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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배려와 가르침을 주신 주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자료

수집에 협조해주신 경찰관분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합니다.  

 

먼저 김희정 지도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족한 원생이지만, 

세심하고 꼼꼼한 지도와 함께 개인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고 해주신 교수님 덕분

에 학위 논문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많은 가르침

을 받았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심을 맡

아 주신 정신간호의 대모, 김선아 교수님. 핵심 있는 조언과 함께 저의 석사 마지

막 수업을 함께 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협

조와 실무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중앙자살예방센터 권세원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의 대학원 과정을 즐겁게 해준 지현, 예리, 선복, 혜림, 다운, 특히 긴 휴학에

도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준 슬기, 예솔, 효진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동안 뒤에서 헌신해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진심으로 부모의 희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막내 같은 여동생 연서. 늘 

언니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들에게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부산 시댁, 특히 부족한 며느리를 살뜰

히 챙겨주시는 어머님. 내 평생 단짝인 듬직하고 잘생긴 사랑하는 남편, 장민호. 

부족한 아내지만 늘 뒤에서 응원해주어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되

어준 귀염둥이 딸, 장하리. 모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작은 연구가 경찰관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이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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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 관련 요인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의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고자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 요인과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Zubin과 Spring (1977)의 스트레스-취약성 모델

(Stress-vulnerability model)을 기반으로 하였고, 교대 근무 경찰 공무원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건강관련 요인으로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에 대한 수준을 포함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153명의 자료 중 

불충분하게 응답을 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한 152명의 연구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에

서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 및 교차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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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 대상자 152명의 자살 생각과 정신건강 요인 수준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살 생각 점수는 평균 1.79±4.16점이었으며, 이 중  '자살  

생각 있음'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26 명(17.1%)이며 평균 점수는 9.19±

1.10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건강 관련 요인 중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의 점수를 확인하였으며, 수면의 질은 전체 평균 

7.19±3.67점이며, 수면의 질이 나쁜 군이 96명(63.2%)으로 확인되었고 

평균 9.33 ±2.79점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전체 평균 1.40±

1.62점이며 대상자 중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군이 37명

(24.3%)이었다. 우울의 경우 전체 평균은 9.16±11.53점이며 전체 대상자 

중 우울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39 명(25.7%)명으로 평균 28.14 ±13.39

점으로 보고되었다.  

 

2. 본 연구의 ‘자살 생각 있음’ 대상자 중 일반적 특성에서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근무지, 업무 스트레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서적 지지체계 유무이다. ‘자살 생각 있음’의 근무지에 따라 자살 생각 수

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𝜒2=11.605, p=.009). 이어서 업무 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 수준에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𝜒2=43.79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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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𝜒2=23.415, p<.001), 정서적 

지지가 가능한 사람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통계적 유의를 확인

(𝜒2=23.505, p<.001)하였다. 

 

3. 자살 생각 관련 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근무지가  

경찰서일 경우(β=0.218, p=.001), 업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β

=0.231, p=.002),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β=0.648, p=<.001)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울 수준이 자살 생각 수준에 관련성이 

가장 높은 요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 유무에 근무지, 업무 

스트레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서적 지지체계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자살 생각 

관련요인으로 근무지, 업무 스트레스,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 예방 관련 간호 중재 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자살 생각에 대한 모니터링 시 개인적, 직업적, 정신건강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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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취약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며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 차원의 우울과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적절한 관리와 자살 생각이 

많았던 근무지인 경찰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직업의 특성에 걸 맞는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전

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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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국가는 자살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국정감사자료 분석결과, 최근 3년 

(2017~2019년)간 연속으로 자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20). 우리나라 자살자수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13,67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19년 13,799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도 

24.3명(2017년), 26.6명(2018년), 26.9명(2019년)으로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여 자살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통계청, 2020).  

자살 생각은 누구나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상부터 실제로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살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자살시도를 하지는 않으나,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한 사람이 

실제 자살을 시도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박현주, 2015; 손신영, 

2014). 특히 경찰 공무원과 같이 직무특성상 신체의 손상, 생명의 위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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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사건과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는 등 이차적 외상사건에 자주 노출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는 직업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비교해보면 전체 

공무원의 연평균이 9.8명으로 보고되었으나, 경찰공무원은 16.6명에 달하여 약 

1.7배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 2016). 또한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사회의 자살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자살생각을 가지게 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에 대한 국내 연구(민흥기, 이창한, 2020; 박영주, 

2014; 신성원, 2018; 윤성현, 이창한, 2016; 이창한, 2013)도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업무 스트레스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에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대한 국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Vawda, Wyatt, Williams, Steyn, Madu, 2013; Violanti, 

2004). 또한 대부분의 경찰 공무원이 교대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근무형태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Culpepper, 2010). 교대근무자의 수면의 질과 자살 생각의 

연구에서 수면 박탈을 경험하는 군 병사 대상 연구는 수면의 질 하락은 자살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고(정진섭, 이상현, 2018),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낮은 수면의 질이 자살 생각과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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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민석, 전희주, 김호일, 2019; 황은희, 김건희, 신수진, 

2016). 국외의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Violanti et al., 2008), 국내 문헌은 전무하다. 결론적으로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은 수면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되며 수면의 

질이 낮음과 동시에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계규명이 필요하다. 

경찰 공무원은 다양한 일선 범죄 사건은 물론 재난 상황에도 대응하고 있어 소

방공무원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이와 

관련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흔히 겪는다(Green, 2004; 박찬석, 2014; 

권용철 등, 2013).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직무만족 저하, 우울감을 겪

게 하며, 자살 생각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Kotler, Iancu, Efroni, & 

Amir, 2001).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청에서는 마음동행센터(구. 경찰트라우마센

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은 해외에 비해 치료에 대한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

한 실정이며,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기피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용이 낮은 실정이다(박재풍, 2016). 또한 2016년 경찰청의 자살 

예방을 위한 내부 보고서에서는 우울증(26.2%)이 가장 큰 자살 요인이며 다음

으로는 가정불화(22.5%)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과 자살 생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재 및 정책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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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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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3)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과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다. 

4)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에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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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자살 생각 

ㆍ이론적 정의: 자살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생각을 의미한다(White, 1989). 

ㆍ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자살 생각은 Beck, Steer (1993)이 개발하고 최영환 

등(2020)이 번안한 한국어판 Beck 자살사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K-BSS)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 있음’ 대상자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자살욕구 여부를 묻는 K-BSS 

4번과 5번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1점이나 2점으로 응답할 경우로 한다. 그 

외에는 ‘자살 생각 없음’ 대상자로 정의한다. 

 

1.3.2. 수면의 질 

ㆍ이론적 정의: 수면 기간, 수면 잠재기 또는 수면 중 깨어난 횟수와 같은 수면의 

양적인 측면과 수면의 깊이나 편안함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을 포함한 복합적인 

수면의 양상을 의미한다(Buysse, Reynolds III, Monk, Berman, & Kupfer, 

1989). 

ㆍ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수면의 질은 Buysse et al. (1989)가 개발한 1개월 

동안의 주관적 수면의 질, 수면 대기 시간, 수면 시간, 습관적인 수면 효율,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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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면제 사용 및 주간 장애 등 7가지 구성 요소를 자가 평가하는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Sohn 등(2012)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수면상태 

질문지(Korean version of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1.3.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ㆍ이론적 정의: 외상성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후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외상성 사건을 반복 경험하는 침습 증상과 그 사건과 연관된 상황과 

자극을 회피하며,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의 둔화 및 각성 상태가 증가되는 과도한 

각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ㆍ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Prins 등(2003)이 

개발한 1개월 동안의 재경험, 회피, 마비, 과각성, 정서에 대한 부정적 변화에 

대한 5가지 요소를 자가 평가하는 PC-PTSD-5를 박주언 등(2016)이 번역한 

한국어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질문지(K-PC-PTSD-5)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4. 우울 

ㆍ이론적 정의: 슬프고, 공허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있고, 개인의 기능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인지적 변화가 동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ㆍ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우울은 Radloff (1977)이 개발하고 Lee 등(2016)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역학 연구 우울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evised; K-CESD-R)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된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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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2.1. 경찰 공무원의 자살률과 자살 생각 

경찰 공무원은 「경찰법」 제3조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을 임무로 하는 직업이다. 또한 경찰 

공무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위험한 직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외상사건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알코올 등의 남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이창한, 2013).  

경찰 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지만, 

경찰청에서는 공식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경찰 집단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자살에 대한 통계적 지표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Sheehan, Warren, 2001).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의 내부 보고서인 “경찰관 자살예방 종합대책(2016. 10. 

