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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재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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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tervention
Program for Firefighters by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in-Ju Kang, Young-Hwa Kim, Sang-Goo Lee, Seung-Woo Han
Professor,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tervention programs for firefighters. Methods: Four domestic and four abroad databases were used, and 7 domestic and 4 abroad studies that met the criteria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esults: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PTSD intervention program was 0.40 (95% confidence
interval, CI: 0.17-0.64, p < 0.05) in domestic and 0.37 (95% CI: 0.02-0.71, p < 0.05) in abroad. Conclusions: Various domestic and abroad intervention
methods for PTSD of firefighters have low effect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tervention program for firef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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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및 정신건강을 위협하여 직무 만족도와 직무수행 기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이직에도 영향을 미쳐 소방조직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소방청에서 52,759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음건

[3]. 이는 소방공무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부정적

강 전수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방공무원의 PTSD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인

Stress Disorder, PTSD) 위험군이 5.6%로 2018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으며, 미국과 독일, 캐나다의 소방공무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

소방공무원의 PTSD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위험군 비율이 각각 22.9%, 18.2%, 17.3%인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

면 국내에서는 단기간의 음악치료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연구자

의 PTSD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1].

가 개발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캠프, 명상 및 산림치유

PTSD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극심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외상 사건

프로그램 등 여러 방법으로 중재를 시도하였고, 중재 결과 소방공무원

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을

의 PTSD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4-10]. 국외에

경험하는 정신과적 질환을 말한다[2]. 즉, PTSD는 소방공무원의 신체

서는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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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노출 요법(narrative exposure therapy, NET)과 정신적 민첩성
및 심리 강화 훈련(mental agility and psychological strength training,
MAPS), 외상 중심의 인지행동치료(trauma-focus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PTSD 수준 감소를 위한
중재를 시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11-14].
이처럼 국내∙외에서는 소방공무원의 PTSD 중재 프로그램과 관련
된 연구가 꾸준히 실시되어 왔고, 실시된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새로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s: 222 studies
- RISS (n = 109)
- KISS (n = 10)
- DBpia (n = 15)
- NDSL (n = 35)
- Medline (n = 20)
- CINAHL (n = 14)
- Cochrane library (n = 8)
- EM-BASE (n = 11)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 = 105)

운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근
거중심의 중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시행한 PTSD 중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하거나, 중

Titles and abstract screened
(n = 117)

재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소
방공무원의 PTSD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Studies included i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 = 11)

Excluded (n = 94)
1. Unrelated topic and sample
2. No full text
3. Not Korean and English
4. Thesis
5. Non-experimental research
6. Insufficient data

Figure 1. Flow chart of the sample selection process.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CINAHL,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학술데
이터베이스서비스(DBpia) 및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를 이용하

연구설계

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소방공무원의 PTSD 중재 프로그

검색 방법은 소방공무원의 PTSD 중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핵심

램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최근 10년간의 프로

질문 중 P AND I AND O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대상자(P)는 국외에서

그램 효과 연구들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Fire fighter’, ‘Firefighter’, ‘Fire and Rescue Personnel’이었고, 국내에서
는 ‘소방공무원’, ‘소방관’이었다. 중재(I)는 국외에서 ‘Treatment’, ‘Ther-

문헌의 선정 및 제외 기준

apy’, ‘Psychotherapies’, ‘Program’, ‘Intervention’, ‘Support’, ‘Trauma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PTSD 중재 프로그램 연구를

care’이었으며, 국내에서는 ‘프로그램’, ‘중재’, ‘심리치료’, ‘트라우마 케어’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1) 무작위 대조군 설계와 유

이었다. 결과(O)는 국외에서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

사실험 설계, 원시실험 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실험 연구, (2) 정량화된

었고, 국내에서는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었다.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 측정을 시행한 연구, (3) 연구결과의 평균
과 표준편차, p 값, t 값 등을 기술한 연구로 하였다.
제외 기준으로는 (1) 연구의 대상이 소방공무원이 아닌 연구, (2)
2011년 이전에 출판된 연구, (3) 효과크기의 변환이 가능한 통계치가

문헌검색과 자료수집 과정은 4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
으며, 연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합의를 통하여 100% 일
치를 이루었다. 검색 및 수집, 최종 분석대상 문헌 선정의 과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확인되지 않는 연구, (4) 문헌 전문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5) 학
위논문, 질적 연구, 사례 연구 등으로 하였다.

