용 가능성은 도움 추구 태도와 관련이 있다(Bayer & Peay, 1997). 경찰공

무원에게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낙인, 진급, 직권 면직까지 초래할 수 있어,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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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박재풍, 2016; Grassi et al., 2019; 

Workman-Stark, 2017). 즉, 경찰공무원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신건강 문제는 나약함으로 받아들여(Reavley et al., 2018), 자원 이

용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경찰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자

원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나, 국외 경찰공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우울 증

상을 갖고 있는 연구 대상자가 증상이 없는 대상자보다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신뢰

가 부족하였다(Fox et al., 2012). 국, 내외 연구에서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한 경로분석이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

러나, 정신건강에는 정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

원 이용 가능성을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행위∙ 환경적 진단에서 행위적 요인으로는 건강행위 실천, 환경적 요인으로는 직

업 환경으로 선정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심리사회적 환경인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

과 물리적 환경으로 선정하였다. 심리사회적 환경은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환경적 요

인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유럽 노동환경조사 및 국내 근로 환경 조사에서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포함되는 개념인 직무 불만족, 직무 불안정, 자

율성 부족 등의 지표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환경에 직무 스트레스를 적용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직업 

환경 중 선행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82.4%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외상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고(박재풍 & 김병화, 2016), 경찰공무원의 직무 중 외상 경험이 정신건강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김성희 et al., 2019; Komarovskaya et al., 

2011), 심리사회적 환경에 외상 경험을 포함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Arial et al.,2010), 국내 연구에서 지구대 경찰공무원의 유해환

경 요인으로 소음, 순찰차 운전시간이 보고되었다(김인아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환경으로 심리사회적 환경과 함께 물리적 환

경을 포함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경험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외상 경험이 선

행 요인으로 나타나(Maguen et al., 2009; Sherwood et al., 2019), 외상 경험을 직무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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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보다 선행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건강행위 실천은 근로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선 & 오진주, 2017; Wu et al., 2019). Schnurr 와 Green (2004)은 외

상 경험과 건강행위 실천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외상 경험과 건강행위 실천 관련

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경우, 외상 경험과 운

동, 외상 경험과 식이 행동에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Lee & Park, 2018). 건강행위 

실천은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

강행위 실천을 본 연구에서 행위 요인으로 포함하여 각 요인들간 관련성을 확인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기틀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substruction을 통해 

구체화하였다(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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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경찰공무원으로 근접 모집단은 경찰 조직에서 1급지로 

분류되는 도심지역인 S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 경찰공무원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기준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S지역 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 

-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2. 제외 기준 

 

- 지구대에서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경찰공무원 

 

3. 표본의 크기 및 대상자 수 

 

경로 모형 분석에서 표본의 크기 산출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적용을 기준으로, 자유 모수의 10배에서 20배를 적용해야 한다(Kline, 2016).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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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모수의 개수는 20개였고, 자유 모수에 17배를 곱했을 때, 총 340명이 표본 

크기로 산출되었다. 국내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560부 설문 배부 후, 최종적으로 

415부를 분석에 이용한 연구(김학범 & 이재영, 2010)와 300부 설문 배부 후, 

최종적으로 201부를 분석에 이용한 연구(임혜경, 하태수, & 박은순, 2019)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 응답률을 45%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표본 크기를 500명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법은 비확률적 할당 추출법(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인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112 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 

공개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으로 

알려진 업무량을 고려하여, 경찰 내에서 주요 치안 수요 지표로 알려진 112 신고 

건수를(최천근 & 강욱, 2015) 기준으로 비확률적 할당 추출을 하였다. 비확률적 할당 

추출 방법은 모집단의 주요 속성을 대표하는 범주를 선정하고, 각 범주를 대표하는 

사례의 할당량을 고려하여 할당표(quota matrix)를 작성한 후, 각 범주에 따라 할당된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박민규, 조성겸, 송종현, 김옥태, & 장윤재,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주요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2019년도 S지역 소재의 

총 96개 지구대 신고 건수(총 1,543,885건)를 기준으로 25퍼센타일씩 상, 중상, 중하, 

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24개 지구대를 할당한 후, 각 그룹에서 업무량을 

대표하는 사례의 수인 112 신고 건수에 따라 할당량을 결정하여 할당표를 작성하였다. 

S지역 지구대 그룹에 따른 신고 처리 비율은 상 그룹의 경우, 전체 신고 건수의 

38.9%(601,141건), 중상 그룹은 전체 신고 건수의 25.4%(391,450건), 중하 그룹은 

20.3%(314,159건), 하 그룹은 15.4%(237,135건)이었다. 따라서 할당표에 따라 목표 

대상자 500명(100%)에서 상 그룹 195명(38.9%), 중상 그룹에서 125명(25.4%), 중하 

그룹 102명(20.3%), 하 그룹 78명(15.4%)을 편의 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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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지는 정신건강 

18문항, 회복탄력성 25문항, 사회적 지지 8문항, 정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 17문항, 

정신건강 증진 자원과 관련한 문항 5문항, 건강행위 실천 16문항, 직무 스트레스 17문

항, 외상 경험 23문항, 일반적 특성 15문항, 직무 환경 특성 8문항으로 총 152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는 도구개발자 또는 번안자에게 E-mail을 통해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1. 정신건강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장세진(2000)이 개발한 심리사회적 건강 측정 도구 단

축형(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를 사용하였다. PWI-SF는 Goldenberg

의 GHQ-60(General health questionnaire-60)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개

발한 도구이다. 개발 당시에는 45개 문항이었으나 문항수가 많고 추상적이라는 제한

점을 반영하여 단축형 설문을 개발하였다(장세진, 2000). 도구는 사회적 역할 수행, 우

울, 일반건강, 수면 및 불안 영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0점에서 ‘매우 아니다’ 3점으로 구성되며, 총점 산출 방법

은 합산하는 방법으로, 총점 범위는 0점에서 54점이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정신건강 수준 기준점이 제시되었는데, 

27점 이상은 ‘고위험군’, 9점에서 2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8점 이하를 ‘건강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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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Conner와 Davison(2003)이 개발하고 Baek 등(2010)이 

번안한 회복탄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강인성 8문항, 인내 8문항, 낙관성 5문

항, 지지 3문항, 영성 2문항으로 총 5개 영역의 25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산출 방

법은 합산하는 방법으로 총점 범위는 최저 0에서 최고 100점이다. 산출된 점수가 높

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번안 시,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93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ouse(1981)가 개발하고 손경애와 고종욱(2007)이 

번안한 사회적 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상사의 지지 4문항, 동료의 지지 4문

항, 2개 영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산출 방법은 평균으로 산출

하며 총점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이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번안 시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78부터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4. 정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 

 

정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Kuhl 등(1997)이 개발하고 이상균

(2000)이 번안한 도움 추구 장애 척도와 Fisher 등(1970)이 개발하고 김주미와 유성경

(2002)이 번안한 도움 추구 태도 척도를 송영매(2009)가 수정, 보완한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태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두려움 5문항,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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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신뢰 5문항, 자기 노출 3문항, 내적 통제 2문항, 장애물 2문항으로 5개 

영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이다. 총점 산출 방법은 합산하는 방법으로 점수 범위는 최

저 17점에서 최고 68점이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 Cronbach’α는 .82 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 이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정신건강 보

건기관에 대한 인지, 정신건강 보건기관 서비스 이용 경험,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보 

노출 여부, 정신건강 관련 정보 습득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요청 대상에 대하

여 범주형으로 설문하였다. 

 

5. 건강행위 실천 

 

건강행위 실천을 측정하기 위해 조의영(2002)이 개발한 건강행위 설문을 사용하였

다. 도구의 하위 영역은 흡연, 음주, 식이, 운동, 수면 시간, 체중 조절 여부, 지각하는 

건강상태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의영(2002)의 연구에서는 건강행위 실천

에 대한 총점 산출 시 Alameda Country의 코호트 연구 분석의 기준을 참고하여 흡연, 

음주, 식이, 운동, 평균 수면시간, 규칙적인 식사, 간식,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한 대표적

인 8개의 문항에 대하여, 실천하는 경우는 1점,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산정하

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 개발자의 총점 산출 방법에 따라 건강행

위 실천 점수를 산출하였고, 총점의 범위는 0점부터 8점까지였다. 본 연구에서 Kuder-

Richardson-20 (KR-20)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을 때 .40이었다.  

 

6.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욱환과 강갑원(2019)이 개발한 한국 지역 경찰 

직무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조직문화 5문항, 현장조치 3문항, 민원처리 

3문항, 훈련감찰 3문항, 근무환경 3문항으로 5개 영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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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 산출방법은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점수 범위는 1점부터 5점까지이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값은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7. 외상 경험 

 

업무와 관련된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Thomas-Riddle(1999)가 개발하고 신성

원(2007)이 번안하고 이옥정과 지영환(2010)이 수정 보완한 외상 사건 경험 척도를 사

용하였다. 도구는 일차적 외상 사건 9문항, 이차적 외상 사건 14문항으로 2개 영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적 외상 영역 문항의 예로 ‘근무 중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를 들 수 있다. 이차적 외

상 영역 문항의 예로는 ‘근무 중 사체를 목격하였다’를 들 수 있다. 본 척도는 대상자

가 각 사건에 대해 노출 경험 여부를 체크하고, 각 사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0에서 

10점 사이 점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산출은 외상 사건의 충격 정도를 외상 

사건의 개수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이옥

정 & 지영환, 2010; 한보람, 2011), 각 외상 사건 노출 여부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외

상 사건 충격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수정하였다. 점수 산출 방법은 외상 사건의 충격 정도 합계를 외상 사건 개수의 총합

으로 나누었다. 산출된 점수 범위는 0에서 5이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번안 시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93이었다.  

 

8. 물리적 환경 

 

직업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총 8문항의 설문을 구성하여 설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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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문항은 야간 근무자의 수면장애 연구(이지혜 et al., 2017), 지역 경찰공무원 근무 

환경 유해 요인 관련 연구(김인아 et al., 2013)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전문가 검

토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으로는 근무 형태, 근무 시간, 야간 근무 횟

수, 야간 업무 강도, 야간 휴식 시간, 야간 휴식 시 수면 여부, 소음 노출, 운전 순찰 

시간이었다.   

 

9.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 사회적 특성, 건강 관

련 특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성별, 나이, 결혼 상태, 동거 

가족 여부, 교육 정도, 키/몸무게, 피로도,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환 및 치료 여부를 구

성하여 설문하였다. 

 

10. 직업적 특성 

 

직업적 특성은 선행연구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근무 기관, 계급, 직책, 

근무 기간, 교대 근무 기간, 직무 만족으로 총 6문항을 구성하여 설문하였다.  

 

D. 자료수집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이었다. 자료수집 전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경찰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시간, 설문 용이성,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 시 S 지역 지구대 15곳을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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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연구자가 각 지구대에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2,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결과 총 368부를 회수하였고, 항목 무응답이 있었던 

설문지 11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57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시에는 산출된 점수로 분석하였고, 상관분석과 경로분석 시에는 요인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 점수를 역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술 

통계 분석시에는 정신건강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낮음을 의미하고, 상관분석과 

경로분석 시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각 요인들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각 요인들의 정규분포 확인은 각 변수들의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 

정신건강의 차이는 t-test,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정신건강과 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생변수인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 일반적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을 하였고, 분석 시에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다. 

다변량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고려한 분석으로, 단변량 회귀분석보다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경로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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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다. 각 요인들이 직,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재표집 회수는 200회였다. 경로분석시에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개인적 변수를 내생변수에 통제변수로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정신건강에는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다.  

다섯째,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 적합지수 χ2/df (chi-square 

statistic), GFI (goodness of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SRMR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증분 적합지수인 TLI (Tur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간명적합지수인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과 BIC (Bayes 

information criterion),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CD)를 확인하였다. 각 적합도 

지수는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절대 적합지수는 가설적 

모형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설명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6). 절대 적합지수에서 χ2(CMIN)은 모형 

적합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로 값이 낮고, p값이 클수록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GFI의 경우 .90이상일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한다(Kline, 2016). 

RMSEA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χ2 값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발된 

기준으로 .05이하면 매우 좋으며, .08이하면 양호, .1이하면 보통으로 평가한다(우종필, 

2012). SRMR은 공분산 잔차의 절대값을 표준화한 지수로, 값이 커질수록 적합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Kline, 2016). SRMR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0에 

가까울수록 좋고, 일반적으로 .10보다 크면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Kline, 

2016). 증분 적합지수인 CFI, TLI값은 영 모델(Null model)과 분석모형의 차이를 

비교하는 지표로 1.0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90이상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6). 간명 적합지수는 모형의 복잡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 간명성에 대하여 ‘보상’을 주어 산출하는 지수로 AIC와 BIC는 

모형의 간명도에 대한 적합도를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다(배병렬, 2017; 

Kli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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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Y-2020-0045)을 받은 후 수

행하였다. 자료수집 시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에 대해 충

분히 설명을 제공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서면 동의 내용에는 연구 참여로 인한 위

험과 이익, 자발적 동의와 연구 참여 중 중단 및 철회 가능과 이로 인한 불이익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료에 대한 외부기관 유출이 없음과 수집된 코딩자료

와 파일은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 파일에 3년간 보관하며, 3년 후 폐기함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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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 사회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357명으로, 남성은 317명(88.8%), 여성은 40명(11.2%)이었다. 