19)”의 자료를 기반하여 현황 파악은 연도별 자살 경찰관 수는 2012년 18명, 

2013년 17명, 2014년 21명, 2015년 18명, 2016년 2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청별 경찰관 사망자 수는 서울이 합계 111명 중 서울이 27명, 경기남부 

18명, 강원, 전북 8명, 전남 7명으로 확인되었다(경찰청, 2016). 더불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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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마다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경찰의 자살률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하였는데(Violanti, 2007), 그 

중 이탈리아 경찰관의 자살률을 일반인과 비교 조사한 연구(Grassi et al., 

2019)에서는 경찰관의 자살률은 연간 10만명당 11.62명이었으며, 일반인 중 

현직 경찰관의 연령을 고려하여 65세 미만의 일반인과 비교한 자살률 

4.67명으로 비교 하였을때 경찰관 및 일반인 사이에 연간 자살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오스트리아 경찰관의 자살률을 비교한 연구에서 성별 별로 

자살률을 비교하였는데, 남성 경찰관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30.2명이며, 일반 

남성의 자살률은 30.5명이었다. 반면 여성 경찰관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1.8명, 

일반 여성의 자살률은 12.5명이었고 남성과 여성 경찰관의 자살률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Kapusta et al., 2010). 그 밖에 미국에서는 일반인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3명, 경찰관의 자살률은 1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살한 경찰관의 

유가족이 사망 원인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수치가 실제 경찰관의 자살률로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Hilliard, 2019). 

 경찰공무원 대상 ‘자살’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자살 생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신성원, 2018). 일부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자살 생각이 자살 시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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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자살 시도를 할 위험성이 6배있으므로 자살 생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박영주, 2014). 국내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살 생각 없음'과 '자살 생각 있음'의 

단편적으로 두가지 유형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만을 한정하여 1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무려 

44% 경찰관이 자살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며(부민서, 조윤오, 2020), 반면 전국 

경찰관 대상 내부 포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자살 생각이 있는 

대상자는 20,686명 중 7.8%로 확인되었다(민흥기, 이창한, 2020). 국외의 

경찰관의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Violanti, 2004)에서는 미국 Northeastern 

police agency 소속의 115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23%(27명)이 ‘예’ 라고 대답하여 적지 

않은 수의 경찰관이 자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자살 생각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되고 있다. 

 타 직업군과 자살 생각의 비교 또한 중요하다. 경찰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 군인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국적으로 

45,698명의 자살 생각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일년 동안 

한번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대상자가 10.66%라고 하였으며(Park et al., 2019), 

국외 군인의 자살 생각에 대한 문헌에서는 미군 5,428명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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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해 확인하였고 자살 생각은 대상자의 13.9%가 하였으며, 자살 계획은 

5.3%,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는 2.4%임이 확인되었다(Nock et al., 2014). 국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후방 지역의 군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302명 중 

3.6%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안효자, 권순철, 김현미, 2010).  

경찰 공무원은 자살자를 구출해야 하는 지위 그리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지위를 두가지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적 지위’인 상태이며(황세웅, 

강소영, 박외병, 2012), 경찰 공무원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치안 봉사자의 손실임을 볼 때 단순한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한상암, 박한호, 2015).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 공무원이 자살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경찰관 개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녕에 큰 해악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이창한, 

2013). 따라서 경찰 공무원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에서 확대되어 치안 수호자 

손실이라는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며,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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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관련요인 

 

2.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및 취약성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관련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문헌고찰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적, 정신건강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자살 생각과 관련한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성별, 결혼 상태, 

만성질환 유무, 개인적 성향, 건강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세웅 

등(2012)의 연구에서는 전 지역에서 모인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찰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자살 생각은 50대, 

고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살 생각을 많이 하며 특히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경찰청 내부 통합 포털 시스템을 통한 웹 조사 

방식을 통해 20,68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창한, 2013)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여성 경찰관일수록, 결혼상태가 이혼, 사별 등 불안한 상태이며,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우울감과 냉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취약성과 부정적 생활 사건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윤성현, 2016)는 남성 경찰관일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균형이 부정적일수록 자살 생각의 노출에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할수록, 운동을 적게 하며, 

건강이 좋지 못하면 자살 생각을 할 위험성이 증가하며, 특히 결혼 상태 중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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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별거 등으로 가정 상태의 불안정이 자살 생각에 핵심적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들은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에 다양한 일반적 특성 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2. 직업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및 취약성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경찰 공무원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빈번한 정신적 

외상은 자살 생각을 유발하고 이러한 자살 생각은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박종철, 경찰복지연구, 2017).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관련 

요인에 대한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업무 스트레스, 업무 중 자살에 대한 

노출이 중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흉악 범죄와 사고 현장에 24시간 노출되는 경찰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간주되어 비교 서술한 연구(심형인, 2016)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는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중위값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상황과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과 권위적 조직 분위기가 경찰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 

정적인 상관 관계를 입증하여 업무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Loerbroks et al., 2016). 경찰 공무원은 업무 특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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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관련된 사건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 자살 

생각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업무 중 경험할 수 있는 신체 공격을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자살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Simon 

et al., 2002). 또한 경찰 공무원의 업무 중 자살사건에 대한 노출과 자살 생각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김성환, 2017)에서는 경찰 공무원은 동료, 친구, 

가족에 의한 직접적 자살 노출과 더불어 업무 중 자살 사건을 처리하며 경험한 

간접적 자살 노출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간접적 자살 노출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경찰 공무원 개인에 대한 자살 노출에 대한 충격과 이에 대한 상담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충격에 대한 상담 경험과 관련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2.3.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및 취약성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관련된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등이 확인되었다.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 교대근무직인 간호사, 소방관, 

제조업 종사자 등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Lim, Hoe, Darus, & 

Bhoo-Pathy, 2020; 오진욱 et al., 2018; 정지영, 구미옥, 2018)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Fekedulegn et al., 2016; M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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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9; Neylan et al., 2002; Slaven et al., 2011; 김영선, 오진주, 

2017)에서 교대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경찰 공무원의 수면, 자살, 우울, 스트레스, 음주, PTSD의 6가지 정신건강 

관련 문제영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의 본서와 관할 지구대, 

파출소의 2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는 수면 관련 문제이며 대상자의 52.5%가 불면증으로 수면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자살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이지영, 임재호, 서수연, 2017). 경찰관의 자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도한 연구에서 자살 생각과 수면의 질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의 질이 저하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수면 부족이 감정과 인식을 통합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수면 부족이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자살 생각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Violanti et al., 2019). 그리고 Chae 등 (2013)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교대근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치명적인 트라우마 

사건 등의 요인이 자살 생각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여 교대근무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업무 상 얻게 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음주 남용의 복합적인 영향은 

결국 자살 생각에 대한 위험이 10배 증가할 수 있다고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자살 생각의 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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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경찰관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부찬주, 조윤오, 2018)에서는 

경찰관 116명 중 68명의 경찰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자살 생각간 관계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경찰관 118명을 대상으로 업무 중 얻게 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 

연구(부민서, 조윤오, 2020)에서는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수직적이며 위계적 특성을 

가진 경찰 문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자살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지며, 자살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하였는데(이수정, 문성미, 이지미, 연규진, 2015),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우울’이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주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영주 (2014)의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대전충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당 집락  표집을 실시하여 967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자살 생각을 유발하는 원인 중 우울증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은 군이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개인적 노력과 함께 우울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외부적 지원을 시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의 자살 실태 파악을 위하여 시행된 다른 연구(신성원, 201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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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언론에 노출된 경찰공무원의 자살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자살 요인을 개인의 우울증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위기상황 기법의 보급과 직원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심리부검의 활용,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법률제정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미국 중서부 주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에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Chopko, Palmieri, 

Facemire, 2014)를 시행한 결과 우울, 나이, 음주 습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다양한 스트레스원 등의 요인 중 우울이 가장 크게 자살 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경찰 공무원은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살 노출로 인해 자살 생각이 높을 것이라 예측하여 

시도된 연구(Violanti et al., 2009)에서, 우울과 성별이 자살 생각에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또한 여성 경찰관(12.5%)의 우울 수준이 남성 

경찰관(6.2%)보다 더 높았고, 자살 생각 또한 여성 경찰관(25.0%), 남성 

경찰관(23.1%)으로 여성 경찰관의 우울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다수의 국내외 문헌들이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는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 생각과 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등의 정신건강관련 요인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여 추가적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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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Zubin과 Spring (1977)의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을 기반으로 하였다. <Figure 1> 위 모델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신 병리발생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취약성의 구성 요인은 유전자 또는 뇌 구조 이상 등 

유전적 결함과 심리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하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는 생의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과정, 부정적 생활 사건 등을 포함한다. 즉,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특정한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만날 때 두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정신 병리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본 모델은 

자살 현상에 관한 다양한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에 연구되고 

있으며(Rich, Bonner, 1987; Bonner, Rich, 1990; Kirkpatrick et al., 1992; 

Lopez-Castroman et al., 2014; Wasserman, Sokolowski, 2016), 취약성에 

많이 노출된 개인은 스트레스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리적 장애를 가지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본 모델은 자살 생각을 설명하는 모델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대 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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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본 모델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취약성 요소로 

대상자의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경제 수준, 흡연 습관과 만성 질환 

유무, 정규적 운동습관의 개인적 요인과 계급, 근무지, 근무 경력, 교대 근무 

경력의 직업 관련 요인과 함께 수면의 질과 우울을 개인의 취약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업무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보호요인 또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감소 및 회복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요인으로 정서적 

지지체계 유무, 업무 상 트라우마 경험과 이와 관련된 상담 경험,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하여 자살 생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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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  

Stress-vulnerability model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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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방법 

 

4.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요인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 경찰 공무원으로써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 위기중증도 분류척도(crisis triage rating scale, CTRS)를 통하여  

위기 대상자를 분류하며 총점 10점 이하일 경우를 고위기 단계로 

분류하며 이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기 대상자 1명이 

파악되어 이를 제외하였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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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수 산출근거 

표본의 크기는 Cohen (1988)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ultiple linear 

regression 기반 effect size= .15, ⍺= .05, power .80으로 예측변수 

10개인 경우 최소 11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온라인 설문의 

높은 탈락률(조동기, 2000) 30%를 고려하여 최종 153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불충분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총 152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하였다.  