문헌의 질 평가
최종 선정된 문헌의 질 평가는 Review Manager 5.4 (The Nordic Co-

문헌검색 및 자료수집

chrane Center, The Cochrane Collaboration, Copenhagen, Denmark)

분석 대상 문헌의 검색은 최근 10년간 출판된 연구물들을 포함하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시행한 문헌의 질은

록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검색을 위해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

코크란 연합에서 개발한 Risk of bias (RoB) 도구를, 비 무작위 연구를

CINAHL, Cochrane library, EM-BASE를 이용하였고, 국내 데이터베이

시행한 문헌의 질은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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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RoBANS) 도구를 사용하여 위험정도를 낮음, 높음, 불확실 세

PTSD의 수준을 다양한 측정도구를 통해 측정한 것이 확인되어 연구

가지로 평가하였다[15]. 국외 문헌의 경우 1편을 제외한 연구는 모두 무

결과를 단일 단위로 표준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균차를 사용하였다.

작위 대조군 연구로 RoB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비 무작위 연구인

또한 효과크기는 분석대상 문헌들에 제시된 표본크기와 평균 및 표준

1편은 RoBANS로 평가하였다. 국내 문헌의 경우 모두 비 무작위연구

편차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해당 통계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에 해당되어 RoBAN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에는 표본크기와 p 값, t 값을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17]. 효
과크기를 산출할 때 대조군을 두 집단으로 설정한 연구는 두 집단 중

분석을 위한 틀

어떠한 중재도 받지 않은 집단을 선정하였고, 중재 적용 전∙후 남녀 성

효과크기가 프로그램의 중재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별을 나누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각각 측정한 연구는 문헌을 2

위해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은 소방공무원의

개로 분리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효과크기가 중재변인별 집단에 따라

PTSD 중재를 위해 적용한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분류하였으며 중재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크기

기간은 최대 3일부터 최대 24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4주 미만, 4주

해석은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확률을 유의수준 0.05 하에서 해석하

이상-8주 미만, 8주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총 회기 수는 최소 4회기부

고 신뢰구간은 95% 신뢰수준으로 추정하여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터 최대 10회기로 이루어져 3회기 단위로 구분하여 3-5회, 6-8회, 9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으며, Cohen [18]이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회기별 시간은 분석대상 문헌들에서 설계한 시

하여 매우 작은 효과크기(0.20 이하), 작은 효과크기(0.20-0.50), 중간

간 구성을 참고하여 60분 미만, 60-90분, 91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회

효과크기(0.50-0.80), 큰 효과크기(0.80 이상)로 해석하였다.

기 형태는 개인상담, 집단요법, 개인상담과 집단요법 병행으로 분류하

메타분석 결과의 출판 비뚤림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알 수 없

Funnel plot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데이터의 오류 유무를 확인하였

음으로 기재하였다.

다. 그러나 Funnel plot과 같은 시각적 해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출판
비뚤림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다른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량적 메타분석 방법

효과크기의 비대칭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으로 Egger의 회귀분석을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와 동질성, 출판 비뚤림, 하위집단분석 등에
대한 모든 통계분석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2.0 (Biostat Inc.,

실시하였으며, 오류의 심각성이 의심되면 추정치 가감법으로 보정하여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다.

Englewood, NJ,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연구 결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경우 국외와는 달리 무작
위 대조군 연구가 한 건도 없고, 국내와 국외의 자료 분석방법이 모두
다른 점이 파악되어 통계학 박사 1인의 자문 결과 효과크기를 통합하
여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PTSD 중
재 프로그램의 효과는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은 국내 7편, 국외 4편으로 총
11편이었다.

먼저 개별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가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PTSD 중재 프로그램 연구 7편

인지 확인하기 위해 Q통계값(결합추정치)과 I 값을 이용하여 통계적

은 2015년 1편, 2017년 2편, 2018년 2편, 2019년 2편으로 2017년부터 매

이질성을 평가하였다. Q값은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는 동일하다.’라는

년 2편 이상의 연구가 출판되었다. 연구 설계별로는 무작위 대조군 연

귀무가설을 제시하고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면 이질성이

구는 없었으며, 유사실험 연구인 2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5편은 원시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통계적 이질성이 얼마나 큰가

험 연구에 해당하여 단일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 검증 연구가 가

를 평가하는 I 값은 일반적으로 25% 정도는 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장 많았다.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음악 치료, 정신 건강 증진, 캠

50%는 중간 정도로, 75% 이상이면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한다

프, 명상, 산림치유가 각각 1편의 연구에서 시행되었으며 개발된 외상

[16]. 그러나 통계적 수치만으로 이질성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2편의 연구에서 시행되었다.