평균 연령은 37.6± 10.5세이었고, 30대가 142명(39.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188명(52.7%)으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많았다. 교육 수준으로는 대학 졸업 

이상이 237명(66.4%)이었다. 계급은 경장이 105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순경이 

97명(27.2%), 경위가 97명(27.2%), 경사 46명(12.9%), 경감 12명(3.4%) 순이었다. 

지구대에서의 직책은 팀원이 328명(91.9%)이었고, 팀장보다 많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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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Sex Male 317 (88.8) 
 Female 40 (11.2) 
Age (year)  37.62±10.47 
 20s  89 (24.9) 
 30s  142 (39.8) 
 40s  50 (14.0) 
 ≥ 50s  76 (21.3) 
Marital status Single 169 (47.3) 
 Married 188 (52.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20 (33.6) 
 ≥ College 237 (66.4) 
Rank Police officer 97 (27.2) 
 Senior police officer 105 (29.4) 
 Assistant inspector 46 (12.9) 
 Inspector 97 (27.2) 
 Senior inspector 12 (3.4) 
Responsibilities Team member 328 (91.9) 
 Team manager or higher 2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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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직업 환경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근무기간 평균은 10.86 ± 10.37년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하가 

174명(48.7%)로 가장 많았다. 교대 근무기간 평균은 8.01 ± 8.50년으로 5년 이하가 

220명(61.6%)로 가장 많았다. 교대 근무 횟수는 월 6회 이상에서 10회 이하가 

311명(87.1%)로 가장 많았고, 야간 근무 시 근무 강도는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250명(70%)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시 운전 순찰 시간은 ‘5시간 

이상’이 170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자각하는 소음 노출 정도는 ‘근무 시간의 절반 

정도 노출’이 230명(64.4%)으로 가장 많았다. 야간 근무 시 휴식 시간은 평균 

2.94 ± 0.44시간이었고, 야간 휴식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대상자는 304명(85.2%)으로 

수면을 취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많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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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pational Environment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Working experience (year)  10.86±10.37 
 ≤5 174 (48.7) 
 6-10 61(17.1) 
 11-15 19 (5.3) 
 16-20 22 (6.2) 
 >20 81 (22.7) 
Shift working experience (year)  8.01±8.50 
 ≤5 220 (61.6) 
 6-10 49 (13.7) 
 11-15 20 (5.6) 
 16-20 28 (7.8) 
 >20 40 (11.3) 
Frequency of night shift (per 
month) 

≤5 19 (5.3) 
6-10 311 (87.1) 

 >10 27 (7.6) 
Working intensity level Easy 16 (4.5) 
 Normal 91 (25.5) 
 Difficult 250 (70.0) 
Driving hour during patrolling  <3 69 (19.3) 
(hour/ per duty) 3-5  118 (33.1) 
 >5 170 (47.6) 
Perceived noise exposure  
(per duty) 

Rarely 105 (29.4) 
Half of working hours 230 (64.4) 
Continuing during working hours 22 (6.2) 

Break at night shift (hour)  2.94 (±0.44) 
Sleep during break at night shift Yes 304 (85.2) 
 No 5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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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건강행위 실천 및 정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과 관련한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중 흡연자는 194명(54.3%)로 비흡연자보다 많았고, 음주는 

1주일에 2회 이상이 112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운동은 1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는 대상자가 112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53 ± 1.17시간이었고, 5시간 이상부터 8시간 이하인 경우가 

225명(63.0%)로 가장 많았다. 규칙적 식사 여부는 320명(89.6%)이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습득원은 ‘TV 또는 인터넷’이 242명 

(67.8%)로 가장 많았다. 정신과 병, 의원을 제외한 정신건강 보건기관에 대한 인지는 

136명(38.1%)이 인지하였고, 정신건강 보건기관 이용 경험은 332명(93.0%)이 경험이 

없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요청 대상은 가족이 176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피로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34 ± 2.00점이었고, 질병 유무는 

298명(83.5%)이 ‘질병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226명(63.3%)이 

‘좋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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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alth Behavior, Resource of Mental Health Promotion,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357) 
Factor Characteristics Categories/ Range n (%)/Mean±SD 
Health 
behavior 

Current smoker No 163 (45.7) 
 Yes 194 (54.3) 
Alcohol consumption No 63 (17.7) 
 1-2 times/month 104 (29.1) 
 1 times/week 78 (21.9) 
 >2 times/week 112 (31.4) 
Exercise (per day) No 37 (10.4) 
 3 times/ week (low 

intensity) 
101 (28.3) 

 1-2 times/ week (middle 
intensity) 

107 (30.0) 

 >3-4 times/week (middle 
intensity) 

112 (31.4) 

Sleep hour (per day)  6.53±1.17 
 <5 74 (20.7) 
 5 to<8 225 (63.0) 
 ≥8 58 (16.25) 
Regularity of meals Regular 320 (89.6) 
 Irregular 39 (10.4) 

Resource of 
mental 
health 
promotion 

Resource of acquiring 
mental health information 

Television or internet 242 (67.8) 
Working place 73 (20.5) 
Hospital/Clinic 25 (7.0) 
Family or friend 12 (3.4) 
Other  5 (1.4) 

Recognition of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Yes 136 (38.1)  
No 221 (61.9) 

Using of mental health 
center  

Yes 25 (7.0) 
No 332 (93.0) 

Resource of helping Family 176 (49.3) 
 Myself  94 (26.3) 
 Friends 64 (18.0) 
 Mental health professional 17 (4.8) 
 Counselling through 

internet 
5 (1.4) 

 Religious leader/member 1 (0.3)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Fatigue  1-10 6.34±2.00 
Having disease No 298 (83.5) 
 Yes 59 (16.5) 
Perceived health status Excellent 30 (8.4) 

  Good 226 (63.3) 
  Not good 95 (26.6) 
  Poor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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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요 변수에 대한 서술 통계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54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19.93± 9.19점이었고, 하부 

영역의 평균에서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자기 신뢰는 9.68± 4.84점, 우울은 1.52± 1.70점, 

일반 건강 및 생명력은 7.38± 3.31점, 수면장애 및 불안은 1.36± 1.32점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잠재적 스트레스군’은 225명(63.0%), ‘고위험군’은 92명(25.8%), ‘건강군’은 

40명(11.2%)이었다. 

전제 요인인 회복탄력성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9.05±14.71점이었고, 하부 

요인에서 강인성은 24.95± 5.30점, 인내는 22.05± 5.28점, 낙관성은 10.82± 2.53점, 지지는 

5.46± 1.53점, 종교적 성향은 5.77+1.49점이었다. 강화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58± 0.48점이었고, 하부 요인으로 상사의 지지는 3.92± 0.83점, 동료의 

지지는 3.24± 0.44점이었다. 가능 요인인 자원 이용 가능성은 68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48.03 ± 5.95점이었고, 하부 요인에서 서비스 이용의 해악에 대한 두려움은 

14.38± 1.74점,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13.52± 2.57점, 자기 노출은 8.78± 1.45점, 내적 

통제는 5.24±1.17점, 장애물은 6.11±1.23점이었다.  

행위 요인으로 건강행위 실천은 8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30± 1.47점이었고, 환경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은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29± 0.64점이었다. 외상 경험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08± 0.79점이었고, 일차 외상은 2.36± 1.25점, 이차 외상은 

3.20±0.91점이었다.  

각 요인의 정규 분포 검증 결과에서 왜도의 절대값은 0.03에서 1.36으로 정규분포 

절대값 기준치인 3.00보다 작았고, 첨도의 절대값은 2.29에서 4.23으로 첨도의 절대값 

기준치인 10보다 작아, 모든 요인은 정규분포 가정 범위 안에 분포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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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357)  

Variables Category Possible 
range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Mental 
health 

Total 0-54 19.93 
(9.19) 

0 41 -0.07 2.31 

Soci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0-24 9.68 
(4.84) 

0 24 -0.11 2.74 

Depression 0-9 1.52 
(1.70) 

0 8 -0.95 3.22 

General well-being 
and vitality 

0-15 7.38 
(3.31) 

0 15 -0.15 2.69 

Sleeping 
disturbance and 
anxiety 

0-6 1.36 
(1.32) 

0 6 -0.80 3.31 

Resilience Total 0-100 69.05 
(14.71) 

30 100 0.13 2.50 

Hardiness 0-36 24.95 
(5.30) 

11 36 0.04 2.43 

Persistence 0-32 22.05 
(5.28) 

8 32 0.14 2.62 

Optimism 0-16 10.82 
(2.53) 

5 16 0.19 2.53 

Support 0-8 5.46 
(1.53) 

1 8 0.41 2.29 

Spiritual in nature 0-8 5.77 
(1.49) 

1 8 -0.12 2.44 

Social 
Support 

Total 1-5 3.58 
(0.48) 

2.25 4.75 -0.03 2.42 

Supervisor 1-5 3.92 
(0.83) 

1.25 5 -0.33 2.44 

Colleague 1-5 3.24 
(0.44) 

1.75 4.75 0.13 3.46 

Resource 
availability 

Total 17-68 48.03 
(5.95) 

28 63 -0.33 
 

3.62 

Fear 5-20 14.38 
(1.74) 

8 18 -0.44 3.64 

Trust 5-20 13.52 
(2.57) 

5 20 -0.41 3.92 

Self-exposure 3-12 8.78 
(1.45) 

3 12 -0.35 3.89 

Internal control 2-8 5.24 
(1.17) 

2 8 -0.08 3.45 

Barrier 2-8 6.11 
(1.23) 

2 8 -0.11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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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Cont.) 
 (n=357)  

Variables Category Possible 
range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Health 
behavior 

Total 0-8 3.30 
(1.47) 

0 8 0.29 2.70 

Job stress Total 1-5 3.29 
(0.64) 

1.47 5 -0.14 2.92 

 Working 
environment 

1-5 2.25 
(0.97) 

1 5 0.42 2.43 

 Training and 
inspection 

1-5 3.11 
(1.04) 

1 5 -0.10 2.33 

 Field work 1-5 4.10 
(0.77) 

1 5 -0.94 3.88 

 Civil affairs 1-5 4.39 
(0.73) 

1.67 5 -1.36 4.23 

 Organizational 
environment 

1-5 2.86 
(0.97) 

1 5 -0.10 2.42 

Traumatic 
experience 

Total 0-5 3.07 
(0.86) 

0 5 -0.31 3.47 

Primary trauma 
experience 

0-5 2.36 
(1.25) 

0 5 -0.73 2.72 

Secondary trauma 
experience 

0-5 3.20 
(0.91) 

0 5 -0.33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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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일반적, 직업 환경적 특성 중 계급(F=5.91, p<.001), 

교대 근무 기간(F= 2.78, p=.027), 직책(t= -2.01, p=.045), 야간 근무 강도(F=5.94, p=.003), 

소음 노출 정도(F=8.76, p<.001), 야간 휴식 시 수면 여부(t=4.3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순경의 정신건강 점수는 평균 

16.54± 8.91점으로, 경장, 경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이 좋았다. 교대 근무 

기간의 경우, 5년 이하의 평균은 19.03± 9.15점으로 20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이 좋았다. 직책의 경우, 팀원의 평균은 

19.64± 9.27점으로, 팀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이 좋았다. 야간 근무 시 

근무 강도의 경우 ‘주간보다 쉽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 군의 평균은 18.19± 9.93점으로 

‘주간보다 어렵다’로 응답한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이 좋았다. 

