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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의 계:

직무스트 스의 조 효과*

한 보 람† 김 정 규

세 란스 병원 성신여자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성 사건의 외상후 스트 스(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 우울의 계에 있어서 직무스트 스가 조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경기도 소재의 경찰청에 근무하는 500명의 경찰공무원을 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외상성 사건척도(Traumatic Event),

사건충격척도 개정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한국 Beck 우울척도(Korean-Beck

Dpression Inventory: BDI), 직무스트 스척도(Job Stress)이며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에 해

상 분석,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는

PTSD 증상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상성 사건 개수보다

주 인 충격정도가 더 큰 향력을 보 다. 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의 조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 경찰공무원, 외상성 사건, PTSD 증상, 우울, 직무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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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목

사회가 속하게 발 하고 복잡해질수록 사

건이나 사고 한 증가하고 있고, 사회

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지역사회는 이들로

부터의 피해와 충격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

다. 이 게 충격 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범죄

역시 증가함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 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한 사

회 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거리의 부랑자, 포주, 조직폭

력배등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한

계집단’과 부딪 야 하고,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가정 괴, 존속살인 등 일반 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다루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성격상 매우 험하거나 는 잠재

으로 해한 상황과 련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장

에 지속 으로 노출되며, 살해당하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목격하기도 하고, 범죄

자들과 치하여 싸우다가 본인이 부상을 입

거나 동료의 부상 는 사망을 목격하는 경우

가 빈번하다. 이처럼 경찰공무원들은 업무 특

성상 일반 으로 인간의 경험의 범 를 벗어

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 손상을 래하는

매우 충격 인 사건들, 외상성 사건에 하루에

도 여러 번씩 노출되고 깊이 여하게 되므로

그 구보다 외상후 스트 스 장애를 겪을 가

능성이 크다(박성수, 2002). 한, Horowitz 등

(1980)은 외상 피해자들이 긴장감, 공포감, 갑

작스러운 두려움 등의 불안 증상과 우울한 기

분, 심한 망감, 무기력 자기 비하감등의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고, 소방공

무원 지하철 기 사와 같이 형 사고의

외상 사건에 일차 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업

을 가진 직업군에서도 우울과의 유의한 계

가 나타났다(이옥정, 2010, 재인용).

해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 스

장애에 한 연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고(Clair, 2006; Green, 2004;

Marmar, et al.,; Stephens, Long, & Miller, 1997),

업무특성상 경찰공무원들이 정신 으로 취약

하다는 것을 깨닫고 ‘ 기 상황 스트 스 해

소(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를 채

택하여 활용하는 등(Carlier, Voerman, & Gersons,

2000, 재인용)경찰공무원들을 한 개입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성원

(2007)과 김자혜(2012)는 경찰공무원의 일상

․직업 경험이 스트 스 증상 는 소진

에 미치는 향과 사회 지지 처방식의

조 효과에 해 살펴보았으며, 직 간

외상사건이 PTSD 증상을 증가시키고, 역기능

스트 스 처방식이 PTSD 증상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한, 인지

, 정서 회피반응이 PTSD증상의 심각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권

용철, 유성은 2013).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의 경험에 따른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증상과 이차 증상인 우울의

발 , 외상후 스트 스 증상을 발생시키는 요

인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보

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외상후 스트 스 장

애와 련된 요인들의 계를 세부 으로

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업무 특성상 필연 으로 겪게 되는 외상성 사

건이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증상과 우울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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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 스 장

애 증상은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라기보다 다양한 개인내 환경 요

소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트 스 처양식

반응양상과 같은 개인내 요인과 련되는 연

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조직 차원에서 기인

하는 외부환경 요인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황인희(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

찰공무원의 직무스트 스는 소진에 향을 주

며, 특히 정서 고갈과 비인격화, 낮은 성취

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인희,

2009). 한, 직무스트 스의 증가는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역기능 인

생리 결과와 불면증, 사기 하, 심리 무력

감, 불안, 집 력 상실 등의 심리 결과, 그

리고 흡연이나 음주 등의 행동 결과의 개인

인 차원과 함께 직무 생산성의 하와 동기

유발의 어려움, 동료 간의 갈등의 조직 인

차원의 결과도 래할 수 있다(양승돈,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개개

인의 처방식 뿐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조직 인 차원에서 기인하는 외부환경

요소인 직무스트 스에 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외상성 사건과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증상 우울 사이에서 직무스트 스가 조