2

2

가 있기 때문에 수집된 문헌들의 대상자 특성이나 중재 종류 및 측정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재 기간은 최소 3일부터 최대

도구 등의 차이가 효과크기의 이질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연구자

12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중 8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2편

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 수는 10회가 2편, 회기별 시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각 연구들은 연구결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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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1편 이상의 연구가 출판되
었다. 연구 설계별로는 원시실험 연구인 1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3편은
모두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해당하였고,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CISD, NET, MAPS, TF-CBT가 각각 1편의 연구에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재 기간은 최소 3일부터 최대
24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 수는 4회가
2편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회기별 시간은 90분이 2편, 프로그램의 회
기 형태는 개인상담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 2편으로 가장 많았다. 프

Intervention
program

로그램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검증 외에 추후 검증을 실시한
연구는 3편이었으며, 사전-사후 검증만 실시하고 추후 검증을 실시하
지 않은 연구는 1편이었다. 프로그램 시행 전∙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Impact Event Scale-Revised (IESlist-Civilian Version (PCL-C), Impact of Events Scale (IES)가 각각 1편의

본 연구의 이질성 검증 결과 국내의 경우 Q = 86.95 (p <.001), I2 =91.95
로, 국외의 경우 Q =11.43 (p = 0.010), I2 =73.76으로 나타나 통계적 이질
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문헌들의 연구결과 결합 시 각 연구들
의 표본크기를 고려한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Dersimonian-Laird (DL)
방법을 사용하였다.

출판 비뚤림 분석
국내 연구결과의 출판 비뚤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랜덤효과모형
의 Funnel plot은 좌우 대칭에서 비대칭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비
뚤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Funnel plot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계적
수치로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시행한 Egger의 회귀분석을 살펴보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cluded studies

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량효과모형을 적용

1st author (year)
[reference number]

통계적 이질성 검정

Study
design

Sample size

연구에서 사용되었다(Table 1).

Experimental Control

R), The Screen for Posttraumatic Stress Symtoms (SPTSS), PTSD Check-

Y
N
N
N
Y
N
N
Y
Y
Y
N
Group
Individual+Group
Individual+Group
Individual+Group
Individual+Group
Group
Group
Individual+Group
Individual
Group
Group

F/E, further evaluat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Quasi-E, quasi-experimental design; Pre-E, pre-experiment design;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ISD,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NET, narrative exposure therapy; MAPS: mental agility and psychological strength training; TF-CBT: trauma-focus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Y, yes; N, no; PDS, post-traumatic
stress diagnostic scale; PCL-5, PTSD checklist for DSM-5; IES-R-K, impact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PCL-5-K, PTSD checklist for DSM-5-korean version; IES-R, impact event scale-revised;
SPTSS, The screen for posttraumatic stress symtoms; PCL-C, PTSD checklist-civilian version; IES, impact event scale.

은 2014년 1편, 2015년 1편, 2016년 1편, 2019년 1편으로 2017년과 2018년

Abroad

국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PTSD 중재 프로그램 연구 4편

60
30-50
60
90
60-90
60
90

Intervention Number of Time of session
period
session
(min)

1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10
10
9
5
7
4
4
6

version (PCL-5-K), Post-traumatic Stress Diagnostic Scale (PDS)가 각각

5 days
12 weeks
8 weeks
8 weeks
4 days
3 days
5 days
3 days
3 weeks
4 weeks
24 weeks

Korean version (IES-R-K)가 2편, PTSD Checklist for DSM-5-Korean

Music therapy
Mental health improvement
Integrated program
PTSD management program
Camp program
Mindfulness
Forest therapy
CISD
NET
MAPS
TF-CBT

PTSD Checklist for DSM-5 (PCL-5)가 3편, Impact Event Scale-revised

21
502
170
22
90
80
293
86
17
45
377

Session type

행 전∙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1
502
170
22
90
80
293
36
17
30
377