소음 노출 정도의 경우, ‘거의 노출이 되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상자 군의 평균은 

16.90± 8.80점으로 ‘근무 시간의 절반 정도 노출’, ‘근무 시간 동안 계속 노출’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이 좋았다. 야간 휴식 시 수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수면을 하는 대상자 군의 평균은 19.07± 8.94점으로, 수면을 하지 

않는 대상자 군보다 좋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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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of General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eral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eral mental health 
   Mean (±SD) t/F p 
Sex Male 317 (88.80) 19.60 (9.16) -1.88 .061 
 Female 40 (11.20) 22.50 (9.09)   
Age 20s  89 (24.93) 18.55 (9.25) 2.23 .084 
 30s  141 (39.50) 19.60 (9.05)   
 40s  50 (14.01) 22.60 (8.68)   
 ≥ 50s  77 (22.57) 20.42 (9.46)   
Marital status Single 169 (47.34) 19.71 (9.23) -0.43 .665 
 Married 188 (52.66) 20.13 (9.1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20 (33.61) 19.10 (9.37) -1.22 .223 
 ≥ College 237(66.39) 20.35 (8.08)   
Rank Police officera 97 (27.17) 16.54 (8.91) 5.91     <.001 
 Senior police officerb 105 (29.41) 21.87 (9.10) a <b,d  
 Assistant inspectorc 46 (12.89) 18.72 (7.20)   
 Inspectord  97 (27.17) 21.69 (9.73)   
 Senior inspectore 12 (3.36) 20.92 (6.76)   
Working 
experience (year) 

≤5 174 (48.7) 18.76 (9.52) 1.54     .189 
6-10 61(17.1) 20.38 (7.43)   
11-15 19 (5.3) 21.11 (8.56)   
16-20 22 (6.2) 22.09 (9.47)   
>20 81 (22.7) 21.25 (9.57)   

Shift working 
experience (year) 

≤5a 220 (61.6) 19.03 (9.15) 2.78     .027 
6-10b 49 (13.7) 21.67 (7.41) a<e  
11-15c 20 (5.6) 19.85 (9.41)   
16-20d 28 (7.8) 18.75 (10.72)   
>20e 40 (11.2) 23.65 (9.29)   

Responsibilities Team member 328 (91.9) 19.64 (9.27) -2.01 .045 
≥Team manager  29 (8.1) 23.21 (7.64)   

Frequency of night 
shift (per month) 

≤5 19 (5.3) 16.26 (9.45) 1.86     .158 
6-10 311 (87.1) 20.04 (9.02)   
>10 27 (7.6) 21.33 (10.57)   

Working intensity 
level 

Easya 16 (4.5) 18.19 (9.93) 5.94     .003 
Normalb 91 (25.5) 17.29 (8.52) a<c  
Difficultc 250 (70.0) 21.01 (9.20)   

Driving hour 
during patrolling  
(hour/ per duty) 

<3a 69 (19.3) 20.46 (9.25) 2.26     .106 
3-5b  118 (33.1) 18.47 (9.26)   
>5c 170 (47.6) 20.73 (9.04)   

Note: a, b, c, d, e=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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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of General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eral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Cont.)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eral mental health 
   Mean (±SD) t/F p 
Perceived noise 
exposure  
(per duty) 

Rarelya 105 (29.4) 16.90 (8.80) 8.76     <.001 
Half of working hoursb 230 (64.4) 21.05 (8.78) a<b,c  
Continuing during 
working hoursc 

22 (6.2) 22.68 (11.83)   

Sleep during 
break at night 
shift 

Yes 304 (85.2) 19.07 (8.94) 4.38 <.001 
No 53 (14.9) 24.91 (9.11)   

Note: a, b, c, d, e=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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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 환경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은 

연령(F=31.30, p<.001), 결혼 상태(t=-5.09, p<.001), 계급(F=6.60, p<.001), 근무 기간(F=7.17, 

p<.001), 교대 근무 기간(F=5.0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50대 이상의 평균은 4.12±  1.50점으로, 20대, 30대, 40대보다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결혼 상태의 경우 기혼자의 평균은 

3.66± 1.47점으로, 미혼자보다 통계적으로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높았다. 계급의 경우, 

경위의 평균은 4.33 ± 1.44점으로, 순경, 경장보다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았다. 근무 기간의 경우 20년을 초과 근무한 대상자 군의 평균은 4.00± 1.59점으로, 

5년 이하, 6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근무한 대상자 군보다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았다. 교대 근무 기간의 경우 20년을 초과 근무한 대상자 군의 평균은 

3.98±1.66점이었고, 5년 이하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건강행위 실천이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연령(F=4.00, p=.008), 결혼 상태(t=-2.28, p=.023), 계급(F=8.59, 

p<.001), 근무 기간(F=4.28, p=.002), 교대 근무 기간(F=4.33, p=.002), 야간 근무 

강도(F=10.54, p<.001), 운전 순찰 시간(F=8.00, p<.001), 소음 노출 정도(F=15.7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연령의 경우 

20대의 평균은 3.12± 0.72점으로 40대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급의 경우 경장의 평균은 3.44± 0.65점으로, 순경, 경사, 경위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교대 근무 기간의 경우, 5년 이하 

근무한 대상자 군의 평균 3.20± 0.67점으로, 6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1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동안 근무한 대상자 군의 직무 스트레스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야간 근무 시 근무 강도의 경우,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고 응답한 

대상자 군의 직무 스트레스 평균은 3.38 ± 0.64점으로, ‘주간 근무와 비슷하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 군과 ‘주간 근무보다 쉽다’고 응답한 대상자 군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전 순찰 시간의 경우 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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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대상자 군의 평균 3.42 ± 0.65점으로,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에서 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소음 노출 

정도의 경우 ‘거의 노출이 되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상자 군의 직무 스트레스 평균 

3.01± 0.62점으로 ‘근무 시간의 절반 정도 노출’, ‘근무 시간 동안 계속 노출’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낮았다.  

외상 경험은 연령(F=4.00, p=.008), 결혼 상태(t=-2.28, p=.023), 계급(F=14.68, p<.001), 

근무 기간(F=8.27, p<.001), 교대 근무 기간(F=7.62, p<.001), 직책(t=-2.93, p<.003), 야간 

근무 강도(F=5.55,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연령의 경우, 50대 이상의 외상 경험 평균은 3.41± 0.65점으로, 20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계급의 경우, 순경보다 경장, 경사, 경위의 외상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 기간의 경우, 20년을 초과 근무한 대상자 군의 외상 경험 

평균은 3.42 ± 0.63점으로, 5년 이하 근무한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교대 

근무 기간의 경우, 6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20년 초과 근무한 대상자 군은 5년 이하 

근무한 대상자 군보다 외상 경험이 통계적으로 높았다. 야간 근무 시 근무 강도의 

경우,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고 응답한 대상자 군의 외상 경험의 평균 

3.16 ± 0.80점으로, ‘주간 근무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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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ealth behavior  Job stress  Traumatic experience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Sex Male 317 (88.80) 3.27 (1.47) 0.81  3.28 (0.64) -0.74  3.09 (0.81) 0.93 

 Female 40 (11.20) 3.48 (1.45) (.416)  3.36 (0.70) (.462)  2.96 (0.74) (.353) 

Age 20sa 89 (24.93) 3.00 (1.31) 31.30  3.12 (0.72) 4.00  2.73 (0.91) 12.09  

 30sb 141 (39.50) 3.06 (1.44) (<.001)  3.31 (0.63) (.008)  3.03 (0.78) (<.001) 

 40sc 50 (14.01) 3.24 (1.33) a,b,c<d  3.51 (0.54) a<c  3.28 (0.65) a<b,c,d 

 ≥50sd 77 (22.57) 4.12 (1.50)   3.29 (0.60)   3.41 (0.65) d>b 

Marital status Single 169 (47.34) 2.89 (1.36) -5.09  3.21 (0.65) -2.28  2.88 (0.88) -4.38 

 Married 188 (52.66) 3.66 (1.47) (<.001)  3.36 (0.64) (.023)  3.25 (0.69) (<.001) 

Education 
level 

High 
schoola 

120 (33.61) 3.17 (1.47) -.1.19   3.20 (0.05) -1.71   2.97 (0.08) 1.73  

 ≥ Collegeb 237 (9.24) 3.36 (.10) (.423)  3.32 (0.04) (.087)  3.12 (0.04) (.084) 

Note: a, b, c, d, e=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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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Cont.)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ealth behavior  Job stress  Traumatic experienc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Rank Police 
officera 

97 (27.17) 3.07 (1.42) 6.60  
(<.001)   

 2.98 (0.64) 8.59   
(<.001)   

 2.60 (0.84) 14.68  
(<.001)    

 Senior 
police 
officerb 

105 (29.4) 3.01 (1.38) a,b<d  3.44 (0.65) a<b,c,d  3.15 (0.77) a<b,c,d,e 

 Assistant 
inspectorc 

46 (12.89) 3.09 (1.21) b<e  3.40 (0.57)   3.26 (0.68)  

 Inspectord  97 (27.17) 3.80 (1.56)   3.34 (0.60)   3.32 (0.67)  

 Senior 
inspectore 

12 (3.36) 4.33 (1.44)   3.55 (0.41)   3.56 (0.61)  

Working 
experience 
(year) 

≤5a 174 (48.7) 3.10 (1.40) 7.17  3.17 (0.67) 4.28  2.86 (0.90) 8.27 

 6-10b 61(17.1) 2.90 (1.26) (<.001)  3.46 (0.63) (.002)  3.20 (0.59) (<.001) 

 11-15c 19 (5.3) 3.16 (1.34) a,b<e  3.25 (0.44) a<b,c  2.88 (0.59) a<e 

 16-20d 22 (6.2) 3.50 (1.41)   3.62 (0.50)   3.28 (0.75)  

 >20e 81 (22.7) 4.00 (1.59)   3.33 (0.62)   3.42 (0.63)  

Note: a, b, c, d, e=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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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Cont.)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ealth behavior  Job stress  Traumatic experienc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hift working 
experience 
(year) 

≤5a 220 (61.6) 3.05 (1.36) 5.03  3.20 (0.67) 4.33  2.90 (0.86) 7.62 

6-10b 49 (13.7) 3.41 (1.48) (<.001)  3.52 (0.55) (.002)  3.26 (0.58) (<.001) 

11-15c 20 (5.6) 3.60 (1.27) a<e  3.25 (0.54) a<b,d  3.28 (0.66) a<b,e 

16-20d 28 (7.8) 3.82 (1.70)   3.60 (0.58)   3.34 (0.54)  

 >20e 40 (11.2) 3.98 (1.66)   3.26 (0.61)   3.51 (0.70)  

Responsibilities Team 
member 

328 (91.9) 3.26 (1.45) -1.64  3.28 (0.65) -0.21  3.04 (0.80) -2.98 

Team 
manager or 
higher 

29 (8.1) 3.72 (1.58) (.102)  3.31 (0.61) (.836)  3.50 (0.72) (.003) 

Frequency of 
night shift  
(per month) 

≤5 19 (5.3) 3.32 (1.70) 0.04   3.06 (0.66) 1.97  3.02 (0.85) 2.32 
6-10 311 (87.1) 3.29 (1.44) (.962)  3.29 (0.64) (.140)  3.05 (0.79) (.100) 
>10 27 (7.6) 3.37 (1.67)   3.44 (0.71)   3.39 (0.93)  

Note: a, b, c, d, e=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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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Cont.) 

(n=3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ealth behavior  Job stress  Traumatic experience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Working 
intensity level 

Easya 16 (4.5) 3.13 (1.50) 1.21   2.83 (0.63) 10.54   2.89 (0.74) 5.55  
Normalb 91 (25.5) 3.11 (1.57) (.298)  3.11 (0.60) (<.001)  2.85 (0.79) (.004) 
Difficultc 250 (70.0) 3.38 (1.43)   3.38 (0.64) a<b,c  3.16 (0.80) b<c 

Driving hour 
during 
patrolling (hour/ 
per duty) 

<3a 69 (19.3) 3.32 (1.50) 0.05   3.08 (0.61) 8.00   3.01 (0.98) 0.84 
3-5b  118 (33.1) 3.32 (1.38) (.949)  3.22 (0.62) (<.001)  3.03 (0.78) (.432) 
>5c 170 (47.6) 3.27 (1.52)   3.42 (0.65) a, b<c  3.13 (0.74)  

Perceived noise 
exposure 
(per duty)  

Rarelya 105 (29.4) 3.34 (1.45) 0.99   3.01 (0.62) 15.71   2.80 (0.80) 3.43 
Half of 
working 
hoursb 

230 (64.4) 3.24 (1.48) (.373)  3.38 (0.62) 
 

(<.001)  3.16 (0.77) (.878) 

Continuin
g during 
working 
hoursc 

22 (6.2) 3.68 (1.46)   3.59 (0.63) a<b,c  3.43 (0.88)  

Sleep during 
break at night 
shift 

Yes 304 (85.2) 3.36 (0.08) -1.91 
 

 3.26 (0.64) 1.66   3.05 (0.80) 1.38  

No 53 (14.9) 2.94 (0.21) (.057)  3.42 (0.68) (.098)  3.21 (0.80) (.167) 

Note: a, b, c, d, e=Different alphabet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é’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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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의 경우, 

회복탄력성(r=.52, p<.001), 사회적 지지(r=.25, p<.001), 자원 이용 가능성(r=.30, p<.001), 

건강행위 실천(r=.18, p<.001)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졌고, 직무 스트레스(r=-.35, 

p<.001), 외상 경험(r=-.22, p<.001)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낮아졌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r=.33, p<.001), 자원 이용 가능성(r=.20, p<.001), 

건강행위 실천(r=.10, p=.049)이 높아졌고, 회복탄력성이 낮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r=-.10, p=.050)는 높아졌다.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원 이용 

가능성(r=.15, p=.004)이 높아졌고,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r=-.23, 

p<.001)가 높아졌다.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r=-.13, p=.017), 

외상 경험(r=-.14, p=.007)가 낮아졌고, 외상 경험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r=.39, 

p<.001)가 높아졌다.  