효과를 갖는지를 밝 , 향후 경찰공무원의 정

신건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개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증상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

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 스트 스가 높으

면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

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 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론 배경

외상성 사건

DSM-Ⅲ-R에서는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

을 일반 인간 경험의 범 를 넘어선 사건

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게 스트 스

를 느끼는 사건이라고 정의하 다. 그러나 이

후에는 외상성 사건의 개념이 변화한 것을 반

하여 DSM-Ⅳ(APA, 1994)에서는 외상성 사건

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

으로 죽음, 죽음의 을 주는 심각한 상해

나 신체 안녕에 을 주는 사건들을 경험

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

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

하는 것으로 재정의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무원 550명을 상

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상의 88.4%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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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사건을 경험하 다(황인희, 2009).

외상성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한 개인에게

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표 인 심리 문

제가 외상후 스트 스 장애(PTSD)이다. 부분

의 사람들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 하더라도 이

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거나 외상후 스트 스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으며, 기에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체로 자발 회복을 하게 된

다. 하지만 외상후 스트 스 장애의 진단 기

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수개월

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 인 심리 문제를

나타낸다. Carlier & Gersons(1994, 재인용)는 경

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을 두개의 항목으로

분류하 다. 첫째 항목은 ‘매우 폭력 인 사

건’으로 총격, 인질 사건, 폭동 같은 사건에

직 참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둘째 항목은

‘매우 우울한 사건’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건 장에 도착하는 사건, 를 들면 치명

인 부상을 입은 사고 피해자, 학 피해자

와의 면 등을 말한다. 경찰공무원들은 범죄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그들의 고유한 업무 특성상 다양한

험과 직․간 인 외상성 사건들에 노출되

어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 스를 경험할 가

능성이 크다.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외상성 사건에 지속 으로 노출되면 과

각성, 불안, 인지 인 회피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증상의 발

과 연결될 수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1997, 재인용).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증상 우울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1,045명을 연구한 결

과 심한 외상후 스트 스 증상을 겪었던 사람

들은 405명으로 체의 38.8%를 차지하 고

(신성원, 2007), 최근경찰공무원 280명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64명(22.9%)이 외상후 스

트 스 장애 집단에, 48명(17.1%)이 부분 외

상후 스트 스 장애집단에 분류되어 체의

40%가 부분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이상의 증

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정,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의 유병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Violanti(2003)는 특정 외

상성 사건에 노출되는 것은 경찰 의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험을 증가시키며, 그것

은 결국 알코올 사용과 자살 충동 동반의

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Paton et al., 2009,

재인용).

우울증은 외상후 스트 스 장애와 더불어

외상 경험자가 흔히 겪는 정신장애로서 이들

집단의 정신 건강 수 을 반 하는 지표로 사

용되기도 한다(Hinton et al., 1998; 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외상을 경험한 이후 개

인에게 우울한 증상이 발생할 때 개인은 슬픔

과 상실, 유기와 소외에 한 주제를 보고하

다. 외상후 스트 스 슬픔과 우울의 겹

치는 부분, 외상후 우울과 높은 자살 경향성

사이의 연결은 우울을 외상을 경험한 개인을

치료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Briere & Scott, 2008, 재인용).

직무스트 스

Margolis 등의 연구자들(1974)은 직무스트

스를 개인의 심리 ․생리 항상성을 괴하

는 것으로써, 과잉업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열악한 작업조건, 개인에게 을 주는 직무

환경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정 결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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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다. Hellriegel과 Slocumm(1986)은 직무

스트 스를 환경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개인의

생리 ․심리 반응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Patterson, 2003). French, Rogers와 Cobb(1980)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환경의 요구와 부 합

하고 직무환경이 개인의 요구와 합하지 못

한 상태를 직무스트 스로 정의하고 있다.