 

4.3. 변수 및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가 보고식 설문지 작성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는 자살생각 21문항, 우울 20문항, 수면의 질 

19문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5문항 및 일반적 특성 18문항으로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4.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Ma 등 (2019)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살생각에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성별, 결혼여부, 자녀 여부, 연령, 학력, 계급, 근무지, 근무경력, 

교대근무 근무경력, 인지된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수준, 만성질환, 흡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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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중인 약물, 일과 가정의 양립, 정서적 지지체계 유무, 트라우마 관련 상담 

경험의 18문항의 인구사회학적, 직업적, 건강 관련 요인 항목을 포함하였다. 

 

4.3.2. 자살 생각 (K-BSS) 

   자살 생각은 Beck과 Steer (1993)가 개발하고 최영환 등(2020)이 번안한 

‘한국어판 벡 자살사고척도(Korean version of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K-BSS)’ 도구를 사용하며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부록2>.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0점에서 2점까지의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점수는 0~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 산정은 적극적 혹은 소극적 

자살욕구 여부를 묻는 4번과 5번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1점이나 2점으로 응답 

시 6~21번 문항을 응답한다. 4번과 5번 모두 0점으로 응답시에는 1번부터 5번, 

20번과 21번 문항만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은 6번~19번은 0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추가적으로 20번과 21번 문항은 각각 과거 자살시도 횟수와 

마지막 자살시도 당시 자살 의도의 심각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87, 

최영환 등(20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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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수면의 질 (PSQI-K) 

수면의 질은 Buysse 등(1989)이 개발하고 Sohn 등(2012)이 번역한 

한국판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K)를 

사용하며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부록2>.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1개월 동안의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 대기 시간, 수면 

시간, 습관적인 수면 효율, 수면 장애, 수면제 사용 및 주간 장애 등 7가지 구성 

요소를 자가 평가한다. 총점은 0~21점이며 전체 득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박주연(20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3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7 이다. 

 

4.3.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K-PC-PTSD-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Prins 등(2003)이 개발하고 박주언 

등(2016)이 번역한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선별 검사(The 

Primary Care PTSD Screen for DSM-5; K-PC-PTSD-5)를 사용하며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부록2>.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 당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총 점수는 

0~5점이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3점 이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사건에 대해 심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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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73이었으며, Jung 

등(20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7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 이다. 

 

4.3.5. 우울 척도 (K-CESD-R)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하고 Lee 등(2016)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역학 연구 우울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evised; K-CESD-R)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 · 배포하여 별도의 

저자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하다<부록2>.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과 관련된 증상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따라 ‘1일 

미만’(0점), ‘1~2일’(1점), ‘3~4일’(2점), ‘5~7일’(3점)과 ‘2주간 거의 

매일’(4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점수는 0~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총점 13점 이상은 우울군으로 분류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98, 유성경 

등(20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3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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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Y-2020-0228) 교대근무 경찰관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부록3>. 또한 설문 

조사 전 경찰청에 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2개 지역 소속의 지방 경찰청, 지구대 및 경찰서 총 12곳을 접촉하여 연구 

수행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연구자가 방문하여 온라인 

설문(Google Survey)으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제시된 공고문을 게시판에 

부착하여 연구 참여 의향이 있는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접속하여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로 인해 실제 서면 동의에는 제한이 

있어<부록4>, 온라인 화면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비밀의 유지를 위해 설문 결과는 암호화된 

파일로 보관하여 관리하였다. 설문을 모두 마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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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및 각 주요 연구 변수들에 대한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 및 교차분석으로 분석하며,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자살 생각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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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구 책임자 소속기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Y-

2020-0228)을 받은 후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하는 동의를 구하고, 반드시 사전 동의 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 종료 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설문에 필요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이외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철회 혹은 중지 의사(설문 참여 웹사이트 

종료 등)을 밝힌 경우, 해당 설문은 즉시 폐기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이중 

암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저장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코딩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에 대하여 연구 책임자 이외의 접근은 제한하였다. 자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과 함께, 개인의 신상이 

조직에 밝혀지지 않고 인사고과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여 자살예방센터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대상자가 없어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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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5.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153명 중 최종 분석에 포함된 152명의 경찰 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직업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은 

125명(82.2%), 여성은 27명(17.8%)이었고, 평균 연령은 33.99±6.69세이며, 

20~30대는 125명(82.2%), 40~50대는 27명 (17.8%)이었다.  

결혼 상태로는 미혼, 이혼 및 별거 상태 참여자가 78명(51.3%), 기혼 참여자는 

74명(48.7%)이었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명(32.2%), 대학 졸업 

이상이 103명(67.8%)이었다. 본인이 지각한 경제적 상태는 ‘중’ 

121명(79.6%)로 가장 많았고, ‘하’ 26명(17.1%), ‘상’ 5명(3.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면, 비수사부서 종사자가 

127 명(83.6%)으로 계급은 경장 54명(35.5%)과 순경 48명(31.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위 26명(17.1%), 경사 24명(15.8%) 순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부서로는 지구대 및 파출소가 78명(51.3%), 지방경찰청 30명(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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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29명(19.1%), 기타 부서 15명(9.9%)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평균 6.69±6.27년으로 5년 미만이 75명(49.3%), 5년 이상이 

77명(50.7%)이며, 교대 근무년수는 평균 5.10±4.75년이며 5년 미만 

84명(55.3%), 5년 이상 68명(44.7%)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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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2)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n 125(82.2)  

 Woman 27(17.8)  

Age (year) 20-39 125(82.2) 33.99±6.69 

 40-59 27(17.8)  

Marital status Single/divorce/separated 78(51.3)  

 Married 74(48.7)  

Education Up to high school 49(32.2)  

 ≥College 103(67.8)  

Economic status Low (below the medium) 26(17.1)  

 Medium 121(79.6)  

 High (above the medium) 5(3.3)  

Invastigation part Non invastigation 127(83.6)  

 Invastigation 25(16.4)  

Rank Police officer 48(31.6)  

 Senior policeman 54(35.5)  

 Assistant inspector 24(15.8)  

 Inspector 26(17.1)  

Place of work Metropolitan police agency 30(19.7)  

 Police station 29(19.1)  

 Police box 78(51.3)  

 Other departments 15(9.9)  

Work experience (year) <5 75(49.3) 6.69±6.27 

≥5 77(50.7)  

Shift work experience 

(year) 

<5 84(55.3) 5.10±4.75 

≥5 6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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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아래 Table 2와 같다. 먼저 만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19명(12.5%), 없는 대상자는 133명(87.5%)로 확인되었다. 

흡연 상태는 흡연자가 40명(26.3%), 비흡연자 112명(73.7%)이었다. 

정규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83명(54.6%), 하지 않는 사람이 

69명(45.4%)이었다. 

 업무 스트레스는 ‘보통이다’가 68명(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높다’ 12명(7.9%),‘높다’34명(22.4%),‘낮다’ 28명(18.4%), ‘매우 낮다’ 

10명(6.6%)으로 확인되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이다’ 53명(34.9%)가 가장 많았고,‘매우 어렵다’ 

8명(5.3%),‘조금 어렵다’ 41명(27.0%),‘조금 유지되고 있다’ 

16명(10.5%),‘잘 유지되고 있다’ 34명(22.3%) 이었다. 또한, 가족, 친구 및 

다른 형태의 정서적 지지가 가능한 지지체계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있다’ 가 

134명(88.2%), ‘없다’ 18명(11.8%)이었으며, 업무 상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담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은‘있다’가 20명(13.2%), ‘없다’ 가 

132명(86.8%)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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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2) 

Variables Categories          n (%) 

Chronic disease status Yes 19(12.5) 

 No 133(87.5)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40(26.3) 

 Non-smoker 112(73.7) 

Regular exercise Yes 83(54.6) 

 No 69(45.4) 

Work stress Very low 10(6.6) 

 Low 28(18.4) 

 Medium 68(44.7) 

 High 34(22.4) 

 Very high 12(7.9) 

Work-home compatibility Very imbalanced 8(5.3) 

 Imbalanced 41(27.0) 

 Neutral 53(34.9) 

 Balanced 16(10.5) 

 Well balanced 34(22.3) 

Presence of emotional supporters Yes 134(88.2) 

No 18(11.8) 

Psychological consultation  

related to trauma  

Yes 20(13.2) 

No 13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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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대상자의 자살 생각과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수준 

본 연구 대상자의 자살 생각과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수준은 Table 3와 같다. 대상자의 자살 생각 점수 분포는 최소 0점에서 최고 

38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 없음’이 총 126명(82.9%), ‘자살 생각 있음’이 총 

26명(17.1%)으로 분류되었다. ‘자살 생각 없음’에 응답한 대상자 총 

126명(82.9%)의 평균은 0.27±0.97점이었으며, 범위는 0점에서 6점이었다. 