다중 공선성 여부 확인을 위해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다. 다중 공선성 확인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 

팽창인자의 경우 10보다 작고, 공차한계의 경우 0.1보다 작아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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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n=357)  

Variables 1 2 3 4 5 6 7 VIF Tolerance  

r (p)    
1. Mental 

health 
1          

2. Resilience .52 
(<.001) 

1      1.19 0.84  

3. Social 
Support 

.25 
(<.001) 

.33 
(<.001) 

1     1.18 0.85  

4. Resource 
availability 

.30 
(<.001) 

.20 
(<.001) 

.15 
(.004) 

1    1.08 0.92  

5. Health 
behavior 

.18 
(<.001) 

.10 
(.041) 

-.03 
(.490) 

.06 
(.249) 

1   1.03 0.97  

6. Job stress -.35 
(<.001) 

-.10 
(.050) 

-.23 
(<.001) 

-.13 
(.017) 

.03 
(.559) 

1  1.24 0.80  

7. Traumatic 
Experience 

-.22 
(<.001) 

.08 
(.100) 

-.08 
(.120) 

-.14 
(.007) 

.10 
(.071) 

.39 
(<.001) 

1 1.23 0.81  

Note: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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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내생변수를 포함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시에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계급, 교대 근무기간과 본 연구에서 

외생변수로 선정한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자원 이용 가능성을 변수로 포함한 후,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건강행위 실천에 유의한 요인은 계급, 회복탄력성이었고,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요인은 계급, 사회적 지지였다. 외상 경험에 유의한 요인은 계급,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이었고, 정신건강에 유의한 요인은 계급, 

회복탄력성, 자원 이용 가능성이었다.  

건강행위 실천의 경우, 순경보다 경위(coefficient=.71, p=.029), 경감(coefficient=1.36, 

p=.007)의 건강행위 실천이 높았고,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coefficient=.16, p=.002),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졌다.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순경보다 경장(coefficient=.44, 

p<.001), 경사(coefficient=.40, p<.001), 경위(coefficient=.31, p=.023), 경감(coefficient=.58, 

p=.006)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졌다(coefficient=-.28, p<.001). 외상 경험의 경우, 순경보다 경장(coefficient=.54, 

p<.001), 경사(coefficient=.55, p<.001), 경위(coefficient=.39, p=.021), 경감(coefficient=.69, 

p=.008)이 외상 경험이 높았다. 또한, 회복탄력성(coefficient=.01, p<.001)이 높아질수록 

외상 경험이 높아졌고, 사회적 지지(coefficient=-.18, p=.034), 자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01, p<.001)이 높아질수록 외상 경험이 낮아졌다. 정신건강의 경우, 

순경에 비하여 경장의(coefficient=-3.94, p<.001) 정신건강이 낮았고, 

회복탄력성(coefficient=.26, p<.001), 자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31, p<.001)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졌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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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for Health behavior, Job Stress, Traumatic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n=357) 
Variables Health 

behavior 
Job 
stress 

Traumatic 
experience 

Mental 
health 

Coef (SE)/ p 

Rank (Ref. Police officer)    
Senior police 
officerb 

.04 (.20)/.849 .44 (.85)/<.001 .54 (.10)/<.001 -3.94 (1.06)/<.001 

Assistant 
inspectorc 

.03 (.27)/.905 .40 (.11)/<.001 .55 (.14)/<.001 -1.66 (1.40)/.235 

Inspectord  .71 (.32)/.029 .31 (.14)/.023 .39 (.17)/.021 -2.66 (1.71)/.120 
Senior 
inspectore 

1.36 (.50)/.007 .58 (.21)/.006 .69 (.26)/.008 -1.18 (2.65)/.657 

Shift working 
experience 
(year) 

.01 (.02)/.383 .01 (.01)/.314 .02 (.01)/.002 -.12 (.08)/.131 

Resilience .02 (.01)/.002 .00 (.00)/.559 .01 (.00)/<.001 .26 (.03)/<.001 
Social support -.27 (.16)/.092 -.28 (.07)/<.001  -.18 (.08)/.034 1.37 (.86)/.110 
Resource 
availability 

.01 (.01)/.465 -.01 (.01)/.095 -.02 (.01)/.002 .31 (.07)/<.001 

Note: Age and sex were adjusted. Coef,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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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의 경로분석 
 

 

1. 가설적 모형의 선정과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Green과 Kreuter(1980)의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문헌고찰과 

단변량 분석,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정신건강,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급이었다. 건강행위 실천에는 

회복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직무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 외상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자원 이용 가능성이었다.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 자원 이용 가능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문헌고찰 결과에서 정신건강,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 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 설정한 개념적 기틀을 가설적 모형에 적용하여 

외생변수로는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자원 이용 가능성을 선정하였고, 

내생변수에는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 정신건강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외생변수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자원 이용 가능성이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경로 모형에서는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내생변수인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 정신건강에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계급을 통제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정신건강에는 위 변수에 연령과 성별을 추가로 

보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에는 총 14개의 경로가 생성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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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ath Diagram for Hypothesized Path Model 
 

Note: Age and sex were adjusted for mental health and rank was adjusted for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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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가설 3.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가설 4.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가설 5.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가설 6. 외상 경험이 낮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2) 건강행위 실천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8.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9.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0.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1. 외상 경험이 낮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  

 

3) 직무 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2.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3. 외상 경험이 낮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다. 

 

4) 외상 경험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외상 경험은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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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가설적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RMSEA값이 .183, GFI 

값은 .571로 적합도를 벗어났고, SRMR의 경우는 .080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가설적 모형과 수집된 자료가 차이가 있었지만, 가설적 모형의 공분산과 

수집된 자료의 공분산간 차이는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가설적 

모형의 CFI 값은 .571으로 모형의 적합도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는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영모델보다 57.1%가 향상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TLI 값의 경우 .010으로 

적합도 기준에서 벗어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델에 기반한 분석을 위하여, 본 

가설적 모형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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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odel Fit of Hypothesized Model 
(n=357) 

Category Index Criteria for acceptance Hypothesized model 
Absolute fit measure χ2 (df) lower 166.074 (13) 

p ≥.05 <.001 
RMSEA Good<.05 

Moderate .05 to 1.0 
.183 

GFI ≥ .900 .571 
SRMR Good <.05 

Moderate <.10  
.080 

Incremental fit measure CFI ≥ .900 .571 
 TLI ≥ .900 .010 
Parsimonious fit measure AIC lower 15322.690 

BIC lower 15524.33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higher .240 

Note: Age and sex were adjusted mental health and rank was adjusted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goodness of fit index; SRMR,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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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 모형의 모수 추정 

 

경로 모형의 경로 계수와 유의성 검정 결과, 총 11개 경로 중 5개 경로가 유의하

였다. 정신건강에는 건강행위 실천(coefficient=.24, p<.001), 직무 스트레스

(coefficient=-.2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건강행위 실천에는 회복

탄력성(coefficient=.15, p=.006)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무 스트레스에는 외상 경험

(coefficient=.35, p<.001)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외상 경험에는 자원 이용 가능성

(coefficient=-.13, p=.00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강행위 실천이 높

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의미이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좋아졌으며, 외상 

경험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외상 

경험이 낮아짐을 의미한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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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of Hypothetical Model 
(n=357)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Coef SE C.R. p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 .24 .05 5.05 <.001 
 Job stress -.29 .05 -5.84 <.001 
 Traumatic experience -.08 .05 -1.44 .149 
Health behavior Resilience .15 .06 2.73 .006 
 Support -.08 .06 -1.50 .134 
 Resource availability .05 .05 .91 .360 
 Job stress -.02 .06 -.28 .779 
 Traumatic experience .01 .06 .10 .919 
Job stress Resource availability .05 .05 .91 .360 
 Traumatic experience .35 .05 7.12 <.001 
Traumatic experience Resource availability -.13 .05 -2.73 .007 

Note: Age and sex were adjusted mental health and rank was adjusted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Coef,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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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로 모형의 효과분석 

 

경로 모형의 효과분석 결과, 정신건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건강행위 실천(coefficient=.24, p<.001), 직무 스트레스(coefficient=-.28, p<.001), 

이었고, 간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자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10, p=.025), 외상 

경험(coefficient=-.10, p<.001)이었다. 건강행위 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회복탄력성(coefficient=.15, p=.019)이었고, 간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외상 

경험(coefficient=.01, p<.001)이었다.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외상 

경험(coefficient=.35, p<.001)이었고, 간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자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05, p=.030)이었다. 외상 경험에 직접 효과를 보인 요인은 자원 이용 

가능성(coefficient=-.13, p<.025)이었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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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Hypothetical Model including Control 
Variables 

(n=357)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efficient (p) 
Mental health ←Resilience - .04 (.064) .04 (.064) 
 ←Support - -.02 (.170) -.02 (.170) 
 ←Resource availability - .10 (.025) .10 (.025) 
 ←Health behavior .24 (<.001) - .24 (<.001) 
 ←Job stress -.28 (<.001) -.01 (.800) -.29 (<.001) 
 ←Traumatic experience -.08 (.110) -.10 (<.001) -.18 (.001) 
Health behavior ← Resilience .15 (.019) - .15 (.019) 
 ← Support -.08 (.158) - -.08 (.158) 
 ← Resource availability .05 (.387) .00 (.896) .05 (.370) 
 ←Job stress -.02 (.800) - -.02 (.800) 
 ←Traumatic experience .01 (.911) .01 (<.001)  .00 (.994) 
Job stress ←Resource availability -.07 (.143) -.05 (.030) -12 (.019) 
 ←Traumatic experience .35 (<.001) - .35 (<.001) 
Traumatic 
experience 

←Resource availability -.13 (.025) - -.13 (.025) 

NOTE: Age and sex were adjusted mental health and rank was adjusted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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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가설 검증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한 가설 검정 결과 총 14개 가설 중 8개 가설이 지지되었다.  

 

1) 정신건강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2.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3.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는 간접 

효과(coefficient=.10, p=.025)에 의해 지지되었다. 

가설 4.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는 직접 

효과(coefficient=.24, p<.001)에 의해 지지되었다. 

가설 5.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는 직접 

효과(coefficient=-.28, p<.001)에 의해 지지되었다.  

가설 6. ‘외상 경험이 낮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는 간접 

효과(coefficient=-.10, p=<.001)에 의해 지지되었다.  

 

2) 건강행위 실천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는 직접 

효과(coefficient=.15, p=.019)에 의해 지지되었다. 

가설 8.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9.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10.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는 지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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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가설 11. ‘외상 경험이 낮아질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3) 직무 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2.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다.’는 간접 

효과(coefficient=-,05 p=.030)에 의해 지지되었다.  

가설 13. ‘외상 경험이 낮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다.’는 직접 

효과(coefficient=.35, p<.001)에 의해 지지되었다.  

