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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

권 용 철 유 성 은†

경찰청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PTSD와

관련 있는 인지적 특성으로는 해리와 불안민감성을, 정서적 특성으로는 감정표현불능증을 살펴보았고, 이차외상

경험이 빈번한 경찰관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인 공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대전, 충북, 대구, 경북에 소속된 경

찰관 383명을 대상으로 경찰관 직무 사건 목록,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 불안민감성 지표, 해리 경험 척도,

대인관계 반응 지수를 포함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외상사건 경험빈도, 감정표현

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공감의 네 가지 요인 모두가 PTSD 증상의 심각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

로 외상사건 빈도,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수준과 PTSD 증상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공감

의 경우 네 가지 하위요인들이 PTSD 증상과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관

점취하기와 타인 지향적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공감적 관심은 PTSD 증상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공

감적 전이를 측정하는 상상하기와 자기 지향적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개인적 고통은 PTSD 증상과 정적으

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인지적 공감수준은 낮을수록 자기 지향적 정서적 공감수준은 높을수록 PTSD 증

상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감정표현불

능증, 해리, 불안민감성이 외상경험빈도를 통제한 후에도 경찰관들의 PTSD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TSD 고위험군인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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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외상사건을 경험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인의 50-90%, 알

제리인의 92%가 평생 한 번 이상 외상사건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Norris &

Slone, 2007) 국내 도시지역에서의 외상사건 노

출률은 78.8%로 높게 나타났다(은헌정, 이선

미, 김태형, 200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평생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8-12%

(Norris & Slone, 2007), 국내 도시지역의 경우

4.7%로 나타났다(은헌정 등, 2001). 국내 외상

사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자연재해 피해자의 36%(이인숙 등, 2003), 삼

풍백화점 붕괴사고 희생자의 41-48%(김승태

등, 1997), 교통사고 희생자의 27.7%(이선미,

김정희, 2002)가 PTSD 증상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외상사건의 경험이 PTSD 증상으로 연

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시사되었다.

PTSD 증상은 외상사건 경험빈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Clair, 2006). 여기에서 외상

사건의 경험이란 폭넓은 의미에서 직접 경험

과 간접 경험 모두를 포함한다(APA, 1994). 경

찰관들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들에 비해 외상

사건 노출이 빈번한 특수 직업군으로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PTSD 고

위험군에 속한다. 미국 경찰관의 PTSD 유병률

은 약 12-35%로 이는 일반인 집단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이다(Clair, 2006). 국내 경찰관의

경우 12.7-38.8% 정도가 PTSD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자혜, 2012; 신성원, 2007;

이옥정, 2010; 이희선, 2012; 황인희, 2009). 이

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국내 경찰관들을 대상

으로 PTSD 예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

사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의 PTSD와 관련

있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

구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PTSD 증상

과 관련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이전의 트라우마 경험, 가족의 정

신과적 장애 여부, 외상 이전의 심리적 적응

수준, 외상사건 당시 지각된 생명의 위협 정

도, 외상사건 당시의 정서반응, 외상사건 당시

의 해리반응과 외상사건 이후의 사회적 지지

의 일곱 가지 요인이 유의하게 PTSD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zer, Best, Lipsey, &

Weiss, 2003).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는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사회적 지지

의 부족, 외상사건 당시의 주관적 고통의 정

도, 작업환경 스트레스, 해리증상, 문제해결

및 대처방식(Marmar et al., 2006), 감정표현불능

증(McCaslin et al., 2006), 정신과적 가족력과 물

질남용(Inslicht et al., 2010) 등이 유의한 관계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경찰관들은 직업적 특성상 외상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 외에도 외상사건에

대한 청취 기회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차 외상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Alden,

Regambal, & Laposa, 2008). 일반적으로 이차 외

상 스트레스는 친구나 가족 등이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

한다(Elwood, Mott, Lohr, & Galovski, 2011). 하

지만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의 외상을 간접경

험 하는 것 이외에 외상생존자와 일해야 하는

서비스 직업군에서 타인의 외상 경험을 공감

적인 태도로 반복적으로 청취하게 되면 이차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

은 현상을 ‘소진’이라고도 한다(Figley, 1995,

2002). 직업군 내에서의 이차외상이나 소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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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나 심리치

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소방관이나 경찰

관과 같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

다.