‘자살 생각 있음’에 응답한 대상자 총 26명(17.1%)의 평균은 

9.19±1.10점이었으며, 범위는 1점에서 38점이었다. ‘실제적 자살 시도 여부’에 

총 6명(3.98%)에서 이전의 자살 시도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10.67±9.14 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면의 질의 전체 평균 점수는 7.19±3.67점이었으며, 수면의 질이 좋은 

군은 56명(36.8%)으로 평균 3.52±1.33점으로, 수면의 질이 나쁜 군은 평균 

9.33 ±2.79점으로 96명(63.2%)으로 확인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전체 평균 점수는 1.40±1.62점이었고, 증상이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군이 115명(75.7%)으로 평균 0.60±0.75점, 

임상적으로 유의한 군이 평균 3.91±0.83점으로 37명(24.3%)이었다. 우울의 

전체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 9.16±11.53점으로 보고되었으며 절단점 13점을 

기준으로 비우울군은 평균 5.15±3.66점이며 113명(74.3%), 우울군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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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13.39점으로 39명(25.7%)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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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s of suicidal ideation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152) 

Variables Mean±SD Levels Mean±SD n (%) Min-

Max 

Suicidal ideation 1.79±4.16     

   No suicidal ideation 0.27±0.97 126(82.9) 0-6 

   Suicidal ideation 9.19±1.10 26(17.1) 1-23 

Sleep quality 7.19±3.67     

  Good sleepers (≤5) 3.52±1.33 56(36.8) 1-5 

  Poor sleepers (>5) 9.33±2.79 96(63.2) 6-16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1.40±1.62     

 Not clinically 

significant 

0.60±0.75 115(75.7) 0-2 

 Clinically significant 3.91±0.83 37(24.3) 3-5 

Depression 9.16±11.53     

 Non-depression (0~12) 5.15±3.66 113(74.3) 0-11 

 Depression (≥13) 28.14±13.39 39(25.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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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변수의 차이 차이 

 

5.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유무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유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자살 생각 있음’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근무지, 업무 스트레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서적 

지지체계 유무이다.  

 ‘자살 생각 있음’ 대상자의 근무지에 따라 자살생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𝜒2=11.605, p=.009). 즉 현재 재직 중인 부서가 경찰서인 그룹에서 평균 

11.36±7.50점으로 확인되어 다른 근무지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이어서 ‘자살 

생각 있음’ 군의 업무 스트레스에서 자살생각 수준에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𝜒2=43.796, p<.001), ‘매우 높음’이 평균 10.75±3.69점으로 다른 

군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𝜒2=23.415, p<.001), ‘만족’이 평균 10±NE점, 정서적 지지가 가능한 

사람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통계적 유의를 확인(𝜒2=23.505, p<.001) 하였으며, 

‘없다’가 평균 10.08±6.30점으로 나타났다. 

이 외 다른 변수 별 자살 생각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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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uicidal ideation between NSI and SI                  (N=152) 

 

Variables 

 

Categories 

NSI   SI 

K-BSS K-BSS 

n(%) Mean±SD 𝜒2 or t (p) n(%) Mean±SD 𝜒2 or t (p) 

Gender Man 104(82.5) 0.30±1.04 2.043 

(.478) 

21(80.8) 9.38±5.95  0.046  

(.783) Woman 22(17.5) 0.14±0.47 5(19.2) 8.40±4.45 

Age (year) 20-39 103(81.7) 0.23±0.95 2.402 

(.368) 

22(84.6) 7.91±4.58 0.121  

(.490) 40-59 23(18.3) 0.43±1.04 4(15.4) 16.25±6.18 

Marital status Single/divorce/separated 66(52.4) 0.29±1.11 0.139 

(.827) 

12(46.2) 7.75±3.02 0.335  

(.668) Married 60(47.6) 0.25±0.79 14(53.8) 10.43±7.04 

Education Up to high school 41(32.5) 0.27±0.78 0.040 

(.990) 

8(30.8) 7.25±3.41 0.031  

(.529) ≥College 85(67.5) 0.27±1.05 18(69.2) 10.06±6.25 

Economic status Low (below the medium) 19(15.1) 0.11±0.46 0.519 

(.596) 

7(26.9) 8.57±2.07 2.221  

(.329) Medium 103(81.7) 0.31±1.05 18(69.2) 9.39±6.69 

High (above the medium) 4(3.2) 0.00±0.00 1(3.8) 10.00±NE 

Invastigation part Non invastigation  107(84.9) 0.27±1.01 0.042 

(.974) 

20(76.9) 9.15±5.23 1.003  

(.382) Invastigation 19(15.1) 0.26±0.65 6(23.1) 9.33±7.34 

Rank Police officer 42(33.3) 0.19±0.63 0.507 

(.678) 

6(23.1) 7.50±4.89 2.519  

(.472) Senior policeman 42(33.3) 0.38±1.34 12(46.2) 8.50±5.28 

Assistant inspector 19(15.1) 0.11±0.46 5(19.2) 8.80±1.92 

Inspector 23(18.3) 0.35±0.98 3(11.5) 16.00±9.64 

Place of work Metropolitanpolice agencya 25(19.8) 0.04±0.20 1.565 

(.201) 

5(19.2) 7.40±3.58 11.605  

(.009**) 

b>a,c,d† 

Police stationb 18(14.3) 0.67±1.91 11(42.3) 11.36±7.50 

Police boxc 70(55.6) 0.27±0.82 8(30.8) 7.25±3.24 

Other departmentsd 13(10.3) 0.15±0.55 2(7.7) 9.50±2.12 

Work experience (year) >5 61(48.4) 0.21±0.66 1.798 

(.526) 

14(53.8) 8.64±5.36 0.255  

(.670)  ≤5 65(51.6) 0.32±1.19 12(46.2) 9.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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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NSI SI 

K-BSS K-BSS 

n(%) Mean±SD 𝜒2 or t (p) n(%) Mean±SD 𝜒2 or t (p) 

Shift-work experience (year) >5 69(54.8) 0.19±0.62 4.36 

(.300) 

15(57.7) 8.53±5.18 0.075  

(.831) ≤5 57(45.2) 0.37±1.26 11(42.3) 10.09±6.32 

Chronic disease status Yes 16(12.7) 0.00±0.00 6.04 

(.234) 

3(11.5) 8.00±10.44 0.027  

(.871) No 110(87.3) 0.31±1.03 23(88.5) 9.35±5.08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30(23.8) 0.20±0.81 0.609 

(.652) 

10(38.5) 10.20±6.53 2.386  

(.144) Non-smoker 96(76.2) 0.29±1.01 16(61.5) 8.56±5.10 

Regular exercise Yes 70(55.6) 0.33±1.13 2.067 

(.448) 

13(50.0) 8.08±4.82 0.268 

 (.668) No 56(44.4) 0.20±0.72 13(50.0) 10.31±6.32 

Work stress Very lowa 9(7.1) 0.00±0.00 0.522 

(.720) 

0(0.0) NE±NE 43.796  

(<.001***) 

a,b,c<d,e† 

Lowb 26(20.6) 0.80±0.16 1(3.8) 1.00±NE 

Mediumc 65(51.6) 1.13±0.14 3(11.5) 5.33±2.52 

Highd 17(13.5) 1.01±0.24 18(69.2) 9.94±5.97 

Very highe 9(7.1) 0.44±0.15 4(15.4) 10.75±3.69 

Work-home compatibility Very imbalanceda 4(3.2) 0.00±0.00 1.244 

(.296) 

4(15.4) 7.50±6.61 23.415  

(<.001***) 

a,b>c>d,e† 

Imbalancedb 27(21.4) 0.63±1.67 14(53.8) 9.79±6.84 

Neutralc 46(36.5) 0.20±0.62 7(26.9) 8.86±2.34 

Balancedd 15(11.9) 0.13±0.52 1(3.8) 10.00±NE 

Well balancede 34(27.0) 0.18±0.76 0(0.0) NE±NE 

Presence of emotional 

supporters 

Yes 115(91.3) 0.27±0.98 0.004 

(.992) 

14(53.8) 8.43±5.08 23.505  

(<.001***) No 11(8.7) 0.27±0.90 12(46.2) 10.08±6.30 

Psychological consultation  

related to traum 

Yes 16(12.7) 0.31±0.79 0.022 

(.851) 

4(15.4) 6.00±6.22 0.136 

 (.751) No 110(87.3) 0.26±0.99 22(84.6) 9.77±5.46 

Note. * p<.05, ** p<.01, *** p<.001, K-BSS; Korean version of the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NSI; No suicidal ideation; SI; Suicidal ideation, NE=not estimated 
† tested by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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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수준의 차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경제적 상태, 업무 스트레스,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경제적 상태에서 ‘낮음’이 

평균 9.15±3.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상태가 낮은 집단의 점수가 수면의 

질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785, p=.010). 업무 

스트레스는 ‘높음’이 평균 10.26±3.19점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으며(F=14.911, p<.001),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매우 불만족’에서 평균 

9.37±4.92점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이 나쁠수록 수면의 질이 낮다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131, p<.01). 