Violanti(1982, 재인용)는 ‘경찰공무원의 스트

스를 상황의 실패로 인하여 한 결과가 발

생될 경우에 직업 요구와 이를 효과 으로

처할 그들 자신의 능력 사이의 불균형이 인

지될 때 그것이 경찰공무원 스트 스이다’라

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상

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 것이 스트 스의 원인

이 된다는 말이다. 경찰공무원들의 스트 스

를 다룬 Schreiber(1985, 재인용)는 ‘장기간에 걸

친 스트 스의 효과는 심각한 정신 , 감정

그리고 행동 문제와 함께 궁극 으로는 조

기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 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 스

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심각한 직무스트 스로 인한 향

은 생리 , 심리 인 부정 인 결과를 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의 증가

로 인한 부정 인 신체 , 심리 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다른 충격 인

경험인 외상성 사건을 겪게 되면 개인 내

항상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외상성 사건을

처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PTSD 증

상과 우울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에 해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경기도 소재의 경기도 지방경찰청 산하 경

찰서에 근무하는 직 경찰공무원을 55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 그 임의응

답 무성의한 응답사례를 제외하고 총 500

부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도구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

외상성 사건을 측정을 해 Thomas-Riddle

(1999)의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을

이옥정(2010)이 한국 경찰 실에 맞추기 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한다. 이 목록은 경찰공

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

신의 생명과 안 을 하는 일차 외상성

사건 9문항과 타인의 생명과 안 을 하는

사건을 간 으로 경험하는 이차 외상성

사건 14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정신 충격의 정도를 1-10까지 표

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5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한다. 신성원

(2007)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

이차 외상성 사건의 개수의 합계를 양 측

면의 변수로 설정하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

도의 합계를 질 측면의 변수로 설정하여 총

2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사건 충격 척도 개정 .

사건 충격 척도(Impac tof Event Scale :IES)는

Horowitz(1979)가 외상 경험 후 충격과 응 과

정을 연구하기 해 개발한 척도로서, 외상경

험 연구에 범 하게 사용되어 왔다. 침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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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의 하 척도를 포함하는 4 척도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iss와 Marmar(1996)가 IES에

과각성 척도를 첨가하여 보완한 5 척도의

IES-R을 이 이(2001)가 5 척도를 4 척도

로 변형한 IES-R 척도를 사용한다. IES-R은 3가

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투 7문항, 회

피 8문항, 과각성 7문항 등 총 22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나타났던

증상의 빈도를 4 척도로 측정하며, 총 22

에서 88 의 범 를 갖는다. Weiss와 Marmar

(1996)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고, 유지 (2006)의 연구에서 각 소척

도의 내 합치도(Cronbach’s α)가 모두 .93으

로 나타났으며, 체 척도의 내 합치도

(Cronbach’s α)는 .97이었다.

한국 Beck 우울척도.

Beck(1967)이 개발한 우울의 정서 , 인지 ,

동기 생리 역을 포함하는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 다. 한국 BDI는 우울

증상, 신체증상 련요인, 실패 자신에 한

불만 련 요인 그리고 자기비난과 죄책감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

다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4문장

지난 1주일 동안의 피검자의 경험에 합

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0

에서 3 까지 평정되는 4 척도로, 총 은

0 에서 63 의 범 를 갖는다. 이 호와 송

종용(1991)의 연구에서 우울집단 선별을 한

단 은 16 으로 보고되었으며, 일반인의

내 합치도(Cronbach's α)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각각 .78, .75 고, 우울 임상 집단의 경

우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85 다.

직무스트 스.

김정인(1988)이 번안한 Ivancevich와 Matteson

(1980)의 스트 스 진단검사(Stress Diagnostic

Survey)의 30개 문항 에서 20문항을 그리고

이종목과 박한기(1988)의 직무 스트 스 척도

에서 조직 직무 련 하 요인의 20개 문

항들 에서 김혜숙(2003)이 경찰공무원의 직

무 스트 스 비교․분석 스트 스 리

로그램 개발 연구를 해 총 32 문항으로 직

무 스트 스 척도를 재구성하 다. 본 연구에

서는 김혜숙(2003)이 재구성한 직무스트 스

척도를 사용한다. 원 척도에서는 객 스트

스와 주 스트 스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 스 정도에 따

라 외상후 스트 스 증상에 미치는 향을 보

고자 하므로 주 인 스트 스만 측정하도록

한다. 각각의 문항에 해서 자신이 얼마나

스트 스를 느끼는지를 느끼지 않는다면

1, 매우 많이 느낀다면 5에 응답토록 하여 주

인 스트 스의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 스트 스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을 해 SPSS

