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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적인 특성과 PTSD 수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적 특성에 따른 PTSD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직적 특성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근무관서와 근무부서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I. 연구의 목적

  전쟁,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성폭행 등과 같이 생

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위협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

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외상(trauma)이라고 하고, 이러한 

외상에 잇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

을 총체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라고 한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 위급

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공무원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

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을 파악

하고 조직적인 특성과 PTSD 수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적 특성에 따른 PTSD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Ⅱ. 연구의 결과

  이 연구에서는 Horowitz 등(1979)의 사건충격척도

(Impact of Event Scale: IES) 및 은헌정 등(2005)이 제

시한 IES-R-K를 활용하여 PTSD 수준을 파악하였다.

  PTSD 수준을 은헌정(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절단점

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여 보면, 25점 이상을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은 완전 PTSD 집단, 18-24점을 부

분 PTSD 집단, 17점 미만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낮은 정상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

연구자
완전 PTSD

(25점 이상)

부분 PTSD

(18-24점)
평균(표준편차)

신성원(2007) 33.3%(348명) 8.8%(92명) 16.02(15.75)

황인희(2009) 12.7%(70명) 8.5%(47명) -

이옥정(2010) 22.9%(64명) 17.1%(48명) 16.3(13.95)

Gersons(1989) 46% 46% -

Dwyer(2005) 14.8% 28.6% -

  자료 : 신성원(2011). p268.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PTSD 수준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자유도

유의

확률

성별
남성 16.37 15.84

2.401 1043 .017
여성 12.19 14.32

결혼

관계

미혼 16.78 15.98
.706 1043 .481

기혼 15.86 15.71

학력

고졸 17.09 16.06

1.456 1035 .146
대졸 

이상
15.56 15.62

  자료 : 신성원(2012). pp.245-246.

표 3. 연령과 PTSD 수준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20대 14.15 14.89

.898 .442
30대 16.22 15.53

40대 16.77 16.33

50대 15.20 15.76

  자료 : 신성원(2012). p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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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직적 특성과 PTSD 수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계

급

순경․경장 15.79 15.15

1.740 .176경사 16.93 16.54

경위 이상 14.35 15.20

근

무

관

서

지방경찰청 13.94 15.57

3.412 .033경찰서 15.59 15.40

지구대․
파출소 17.69 16.31

근

무

부

서

수사․형사 16.89 14.39

5.953 .001
생활안전 17.18 16.53

경비․교통 16.67 15.63

내근 11.09 13.82

근

무

기

간

1년 이하 18.45 16.74

.550 .648
2-10년 16.02 15.43

11-19년 15.98 15.64

20년 이상 15.34 16.27

행

정

구

역

광역시 
이상

15.77 16.41

.702 .551

대도시
(50만 
이상)

15.88 16.11

중소도시
(50만 
미만)

16.99 15.57

군단위 
이하 15.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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