국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

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살펴보거나 외상

사건을 포함하여 경찰관이 직무상 경험하는

사건들과 직무 스트레스, 소진(burnout)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김종길, 2012; 신성원, 2007; 황

인희, 2009).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

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드

문데, 일부 연구가 경찰관의 외상경험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또는 대처양식

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김자혜, 2012; 이

옥정, 지영환, 2010). 예상과는 달리,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경찰관들이 더 많은 PTSD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양식도 외상 경험과 PTSD의 관계를 조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자혜, 2012;

이옥정, 지영환, 2010).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경찰관의 PTSD 증상

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국내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경찰관은 PTSD 고위험군이지만 일반적

인 PTSD 환자들에 비해 교육 수준과 기능 수

준이 높고 이차 외상경험의 빈도도 높다는 직

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PTSD 증상

과 관련된 변인들이 PTSD 증상을 보이는 일

반인 집단의 심리적 특성과 상동한 지는 명확

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크게 인

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PTSD의 인지적, 정서적 위험

요인들이 국내 경찰관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PTSD와 관련 있는 인

지적 특성으로 불안민감성(Asmundson &

Stapleton, 2008; McNally, 2002)과 해리(Lensvelt-

Mulders et al., 2008)를 정서적 특성으로 감정표

현불능증(McCaslin et al., 2006; Yehuda et al.,

1997)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차외상 경

험이 높은 경찰관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

여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공감의 관계도 알

아보고자 하였다.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요소

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

는 심리적 개념으로, 관찰된 타인의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된

다(Davis, 1980, 1983).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

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실제적 또는 추론된 정서 상태를 자신

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Nietlisbach,

Maercker, Rössler, & Haker, 2010).

Ozer, Best, Lipsey와 Weiss(2003)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상사건 노출 후 PTSD 증상

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중 가장 영향이 큰

변인은 외상 당시의 해리증상이었다. 해리는

정신의 주인인 나로부터 정신이 잠깐 분리되

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본래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할 의식 경

험이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Bernstein & Putnam, 1986).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사건 당시 또는 직후에 해리 반

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해리 반응은 단

기적으로는 적응적이기도 하고 외상으로 인한

무기력감, 공포 등의 강력한 정서적 상태로부

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Olff, Langeland, & Gersons, 2005). 그러나 결

국 이러한 해리 반응은 PTSD 및 다른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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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Lensvelt-Mulders et al., 2008). PTSD의 위험요

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들은 외상 당시의 해

리증상이 PTSD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일관적으로 보여준다(Breh & Seidler, 2007;

Lensvelt-Mulders et al., 2008; Ozer et al., 2003).

해리와 함께 PTSD 증상과 관련 있는 인지

적 요인으로 불안민감성이 있다(Asmundson,

Coons, Taylor, & Katz, 2002; Asmundson &

Stapleton, 2008). 외상 당시의 공포감, 무기력,

전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도

PTSD 증상 발병의 중요 요인이다(Ozer et al.,

2003). 특히, 공포스러운 외상사건에 대한 생

리적 반응 및 불안 반응은 PTSD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Asmundson & Stapleton, 2008;

Fikretoglu et al., 2007), 불안에 대한 공포 또는

공포에 대한 공포 등으로 표현되는 불안민감

성이 PTSD 환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Asmundson et al., 2002). 또한, 불안민감성의

감소가 PTSD 증상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Asmundson & Stapleton,

2008).