Statistics 18.0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사 상자들의 일

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실

시하 고, 둘째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 직무스트 스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셋째,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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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의 조 효과를 알

아보기 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결 과

인구통계학 분석

본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체 상자들 남성이 439명

(87.8%), 여성이 55명(11.0%)으로 남성이 많

은 비율을 차지하 고 연령은 30 가 194명

(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 가 52명(10.4%)

으로 가장 었다. 다음으로 결혼 상태에서

기혼이 354명(70.8%), 미혼이 140명(2.8%)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261명(52.2%)

으로 가장 많았고, 계 을 살펴보면 순경이

147명(29.4%), 경장이 122명(24.4%), 경사가 122

명(24.4%)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근무부

서는 지구 / 출소가 229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청/경찰서 내근에

103명(20.6%)이 해당되었다. 근무 경력은 5년

이하가 16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통

계학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상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 PTSD 증상(IES-R), 우울(BDI), 직무스

트 스의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 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

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 계수를 반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성 사건과PTSD 증상의

계를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r=.47,

p<.0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r=.62, p<.01)

는 PTSD 증상과 정 상 이 있었다. 외상성

사건과 우울의 계를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

의 수(r=.34, p<.0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r=.49, p<.01)는 우울과 정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계 회귀분석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가 외상성 사건

의 향력을 조 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인 외

상상 사건은 외상성 사건의 수와 충격정도의

두 하 차원으로 나 어 종속변수인 PTSD 증

상과 우울에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독립변인과 조 변인의 상호

작용을 투입하 을 때 설명력의 유의미한 증

가를 살펴 으로서 조 변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 , 외상성 사건의 수가 PTSD 증

상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 스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표 3에 제시된 바

와 같이 PTSD 증상에 해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수를 측변인으로 투입하 고, 2단계

에서는 직무스트 스를 측변인으로 투입하

다. 3단계에서는 두 측변인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 다. 그 결과 1단계의 설명량은

R²=.22, p<.001으로 유의하 고, 2단계도 설명

량은 R²=.39, p<.001으로 유의하 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한 설명량 역시 R²=.42,

p<.001로 유의미하 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 스가 PTSD 증상에 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수

와 직무스트 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

한 것이다. 그림 1은 PTSD 증상에 한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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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39 87.8

여 55 11.0

무응답 6 1.2

연령

20 94 18.8

30 194 38.8

40 146 29.2

50 52 10.4

무응답 14 2.8

결혼상태

미혼 140 28.0

기혼 354 70.8

이혼 5 1.0

무응답 1 0.2

학력

고졸 135 27.0

문 졸 86 17.2

4년제 졸 261 52.2

학원 졸 16 3.2

무응답 2 0.4

계

순경 147 29.4

경장 122 24.4

경사 122 24.4

경 76 15.2

경감 19 3.8

경정외 기타 11 2.2

무응답 3 0.6

근무부서

과학수사 70 14.0

형사/수사 67 13.4

지구 / 출소 229 45.8

지방경찰청/경찰서내근 103 20.6

교통사고조사(외근) 17 3.4

기타 14 2.8

근무기간

5년 이하 169 33.8

6-10년 81 16.2

11-15년 83 16.6

16-20년 71 14.2

21년 이상 96 19.2

N=500

표 1.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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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 스의 상호작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해 Cohen과 Cohen(1983)

의 차에 따라 두 변인의 심화(centering)

차를 거쳐 ±1SD를 기 으로 높은 수 과 낮

은 수 으로 구분하여 그래 로 나타냈다.