 

4) 외상 경험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자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외상 경험은 낮아질 것이다.’는 직접 

효과(coefficient=-.13, p=.025)에 의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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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경찰공무원은 교대 근무와 고유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정신건강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 건강 간호학적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PRECEDE 모델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의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점수는 54점 만점에서 평균 19.93점이었고, 

도구 개발 시 정신건강 수준 기준점을 참고로 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잠재적 

스트레스군’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잠재적 스트레스군’은 

225명(63.0%), ‘고위험군’은 92명(25.8%)으로 약 90%가 스트레스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한 수준에 있었다. 같은 도구로 정신건강을 측정한 대기업 

근로자 3,229명 대상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경찰공무원의 고위험군의 비율은 대기업 

근로자 중 고위험군이 비율인 17.1%(유경열 et al., 2011)와 서울시 지역 주민 대상 

연구에서 고위험군 비율인 21.4%(손애리 et al.,2010)보다 높았다. 경찰청에서 수행한 

경찰공무원 17,311명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에서 20.2%가 스트레스에 대한 고위험군이었고, 완전 PTSD에 해당하는 비율은 

30.7% 이었다(박재풍 & 김병화, 2016).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고, 

실제 데이터상에서 보여주듯이, 경찰공무원은 정신건강에 취약한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경보다 경장, 경위의 정신건강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고, 팀원보다 팀장의 정신건강이 낮았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에서도 순경보다 경장, 

경사, 경위가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신임 경찰공무원보다 경위가 중증 스트레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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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가 10.68배 높았고(Masilamani et al., 2013), 국내 연구에서도 경장 이상이 

순경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김욱환 & 강갑원, 2019). 또한 

계급이 올라갈수록 우울이 높아졌다(Garbarino et al., 2013; 이상호 & 김동현, 2017). 이러

한 원인을 Ward, St Clair-Thompson와 Postlethwaite (2018)의 연구에서는 계급이 높아짐에 

따라 책임감과 조직 몰입이 높아져,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따라서 계급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에 조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윤호연(2014)의 연구

에서는 경위 이상의 간부급 경찰공무원이 경위 미만의 비간부급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 중 경위 미만

의 비간부급 경찰공무원이 69.4%로 대상자군의 계급 비율 차이로 선행연구와 다소 차

이가 있었다.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교대 근무 기간이 20년을 초과

한 대상자 군이 5년 이하인 대상자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건강이 낮았다.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가 근무 기간이었고

(Garbarino et al., 2013; Maia et al., 2011), 일반 교대 근무자 대상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교대 근무 기간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Zhao et al., 2019).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는 근무자의 생체 리듬을 변화시키고, 불안, 우

울, 스트레스, 직무소진, 과민감성을 유발하므로(Jensen, Hansen, Kristiansen, Nabe-Nielsen, 

& Garde, 2016; Rosa, Terzoni, Dellafiore, & Destrebecq, 2019; Zhao et al., 2019),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교대 근무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공

무원의 교대 근무 패턴으로 지구대의 경우 4조 2교대 근무로, 주간-야간-비번-휴무 순

으로 이루어져, 1개 shift 중 2번째 근무일에 야간 근무를 하게 된다(박비룡 & 이수영, 

2013). 또한 경찰공무원의 약 70%가 교대 근무 부서에 근무하므로 대부분의 경찰공무

원의 경우, 교대 근무로 인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로, 

경찰공무원이 경험하는 야간 근무의 강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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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업무 집중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로 보고하여, 주간보다 야간에 

업무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배규식 et al., 2012). 미국 경찰공무원의 경우, 야간 근

무에는 주간 근무 때보다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주간 근무자보다 야간 근무자

가 신체적 부상(Violanti et al., 2012)과 위협적 사건(Ma et al., 2015)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대 근무 자체로 인한 영향과 야간에 위험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교대 근무 기간이 길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각하는 소음 노출 시간에 따른 정신건강과 직무 스트레스를 살펴봤을 때 ‘근무

시간의 절반 정도 노출’ 또는 ‘지속적 노출’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군은 ‘거의 노출되

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 군보다 정신건강이 낮았고, 직무 스트레스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웨덴 경찰공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심리적 환경

인 직무 스트레스와 소음, 부적절한 조명, 악취, 작은 사무실 공간과 같은 물리적 환

경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물리적 환경 수준이 나쁠수록 정신건강

이 나빴다(Arial et al., 2010).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는 심리적 환경과 함께 물

리적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경로 모형에서는 정신건강에 직접 효과로써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였다. 즉,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Wu 등(2019)의 경찰공무원의 우울과 불안 증상 관

련 연구에서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경찰공무원

보다 우울,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Balleng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남자 

경찰공무원들의 경우, 문제 음주 행위를 할수록 일반적 정신건강이 낮아졌다. Yoo와 

Franke(2013)의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대상자 군이 6시간을 초과하는 대

상자 군보다 직무소진이 높았다. 경찰공무원 대상 운동 중재 프로그램에 따른 정신건

강 효과를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는 신체적 활동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계에서 매

개 효과로 나타났으며, 신체 활동을 한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정신건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eñalba, McGuire, & Leite, 2008). 따라서 건강행위 실천에 따른 정신건강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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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행위 실천 세부적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근로자 연구결과(김덕진 et al.2014)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률은 54.3%로, 일반 근로자의 흡연률 25.1%보다 높았다. 음주는 주 

2회 이상인 경우가 31.4%로 일반 근로자의 26.6%보다 높았고, 운동의 경우 주기적으

로 운동을 하는 비율은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89.6%로 일반 남성 근로자의 54.5%보

다 높았다. 수면의 경우 본 연구 대상자는 1일당 평균 6.53시간 수면을 취하였는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비율인 56.6%와 비교하였을 때 수면 

시간이 짧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건강행위 실천에 있어서 운동을 제외하고는 일

반적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일반적 근로자보다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낮아졌고 정신건강 관련 요인 중에서 직

무 스트레스 영향이 가장 컸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Garbarino 등(2013)

의 연구에서는 업무 요구, 노력, 과도한 몰입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높아졌고, 정

신건강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과도한 헌신의 경로계수가 .26으로 영향력이 

가장 컸다. 박재원과 윤가현(2017)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졌으며, 경로 계수는 .25으로 중간 이하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이상호와 김동현

(2017)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 분석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경로 계수

가 .35으로 다소 큰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심

리적 환경인 직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외상 경험은 직접 효과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 효과에서 

유의하였다. 즉, 외상 경험은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 실천에 매개되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

었다. 또한, 외상 경험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으

며, 경로 계수가 .35로 중간 이상의 영향력을 보였다. 위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면, 외상 경험이 단독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직무 스트레스에 가중되

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Maguen 등(2009)의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외상 경험이 높아질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는 외상 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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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증상인 업무 기능 저하, 회피, 정서적 무감각, 침투 증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Maguen 등(2009)의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하여 외상 경험

의 직접 효과의 경로 계수는 .15이었지만, 외상 경험이 직무 스트레스에 매개되었을 

때는 .36으로, 외상 경험에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정신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

이 커졌다. 또한 Velazquez와 Hernandez(2019)의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업무 과정에

서 사망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일을 자주 경험하지 않더라도, 외상 경험에 조직 스트

레스가 가중되었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외상 경험은 직무 스트레스에 다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

과적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상 경험은 건강행위 실천에 간접 효과를 보였으며 경로계수가 양

의 방향이면서 경로계수는 .01로 작은 효과를 나타냈다. 즉, 외상 경험으로 인한 건강

행위 실천이 직무 스트레스에 매개되었을 때는 건강행위 실천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외상 경험, 직무 스트레스

가 높아질수록 알코올 섭취, 과식, 흡연과 같은 부정적 건강행위가 높아졌다(Maia et al., 

2011; Violanti, 2011; Violanti et al., 2006). 미국 경찰공무원 연구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경찰공무원이 낮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찰공무원보다 문제 음주 

행동을 할 경우가 1.76배이었다(Gershon et al., 2008). 이는 스트레스, 외상경험에 대한 

대처 행위로써 건강행위 실천을 설명할 수 있다. Houdmont 등(2012)의 연구에서는 건

강 행위 실천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처 기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 Lee와 

Park(2018)의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 경험의 종류와 대상자에 따라 건강행위 실천의 매

개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경찰공무원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서 정서대처, 운동대처를 활용한다고 하였다(정용선 & 윤주명, 2014). 본 연구에서 건

강행위 실천을 살펴봤을 때는 주기적 운동을 하는 경우가 89.6%로 외상 경험에 대하

여 운동의 긍정적 효과가 작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

를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외상 경험이 직무 스트레스에 매개되었을 

때, 대처 기능으로써 건강행위 실천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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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행위 실천에 대하여 회복탄력성이 직접 효과로써,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Wang 등(2016)의 일반

인 대상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부정 정서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였

고,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흡연량 및 니코틴 의존도가 감소하였다. Yoshikawa 등

(2016)의 근로자 대상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대상자들의 회복탄력성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높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차이점이 

있었는데, Wang 등(2016)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흡연과 부정 정서 관계에서 조절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Yoshikawa 등(2006)의 연구에서는 정기적 운동과 우울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매개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원 이용 가능성은 간접 효과가 있었다. 또

한 자원 이용 가능성은 직무 스트레스에 간접 효과가 있었고, 외상 경험에는 직접 효

과가 있었다. 이는 정신건강 자원에 대한 두려움과 장애물, 자기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경험할수록, 정신건강 자원에 대한 신뢰, 내적 통제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과 직

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정신건강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찰공무원 대상으

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장애물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증상이 있는 대상자는 증상이 없는 대상자보다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기밀 유지에 

대한 신뢰 부족, 진급에 부정적 영향과 낙인에 대한 걱정,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 방법

에 대한 정보 부족,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x et al., 

2012). 또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 추구 태도가 높은 대상자

가 스트레스가 낮았다(Yamauchi, Suka, & Yanagisawa, 2020). 따라서 자원 이용 가능성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외상 경험

에 대해서는 자원 이용 가능성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 대상자는 가족이 49.3%(176

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는 일반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 대상자 관련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이상영 et al., 2010). 또한,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신건강 보건기

관에 대한 인지는 38.1%가 ‘인지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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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인 56.8%(이상영 et al., 2010)보다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문가보다

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신건강과 관련한 도움 요청 자원에 

대한 정보 인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

보 습득원에 대하여 ‘TV 또는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7.8%(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직업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 경로에 간접 효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

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건

강행위 실천에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에는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직접 효과로써 직무소진, 우울, 불안을 낮게 하였

고(Fyhn et al.,2016; Garbarino et al., 2013), 건강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Umberson, 

Crosnoe, & Reczek, 2010). 또한 근로자 대상 연구에서 상사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대상

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가 적어졌다(Chen, Wong, & Yu, 2008).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서 선행연구와 경로 모형 분석은 차이가 있었으나, 두 요인 간 

상관 관계에서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진단된 요인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른 정

신건강 증진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계급이 올라갈수록, 교대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이 낮아졌다. 따라서, 계급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과중과 

교대 근무 기간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축적을 고려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건강행위 실천과 관련해서는 금연, 음주 습관, 수면과 

관련한 건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

여 흡연율이 높았고, 음주 및 수면 습관이 나빴다. 또한 건강행위 실천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행위 실천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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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경찰공무원 EAP 시스템에서는 마음동행센터에서 각

종 심리 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수면, 긴급 심리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 치유

가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 EAP 협회에서 심리상담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음 건강프로그램으로는 임상 심리상담사가 제공하는 개별 상담이 있다. 따라서 기

존 상담과 검진에서 추가로 금연, 음주 습관, 운동, 식이 교육을 추가한 건강증진 프

로그램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자원 이용 가능성과 관련한 도움 추구 행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을 수 있도

록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 및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

인과 두려움을 없애고 자원 이용과 관련한 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초기

에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정신건강 자원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았고, 정신건강 도움 요

청을 가족에게 일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높았다. 외상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변인과의 

일상적 대화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낙인에 대

한 두려움 없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 채널이 필요하다. 경찰청

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정보 누출이 없이 철저히 보호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경찰공무원들은 정신건강 채널 신뢰성에 대한 두려움

이 있을 수 있다. 국외에서는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 제공 및 트라우마 및 우울 증상을 사정을 할 수 있

도록 하며, 전문가에 의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Kuhn et al., 2018; van der Meer, 

Bakker, Schrieken, Hoofwijk, & Olff, 2017).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관리 

채널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 후 홍보를 통해 정신건강 자원 인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 공무원 업무 환경을 고려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해 평소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조직적,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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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책과 관련해서는 직장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 개선, 정신건강 검진에 

따른 관리,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융합되는 정책을 개

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건강 정책으로는 검진, 정신건강과 관련 EAP 

프로그램으로는 임상 심리 상담가에 의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검진에 

따른 전체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교육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경찰청과 경찰서 내 전문적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수행, 검진에 따른 건강 관리, 물리적 환경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강점은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실제적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었고, 정신건강과 관련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점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

리 PRECEDE 모델을 통해 개인적, 조직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정신건강 영향 요인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 

및 조직의 건강역량을 강화를 위한 실제적 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실무에 유용하

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중 단변량 분석에서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던 요인인 계급, 직책 교대 근무 기간, 근무 강도, 소음, 수면은 결과적으로 경찰공

무원의 고위험 선별을 위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초점화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Green과 Krueter는 진단적 과정으로써 PRECEDE 모

델을 제안하였고, 기존 모델을 확장하여 PRECEDE-PROCEED 모델(PROCEED: Policy, 

Regulatory, Organizational, Constructs In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을 제안

하여 PRECEDE 모델에서 계획한 건강증진을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Green & Krueter, 2005).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적 정책, 중재를 개발한

다면, 대상자와 조직 전체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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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집 오차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 경찰공무원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본 연구에서는 할당 표집을 하였으므로, 표집 오류

는 최소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표집 오차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단면 조사연구로 수행되어, 결과와 관

련하여 인과 관계 해석 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상 경험 측정 

도구는 외상 사건 개수와 외상 사건에 대한 충격만 반영되어, 경찰공무원이 경험하는 

세부적 외상 사건의 심각성 반영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경

찰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의 개수와 함께 세부적 외상 사건의 심각성과 정신건

강 영향 정도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는 청소년기의 트라우마와 삶

에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Maguen et al., 2009).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청소년기 트라우마, 삶에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을 추가