일반적 특성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경제적 

상태, 업무 스트레스,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확인되었다. 경제적 상태는 ‘높음’에서 

평균 2.20±1.92점이며,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유의하게 높으며(F=4.398, p=.014),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음’에서 평균 

2.75±1.71점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수록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F=5.410, p<.001). 일과 가정의 양립의 ‘불만족’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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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56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불만족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높아지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6.849, p<.001).  

일반적 특성과 우울 수준에 경제적 상태, 업무 스트레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서적 지지체계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상태로 ‘낮음’에서 평균 

14.61 ±13.42점으로 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F=3.653, p=.028),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음’에서 평균 

20.41±15.35점으로 가장 높아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간의 밀접한 통계적 

유의 결과를 보였다(F=16.061, p=<.001).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매우 

불만족’이 평균 19.37±20.12점이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균형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F=9.942, p=<.001). 또한 

우울 수준에 정서적 지지체계가 ‘없음’에서 평균 23.22±17.00점으로 정서적 

지지체계가 없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3.90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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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sleep qualit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depression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N=152) 

 

 

Variables 

 

 

Categories 

 

               

n(%) 

 

PSQI-K 

 

K-PC-PTSD-5 

 

K-CESD-R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n 125(82.2) 7.32±3.62 0.991 

(.323) 
1.36±1.63 -0.783 

(.435) 

9.09±11.47 -0.157 

(.875) 
Woman 27(17.8) 6.55±3.87 1.63±1.57 9.48±12.01 

Age(year) 20-39 125(82.2) 7.29±3.72 0.759 

(.449) 

1.34±1.59 -1.046 

(.297) 

8.94±10.91 -0.506 

(.614)  40-59 27(17.8) 6.70±3.43 1.70±1.72 10.18±14.25 

Marital status Single/divorce/separated 78(51.3) 7.12±3.55 0.399 

(.830) 

1.38±1.58 -0.181 

(.856) 

9.05±10.47 -0.124 

(.902)  Married 74(48.7) 7.25±3.81 1.43±1.67 9.28±12.62 

Education Up to high school 49(32.2) 6.46±3.49 -1.681 

(.950) 

1.40±1.55 0.001 

(.999) 

7.51±11.26 -1.222 

(.224)  ≥College 103(67.8) 7.53±3.72 1.40±1.65 9.95±11.62 

Economic status Low (below the medium)ᵃ 26(17.1) 9.15±3.05 4.785 

(.010)* 

a>c>b† 

2.15±1.78 4.398 

(.014)* 

c>a>b† 

14.61±13.42 3.653 

(.028)* 

a>c>b† 
 Mediumᵇ 121(79.6) 6.76±3.64 1.21±1.52 7.99±10.85 

 High (above the medium)ᶜ 5(3.3) 7.40±4.56 2.20±1.92 9.20±11.12 

Invastigation part Non invastigation  127(83.6) 7.41±3.57 1.726 

(.086) 

1.47±1.65 1.107 

(.270) 

9.11±11.17 -0.111 

(.912)  Invastigation  25(16.4) 6.04±4.00 1.08±1.41 9.40±13.46 

Rank Police officer 48(31.6) 6.81±3.72 0.842 

(.473) 

1.12±1.48 1.283 

(.283) 

7.83±9.10 0.666 

(.575)  Senior policeman 54(35.5) 7.79±3.94 1.72±1.69 10.90±13.55 

 Assistant inspector 24(15.8) 7.16±3.37 1.45±1.76 8.58±8.93 

 Inspector 26(17.1) 6.65±3.26 1.23±1.53 8.53±13.18 

Place of work Metropolitan police agenc

y 

30(19.7) 7.00±3.21 0.280 

(.840) 

0.93±1.28 1.652 

(.180) 

7.56±8.93 1.460 

(.228) 

 Police station 29(19.1) 6.72±4.08 1.82±1.67 13.00±16.14 

 Police box 78(51.3) 7.38±3.60 1.47±1.68 8.23±10.28 

 Other departments 15(9.9) 7.46±4.27 1.20±1.69 9.80±11.16 

Work experience  

(year) 

<5 75(49.3) 7.20±3.75 0.030 

(.976) 

1.42±1.59 0.140 

(.888) 

8.53±10.71 -0.665 

(.507) 
≥5 77(50.7) 7.18±3.61 1.38±1.65 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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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n(%) 

 

PSQI-K 

 

K-PC-PTSD-5 

 

K-CESD-R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hift work  

experience (year) 

<5 84(55.3) 7.17±3.63 -0.045 

(.964) 

1.34±1.58 -0.528 

(.598) 

8.38±10.54 -0.930 

(.354) ≥5 68(44.7) 7.20±3.74 1.48±1.67 10.13±12.66 

Chronic disease 

  status 

Yes 19(12.5) 6.94±3.48 -0.308 

(.758) 

1.52±1.80 0.339 

(.735) 

8.57±11.16 -0.236 

(.814) No 133(87.5) 7.22±3.70 1.39±1.59 9.24±11.62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40(26.3) 7.55±3.98 0.720 

(.473) 

1.62±1.59 0.987 

(.325) 

10.82±12.78 1.061 

(.290) Non-smoker 112(73.7) 7.06±3.56 1.33±1.62 8.57±11.05 

Regular exercise Yes 83(54.6) 6.98±3.54 -0.746 

(.457) 

1.30±1.60 -0.889 

(.375) 

8.28±11.16 -1.026 

(.306)  No 69(45.4) 7.43±3.83 1.53±1.64 10.21±11.96 

Work stress Very lowᵃ 10(6.6) 3.30±1.70 14.911 

(<.001)*** 

a,b<c<d,e† 

0.60±0.84 5.410 

(<.001)*** 

a,b,c,d<e† 

 

1.80±3.35 16.061 

(<.001)*** 

a<b<d<,  

a<c<e†   

 Lowᵇ 28(18.4) 5.67±2.59 0.96±1.37 5.03±4.76 

 Mediumᶜ 68(44.7) 6.58±3.16 1.16±1.57 5.52±6.27 

 Highᵈ 34(22.4) 10.26±3.19 2.02±1.66 18.02±15.60 

 Very highᵉ 12(7.9) 8.66±4.57 2.75±1.71 20.41±15.35 

Work-home  

compatibility 

Very imbalancedᵃ 8(5.3) 9.37±4.92 5.131 

(<.01)** 

a,b,c>d,e† 

1.50±1.69 6.849 

(<.001)*** 

a,b>c>d,e† 

19.37±20.12 9.942 

(<.001)*** 

a>b>c,d,e† 
Imbalancedᵇ 41(27.0) 8.58±3.81 2.41±1.56 15.95±14.83 

Neutralᶜ 53(34.9) 7.22±3.17 1.13±1.53 6.54±7.15 

Balancedᵈ 16(10.5) 6.43±3.32 1.12±1.45 7.75±6.76 

Well balancedᵉ 34(22.4) 5.29±3.23 0.73±1.37 3.32±5.00 

Presence of  

emotional supporters 

Yes 134(88.2) 7.03±3.60 -1.411 

(.160) 

1.31±1.56 -1.979 

(.050) 

7.27±9.15 -3.904 

(<.01)** No 18(11.8) 8.33±4.02 2.11±1.90 23.22±17.00 

Psychological consultation related to trauma  

experience 

Yes 20(13.2) 7.00±3.16 -.0249 

(.804) 

1.70±1.68 0.864 

(.389) 

10.55±12.40 0.575 

(.566) 

 

No 132(86.8) 7.21±3.76 1.36±1.61 8.95±11.43 

Note. * p<.05, ** p<.01, *** p<.001, PSQI-K=Ko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PC-PTSD-5=The Primary Care PTSD Screen for DSM-5; K-CESD-

R=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evised  
† tested by Scheffé test. 