둘째,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PTSD 증상

-10

-5

0

5

10

15

20

low직무스트레스high직무스트레스

low외상사건 수

high외상사건 수

그림 1. PTSD 증상에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 스 상호작용효과

단계 측변인 β R²변화량 R² Adj R² F

1 외상성 사건의 수 .47*** .22*** .22 .22 142.58***

2 직무스트 스 .44*** .16*** .39 .38 156.23***

3
외상성 사건의 수

×직무스트 스
.18*** .03*** .42 .41 118.68***

N=500, ***p<.001

표 3. 외상성 사건의 수와 PTSD 증상에서 직무스트 스의 조 효과

1 2 3 4 5

1. 외상성 사건 수 -

2. 외상성 사건 충격정도 .78** -

3. IES-R .47** .62** -

4. BDI .34** .49** .60** -

5. 직무스트 스 .39** .48** .56** .55** -

평균(M)

표 편차 (SD)

11.82

5.78

51.15

19.04

38.13

15.10

7.90

9.30

95.89

17.99

N=500, **p <.01

표 2. 변수들의 상 계,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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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 스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를, 2단계

에서는 직무스트 스를 측변인으로 투입하

고, 3단계에서는 두 측변인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 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

단계의 설명량은 R²=.38, p<.001로 유의하

고, 2단계도 설명량은 R²=.47, p<.001으로 유

의하 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한 설명

량 역시 R²=.49, p<.001로 유의미하 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 스 모두

PTSD 증상에 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

으며,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

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한 표 3과 표 4를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의 PTSD 증상에 한 향력은 β=.47,

t=11.94, p=.000로 유의하 고,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의 PTSD 증상에 한 향력은 β

=.62, t=17.63, p=.000로 유의하 다. 표 화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

도가 개수보다 PTSD 증상에 더 큰 향을 주

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과 같은 차를 거쳐 외상성 사건

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 스의 상호작용을 그

래 로 제시하 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할수록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과 외상

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

무원은 직무스트 스가 높으면 외상후 스트

단계 측변인 β R²변화량 R² Adj R² F

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62*** .38*** .38 .38 310.92***

2 직무스트 스 .33*** .09*** .47 .47 220.07***

3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직무스트 스
.15*** .02*** .49 .49 158.41***

N=500, ***p<.001

표 4.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PTSD 증상에서 직무스트 스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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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TSD 증상에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 스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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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

을 지지한다.

셋째, 외상성 사건의 수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 스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

계에는 외상성 사건의 수를 측변인으로 투

입하 고,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 스를 측

변인으로 투입하 다. 3단계에서는 두 측변

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다. 그 결과 1단

계의 설명량은 R²=.11, p<.001으로 유의하

고, 2단계도 설명량은 R²=.32, p<.001로 유의

하 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한 설명량

역시 R²=.37, p<.001로 유의미하 다. 이는 외

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 스가 우울에

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

건의 수와 직무스트 스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것이다. 그림 3은 우울에 한 외상

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 스의 상호작용효과

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넷째,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직무스트 스 조 효

과를 분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의 1단계

에는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를,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 스를 측변인으로 투입하 고, 3

단계에서는 두 측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하 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의

설명량은 R²=.24, p<.001로 유의하 고, 2단

계도 설명량은 R²=.37, p<.001로 유의하 다.

3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한 설명량 역시

R²=.42, p<.001로 유의미하 다. 이는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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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울에서 외상성 사건의 수와 직무스트 스 상호작용효과

단계 측변인 β R²변화량 R² Adj R² F

1 외상성 사건의 수 .37*** .11*** .11 .11 63.24***

2 직무스트 스 .50*** .21*** .32 .32 117.72***

3
외상성 사건의 수

×직무스트 스
.21*** .04*** .37 .36 95.10***

N=500, ***p<.001

표 5. 외상성 사건의 수와 우울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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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 스 모두 우울에

해 각각 유의한 주 효과를 갖으며,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 스간의 상호작

용효과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한 표 5과 표 6을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

의 수가 우울에 미치는 향력은 β=.37, t=

7.95, p=.000로 유의하 고, 외상성 사건의 충

격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향력은 β=.49, t=

12.44, p=.000로 유의하 다. 표 화 회귀계수

를 비교해보면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가 개

수보다 우울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우울에 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 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은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증가

할수록 우울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와 외

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

공무원은 직무스트 스가 높으면 우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한다.