적 변수를 함께 탐색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개념과 요인을 선정하여, 경로를 생성

하였으나 본 가설적 모델이 현상을 절대적으로 설명한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하여, 교육적, 생태적 접근을 통해 건강결과를 설

명하여 전제 조건으로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자원 이용 가능성이 적용하였는데, 

본 요인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계에서 매개 효과 또

는 조절 효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안적 모델 모색을 

통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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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PRECECE의 모델과 문헌고찰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설명할 수 있

는 간호지식체를 제공하였으며 PRECEDE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반복적인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직업군의 정신건강 

관련 향후 논의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도출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보건정책 모형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정신

건강과 관련 연구, 정신증진 간호중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영향 요인 및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을 제공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

다. 또한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상자를 이해하고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최근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성 대두와 함께 경찰조직 

내 보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사는 건강에 대한 전인적 관점을 갖으며 

정신건강, 정신질환, 지역사회건강증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경

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계획 및 수행의 실무자로 적합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으

며 정신건강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가 간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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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PRECEDE 모델을 적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영향 요인 경로의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PRECEDE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가설적 모형에서 외생변수는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자원 이용 가능성을 선정하였고, 내생변수로는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 외상 경험, 정신건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신건강과 관련한 요인 분석과 경로분석을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낮

았으나, PRECEDE 모델에 기반하여 정신건강을 설명하기 위해 가설적 모형을 채택하

였다. 가설적 모형에서 직, 간접 경로는 총 14개였고, 분석 결과 총 9개 경로가 유의

하였다. 경로분석 결과에서는 정신건강에는 건강행위 실천, 직무 스트레스가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회복탄력성, 자원 이용 가능성, 외상 경험은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건

강행위 실천에는 회복탄력성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외상 경험은 간접적 영향을 미

쳤다. 직무 스트레스는 외상 경험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자원 이용 가능성에는 간

접적 영향을 미쳤다. 외상 경험은 자원 이용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PRECEDE 모델을 적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요인에 대하여 개

인 및 직업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직, 간접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할당표집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대표

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을 위한 보건 정책 및 중재 개발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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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1.  Flow Diagram of Literature Screening(국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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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문헌 선택 기준 및 검색어 

구분 내용 

검색

어 

1) 대상자: “경찰공무원”, “경찰관” 

 2) 정신건강 결과: “우울”, “수면”, “불면”,”소진”,”불안”,”피로” 

선택

기준 

1) 경찰공무원 대상 연구 

2) 정신건강 결과(우울, 수면, 불면, 소진, 불안, 피로)가 종속변수인 연구  

3)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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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요약표  
(n=24) 

1저자 
(연도)/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김성희 
(2019)/ 
한국 

질적

연구 
생활안전 
(1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습 부상 사건은 분노, 불면, 우울, 의

욕 상실, 조직에 대한 실망, 업무 효능

감 저하를 경험하게 함 
김성환 
(2014)/ 
한국 

조사

연구 
생활안전 
(485) 

-직무소진: 신강현(2003)이 개

발한 직무소진 척도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
이 개발한 KOSS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직무불안이 직무소진에 가장 큰 영향

력(β=.312)을 나타냄 
김성환 
(2017)/ 
한국 

조사

연구 
수사, 경비, 
교통,  
생활안전 
(187) 

-우울: Radloff(1977)이 개발한 
CES-D를 최상진과 양병창

(2001)이 번안한 도구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
이 개발한 KOSS 
-감정부조화: 김상구(2009)가 개발

한 감정노동 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 Horowits(1979)
가 개발, Weiss와 Marmar(1996)가 
개정한 사건 충격 척도를 은헌정 
등(2005)이 번안한 IES-R 

-감정부조화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

가 있음 
-직장문화가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력

(β=.269)을 나타냄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김영선 
(2017)/ 
한국 
 

조사

연구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 
(153) 

-수면의 질: Buysee 등(1989)이 
개발한 PSQI를 조용원 
등(2003)이 번안, 수정한 
도구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KOSS 

-건강증진행위: Walker 등(1987)이 
개발한 HPLP를 이한구와 
김선희(2011)가 번안, 수정한 
도구 

-건강증진행위와 수면의 질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건강증진행위와 직무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NOTE: 국외 논문은 Sherwood et al. (2019)의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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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요약표(계속) 
 (n=24) 

1저자 
(연도)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남병습 
(2017)/ 
한국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445) 

-우울: Beck(1967)이 개발한 
BDI 도구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표준화한 K-
BDI 
-불안: Beck 등(1988)이 개발한 
도구를 육성필과 
김중술(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 수정한 척도  

-외상 사건 경험: 
Thomas-riddle(1999)의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를 신성원(2007)이 
번안한 도구 
-회복탄력성: Connor-Davidson 
(2003)의 회복탄력성 도구를 
백현숙(2010)이 번안한 K-CD-
RISC  

-외상 사건 경험과 우울은 
정적(+)상관관계가 있음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은 
정적(+)상관관계가 있음 
-외상 사건 경험과 우울, 불안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냄 

류기욱 
(2019)/ 
한국 

조사

연구 
여자 경찰  
기동대원 
(186) 
 

-건강증진행위: Walker 
등(1987)의 HPLPⅡ를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번안, 수정한 도구 
-삶의 질: WHO가 개발한 
WHOQOL-BREF 척도를 
민성길 등(2000)이 번안한 
척도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KOSS 

-건강증진행위와 직무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박주상 
(2010)/ 
한국 

조사

연구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 
(220) 

-수면의 질: Veran과 Snyder-
Halpem(1987)이 개발한 Sleep 
Scale 
 

-피로: Checklist Individual Strength 
척도 
(저자 정보 없음) 
-직무 스트레스: Siegrist (1996)의 
ERI 도구를 임상혁, 
윤간우(2005)가 번안, 수정한 도구 

-수면장애와 피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수면장애와 직무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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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요약표(계속) 
 (n=24) 

1저자 
(연도)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박재원
(2017)/ 
한국 

조사

연구 

 

경찰청 소속 
심리상담센터

에 방문한  
경찰공무원 
(485) 

-우울: Beck 등(1996)이 개발한 
BDI-Ⅱ를 황순택 등(2014)이 
번안한 도구 
 

-직무 스트레스: 자체 개발 
-회복탄력성: Connor-Davidson 
(2003)의 회복탄력성 도구를 
백현숙(2010)이 번안한 K-CD-
RISC 
-분노 반추: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하고 이근배와 
조현춘(2008)이 번안한 ARS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회복탄력성은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냄. 
-회복탄력성 중 인내가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냄. 

박재풍 
(2016)/ 
한국 

조사

연구 
생활안전,  
교통, 수사,  
형사, 기타 
(649) 

-건강상태: Spitzer 등(1999)이 
개발한 PHQ-9 
-외상 사건 경험: 자체 개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 류인균 
등(2014)이 개발한 도구 
-사건 충격 척도: 
Horowits(1979)가 개발, 
Weiss와 Marmar(1996)가 
개정한 사건 충격 척도를 
이영이(2001)가 수정한 IES-R 

-직업적 특성: 성별, 연령, 계급, 
근무기간  

-생활안전 기능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음. 
-외상 후 스트레스, 사건 충격 정도 
고위험군은 형사가 가장 많이 
속함(7.8%). 
 

배승민 
(2010)/ 
한국 

조사

연구 
교대 근무 경

찰공무원,  
주간고정 경찰

공무원 
(1,149) 

-수면의 질: Buysee 등(1989)이 
개발한 PSQI를 조용원 
등(2003)이 번안, 수정한 도구  
-우울: Radloff(1977)이 개발한 
CES-D를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한 도구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KOSS 
-사건 충격 척도:  
Horowits 등(1979)이 개발, Weiss와 
Marmar(1996)가 개정한 사건 충격 
척도를 이영이(2001)가 수정한 
IES-R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직무 스트레스와 사건 충격 정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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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요약표(계속) 
 (n=24) 

1저자 
(연도)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이강훈 
(2009)/ 
한국 

조사

연구 
지구대,  
파출소 
(235) 
 

-두려움: 이수정과  
윤옥경(2004), Manzoni와 
Eisner(2006)의 두려움 도구를 
이창한(2008) 이 합친 후 수

정, 보완 

-일반적, 직업적, 건강관련 특성: 
자체 개발 
 

-신체적 위험, 단순폭력과 두려움은 정

적(+) 상관관계가 있음 
-수면의 질과 두려움은 부적(-) 상관관

계가 있음 
 

이상호 
(2017)/ 
한국 

조사

연구 
 

지구대 
(428) 
 

-우울: Beck(1969)이 개발한 
BDI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K-BDI 
 
 

-직무 스트레스: 김경식(2011)과 
이도조(2004)가 개발한 직무 
스트레스 척도 
-회복탄력성: 김주환(2011)이  
개발한 KRQ-53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회복탄력성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

가 있음 
-회복탄력성은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 조절 효과를 나타냄 

한보람 
(2014)/ 
한국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550) 
 

-우울: Beck(1969)이 개발한 
BDI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K-BDI 
  

-외상 사건 경험 척도:  
Thomas-Riddle 
(1999)의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을 
이옥정(2010)이 수정한 척도 
-사건 충격 척도: Horowits(1979)가 
개발, Weiss와 Marmar(1996)가 개

정한 사건 충격 척도를 이영이

(2001)가 수정한 IES-R 척도 
-직무 스트레스: Ivancevich와 
Matteson(1980)가 개발한 척도를 
김혜숙(2003)이 재구성한  
도구 

-외상 사건 경험과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사건 충격 경험과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외상 사건 개수보다 주관적 충격 정도

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침 
-외상 사건과 우울 관계에서 직무 스트

레스가 조절 효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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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요약표(계속) 
 (n=24) 

1저자 
(연도)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Charles 
(2011)/ 
미국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430) 
 

-수면의 질: Buysse 등(1989)이 
개발한 PSQI 
-우울: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 
-운동: Sallis 등(1986)이 
개발한 운동정도 척도 
-BMI 

-직무 스트레스: Cohen과 
Willamson(1988)이 개발한 PSS 
-사회적 지지: Weiss(1974)와 
Cutrona(199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를 참고로 저자가 
사회성 척도를 개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은 부적(-) 상관

관계가 있음 
-우울과 수면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

가 있음 
-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좋음 
-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군이 스트

레스가 낮음 
Fyhn 
(2016)/ 
노르 
웨이 
 
 

조사

연구 
 

수사 
(156) 
 

-직무 열의: Schaufeli 와 
Bakker(2003)가 개발한 
직무열의 도구 
-직무소진: Maslach 등(1986)이 
개발한 MBI 
-건강불편감: Eriksen 
등(1999)이 개발한 주관적 
건강불편감 도구 

-회복탄력성: Hystad 등(2010)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도구 
-사회적 지지: Karasek 등(1988)이 
개발한 JCQ 
 

-회복탄력성은 직무소진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사회적 지지는 직무소진에 부적(-) 상

관관계가 있음 
-성폭력 수사관이 포렌식, 경제, 화재 
수사관보다 건강불편감 수준이 높음 
 

Garbarin
o 
(2013)/ 
이탈 
리아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289) 
 

-우울: Beck 등(1979)이 개발한 
BDI 
-불안: Spielberger 등(1983)이 
개발한 STAI-T 
-직무소진: Maslach 등(1986)이 
개발한 MBI 

-성격 특성: Caprara 등(1993)이 
개발한 도구 
-사회적 지지: Karasek 등(1988)이 
개발한 JCQ 
-직무 스트레스: Siegrist(1996)의 
ERI 

-사회적 지지는 우울, 불안, 직무소진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직무  
소진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Gerber 
(2014)/ 
미국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460) 
 

-일반 정신건강: Ware 
등(1996)이 개발한 SF-12 
-수면: Bastien 등(2001)의 ISI 
-BMI 

-직무 스트레스: Schulz 등(2003)이 
개발한 TICS 
-인지한 체력 수준: 자체 개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수면과 정신건강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체력 수준이 스트레스와 수면 관계에

서 조절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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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요약표(계속) 
 (n=24) 

1저자 
(연도)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Habersaa
t  
(2015)/ 
스위스 
 

조사

연구 
 

지역  
경찰공무원,  
긴급대응부서 
경찰공무원 
(84) 
 

-스트레스: Cohen 등(1983)이 
개발한 PSS 
-우울: Beck 등(1996)의 BDI-
SF 
-외상 후 스트레스: Lilly 
등(2009)이 개발한 경찰 
version MCS 
-신체증상: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CHIPS  
 

-사회적 기능: Adler 등(2000)이 
개발한 SSS  
-외상 사건: Holems(1967)이 
개발한 SRRS  
-대처: Folkman과 Lazarus(1980)이 
개발한 대처도구 
-직무 만족도: Karasek 등(1988)이 
개발한 JCQ 
-외로움: Russel 등(1980)이 개발한 
Loneliness Scale  