 



45 

 

 

5.3.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의 관련 요인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 수준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나타낸 근무지, 인지된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상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서적 지지체계 유무의 5개 변수와 

개인의 심리적 변수인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분석의 다중공선성은 

공차 값이 최대 0.919 이었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 CI)는 11.125으로 

30보다 낮았으며, 분산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88~3.030으로 모든 값이 10 미만으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회귀모형은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을 설명하는데(Adjusted R ² 

=0.536)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3.463, p<.001). 분석 결과 ‘경찰서’가 

근무지인 경우(β=0.218, p=.001)이며,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β=0.231, 

p=.002)이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β=0.648, p=<.001)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울 수준이 자살 생각에 관련성이 가장 높은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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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N=152)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0.013 0.787  0.017(<.001***) 

Place of work   (Ref. Metropolitan police agency/Police box) 

Police station 2.302 0.651 0.218 3.536(.001**) 

Other departments 0.175 0.805 0.013 0.217(.828) 

Work stress   (Ref. Medium) 

Very low -0.118 1.059 -0.007 -0.112(.911) 

Low -0.275 0.680 -0.025 -0.404(.687) 

High 2.284 0.706 0.231 3.235(.002**) 

Very high -0.346 0.979 -0.023 -0.354(.724) 

Economic status   (Ref. Medium) 

Low (below the medium) -1.242 0.674 -0.113 -1.843(.067) 

High (above the medium) 0.458 1.378 0.020 0.333(.740) 

Work-home compatibility   (Ref. Neutral) 

 Balanced -0.704 0.640 -0.079 -1.100(.273) 

 Imbalanced -0.556 0.600 -0.063 -0.927(.355) 

Presence of emotional supporters   (Ref: Yes) 

   No 0.287 0.760 0.025 0.378(.706) 

PSQI-K -0.083 0.096 -0.073 -0.864(.389) 

K-PC-PTSD-5 -0.070 0.185 -0.027 -0.377(.707) 

K-CESD-R 0.234 0.035 0.648 6.720(<.001***) 

Adjusted R ²= 0.536, F=13.463, p<.001 

Note. * p<.05, ** p<.01, *** p<.001, SE=standard error, Ref. Refence group; PSQI-K= Korean Version of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PC-PTSD-5=The Primary Care PTSD Screen for DSM-5; K-CESD-R=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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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논의 

 

 

본 연구는 152명의 교대 근무 경찰 공무원들의 자살 생각 수준과 이와 관련된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의 수준을 파악하고, 자살 생각과 관련된 

요인을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6.1. 교대 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 

본 연구에서 총 152 명의 대상자 중 자살 생각이 있는 경찰 공무원은` 

26 명(17.1%)으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는 BSS (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인의 자살 생각을 조사한 연구(Kliem et al., 2017)는 

4.6%임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대상자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경찰관 대상 내부 포털인 폴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을 시행(민흥기, 

이창한, 2020)한 대상자 중 자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8%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와 비교해도 유의하게 높은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모든 지역을 

조사한 결과인데 본 연구는 치안수요가 많은 2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대근무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는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살생각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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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Violanti et al., 2019)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서의 수사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부민서, 조윤오, 

2020)는 자살 생각이 있는 대상자가 44%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자살생각이 더 높아 추후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과 비수사 업무자에 대한 비교연구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면 더 정확한 

통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직업군과의 자살 생각의 비교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66% 대상자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Park et al., 2019), 국외 군인은 

13.9%(Nock et al., 2014), 국내 군인의 경우는 3.6%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여(안효자, 권순철, 김현미, 2010) 타직종의 선행 연구 결과 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살 생각 수준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실제적 자살 시도 여부’와 ‘자살 시도 

당시의 의도성’을 묻는 20 번, 21 번의 문항에서 ‘실제적 자살 시도 여부’에 총 

3.98%에서 이전의 자살 시도가 관찰되어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데, 최근 국외 

경찰관의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연구(Di Nota et al., 2020)에서 캐나다 연방경찰의 

경우 1.3%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하여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경찰관이 자살 

을 시도를 하여 경찰관의 자살 예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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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교대 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 관련 요인 

본 연구 결과에서 ‘자살 생각 있음’ 대상자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β=0.648, 

p=<.001) 자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 생각의 

요인 중 우울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는 선행 연구(신성원, 2011; 황세웅 등, 2012; 

이창한, 2013; 박영주, 2014; Chopko et al., 2014)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우울군은 절단점 13 점을 기준으로 하여 13 점 이상일 경우 우울군으로 

분류하는데(Le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25.7%가 우울군으로 분류되었다. 

2019 년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파악한 일반인의 우울군은 10.2%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21),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우울감을 다룬 연구(배승민 등, 2010)에서는 경찰관의 9.4%가 경도 

이상 우울증상이 있다고 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우울을 비교하였는데, 남성이 7.6%, 

여성이 18.1%가 우울증상이 있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간 유의한 차이(t=-

0.157, p=.875)는 없었다. 또한 이지영 등(2017)의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면, 우울, 자살, 스트레스, 음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6개 영역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우울증상은 대상자의 39.9%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코호트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우울 증상이 없는 경찰공무원을 10 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대상자의 

10.7%에서 추후 우울증이 발생한 결과를 발견(Jenkins et al., 2019)함에 따라, 

경찰관의 우울 증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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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내 경찰관의 우울증 동향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전담하는 '마음동행센터'의 보고 자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사건 폭증과 민원 중재 건수 증가로 2020 년의 정신 건강 및 우울증 

관련 상담을 요청한 경찰관은 8,961 명으로 지난해보다 6,183 명보다 45%가 

증가하였다(방진혁, 2021)고 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찰관의 우울에 대한 

중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울과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중재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가 있으며, 중재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연구가 꾸준히 시도되어지고 

있으나(Yunus et al., 2018) 우울을 호소하는 경찰관의 수에 비하여 중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3 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는 24.3%로 확인되었고, 이는 일반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유병률은 1~6%(McFarlane, 1989)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우울감을 겪게 하며 자살 생각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Kotler et al., 2001) 자살 생각과의 간접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여러 증상으로 

발현되는데 일차 증상인 재경험, 과각성, 회피 증상뿐 아니라 이차 증상으로 우울, 

불안, 충동 행동, 약물 남용 등을 보이며(Stewart, 1996) 실제로 Robinson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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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저하, 장기 결근, 조기 퇴직, 가족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연구로 외근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옥정, 지영환, 2010)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가 40%를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하여 소수의 문항으로 응답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업무 상 경험한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건과 이로 인한 증상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다룬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체계 유무와 자살 생각과의 관련성(𝜒2=23.505, 

p<.001)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되어 경찰청에서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찰관의 

정서적 지지체계의 제공을 위해 2014 년부터 트라우마 센터를 개소하였고 2017 년 

4 월부터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트라우마는 직업의 특성이므로 당연히 직면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정신과 치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 치료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김경태, 2017), 치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국외 호주의 경우 경찰관과 간호사 250 명으로 구성된 경찰관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경찰청, 2013), 이에 국내에서도 경찰관의 트라우마 관련 증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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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서적 지지 체계 제공과 돌봄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간호사가 

개입된다면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평균 7.19 점이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군이 

63.2%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과 수면의 질 사이의 관련 요인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자살 생각 간 연관성(Violanti et 

al., 2008)을 규명하였으므로 누적된 수면의 질 저하는 자살 생각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과 업무 스트레스 간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김영선, 오진주, 2017)에서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평균 7.59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7.19 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배승민 등(2010)의 연구는 주간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의 수면의 

질을 비교하였는데, 낮은 수면의 질을 나타낸 대상자가 주간근무에서 13.5%, 

교대근무에서 18%에 해당되어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두 군 간 점수 평균 차이는 

유의미(t=1.945, p=.050)하였다. 또한 경찰 공무원과 같이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직업군 중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오현정 등, 2020)에서는 주간근무와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비교하였는데 낮은 수면의 질을 나타낸 대상자가 

주간근무에서 53.3%, 교대근무에서 66.9%로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였다. 교대근무 

소방공무원에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66.9%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대근무 종사자일 경우 주간 

근무자에 비하면 수면의 질 수준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Garbarino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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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et al., 2007)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경찰 공무원 중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면의 질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경찰 공무원은 담당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근무 시간 외에도 사건 해결을 위하여 

사건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시간이 초과되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24 시간 불철주야 

치안을 유지해야하기에 교대근무의 환경을 자체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근무 

휴게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의 중재가 요구된다.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 503 호 제 4 조에 의거하여 야간근무동안 3 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는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김안수, 2021)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력난을 겪는 도서산간 지역의 초과 업무 시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인력공백의 해소를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근무지가 ‘경찰서’일 경우(β=0.218, p=.001)와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β=0.231, p=.002)가 자살 생각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근무 

부서 중 경찰서에서의 자살 생각이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변수였으나, 기존의 

연구는 근무지보다는 지역경찰, 수사, 형사, 생활안전, 교통 등의 업무별로 조사하여 

발표하여(황세웅, 강소영, 박의병, 2012; 이창한, 2013; 박영주, 2014; 윤성현, 

이창한, 2016), 근무지와 자살 생각에 대한 근거 문헌은 전무한 실정으로 추후 

근무지에 따른 자살 생각의 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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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대 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하여 경찰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Zubin 과 Spring (1977)의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자살생각 유무와 업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규명 되었다. 