감정표현불능증은 개인이 경험한 정서를 명

명화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재되어 있는 상

태를 의미하는데(Sifneos, 1973) 이는 참전용사

(Hyer, Woods, Summers, Boudewyns, & Harriso,

1990), 집단학살 생존자(Yehuda et al., 1997), 강

간 희생자(Zeitlin, McNally, & Cassiday, 1993) 등

의 PTSD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Frewen, Dozois, Neufeld

와 Lanius(2008)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일반인

PTSD 집단보다 전투경험이 있는 남성 PTSD

집단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더 심각하게 나타

났고, PTSD와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는 외상

경험의 횟수와는 연관이 없었지만 외상의 심

각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

윤간을 당한 희생자가 다른 강간 희생자보다

감정표현불능증을 더 많이 보였으며(Zeitlin et

al., 1993), 큰 전투경험(Bandura, 2003) 등의 심

각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빈번히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은 PTSD 증상 중 철

수, 정서적 둔감화와 특히 연관이 높다고 보

고되었다(McCaslin et al., 2006).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의 하나로 공감을 살펴보

았다. 경찰관들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목격

또는 청취 등의 간접 외상경험이 빈번하게 발

생하므로(Alden et al., 2008), 공감 능력에 따라

이들이 직무상 경험하는 외상 경험에 대한 개

인적 고통수준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효과적

인 도움행동의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관의 외상경험에 대한 공감반응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

감은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능력이

지만 공감능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상황에 따

라 조절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Eisenberg & Eggum, 2009).

또한, 정확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 오히려 과잉반응하거나 지나치게 고통스러

워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적인 도움 행동을 하

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Goubert, Craig, &

Buysse, 2009).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

분되는데, 공감연구자들은 정서적 공감을 다

시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과 타인 지향적 정

서 공감으로 분류하였다(Davis, 1980, 1983;

Goubert et al., 2009). Davis(1980)는 인지적 공

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 지향적 정서

공감 수준은 높지만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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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Decety와 Lamm

(2009)는 자신과 타인의 구분에 혼동이 있을

때 개인적 고통이 경험된다고 하였다.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공감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공감 능력은 인

지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타인의

입장에서 고통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과는 구

분되는 것이다(Davis, 1980, 1983) Nietlisbach 등

(2010)의 연구에서는 PTSD 환자군과 일반인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을 비교하였는데, 결

과 PTSD 환자군이 일반인에 비해 자기 지향

적 정서적 공감을 높게 보인 반면, 인지적 공

감과 타인 지향적 정서적 공감 능력에 있어서

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인지적 특성과 정서

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

으로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

반 PTSD 환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특

성이 국내 경찰관의 PTSD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차 외상 경험이 많은 특수 직

업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지적, 정서적 공

감 능력과 경찰관의 PTSD 증상의 관계를 알

아보았다. 또한,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가 외상

사건 유형을 직접 및 간접으로 구분하고 있으

나, DSM-Ⅳ 진단기준에서 외상사건의 유형을

직접경험, 목격, 청취(직면)의 세 가지로 나누

고 있다는 점을 적용하여(Fikretoglu et al.,

2007) 국내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

형에 따른 경험빈도와 PTSD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의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보고할 것이다. 둘째, 불안민감성, 해리, 감정

표현불능증은 PTSD 증상 수준과 정적으로 유

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능력인 관점취하기와 타인 지향적

정서 공감 능력인 공감적 관심은 PTSD 증상

수준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개인

적 고통은 PTSD 증상 수준과 정적으로 유의

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경기, 대전, 충북, 대

구, 경북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99부를 회수(회수율

80%)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6

부를 제외하고 3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자 경찰관 332명, 여자 경찰

관 51명으로 평균연령은 38.2세(SD=8.39)였으

며 연령의 범위는 22세부터 58세까지 다양하

였다.

측정도구

경찰관 직무사건 목록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외상사건 경험 빈

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옥정(2010)과 신성원

(2007)이 사용한 경찰관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의 23개 문항을 수정,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본 목록은 Thomas-Riddle(1999)이

사용한 목록으로 신성원(2007)이 원래의 33개

항목을 번안하면서 한국적 실정에 맞게 직접

적 외상경험 10문항, 간접적 외상경험 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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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23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옥정(2010)