실시하고 추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는 5편이었다. 프로그램 시

Quasi-E
Pre-E
Pre-E
Quasi-E
Pre-E
Pre-E
Pre-E
RCT
RCT
RCT
Pre-E

F/E

증 외에 추후 검증을 실시한 연구는 2편이었으며, 사전-사후 검증만

Sim (2015) [4]
Kim (2017) [5]
Mo (2017) [6]
Han (2018) [7]
Shin (2018) [8]
Kim (2019) [9]
Park (2019) [10]
Tuckey (2014) [11]
Alghamdi (2015) [12]
Skeffington (2016) [13]
Tehrani (2019) [14]

그램이 4편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검

Domestic

PTSD
instrument

법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 3편, 개인상담과 집단요법을 병행한 프로

PDS
PCL-5
PCL-5
PCL-5
IES-R-K
IES-R-K
PCL-5-K
IES-R
SPTSS
PCL-C
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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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nnel plot.

낮음으로, 나머지 2편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Figure 3).

Table 2. Egger’s regression test
Intercept
Standard error
p-value

Domestic

Abroad

국외 문헌 4편 중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시행한 3편에 대해 ROB 도

5.34
1.37
0.008

1.76
1.40
0.333

구를 이용하여 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불충분
한 결과 자료, 선택적 보고, 기타 비뚤림 항목에서는 3편의 문헌 모두
가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배정순서 은폐와 연구 참여
자 및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 항목에서는 2편의 문헌에서 비뚤림 위험

면, 회귀상수는 5.34, 표준오차는 1.37, 유의수준이 0.008이므로 오류가

이 낮음으로, 나머지 1편이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결과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출판 비뚤림 분석 결과

대한 눈가림은 3편 모두 불확실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 무작위 연구를

에 따라 추정치 가감법을 실시하였다. 추정치 가감법 적용 결과, 1개의

시행하여 RoBANS 도구로 질 평가를 실시한 1편은 대상군 선정, 중재

연구가 추가된 후 효과크기는 0.52 (95% CI: 0.26-0.78)로 연구가 추가되

(노출) 측정, 결과 평가에 대한 눈가림, 선택적 결과 보고 항목에서 비

기 전과 후의 효과크기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뚤림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나 교란변수 항목에서는 불확실로

저해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평가되었고, 불완전한 자료 항목에서는 중재 전후로 결측치가 발생하

국내 연구결과의 출판 비뚤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랜덤효과모형

여 비뚤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Figures 4, 5).

의 Funnel plot은 좌우 대칭에서 비대칭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비
뚤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Funnel plot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계적

PTSD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수치로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시행한 Egger의 회귀분석을 살펴보

최종 선정된 국내 문헌 7편과 국외 문헌 4편을 대상으로 소방공무

면, 회귀상수는 1.76, 표준오차는 1.40, 유의수준이 0.333이므로 오류가

원의 PTSD 중재 프로그램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있다고 할 수 없다(Figure 2, Table 2). 그러나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낮

경우 전체 효과크기는 0.40 (95% CI: 0.17-0.64, p = 0.001)의 작은 효과크

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출판 비뚤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국외의 경우에도 전체 효과크기

최종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는 0.37 (95% CI: 0.02-0.71, p = 0.034)로 작은 효과크기이고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ures 6, 7).

문헌의 질 평가
국내 문헌 7편에 대해 RoBANS 도구를 이용하여 질 평가를 실시한

PTSD 중재 프로그램의 중재변인별 효과크기

결과 대상군 선정과 중재(노출)측정, 선택적 결과보고에서는 7편의 문

국내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음악치료가

헌 모두 비뚤림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교란변수 항목에서는

5.10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 뒤는 PTSD 관리 프로그램

7편 중 3편이 높음, 나머지 4편이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결과

(1.21), 명상(0.34), 산림치유(0.23), 개발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

평가에 대한 눈가림과 불완전한 자료 항목에서는 각각 5편의 문헌이

램(0.16), 정신 건강 증진(0.04), 캠프(0.03)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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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graph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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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isk of bias graph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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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graph (Abroad).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Q = 86.75,

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 뒤는 MAPS (0.37), TF-CBT (0.17),

p < 0.001).