이는 본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민흥기, 정병수, 2020)와 같이 자살생각과 업무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가 자살 생각의 관련요인 

이라고 하였는데, 노르웨이 경찰관을 3,272 명을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Berg et al., 2006)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OR=0.8, 

95% CI:0.6–1.19). 이는 경찰관의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자살생각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한 임상 연구들에 대한 

문헌고찰(박창범, 2016)에서는 객관적인 업무 스트레스 양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살률이 높았다고 하여 업무의 

객관적 점수 측정 뿐 만 아니라 개인별 취약성 파악 또한 고려해야 할 요인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이 있는 군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통계적 유의한 

결과(𝜒2=23.415, p<.001)를 나타냈다. 경찰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직업군에 

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되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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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권혜림, 2017; 윤현석, 2019)가 시도되었는데 해당 연구는 자살생각과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 다루지 않아 추후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다룬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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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의의 

 

6.3.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교대 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 수준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연구로 자살 현상에 관한 다양한 요인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Zubin 과 Spring 

(1977)의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을 기반으로 하였다. 

개인의 취약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살 생각 관련 요인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대 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이론 구축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6.3.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간호학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간호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자살 생각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였는데, 그 중 우울과 업무 스트레스가 강한 관련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이 증가하면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며, 

정신 건강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가 

경찰 공무원의 중재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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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생각에 취약한 요인으로 확인된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3.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는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자살 생각과 더불어 자살 

생각의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경찰 공무원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상자의 

건강 취약성과 이와 관련 문제를 이해하며, 직업의 특성에 걸맞는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3.4. 간호정책 측면 

본 연구는 증가하는 경찰 공무원의 자살률을 인식하여 연구를 시도하였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였다. 경찰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직 내 낙인 등을 이유로 검사 받기를 

기피하며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주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가 요구되며, 또한 

경찰 공무원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주기적인 스크리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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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복지법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하여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또한 자살 예방에 대하여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지와 자살 생각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 생각 고위험군 선별에 있어서 근무지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 생각에 있어 지지체계의 유무 또한 강조하였는데, 

이는 보건 간호 관리자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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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및 제언 

 

7.1. 결 론 

 

본 연구는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이와 관련된 정신건강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자살 생각과 관련된 요인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생각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 유무에 근무지, 업무 스트레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서적 지지체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자살 생각 관련요인으로 근무지, 업무 

스트레스,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 관련 간호 중재 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자살 생각에 대한 모니터링 

시 개인적, 직업적, 정신건강적 특성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며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 차원의 우울과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적절한 관리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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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 생각에 대한 본 연구와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살생각의 관련요인은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한 시점을 조사한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자살생각 관련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살 생각의 관련요인으로 근무지가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는 

지역경찰, 수사, 형사, 생활안전, 교통 등의 업무별로 조사하여 연구한 결과에 

제한되어 있었다. 근무지와 자살 생각에 대한 근거문헌은 전무한 실정으로 추후 

근무지에 따른 자살 생각 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취약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한 우울과 업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체계적인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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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No.____ 

SQ1. 귀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써 교대근무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1) 예          2)아니오      → 면접중단 

SQ2. 위기분류척도(CTRS, Crisis Triage Rating Scale)에 의하여 

11점 이상일 경우 설문을 진행합니다. 11점 이상 입니까? 

1) 예          2)아니오      → 면접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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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간 당신의 기분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문장을 선택하세요.  

각 문항의 3가지 문장을 모두 읽어 보신 후 각 문항 별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문장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21문항) (*: 필수문항) 

(본 심리검사도구의 한국어판 출판권은 한국심리주식회사가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심리주식 회사의 허락

없이 본 검사 도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하거나 무단전재 및 변형하는 것을 금합니다.) 

No   

1*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보통 내지 강하게 있다.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2*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보통 내지 강하게 있다. 

3*  살아야 하는 이유가 죽을 이유보다 훨씬 많다. 

  살아야 하는 이유와 죽을 이유가 반반이다. 

  죽을 이유가 살아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많다. 

4*  나는 자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자살하려는 마음이 약하게 있다. 

  나는 자살하려는 마음이 보통 내지 강하게 있다. 

5 *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나는 살기 위해 애쓸 것이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나는 삶이든 죽음이든 운명에 맞길 것이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나는 죽음을 피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

을 것이다. 

4번과 5번 문항 모두 '0.'에 표시하였다면, 바로 20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4번 문항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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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항 중 어느 한 문항이라도 '1'이나 '2'에 표시하였다면 6번 문항부터 체크하여 주

십시오. (6번~21번) 

6  나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잠시 해 본 적이 있다. 

  나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꽤 오래 해 본 적이 있다. 

  나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했다. 

7  나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거의 안했거나 아주 잠깐 해 보았을 뿐이다. 

  나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나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8  나는 자살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는다. 

  나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도, 배척하지도 않는다. 

  나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인다. 

9  나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자살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 

  나는 자살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 

10  나는 가족이나, 친구, 종교, 혹은 자살 실패시의 고통스러운 결과 등의 이

유 때문에,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 종교, 혹은 자살 실패시의 고통스러운 결과 등의 이

유 때문에, 자살에 대해 다소 걱정을 하고 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 종교, 혹은 자살 실패시의 고통스러운 결과 등의 이

유 때문에, 자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11  내가 자살하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이다. 즉 사람들

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 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을 두게 하기 위해 자살하려고 한다. 

  내가 자살하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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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기도 하다. 

  내가 자살하려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내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다. 

12  나는 자살을 시도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자살을 시도할 생각을 해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진 않

았다. 

  나는 자살을 시도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3  나는 자살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에 접근할 수가 없다. 

  내가 자살할 때 사용하려는 방법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방법을 실행할 기회가 실제로 있을 것 같지 않다. 

  내가 자살할 때 사용하려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마도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14  나는 자살시도를 할 용기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자살시도를 할 용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나는 자살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15  나는 내가 자살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자살시도를 할지 확실하지 않다. 

  나는 내가 자살시도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16  나는 자살을 하기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자살을 하기 위한 약간의 준비를 해 놓았다. 

  나는 자살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거나 거의 마쳐간다. 

17  나는 유서를 써 놓지 않았다. 

  나는 유서를 작성하려고 했고, 실제 쓰기 시작하였지만, 완성하지는 못했

다. 

  나는 유서를 작성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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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는 내가 자살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정리를 해놓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자살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정리할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내가 자살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리해 놓았다. 

19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는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망설인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한다. 

20*  나는 자살시도를 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두 번 혹은 그 이상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이전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으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시오. 

21  지난 번 자살시도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은 적었다. 

  지난 번 자살시도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은 보통 정도 였다. 

  지난 번 자살시도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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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다음은 지난 1달(4주) 동안 당신의 일상적인 수면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달 동안 대부분의 일상에서 가장 적합한 답변에 V 표시 혹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문항) 

1. 지난 한달동안, 당신은 평소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까? 

보통 오전/오후 (      )시 (       )분에 잠자리에 든다. 

2. 지난 한달동안, 당신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기까지 보통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      )시간 (      )분이 걸린다. 

3.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평소 아침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보통 오전/오후 (      )시 (      )분에 일어난다 

4.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이 밤에 실제로 잠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당신이 잠자리에

서 보낸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밤에 (      )시간 (      )분  

다음 각 문항에서 가장 적합한 응답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모든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

다.  

5.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아래의 이유로 잠자는 데 얼마나 자주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다 주1회 

미만 

주 

1~2회 

주3회 

이상 

취침 후 30분 이내에 잠들 수 없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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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야 한다.     

편안하게 숨 쉴 수가 없었다.     

기침을 하거나 시끄럽게 코를 골았다.     

너무 춥다고 느꼈다.     

너무 덥다고 느꼈다.     

나쁜 꿈을 꾸었다.     