은 신성원(2007)의 23개 문항 중 ‘총격현장 목

격’ 문항을 제외하고 ‘성폭행 당한 어린이 목

격’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강간당한 사람 목격’ 문항과 ‘성폭행 당한

어린이 목격’ 문항이 중복되고 있다고 판단하

여 ‘성폭행 당한 어린이, 여자 목격’으로 통합

하였고 한국 경찰 특성상 많이 경험하는 ‘불

법 집회 및 시위 해산 경험’을 추가하여 직접

경험 10문항, 목격 13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또

한, PTSD 진단기준에 있어서 외상사건의 경험

이 직접경험, 목격, 직면(청취)의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Fikretoglu

et al., 2007) ‘동료 경찰관의 자살 사실 청취

경험’ 등 외상사건 청취 문항 7개를 새롭게

추가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

PTS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

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Foa, Cashman, Jaycox, & Perry, 1997)를 박

유숙(2002)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PDS 3장에 제시된 PTSD

증상을 측정하는 17개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PTSD 증상의 빈도가 지난 1개월

동안 얼마나 되는지를 4점 척도(0-3점)로 평정

하도록 되어 있다. PDS 원 척도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alpha)는 전체 척도 .92였고, 하

위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재경험 .78, 회피

.84, 과각성 .84이었다(Foa et al., 1997). 본 연

구에서 사용한 PD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전체 .93이었고, 하위척도의 내적 일

치도는 재경험 .87, 회피 .84, 과각성 .88으로

나타났다.

불안민감성 지표

불안민감성 지표(Anxiety Sensitivity Index,

ASI; Reiss, Peterson, Gursky, & McNally, 1986)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각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

국판 불안민감성 지표(K-ASI)는 원호택, 박현

순, 권석만(1995)이 번안하여 표준화 하였으며,

원호택 등(1995)의 연구에서 한국판 불안민감

성 지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 반분신뢰

도는 .9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안민감성 지표

(K-AS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해리 경험 척도

해리경험척도(Dissociation Experience Scale,

DES; Bernstein & Putnam, 1986)는 해리경험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28개 문항의 자

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제민 등

(1995)이 번안,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시각 유추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0-100%까지를 스펙트럼 상에 기록하게 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황성훈(2010)이 사용한 11

점 척도(0%는 0점, 50%는 5점, 100%는 10점)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8로 높게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 Taylor, Bagby, & Parker, 1992)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 등(1992)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

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운선, 임효덕,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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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김상헌(2003)이 국내 타당화한 TAS-20K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

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감정표현불능증 척도는 정서확인 곤란, 정서

표현 곤란, 외부 지향적 사고의 3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원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

적 일치도 계수는 .81이었고(Taylor et al., 1992),

본 연구에서 사용한 TAS-20K(2003)의 전체 내

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8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정서확

인 곤란요인 .88, 정서표현 곤란요인 .59, 외부

지향적 사고요인 .13으로 나타났다. 외부 지향

적 사고요인의 경우 신뢰도 지수가 낮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인관계 반응 지수

공감척도는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 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고선영(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RI

는 4개의 하위척도인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상상하기(Fantasy),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으로 구

성되어 있다. 관점 취하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도를 측

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념적으로

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이다

(Davis, 1983). 상상하기는 공감의 구성요소 중

공감적 전이의 정도를 측정하며, 공감적 관심

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타인 지향적’ 정서 공

감을,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자

기 지향적’ 정서 공감을 측정한다(Davis, 1983).

각 하위척도별로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지를 5점 척도(0점=나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 4점=나를 잘 나타낸다)로 측정한다.

원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0-.78였다

(Davis, 1983). 본 연구에서 IRI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관점 취하기 .63, 상상

하기 .62, 공감적 관심 .49, 개인적 고통은 .62

로 나타났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직업적 특성상

남녀의 분포가 고르지 않았는데 전체 참여자

의 86.7%가 남자였고 여자 경찰관이 전체의

13.3%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 277명(72.3%), 미

혼 104명(27.2%), 이혼 1명(0.3%)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기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199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 120명