CISD (0.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통

중재기간에 있어서는 4주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가 0.60으로 8주 이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Q =11.43, p = 0.010). 중재기간에 있어

상 실시한 경우인 0.25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나 하위집단 간 차이는 통

서는 4주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가 0.61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체 회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Q =1.84, p = 0.174).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

기 수는 3-5회가 0.75, 회기별 시간은 60-90분인 경우가 0.75, 회기형태

과크기를 파악한 결과, 3-5회가 평균 효과크기 1.21로 9회 이상(1.53) 보

는 개인상담을 한 경우가 0.6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중재기간, 전

다 크게 나타났고 하위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 =12.64,

체 회기 수, 회기별 시간 및 회기형태의 하위집단 간 차이를 검정한 결

p = 0.002). 회기별 시간에 있어서는 60-90분인 경우가 3.12로 60분 미만

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인 경우 0.04에 비해 효과크기가 더 높았으며 하위집단 간 차이의 통계
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Q = 9.07, p = 0.011). 회기형태에 따라 효과크기

고 찰

를 분석한 결과 집단요법을 한 경우가 0.86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요법을
병행한 경우(0.37)보다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고 하위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Q =5.60, p = 0.018) (Table 3).
국외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NET이 1.18

본 연구는 국내∙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PTSD 중재 프로
그램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최근 경향을 파악하였
다. 또한 메타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총 효과크기 및 효과크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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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orest plot (dmestic). CI, confidence interval.

Figure 7. Forest plot (abroad). CI, confidence interval.

에 영향을 주는 중재변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목적을

작위 연구가 아닌 유사실험 또는 원시실험 연구로 설계하여 진행한다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외 학술지 문헌 총

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1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서는 여러 비뚤림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연구 방법인 무작위

PTSD 수준 감소를 위한 근거중심 중재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연구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근거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

한다.

다. 따라서 향후 재난 ∙재해 발생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본 연구에 선정된 문헌의 연구 설계에 있어서 국외 문헌 3편을 제외

예상되므로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

한 8편은 모두 비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해당되었으며 특히 국내의 경

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최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무

우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는

작위 대조군 연구 설계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과정에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 유사실험 연구, 원시실험 연구를 모두

4편의 국외 문헌 중 3편이 사전-사후 이외에 추후 검증을 실시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PICO-SD의 연구 설계(SD) 부분에 제한을

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였으나, 7편의 국내 문헌 중 사전-사후 이외에

두지 않았음에도, 7편의 국내 문헌 중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한 편도

추후 검증을 실시한 연구는 2편으로 장기적인 PTSD 증상의 양상을

없다는 것은 국내에서는 PTSD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때 무

추적하지는 못하였다. PTSD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증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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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effect size by intervention variables (domestic)
Variables
Intervention program

Intervention period (wk)
Number of session

Time of session (min)

Session type

Classification

ES

Music therapy
Mental health improvement
Integrated program
PTSD management program
Camp program
Mindfulness
Forest therapy
<4
≥8
3-5
≥9
Unknown
<60
60-90
Unknown
Group
Individual+Group

5.10
0.04
0.16
1.21
0.03
0.34
0.23
0.60
0.25
1.21
0.90
0.23
0.04
3.12
0.21
0.86
0.16

95% CI
Lower

Upper

3.86
-0.04
0.00
0.58
-0.17
0.18
0.11
0.19
-0.03
0.58
0.27
0.10
-0.04
-0.69
0.11
0.32
-0.03

6.34
0.12
0.31
1.84
0.23
0.50
0.34
1.00
0.54
1.84
1.53
0.35
0.12
6.93
0.31
1.39
0.37

Q

df

p

86.75

6

< 0.001

1.84

1

0.174

12.64

2

0.002

9.07

2

0.011

5.60

1

0.018

ES,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4. Difference in effect size by intervention variables (abroad)
Variables
Intervention program

Intervention period (wk)

Number of session
Time of session (min)
Session type

Classification

ES

CISD
NET
MAPS
TF-CBT
<4
4-<8
≥8
3-5
6-8
60-90
≥91
Group
Individual
Individual+Group

0.09
1.18
0.37
0.17
0.61
0.37
0.17
0.75
0.16
0.75
0.16
0.37
0.63
0.09

95% CI
Lower

Upper

-0.29
0.58
-0.08
0.06
-0.45
-0.08
0.06
-0.03
0.06
-0.03
0.06
-0.08
-0.35
-0.29

0.48
1.78
0.84
0.27
1.68
0.84
0.27
1.54
0.26
1.54
0.26
0.84
1.62
0.48

Q

df

p

11.43

3

0.010

1.37

2

0.502

2.12

1

0.145

2.12

1

0.145

1.47

2

0.478

ES, effect size; CISD,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NET, narrative exposure therapy; MAPS: mental agility and psychological strength training; TF-CBT:
trauma-focus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I, confidence interval.