-사회적 기능과 PTSD, 신체증상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사회적 기능과 외로움, 정서적 대처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업무 부서에 따라 사회적 기능, 
신체증상, PTSD 수준에 차이가 
있음(우울 수준, 신체증상 수준은 지역 
경찰이 가장 나쁨) 
-정신건강 고위험 군집에서는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낮고, 외상 사건 경험, 
정신적 요구, 정서적 대처 수준이 높음 

Komaro
vska 
(2011)/ 
미국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341) 
 

-우울: Beck 등(1996)이 개발한 
BDI-Ⅱ 
 

-외상 사건 경험: Weiss 등(2010)이 
개발한 CIHQ 
-외상 후 스트레스: Keane 
등(1988)이 개발한 시민 version 
MCS 
-음주: Selzer(1971)이 개발한 
MAST  
-사회적 기능: SAS 도구 
(저자정보 없음) 

-외상 사건 경험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외상 사건 경험과 사회적 기능은 부적

(-) 상관관계가 있음 
-업무상 피의자를 살해 또는 부상을  
입힌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정적

(+) 상관관계가 있음 

Kula 
(2017)/ 
터키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538) 
 

-직무만족: Spector(1985)가 
개발한 직무만족도 도구 
-직무소진: Kristensen 등(2005)
이 개발한 CBI 

-직무 스트레스: McCreary 와 
Thompson (2006)이 개발한 
경찰직무 스트레스 도구 
-감독자의 지지: Karasek 
등(1988)이 개발한 JCQ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상사의 지지와 직무소진은 부적(-) 상

관관계가 있음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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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요약표(계속) 
 (n=24) 

1저자 
(연도)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Lee 
(2016)/ 
한국 
 

조사

연구 
 

지역경찰 
(112) 
 

-우울: Radloff(1977)이 개발한 
CES-D를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한 도구 
 

-회복탄력성: Connor-Davidson 
(2003)의 회복탄력성 도구를 
백현숙(2010)이 번안한 K-CD-
RISC 
-사건 충격 척도: Horowits(1979)가 
개발, Weiss와 Marmar(1996)가 
개정한 사건 충격 척도를 
이영이(2001)가 수정한 IES-R 
척도 
-외상 사건 경험: 자체 개발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의 KOSS 

-회복탄력성과 PTSD 증상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우울과 PTSD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Slaven 
(2011)/ 
미국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391) 
 

-수면의 질: Buysse 등(1989)이 
개발한 PSQI 
-우울: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 

-일반사항: 성별, 계급 
 

-우울과 수면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성별에 따른 우울, 수면의 질 차이가 
없었음 

Talavera
-Velasco 
(2018)/ 
스페인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223) 
 
 

-일반 정신건강: Goldberg와 
Hiller(1979)가 개발한 
일반정신건강척도를 
Lobe(1986)가 번안한 GHQ-28 
-직무소진: Maslach 등(1986)이 
개발한 MBI 

-사회적 지지: Talavera(2016)이 
개발한 직무 만족도 도구 
-회복탄력성: Moreno-
Jimenez(2014)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도구 

-사회적 지지와 일반 정신건강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회복탄력성과 일반 정신건강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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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요약표(계속) 
 (n=24) 

1저자 
(연도)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Yoo 
(2013)/ 
미국 

조사

연구 
 

경찰공무원  
(143) 
 

-수면의 질: Buysse 등(1989)이 
개발한 PSQI 
-우울: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  
-직무소진: Shirom과 
Melame(2006)이 개발한 
직무소진 도구 

-직무 스트레스: Cohen 등(1983)이 
개발한 PSS 
-대사증후군 위험 정도: 혈압, 
BMI, 혈액검사 

-수면시간과 대사증후군,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수면의 질과 직무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수면시간이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집단은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그룹보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배 
높음 

Notes: ARS, Anger Rumination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SF, Beck Depression Inventory Short Form; BMI. Body Mass Index; CBI, Copenhagen 
Burnout Inventory;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HIPS, Cohen Hoberman Inventory of Physical Symptom; CIHQ, Critical Incident 
History Questionnaire; ERI, Effort Reward Imbalance Questionnaire;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HPLP, Health Promoting Life Style Profile;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SI, Insomnia Severity Index; JCQ, Job Content Questionnaire; K-CD-RISC, Korean-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 KOSS,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RQ-53, Korean Resilience Quotient-53; MAST, 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 MBI, Maslach’s Burnout Inventory; MCS, Mississippi 
Combat Scale; PSS, Perceived Stress Scale; PSQI, Pittsburg Sleep Disorder; SAS, Social Adjustment Scale; SF-12; Short Form Questionnaire-12; STAI-T,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Trait; WHOQOL-BREF, WHO Quality of Life-B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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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국내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연구 문헌고찰 요약표 
(n=7) 

1저자 
(연도)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유경열 
(2011) 

조사 
연구 

전자제품 제조

공장 근로자 
(3,284) 

-정신건강: 장세진 
등(1993)이 개발한 
PWI-SF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혈액 
검사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KOSS 

-업무 특성(근속년수, 주당 근무

시간, 교대 근무, 업무 내용) 

-근무시간이 정신건강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음 
-직무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정적(+) 상관

관계가 있음 

이경희 
(2011) 

조사 
연구 

자동차 부품 생

산직 근로자 
(198) 

-정신건강: 간이정

신진단검사(SCL-
90-R) 

-피로도: Fatigue assessment 
inventory를 Seol(2007)이 수정한 
도구 
-건강증진행위: Suh(1995)가 개발

한 건강증진행위 도구 

-피로도와 건강증진행위는 부적(-)상관관계

가 있음 
-피로도와 정신건강은 부적(-)상관관계가 있

음 
-정신건강과 건강증진행위는 정적(+)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조기옥 
(2011) 

조사 
연구 
 
 

근로자* 
(10,043) 

-불면증, 불안, 우

울 증상  
유무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 노출 
여부(방사능, 미스트, 흄, 분진, 
간접 흡연, 전신진동 등) 
-건강 행태(흡연, 음주) 
-업무 특성(근속년수, 주당 근무

시간, 고용형태, 교대 근무, 업무

속도 등) 

-방사능, 미스트, 흅, 분진, 간접흡연, 전신진

동, 화학물질, 고온, 소음 노출이 정신건강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음 

전경자 
(2013) 

조사 
연구 

사무직 근로자 
(360) 

-스트레스, 우울, 
소진: 한국판 코

펜하겐 사회심리

도구 

-업무 환경: 한국판 코펜하겐 사

회심리도구 
-자기효능감: 한국판 코펜하겐 사

회심리 조사도구 

-일-가족 갈등, 업무 요구와 정신건강(스트레

스, 우울, 소진)은 정적(+)상관관계가 있음 
-자기효능감과 업무환경은 정적(+)상관관계

가 있음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은 정적(+)상관관계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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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국내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연구 문헌고찰 요약표 
(n=7) 

1저자 
(연도)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종속변수 
(측정도구) 

독립변수 
(측정도구) 주요결론 

김형선 
(2016) 

조사 
연구 

여성가구주* 
(4,807) 

-정신건강: WHO-5 
well-being index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 노출 
여부(방사능, 미스트, 흄, 분진, 
간접 흡연, 전신진동 등)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 직무 
자율, 직무 불안정, 직장 문화 
-신체건강: 피로, 고혈압, 비만 
-업무 특성(근속년수, 주당 근무

시간, 고용형태, 교대 근무, 업무

속도 등) 

-연령(50세 이상), 야간 근무, 피로감, 고혈

압, 비만과 정신건강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음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부적(-)상관관

계가 있음. 

 

최숙경 
(2016) 

조사 
연구 

지하철 근로자 
(876) 

-정신건강: 간이정

신진단검사(SCL-
90-R) 

-업무 특성(근속년수, 소속 
만족도) 

-직장 내 폭력: 저자 개발(물리적, 
신체적, 성적, 인격 무시) 

-건강행위 실천: 흡연, 음주, 운

동, 취미, 휴식 

-직장 내 폭력과 정신건강은 정적(+)상관관

계가 있음. 

김덕진 
(2017) 

조사 
연구 

근로자* 
(2,868)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 

-우울: Han(2008) 
등이 타당화한 한

국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Questionnaire-9) 

-건강행위 실천: 흡연, 음주, 운

동, 수면 
-주간 근무자보다 교대 근무자의 스트레스 
인지 정도, 우울 수준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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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PRECEDE 모형을 적용한 연구 문헌고찰 요약표 
(n=8) 

1저자 
(게재  
연도) 
국가 

연구

설계 
대상자 
(대상자 수) 

건강문제 모형  
적용  
범위 

모형에 적용된 개념 및 변수 

김혜진 
(2018) 
한국 

실험

연구 
비활동성  
작업  
근로자 
(268) 

근골격계  
건강,  
심대사성  
건강 

2단계- 
5단계 

-역학적: 심대사성, 근골격계 건강 
-교육∙ 생태적: 전제(자기조절), 강화

(자율성 지지), 가능(자원 이용 가능

성) 
-영향 평가: 신체 활동 
-결과 평가: 심대사성/근골격계 건강, 
생산성-역효과 

문애은 
(2015) 
한국 

조사

연구 
치위생사 
(483) 

근골격계  
통증 
 

1단계- 
5단계 

-사회적: 통증 유병률 
-역학적: 통증 심각도 
-행위∙ 환경적: 근무 환경  
-교육∙ 생태적: 전제(근골격계 질환 지

식), 강화(사회적 지지), 가능(근골격계 
교육 경험, 자료 활용 정도) 
-행정, 정책적 진단: 보건 교육의 필

요성 

박경옥 
(2018) 
한국 
 

조사

연구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  
근로자 
(590)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2단계- 
4단계 

-역학적: 직업관련 안전/건강문제, 개

인적 안전/건강문제  
-행위∙ 환경적: 사업장 규모, 근무시

간, 교대 근무, 작업환경 위험요소 노

출, 사내 노동조합 여부, 산재/직업병 
경험, 건강위험 작업요소 
-교육∙ 생태적: 전제(안전 관련 개인적 
신념), 강화(사회적 지지), 가능(안전보

건관리 수준) 
백종태 
(2018) 
한국 

조사

연구 
콜센터  
상담원 
(695) 

정신건강 1단계- 
4단계 
 

-사회적: 삶의 질 
-역학적: 정신건강(우울, 불면증, 불안) 
-행위∙ 환경적: 감정노동,  
직무 환경 
-교육∙ 생태적: 전제(자기 효능감), 강

화(조직적 지지), 가능(조직 몰입) 

윤지영 
(2010) 
한국 

조사

연구 
간호사 
(378) 

정신건강 1단계- 
3단계 

-사회적: 삶의 질 
-역학적: 정신건강 
-행위, 환경적: 건강증진행위 

조순영 
(2010) 
한국 

실험

연구 
육군 장병 
(229) 

근골격계  
증상 

2단계- 
5단계 
 

-역학적: 외래방문 기록 
-행동∙ 환경적: 근골격계 증상, 건강관

리교육 
-교육∙ 생태적: 전제(건강관리 교육), 
가능(건강관리 수첩, 건강관리 자료) 
-행정, 정책적 진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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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PRECEDE 모형을 적용한 연구 문헌고찰 요약표(계속) 

(n=8) 
1저자 
(게재  
연도) 
국가 

연구

설계 
대상자 건강문제 모형  

적용  
범위 

모형에 적용된 개념 및 변수 

Didehvar 
(2016) 
이란 

실험

연구 
간호사,  
조산사 
(62) 

스트레스 2단계- 
5단계 

-역학적: 직무 스트레스 
-교육, 생태적: 전제(스트레스에 대한 
태도, 인식), 강화(스트레스 대처 행

동), 가능(스트레스 관리 메시지 전

송, 교육) 
Sezgin 
(2018) 
터키 

실험

연구 
중환자실  
간호사 
(72) 

근골격계  
통증 

1단계- 
5단계 

-사회적: 삶의 질 
-역학적: 근골격계 증상 
-행위, 환경적: 근무중 신체 선열, 장

비 사용, 주기적 운동/환경: 장비 사

용에 대한 지지 
-교육, 생태적: 전제(지식), 강화(인체

공학적 위험요인 관리), 가능(인체공

학적 위험 예방을 위한 시설) 

Note: *표시는 학위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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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 Substruction Model of the Theory of This Study 

 
NOTE: JS, job stress; TE, traumatic experience; PE, phys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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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7. 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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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8.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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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9. 설문 도구 승인 
 
1) 정신건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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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탄력성 

 

 

3)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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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 이용 가능성 

 

 

5) 건강행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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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 스트레스 

 

 

7) 외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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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application of the PRECEDE model 

 

 

Gi Wook Ryu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Police officers are at high risk of stress from their work and environment,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traumatic experience. Also, the hierarchical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shift 

work can lead to exposure to high stress, which may affect their mental health. Mental health issues 

of police officer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fety, medical expenditure, and productivity of 

th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ir mental health level,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analyze paths among factors. 