(31.3%), 대학재학 43명(11.2%), 대학원졸 이상

19명(5.0%)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근무경력은

평균 12.30년(SD=8.60)으로 근무경력의 범위는

1년부터 33년까지 다양하였다. 현재 근무부서

는 수사 및 형사 108명(28.2%), 경비(기동대 포

함) 91명 (23.8%), 생활안전(지구대 포함) 71명

(18.5%), 과학수사 54명(14.1%), 경찰특공대 27

명(7.0%), 정보 19명(5.0%), 교통 10명(2.6%), 경

무 3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경험 빈도

본 연구대상자 중 외상사건을 한 번 이상

직접 경험한 비율은 87.5%, 목격은 96.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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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SD

성 남자 332 86.7

여자 51 13.3

연령 38.2 8.4

결혼상태 기혼 277 72.3

미혼 104 27.2

이혼 1 0.3

교육수준 고졸 120 31.3

대재 43 11.2

대졸 199 52.0

대학원 이상 19 5.0

경찰 근무경력 12.3 8.6

현재 근무부서 수사형사 108 28.2

경비 91 23.8

생활안전 71 18.5

과학수사 54 14.1

경찰특공대 27 7.0

정보 19 5.0

교통 10 2.6

경무 3 0.8

현 계급 순경 89 23.2

경장 79 20.6

경사 137 35.8

경위 69 18.0

경감 6 1.6

일반직 2 0.5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 통계치

취는 94.0%로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한 번 이상 외상사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공무원들의 외

상사건 경험 빈도는 평균 13.89건으로 직접경

험 평균 3.33건, 목격 5.80건, 청취 4.76건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외상사

건 경험 빈도 중 가장 높은 것은 ‘근무 중 폭

행당한 사람 목격’으로 339명(88.5%)이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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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사건 유형
경험빈도

n (%)

직접경험

본인이 위법한 집회 및 시위 해산 경험 260(67.9)

본인이 타인에게 강한 물리력 행사(총기 제외) 192(50.1)

본인이 근무 중 고속의 차량 추격전 경험 185(48.3)

본인이 위험한 영장 집행 또는 체포 활동 경험 182(47.5)

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 등을 겨눔 155(40.5)

본인이 근무 중 타인에게 총격 및 총기를 겨눔 67(17.5)

본인이 근무 중 사고 등으로 심각한 부상 경험 67(17.5)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 경험 65(17.0)

본인 또는 타인의 운전으로 근무 중 차량사고 경험 51(13.3)

본인이 근무 중 흉기에 의한 심각한 부상 경험 51(13.3)

목격

근무 중 폭행당한 사람 목격 339(88.5)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체, 사고사) 목격 315(82.2)

근무 중 인재(화재, 교통사고 등) 현장 대응 271(70.8)

근무 중 사고 또는 흉기로 인한 부상자 목격 254(66.3)

근무 중 성폭행 당한 어린이, 여자 목격 209(54.6)

근무 중 학대 및 방임된 어린이, 장애인 목격 204(53.3)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 목격 191(49.9)

근무 중 자연재해(수해, 산불 등) 현장 대응 184(48.0)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심각한 부상 현장 목격 103(26.9)

근무 중 납치당한 사람 목격 80(20.9)

근무 중 동료가 아닌 경찰관의 자살 현장 목격 26(6.8)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사망 현장 목격 33(8.6)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의 자살 현장 목격 13(3.4)

청취

동료 경찰관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부상 사실 청취 310(80.9)

동료 경찰관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사망 사실 청취 307(80.2)

동료 경찰관의 근무로 인한 심각한 부상 사실 청취 305(79.6)

동료 경찰관의 근무로 인한 사망 사실 청취 290(75.7)

동료가 아닌 경찰관의 자살 사실 청취 287(74.9)

동료 경찰관의 자살 사실 청취 203(53.0)

동료 경찰관 또는 그 가족의 위협, 협박 사실 청취 120(31.3)

표 2. 외상사건 유형에 따른 경험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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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1 2 3 4 5 6 7 8 9 10