논 의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의 계를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로 나 어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의 계에

서 직무스트 스가 상호작용하여 향을 미치

는 변인인지에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계 측변인 β R²변화량 R² Adj R² F

1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49*** .24*** .24 .24 154.68***

2 직무스트 스 .41*** .13*** .37 .37 144.25***

3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

×직무스트 스
.24*** .05*** .42 .41 118.71***

N=500, ***p<.001

표 6.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우울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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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울에서 외상성 사건의 충격정도와 직무스트 스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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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

후 스트 스 장애(PTSD) 증상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 고,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충격정도

가 클수록 PTSD 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그 충격정도가 클수록 PTSD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한다. 이는 경험한 외

상성 사건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로 인해

된 향은 더 심한 PTSD 증상을 가져오며

(Clair, 2006; Stephens & Long, 2000, 재인용) 사

건의 충격정도가 외상후 스트 스 증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Marmar, et al.,

2006)와 일치한다. 한 국내의 이옥정(2010)

의 연구에서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

에 PTSD 증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주

인 충격정도가 더 큰 향력을 보 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고, 외상성 사건

의 충격정도가 클수록 우울증상도 함께 증가

하 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 충격정도가 클수록 우울증상이 증가할 것

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의 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상성 사건의 수보다 충격

정도가 PTSD 증상과 우울에 한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상성 사건의 개수도 요하지만 개인이 주

으로 느끼는 충격정도가 증상에 한 원

인으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외상성 사건을 겪은 개인들에게서 PTSD

증상과 우울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

로 근무하는 동안 필연 으로 노출되는 외상

성 사건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 인 향에 해 심을 갖고, PTSD 증

상 우울을 방하기 한 심리 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찰기 들이

PTSD를 방하기 해 기 개입으로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말로 표 할 수 있는 구조화된 모임인 ‘

기 상황 스트 스 해소(Ci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뉴질

랜드의 ‘경찰 외상 정책(Police Trauma Policy)’

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의무 으로 심리 충격을 완화하기 해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경찰

공무원의 효율 인 업무 수행과 정신건강을

해 외상성 사건에 한 로그램을 개발하

여 도입한다면 PTSD증상 우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 스가 높으면 외

상후 스트 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

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외상성 사건의 개

수와 충격정도로 나 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하 차원 모두에서 직무스트

스는 조 효과를 보여,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가 조 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 스가 높으면 우

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

었다. 외상성 사건의 개수와 충격정도로 나

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하 차

원 모두에서 직무스트 스는 조 효과를 보여

외상성 사건과 우울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

가 조 효과를 나타냈다. 직무스트 스는 개

인의 생리 , 심리 인 차원의 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정서 소진에 향을 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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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있다(양승돈, 2004; 황인희, 2009). 이를

바탕으로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우울

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 조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직무스트 스가 높은 경찰공무원들

은 신체 , 심리 자원이 소진되는 부정 인

결과를 이미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더해

외상성 사건을 겪게 되면 이를 히 다룰

수 있는 신체 , 심리 자원의 고갈로 인해

직무스트 스가 낮은 경찰공무원보다 비교

PTSD 증상 우울을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경험이 PTSD 증

상과 우울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스

트 스가 향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계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공무

원의 PTSD 증상 우울을 처하는 로그

램 개발에 있어 외부환경 요인에서 발생하

는 직무스트 스에 한 조직 인 차원의 개

입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PTSD증상의 발 을

방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 인 근이 가능

할 것이다.

Williams(1993)는 직장 내에서 외상 후 스트

스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은 그 외

상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 그 외상에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며, 외국연구들은 동

료지지를 매우 요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

다(Stephens & Long, 2000). 하지만 모든 종류의

사회 지지나 화가 반드시 스트 스에

한 완충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화상 와 화방식 그리고 정서

해소 여부 등에 따라 사회 지지의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 , 문 인 의사소통 훈련을

받은 동료나 문가에 의한 사회 지지라야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Stephens & Long,

2000; Paton et al., 2009; 신성원, 2007; 이옥정,

2010). 따라서 경찰 직무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동료 사회지지 체계구축에 있어 훈련을

통한 문가 양성이 요한 과제이다.