수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단회성의 응급 중재를 통해 바로 회

국외의 경우 0.37 (95% CI: 0.02-0.71, p = 0.034)로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

복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19]. 따라서 중재 적용으로 PTSD 수

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ohen [1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준을 감소시켜 진정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

국내∙외에서 시행된 중재 프로그램 효과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효과크기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문헌들의 통계적 이질성이 높을수

총 11편의 국내∙외 문헌에 대해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재 프로

록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외 문헌의 이

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국내의 경우 0.40 (95% CI: 0.17-0.64, p = 0.001),

질성은 매우 높았다.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PTSD 중재 효과를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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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료의 개입 효과크기를 산출한 연구에서도 60-90분이 1.79로 가장 큰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나타난 반면,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재난피해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19]. 소방공무원의 PTSD 중재

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중재의 전체 효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과크기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0-22]. 이는 유사한 특성을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연구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회기 수와 회기별

가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PTSD 수

시간 구성을 위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준 감소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향후 소방공

회기형태는 집단요법으로만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을 때 효과크기가

무원의 특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적합한 중재 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치료적 중재 효과에 대해 메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타분석을 시행한 연구에서도 개인보다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별 PTSD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국내의 경우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자 간에 이루

음악치료가 5.10, 국외의 경우 NET이 1.1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선행

어진 상호작용이 중재 효과를 전반적으로 촉진시키는 작용을 했을 가

연구를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집단요법을 통한 중재는 자신과 동일한 상황

크기는 1.2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에 처한 대상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경험을 나누고 치유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심리치료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1.84의 큰 효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견고하게 하고, 경험에 대한 수용을 높일

과크기를 확인하였다[23,24].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9]. 이는 사회적 지지가 PTSD에 대한 보호 변

한편, NET는 전쟁이나 고문과 같은 외상 사건에서의 생존자들을 돕

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통한 긍정적

기 위해 제안한 심리치료 방법으로 다양한 중재 방법 중 가장 효과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고, 과거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

맥락을 같이 한다[31].

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다[25]. 르완다,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난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과 집단학살로 인해 부모를 잃고 PTSD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문헌들에서 적용한 PTSD 중

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 NET 중재를 제공한 연구에서 중재 후

재 프로그램은 음악치료, 캠프, 명상, 산림치유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

에 PTSD 증상과 우울 증상 모두 감소하였다[26-28]. 이는 소방공무원

지고 있고, 문헌들마다 프로그램 적용 후 PTSD의 수준을 측정한 도구

의 PTSD 중재 프로그램이 음악치료나 NET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을

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질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결과가 축
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소방공무원의 PTSD 중재 프로그램 효과크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둘째, 본 연구는 국내∙외의 학회지에서 출판된 문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위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
에서 출판 비뚤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중재변인은 국내의 경우 전체 회기 수(3-5회, effect

셋째, 분석대상 문헌들 중 유사실험 연구와 원시실험 연구가 대부분

size, ES =1.21), 회기별 시간(60-90분, ES =3.12), 회기형태(집단요법, ES =

이었고 수준 높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수는

0.86)이었으며, 국외의 경우에는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현저히 적었다.

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에서는 3-5회가

넷째, 국내∙외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재 프로그램

1.2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아동기 외상에 대한 국내 심리 중재 개입

효과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연구 방법론적 특성의 상이함으로 인해 양

효과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서 프로그램 진행회기가 많을수록 효과

적합성을 실시하지 못하고 각각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핵심질문 수

크기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중재

립 시 국외 연구의 대부분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인 것에 반해 국내 연

효과와 심리적 외상 경험자에 대한 중재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살펴본

구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한 편도 없어 동일한 조건으로 선정 및 제

연구에서도 효과크기가 가장 큰 회기 수는 각각 9-12회기, 14-16회기로

외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19,29,30]. 이는 소방공무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가 교대근무로 이루어져 장기간 중재를 제공받는 것이 상대적

PTSD 중재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 각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통합된

으로 어려워 소방공무원에게는 오히려 단기간의 집중적인 중재가 높은

결과를 제시한 연구로써 보다 효과적인 PTSD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안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회기별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분석한 결과 60-90분인 경우
가 3.1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 경험자에 대한 표현예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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