Methods: The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esign, and 357 police officers in a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selected research variables were mental health, 

resilience,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resource availability,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 

experience using the PRECEDE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Constructs in 

Educational Diagnosis and Evaluation) model. Descriptive statistics, multivariate regression, and 

path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STATA 13.0 program. 

Results: The mental health level of the participants was sub-risky, with an average of 19.93 out of 

54.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ccording to rank (F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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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shift work experience (F = 2.78, p =.027), responsibility (t = −2.01, p =.045), night shift 

work intensity (F = 5.94, p =.003), noise exposure (F = 8.76, p <.001), and sleep during break at 

night shift (t = 4.38, p <.001). In a direct effect, higher health behavior (coefficient =.24, p <.001) 

and lower job stress (coefficient = −.28, p <.001)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In 

an indirect effect, higher mental health resource availability (coefficient =.10, p =.025) and lower 

traumatic experience (coefficient = −.10, p <.001)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provided knowledge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using the PRECEDE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for the development of a health policy model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and will support in establishing a mental health intervention strategy. 

 

 

 

 

 

 

 

 

 

 

 

 

 

 

 

 

 

 Keywords: Police officers, Mental health, Factors, Path analysis



 

 123

영문요약 

 

Introduction 

 

The complexity and diversification of modern society increase the risk of crime, accident, and 

disaster, which cause the police to perform various types of duties (Violanti, 2017). In addition, the 

job paradigm of police officers in Korea has changed from the typical police activities in the past to 

the provision of security services with a voluntary character, and the burden of work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increased demand for public security services.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statistical yearbook, the number of emergency callings increased by 2.4% from a total of 19,115,620 

in 2013 to 19,567,083 in 2016, and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per police officer was 436, more 

than 299 in the United States and 279 in France (National Police Agency, 2018). Police officers are 

physically and mentally exposed to a threatening 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various crimes 

and accidents and cannot avoid this due to the nature of their occupation (Larsson, Berglund, & 

Ohlsson, 2016; Purba & Demou, 2019). At the same time, it is vulnerable to mental health due to 

the shift work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 a cohort study conducted on U.S. 

police officers, 214 police officers without symptoms of depression were followed up and observed 

for 10 years, and 10.7% of the participants developed depression (Jenkins et al., 2019). Among the 

3,817 Korean police officers who experienced trauma, 41.11% were at high risk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Lee et al., 2016). The mental health issues of police officer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fety, medical expenditure, and productivity of the peopl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here is a need for intervention and policies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The PRECEDE (Predisposing, Reinforcing, and Enabling Constructs in Educational 

Diagnosis and Evaluation) model proposed by Green and Kreuter (1980) is a multilayered diagnosis 

of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through education and ecological 

approaches and the interaction of factors. It helps to develop interventions and policies of health and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healt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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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lice officer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and factors based on the PRECEDE model. 

 

Methods 

 

Study design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research to investigate the mental health level,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analyze path among factors of police officers. 

 

Participants 

 

For the path model analysis, the sample size calculation method should be 10 to 20 times the free 

parameter,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Kline, 2016). The number 

of free parameters in this study was 20, and when the free parameters were multiplied by 17, the 

calculated sample size was a total of 340 people. The nonresponse rate was 45%, and the sample 

size was finally set to 500. The inclusion criteria were police officers who were currently working 

at a police station, and the exclusion criteria were those not doing shift work. 

As for the sampling method, the non-probabilistic quota sampling was applied. Considering the 

workload of police officers, 96 police stations in the target area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using data on the number of emergency call. When making the allocation table, the number of reports 

processed by each group was divided by the number of reports processed by the entire region. The 

number of target participants was 500 (100%), which included 195 (38.9%) in the upper group, 125 

(25.4%) in the upper middle group, 102 (20.3%) in the middle and lower group, and 78 (15.4%) in 

the lower group. A total of 368 participan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357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excluding 11 participants with nonrespons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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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The participants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to assess their mental health. The factors 

and variables related to mental health were based on the PRECEDE model and review of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resilience, social support, resource availability 

related to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 occupational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were 

investigated. We also collected physical environment and demographic data and job characteristics. 

To measure mental health, the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Chang, 2000) was used. 

Each item was rated on a 4-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0) “not at all” to (4) “extremely.” The 

total score ranged from 0 to 54, with higher scores indicating lower mental health level. Cronbach's 

alpha in the present study was .92. 

To measure resilience, a Korean version of the self-resilience scale (Baek et al., 2010) was used. 

Each item wa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0) “not at all” to (4) “extremely.” The 

total score ranged from 0 to 100, with higher scores indicating higher resilience. Cronbach's alpha 

in the present study was .83. 

To measure social support, a social support tool developed by House (1981) and translated by Son 

and Ko (2007) was used. Each item wa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not at all” 

to (5) “extremely.” The total score calculation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the average, and the 

scores ranged from 1 to 5, with higher scores indicating higher social support. Cronbach's alpha in 

the present study was .83. 

To measure resource availability for mental health, a help-seeking behavior tool was used (Song, 

2009). Each item was rated on a 4-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not at all” to (4) “extremely.” 

The total score ranged from 17 to 64, with higher scores indicating higher help-seek behavior. 

Cronbach's alpha in the present study was .82. 

To measure health behavior, the health behavior tool was used (Cho, 2002). This tool is a 

categorical questionnaire, and when calculated as a score, it is 1 point for smoking, drinking, diet, 

exercise, average sleep time, regular eating, snacks, and breakfast habits. If not, the score is 

calculated as 0 points. In this study, the health behavior practice score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tool developer's total score calculation method, and the total score ranged from 0 to 8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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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igher scores indicating higher health behavior. 

To measure job stress, the Korean police job stress tool developed by Kim and Kang (2019) was 

used. Each item wa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not at all” to (5) “extremely.” 

The score calculation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the average, and the scores ranged from 1 to 5 

points. The higher the calculated score, the higher the job stress. Cronbach's alpha in the present 

study was .87. 

To measure the traumatic experience related to work, the traumatic event experience scale 

developed by Thomas-Riddle (1999), adapted by Shin (2007),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by Lee 

and Ji (2010) was used. Each item was composed of the contents of the trauma event, and after 

checking the experience of each incident, the degree of impact of the traumatic event wa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1) “not at all” to (5) “extremely.” The score calculation method 

was divided by the sum of the total number of trauma events by the total number of trauma events. 

The calculated scores ranged from 0 to 5, and the higher the calculated score, the higher the trauma 

experience. Cronbach's alpha in the present study was .93. 

To assess the physical environment in the occupational environment, eight questionnaires were 

constructed and administered. The questions included work type, working hours, number of night 

shifts, night work intensity, night break time, sleep status during night break, noise exposure, and 

driving patrol time.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gender, age, 

marital status, domestic family status, education level, height/weight, fatigue, disease diagnosed by 

a doctor, and treatment. To identify the working characteristic, station, rank, responsibility, work 

period, shift work period, and job satisfaction were surveyed. 

 

Data collection 

 

We obtained permission for data collection from the captain of each police station and obtained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The researcher visited 15 police stations in the study area 

from June to August 2020. After informed consent to the study was obtained, participants completed 

the survey and submitted it to the researcher and received a small gift. This study protoco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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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by the ethics committee (Y-2020-0045). 

 

Statistic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A 13.0. In the path analysis, to match the direction of factors, the 

mental health level were inversely converted and analyzed. Therefore, in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 higher mental health score meant poorer mental health, and in the correlation and path 

analyses, a higher score meant better mental health. 

Participants' mental health, resilience, social support, resource availability related to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physical environment, demographics, and job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lso, the main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Scheffé's test was used as a posttest. To identify 

the variables affecting mental health,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adjusting age and sex. The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irect and indirect paths of 

mental health based on a hypothesized path model. To verify of the fitness of hypothesized model, 

standardized chi-square index (χ2 /df), goodness of fit index (GFI),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SRMR),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Turker-Lewis index (TLI), and 

comparative fit index (CFI) were us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7.6 years (SD = ±10.5), and 88.8% (n = 317) of the 

participants were men. 

There were 105 police officers (29.4%) and 328 team members (91.9%). The total number of 

years of working experience was 10.86 years (SD = ±10.37), and the number of years of shift work 

experience was 8.01 years (SD = ± 8.50).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responded that the work intensity during the night shift was 

harder than that during the day shift was 250 (70.0%). For noise exposure during working hours, 

230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were exposed for approximately half of their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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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cipants reported a sub-risky level of mental health of 19.93 (SD = ±10.5) out of 54.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ccording to rank (F = 5.91, p <.001), shift 

work experience (F = 2.78, p =.027), responsibility (t = −2.01, p =.045), night shift work intensity 

(F = 5.94, p =.003), noise exposure (F = 8.76, p <.001), and sleep during break at night shift (t = 4.38, 

p <.001).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mental health level significantly increased as 

resilience, social support, resource availability, and health behavior increased. On the other hand, as 

job stress and trauma experience increased, mental health level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the mental health level of the senior police officers 

(coefficient = −3.94, p <.001) was lower than that of the police officers related to rank. Higher 

resilience and resource availabilit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In the path analysis, the fit of the model did not meet the baseline values except for SRMR 

(RMSEA=.183, GFI=.571, SRMR=.080, CFI=.571, TLI=.101). In a direct effect, higher health 

behavior (coefficient =.24, p <.001) and lower job stress (coefficient = −.28, p <.001)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In an indirect effect, higher mental health resource 

availability (coefficient =.10, p =.025) and lower trauma experiences (coefficient = −.10, p <.001)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In health behavior, resilience (coefficient =.15, 

p =.019) was a direct effect, and traumatic experience (coefficient =.01, p <.001) was a significant 

path as an indirect effect. In job stress, trauma experience (coefficient =.35, p <.001) was shown as 

a direct effect, and resource availability (coefficient = −.05, p = 030) was shown as a significant path 

as an indirect effect. In traumatic experience, the possibility of using resources (coefficient = −.13, 

p =.025) was a significant path as a direct effect. 

 

Discussion 

 

This study explored the mental health of Korean police officer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such as resilience, social support, resource availability, health behavior, job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based on the PRECED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ice officers' job stress level was sub-risky, with an average o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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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54. Compared with the general workers with a high-risk ratio of 17.1% (Yoo et al., 2011), the 

high-risk group stress ratio was higher among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Moreover, it wa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y that 20.2% of police officers are at high risk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ark & Kim, 2016). It can be said that a police officer's mental health is risky and 

vulner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ealth behavior and job stress directly affected mental health. 

This finding was similar to that of a previous study, which reported that regular exercise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Wu et al., 2019). Also, Ballenger et al. (2011) reported that 

alcohol use was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in male police officers. 

Job stress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and the effect size of the influence was 

the highest than that of other factors. Garbarino et al. (2013) reported that higher work demand, 

effort, and overcommitment negatively influenced burnout. Moreover, the effect size of 

overcommitment was.26,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factors such as demand, control, 

support, reward, and control. Lee and Kim (2017) reported that higher job stress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the effect size was.35, which was a slightly strong effect size. Therefo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mental health was job stress, which was psychological environment. 

Among the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resource availability had an indirect effect. 

Additionally,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indirectly affected work stress and had a direct impact on 

trauma experiences. In a study of American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barriers to mental health 

resources, participants with mental health symptoms were less confident in the confidential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negative effects on promotion, and stigma than participants without mental 

health symptoms (Fox et al., 2012). In addition, in the case of general workers, those with high 

attitude toward mental health seeking help had lower stress (Yamauchi, 2020).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can have an impact on mental health. 

In this study, trauma experience had an indirect effect on health behavior practice, and the effect 

size was positive, which was.01, showing a small effect. It wa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previous studies, as trauma experience and job stress increased, negative health behaviors such as 

alcohol consumption, overeating, and smoking increased (Maia et al., 2011).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health behavior as a coping for stress and traumatic experience. Houdmont et al. (2012)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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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ealth behavior can be used as a coping mechanism for jog stress, and Lee and Park (2018) 

suggest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behavior is positive depending on the type of traumatic 

experienc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health behavior will be needed.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increase help seeking with regard to resource availability. Therefore,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promotion policy, check-up, and work environment along with the employee assistance program. 

The strength of this study was that we comprehensively assessed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could be verified with real data. 

In addition, unlike previous studies, it can be sai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organization 

were well reflected in that the PRECEDE model was able to diagnose the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in consideration of both person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It can be said that it can be 

usefully applied to practice. 

 

Conclusions 

 

 Our findings provided knowledge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PRECEDE model. It was found that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was 

vulnerable to these facto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resilience, social support, resource 

availability, health behavior, job stress, trauma experience, and physical environment a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and policies for the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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