1. PTSD 증상 6.67 7.65 -

2. 외상사건 빈도 13.89 5.88 .26
**

-

3. 감정표현불능증 46.03 8.92 .44
**

.05 -

4. 정서확인곤란 12.81 5.00 .49
**

.07 .89
**

-

5. 정서표현곤란 12.13 3.17 .33** .04 .83** .71** -

6. 불안민감성 18.66 11.66 .40** .15** .51** .58** .45** -

7. 해리 29.46 35.22 .43** .08 .49** .55** .38** .37** -

8. 관점 취하기 23.51 3.61 -.15** .05 -.29** -.19** -.18** -.07 -.22** -

9. 상상하기 20.03 3.93 .12* .02 .17** .25** .21** .35** .13** .15** -

10. 공감적 관심 23.95 3.16 -.11* .07 -.24** -.17** -.15** .06 -.16** .51** .26** -

11. 개인적 고통 18.15 3.59 .33** -.03 .52** .53** .48** .56** .30** -.15** .4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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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PTSD 증상과 주요 예측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다음으로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체, 사고사) 목격’이 315명

(82.2%), ‘동료 경찰관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부상 사실 청취’가 310명(80.9%) 순으로 나타

났다. 직접 경험한 외상사건 중에서는 ‘본인이

위법한 집회 및 시위 해산 경험’이 260명

(67.9%)으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사건이었

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PTSD 증상은 외

상사건 경험빈도(r=.26, p<.01), 해리(r=.43,

p<.01), 불안민감성(r=.40, p<.01), 감정표현불

능증(r=.4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

다. PTSD 증상과 공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관점취하기(r=-.15, p<.01), 공감적 관심(r=-.11,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상상하기

(r=.12, p<.05), 개인적 고통(r=.33,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표현 불능증, 불안민감성, 해리, 공감과

PTSD 증상의 관계

PTSD 증상에 대한 감정표현 불능증, 불안

민감성, 해리, 공감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

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TSD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회귀 1단계

에서 외상경험빈도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공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외상경험빈도 통제 후에도 감정표현불능

증(β=.16, t=2.71, p<.01), 해리(β=.24, t=4.86,

p<.001), 불안민감성(β=.15, t=2.64, p<.001) 변

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 372)=23.09,

p<.001. 이 모델은 R=.33으로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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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t R2 ∆R2 F

1단계 .07 .07 27.42***

외상경험빈도 .26 5.24***

2단계 .33 .32 23.05***

감정표현불능증 .16 2.71**

해리 .24 4.86***

불안민감성 .15 2.64**

관점취하기 .01 0.19

상상하기 -.03 -0.57

공감적 관심 -.07 -1.25

개인적 고통 .1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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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PTSD 증상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논 의

본 연구는 직업적 특성상 외상사건 노출이

많은 국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PTSD

증상과 관련 있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알

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과 공

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 모두 경찰관의 PTSD

증상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높을수록, 해

리와 불안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PTSD 증상

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공감의 경우 네 가지

하위요인들이 PTSD 증상과 서로 다른 관계를

나타냈다. 공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PTSD 증상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은

PTSD 증상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인

지적 공감수준(관점 취하기)은 낮을수록 자기

지향적 정서적 공감수준(개인적 고통)은 높을

수록 PTSD 증상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공감을 제

외한 모든 변인들이 외상경험 빈도를 통제한

후에도 경찰관의 PTSD 증상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사건 경험이

많은 경찰관들의 해리 경험, 불안민감성, 감정

표현불능증이 PTSD 증상의 발현과 유지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Ozer 등(2003)

의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외상경험 당시의 인

지적, 정서적 경험이 PTSD 증상의 발현과 유

지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보여주었고, 특히

해리는 가장 설명력이 높았던 예측변인이었다.

DSM-IV(APA, 1994)에서는 재경험, 회피, 각성

의 세 가지 증상을 PTSD의 주요 증상으로 제

시하였지만 최근 출시된 DSM-5(APA, 2013)에

서는 해리 등으로 인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공포, 화, 죄책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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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거나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할 수 없는 상

태가 지속되는 증상 등을 포함하는 ‘외상사건

경험과 관련된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를 진단 기준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리는 PTSD의 위험요인이 아닌 필수

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PTSD의 증상으로 보

아야 한다.