미국의 여러 경찰서들은 외상성 사건 경험

과 련한 스트 스로 힘들어하는 경찰 들을

상담하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직 는 직 경찰 들로서 ‘동료 상담’ 혹

은 ‘동료지지’(peer supporting) 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역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Carlier

(1997) 등의 연구에서는 71.4%의 경찰 들이

외상성 사건 련 업무를 경험한 후에 동료지

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이 서비스를 사용한 경찰 22.3%는 PTSD

발병에 있어서 더 낮은 험을 보 으며 이를

통해 동료지지 서비스가 PTSD 방에 보호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조화된 경찰 동료

지지 로그램에서 동료 상담가들은 여러 정

신건강 문가들로부터 외상후 스트 스, 자

살 시도, 알콜 는 약물 남용 등에 해 배

우며, 한 기이론과 개입, 그리고 다양한

상담 기법들에 해서 배우게 된다. 동료 상

담가들의 역할은 동료나 후배 경찰 들을

상으로 비 이 유지되는 상담을 해주고, 경우

에 따라서는 정신 건강 문가에게 추가 으

로 의뢰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

미국에서 동료 경찰 상담은 경찰 의 외상성

스트 스를 방하기 한 극 인 근 방

법으로서 매우 요하게 간주되며, 다양한 동

료지지 로그램들이 극 으로 활용되고 있

다(Paton et al, 2009). 이에 반해 한국의 경찰조

직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회 지지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경찰 들 사이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외상성 사건에 해 함께 이

야기하는 공 인 장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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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찰공무원들은 특히 과학수사 나 강

력계 근무자들의 경우 자주 심한 외상성 사건

에 노출되지만, 이러한 강력한 스트 스를 경

험하고서도 별도의 심리 상담이나 보살핌 없

이 바로 다시 업무 장에 복귀함으로써 미

해결 정서가 축 되어 심한 신체 , 심리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억압해버리거나 혼자

삭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진

(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경찰 들의 자기

노출,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자신의 감

정에 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야기하는

가에 한 조사결과 한국 경찰 들의 자기노

출 수 은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경찰 들은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 해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그리고 험한 업무 등으로 인

한 과 한 스트 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찰

의 직무스트 스를 구체 이고 극 으로 해

소할 수 있는 특수화된 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해 먼 , 경찰의 직무스트 스 요인

과 증상에 한 이해를 한 임상 상담심

리 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의

직무특성을 반 한 좀 더 유연하고 공감 이

며 지지 인 의사소통 방법과 스트 스 해소

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하고 보 할 필요성

이 있다. 셋째, 경험이 많은 퇴역 경찰 이나

직 경찰 들 에서 소양이 있는 자원자들

을 선발하여 동료-지지 상담에 한 교육을

해주고, 장차 동료 상담가로서 일할 문인력

양성을 한 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더욱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련하여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련된 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

개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집단을

선별하기 해 연령 근무기간에 따른

PTSD증상 우울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해

집단을 나 어 다회귀분석을 추가 으로 실

시하 으나, 연령 근무기간 증가에 따른

어떠한 일 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언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무기간에 따른 반복 인 외상성 사건에

한 노출경험이 PTSD증상 우울과 같은 정

신건강에 미치는 향 는 연령 사회경제

수 과 같은 인구통계학 특성과의 계

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서비스제

공의 내용이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본 연구에서 선

정한 상은 경기도 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체 경찰

공무원의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경찰공무

원 집단의 체 인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를 사용했으므로 연구 상자의 반응 왜곡에

한 통제가 어렵다는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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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of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Depression of Police Offic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Han Bo Ram Kim Jung Kyu

Severance Hospita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police officer's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The Traumatic event

scal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Job stress scale

were administered to 500 police officers working in Gyeonggi-do. To determine the relation of Police

officer's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interac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were run using obtained data. Results

indicated that experience of traumatic event events caused PTSD symptoms and depression. In particular,

subjective amount of shock of traumatic events was a stronger predictor than the number of traumatic

events in PTSD symptoms and depression. Results also showed a mo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in

relation to traumatic event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depression.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olice officer, traumatic event, PTSD symptom, Depression, Job 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