통증이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입해 주세요 

이유는? (                        ) 

 

6.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ㅁ 매우 좋음  

ㅁ 상당히 좋음  

ㅁ 상당히 나쁨  

ㅁ 매우 나쁨 

7.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잠이 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약물 복용했습니까? (처방약 또는 약국

에서 구입한 약) 

ㅁ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ㅁ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ㅁ 한 주에 1~2 번 정도 

ㅁ 한 주에 3번 이상 

8.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운전하거나, 식사 때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졸음

을 느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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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난 한달 동안 없었다 

ㅁ 한 주에 1번보다 적게 

ㅁ 한 주에 1~2 번 정도 

ㅁ 한 주에 3번 이상 

9. 지난 한달 동안, 당신은 일에 열중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ㅁ 전혀 없었다 

ㅁ 매우 조금 있었다 

ㅁ 다소 있었다 

ㅁ 매우 많이 있었다 

  

10.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같은 잠자리에 자거나 집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ㅁ 같은 잠자리에 자거나 집을 같이 쓰는 사람이 없다 

ㅁ 집에 다른 방을 쓰는 사람이 있다 

ㅁ 방을 같이 쓰지만 같은 잠자리에서 자지 않는다 

ㅁ 같은 잠자리에 자는 사람이 있다 

  

만일 같은 방을 쓰거나 같은 잠자리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난 한 달 간, 당신

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없다 주1회 

미만 

주 

1~2회 

주3회 

이상 

심하게 코골기     

잠잘 때 숨을 한동안 멈추고 다시 숨쉬기     

잠잘 때 다리를 갑자기 떨거나 흔들기     

잠자다가 잠시 시간, 장소, 상황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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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함 

잠자는 동안 다른 뒤척거리는 행동이 있었으

면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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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살면서 두려웠던 경험, 끔찍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

문에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문항) 

 

1. 그 경험에 관한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ㅁ 예    ㅁ 아니오 

2.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  

ㅁ 예    ㅁ 아니오 

3.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라게 되었다.  

ㅁ 예    ㅁ 아니오 

4. 다른사람, 일상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거나, 그것에 대해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ㅁ 예    ㅁ 아니오 

5. 그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자신이나 다른 사

람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 

ㅁ 예    ㅁ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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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래의 내용은 사람들이 느끼거나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을 열거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이런 식으로 느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20문항) 

  1일 

미만 

1~2일 3~4일 5~7일 2주간 

거의 

매일 

1 식욕이 없었다.      

2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3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

었다. 

     

4 상당히 우울했다.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6 마음이 슬펐다.      

7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8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

다. 

     

9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다.      

10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11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잤다.      

12 내 움직임이 너무 둔해진 것처럼 느껴졌

다. 

     

13 안절부절 못했다.      

14 죽었으면 하고 바랬다.      

15 자해하고 싶었다.      

16 항상 피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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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 자신이 싫었다.      

18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몸무게

가 많이 줄었다. 

     

19 잠들기가 많이 힘들었다.      

20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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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8문항)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또는 사별    ④기타 (    )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고졸 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석사) 이상 

 

5. 귀하는 수사, 비수사 부서 중 어떤 부서에 있습니까? * 

①비수사부서   ②수사부서  

 

6. 귀하의 계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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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순경       ②경장    ③경사     ④경위 이상 

 

7. 귀하의 근무처는?  

①지방경찰청    ②경찰서    ③지구대    ④파출소    ⑤기타 (    ) 

 

8. 귀하의 경찰 근무 경력은?    만 (        )년 

 

9. 귀하의 교대근무 경력은?    만 (        )년 

 

10. 귀하의 인지된 업무 스트레스 정도는?  

①매우 낮다    ②낮다    ③보통이다    ④높다      ⑤매우 높다 

 

11. 귀하의 경제적 수준은?  

①낮다     ②보통이다     ③높다 

 

12. 귀하는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예. 고혈압, 당뇨 등) 

①있다    ②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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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는 흡연을 합니까?  

①흡연           ②비흡연 

 

14. 귀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까? 

①예    ②아니오 

 

15. 귀하는 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습니까?       (                  ) 

 

16. 귀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어렵다 ②조금 어렵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유지되고 있다 ⑤잘 유지되고 있다 

 

17. 귀하는 가족, 친구 및 다른 형태의 정서적 지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18 귀하는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담 경험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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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구별 승인 허가 

 

1) K-BSS 

 

2) PS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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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QI-K 

 

4) PC-PTSD-5 

 

5)K-PC-PTS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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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CE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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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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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상자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대 상 자 설 명 문 
 

연구 제목 :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석사 과정생 김미슬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학위 과정의 일환으로,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정신건강 요인이 자살 생각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생각에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경찰 

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재 개발과 자살 예방에 대한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석사 과정생 김미슬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 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 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심을 

바랍니다. 민감한 질문이 있다면 거부가 가능하며,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설문을 시작하는 것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귀하가 본 설문을 시작한다는 것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자살생각,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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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자살 생각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확인할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신체의 손상, 생명의 위협 같은 외상사건과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는 등 이차적 

외상사건에 자주 노출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신적인 외상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최근 4 년간 

인구 10 만명당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 공무원은 연평균 9.8 명으로 보고되었으나, 

경찰공무원은 16.6 명에 달하여 약 1.7 배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공무원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수면의 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등 다각적인 

정신건강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석사 학위 논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직업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에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증가하는 경찰 공무원의 자살에 있어서 자살 예방에 의미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 기간과 장소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53 명의 대상자가 참여하고,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2021 년 03 월 01 일 부터 2022 년 02 월 01 일까지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며, 약 

15~20 분에 걸쳐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전체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로부터 1 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기준: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 경찰 공무원으로써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 제외기준: 

-    위기중증도 분류척도(crisis triage rating scale, CTRS)를 사용하여 위기 대상자를 

분류하며 고위기 단계로 분류될 경우 

- 한글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 

3.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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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하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설문 접속이 설문 시작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총 83 

문항 분량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설문조사에는 약 15~20 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문항은 자살 생각(21 문항)과 수면의 질(19 문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5 

문항), 우울(20 문항)과 일반적 특성(18 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연구에 참여 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생각과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교대근무 경찰 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연구에 참여 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불편 

연구 참여시 귀하는 설문 참여로 인한 피로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로와 같은 

불편감을 느낄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지 작성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감정 또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6.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하여 설문 작성 완료 시 약 3,000 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례비는 귀하의 연구 참여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 도중 귀하께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거나 

또는 연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료된 설문에 한해 사례비가 지급될 것 입니다. 

7. 정보 수집 및 제공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연구진이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하는데 동의하게 되며,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여하여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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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을 확인하고 건강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2)수집하려는 개인(민감)정보의 항목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생각, 

수면의 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우울, 인구사회학특성(연령, 나이,  

교육수준  등),  직업적  특성(계급,  근속년수,  근무처  등)의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 항목입니다.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민감)정보는 정보수집ㆍ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사용되며, 수집된    정

보는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 4 조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됩니다.  귀하 는 위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

니다. 귀하가 개인(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

에 대한 진료와 처방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 및 기록에 대한 비밀보장 

귀하의 설문 응답 결과 또한 설문 응답 종료 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처리할 것이며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 년간 보관되며 이후 폐기될 

것입니다. 

 

9. 참여/철회의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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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 참여는 

종료되고 연구진 은 귀하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여 연구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연구자에게 귀하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0. 연락처 

이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연구자에 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김미슬 

연구자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1 번길 136 

연락처 : 010-9999-1569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다음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 02-222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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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of Police Officers on Shift Work. 

 

Kim, Mi Seul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descriptive and correlational study that aims to evaluate the 

increasing suicide ideation rate of police officers, identify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of police officers on shifts specially including mental health factor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was based on the stress-vulnerability 

model of Zubin and Spring (1977), investigating demosocial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suicide-related factors of police officers on shi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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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health-related factors measured sleep qualit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levels of depress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line from March 1 to 14, 2021, and 152 studies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one that responded insufficiently among the 153 

recruated on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t significance level .05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ults of the suicide ideation and health related factor levels of 152 subjec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uicide thought score was 1.79±4.16 on average, 

of which 26 (17.1%) responded to "Suicidal ideation group" and the score was 

9.19±1.10 on average. In addition, mental health-related factors included sleep 

qualit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depression scores of 

7.19±3.67 overall, with 96 (63.2%), and 9.33±2.7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veraged 1.40±1.62 points, with 37 (24.3%) of the subjects clinically 

significant stress disorder symptoms. For depression, the overall mea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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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1.53 and 39 (25.7%) of the total subjects were classified as depressed, with 

an average of 28.14±13.39. 

 

2. Among the 'suicidal ideation group' subject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tha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are workplace, work 

-related stress, work-family compatibility, and emotional support systems. The 

level of suicidal ideation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work location of the 

suicidal ideation group (𝜒2
=11.605, p=.009), which was followed b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 suicidal ideation levels in work stress (𝜒2
=43.796, p<.001),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ork-family compatibility (𝜒2=23.415, 

p<.001), when asked about the presence of a person with emotional support, check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𝜒2
=23.505, p<.001) did. 

 

3. The results of identifying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re as follows. If the 

target person's workplace is a police station (β=0.218, p=.001), with high work 

stress levels (β=0.231, p=.002), the higher the depression level (β=0.648, 

p=<.001), It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higher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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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al ideation. Among them, depression levels were the most relevant factor in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uicidal ideation of 

police officers working in shifts were quite high.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workplaces, work stress, work-family compatibility, and emotional support systems 

was confirme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icide ideation of police officers on 

shift workplaces, work stress, and depression. 

Thus, the suicide-related nursing interventions by shift police officers suggests 

that an integrated approach to monitoring suicide ideation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individual, occupational, and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help nurses develop strategies to provide health care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occupations in the commun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Shift police officer, suicide,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