감정표현불능증과 같은 정서적 둔감화나 해

리와 같은 인지적 이인화 현상은 충격적인 사

건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회피반응이

라고 할 수 있다(Bandura, 2003; Marmar, Weiss,

Metzler, & Delucchi, 1996; McCaslin et al., 2006;

Olff et al., 2005; Yehuda et al., 1997; Zeitlin et

al., 1993). 한편, 불안민감성은 ‘불안과 관련된

감각에 대한 공포’(McNally, 1985)로 충격적인

외상사건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 대한 민감화

가 ‘공포에 대한 공포’라는 인지적 취약성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

해 보아야 할 점은 불안민감성도 회피적 대처

반응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

인이라는 것이다(Asmundson & Stapleton, 2008;

Fikretoglu et al., 2007).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충격적인 외상사건

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회피반응이 PTSD 증

상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공감은 네 가지

하위요인 모두 PTSD 증상과 더 이상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공감은 직접외상 경험보다는

간접외상 또는 이차외상 경험과 PTSD 증상의

발현과 유지와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어 왔는

데(Fikretoglu et al., 2007), 본 연구의 대상이었

던 경찰관의 경우 전체의 87.5%가 직접외상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목격 또는 청취 경

험을 한 경우가 각각 96.1%와 94.0%로 대부분

의 경찰관이 직접, 간접 외상 경험 모두를 보

고하였기 때문에 공감과 PTSD 증상과의 관계

에서 간접외상경험의 역할을 살펴볼 수가 없

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상관분석 결과 자기

지향적 정서 공감은 외상경험 이후의 부적응

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었지만, 인지적 공감

능력과 타인 지향적 정서적 공감 능력은

PTSD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인지적, 정서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

해 주는 능력은 도움이 되지만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전이시키는 자기 지향적 공감 능력

은 PTSD 증상의 발현에 기여할 가능성을 내

포한다. 하지만, 경찰관과 같이 직접적인 외상

빈도가 높은 직업군에서보다는 심리치료사나

외상 상담자와 같이 이차 외상 경험이 높은

직업군에서 공감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

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

요한 결과 중 하나는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

관 모두가 상당수의 외상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의 외상사건

경험빈도가 평균 13.89건이고 직접 경험한 경

우의 평균 빈도도 3.33건으로 높다는 점과 더

불어 외상사건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경찰

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결과는 이들에 대한

직업적 보호와 예방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

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찰관의 PTS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예측변인들

이 PTSD 증상수준을 예측하는 지를 살펴보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PTSD 진단

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PTSD로 진단된 경찰관 집단을 상대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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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서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공감 등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 PTSD

증상의 발현의 원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외상사건의 직접경험과 목

격뿐 아니라 청취의 경우에도 PTSD 증상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 직무사건 목록을 수정 및 확대하여 청

취항목 일곱 문항을 새롭게 작성하였으나, 이

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나 예비연구가 부족하

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국내 경찰관들의 외상

사건 경험목록에 대한 척도 개발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국내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관

련 있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들이 일반적인

PTSD 환자들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감정표현불능증, 해리, 불안민감성

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회피가 경찰관들의

PTSD 증상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

한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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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Symptoms among Police Officers

Yong-Chul Kwon Sungeun You

National Police Agenc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mong police officers in Korea. Police officers are frequently exposed

to traumatic events at work, leading to higher risk for PTSD. Three hundred eighty three police officer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completed a set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PTSD

symptoms, frequency of traumatic events, alexithymia, dissociation, anxiety sensitivity, and empathy. Results

showed that alexithymia, dissociation, anxiety sensitivity, and empath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TSD symptoms. As predicted, alexithymia, dissociation, and anxiety sensitivi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PTSD symptoms. Among subfactors of empathic abilities, perspective taking and empathic concer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TSD symptoms whereas fantasy and personal distr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relative contributions of

predictors to PTSD symptoms after controlling for frequency of traumatic events. Results showed that

alexithymia, dissociation, and anxiety sensitivity remained significant, while empathic abilities did not.

Based on findings,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were

discussed.

Key words : PTSD, alexithymia, dissociation, anxiety sensitivity, empathy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3, Vol. 32, No. 3, 649-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