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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의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정도를 남녀별로 측정하
고,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이 PTSD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
다. 또한 DSM-5의 PTSD 진단기준에 따른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이 남녀의 PTSD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 428명의 교통사고 가해운전자를 대상으로 PCL-5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PTSD 정도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PTSD 정도가 다
소 높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는 정적으로, 형사처벌은 부적으
로 PTSD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여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PTSD 정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기준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성별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였지만, ‘인지와 감정에서의 부정적인 변화’ 기준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피해가 추가적으로 PTSD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
은 교통사고를 다시 경험하는 듯한 침습을, 여성은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놀라는 과각성이 PTSD
정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성별, 교통사고, 가해자, 신체적 피해, 형사처벌.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measure the PTSD value of car accident offenders by gender.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physical injury and criminal penalty using the diagnostic
criteria of PTSD presented in DSM-5. Assessment via PTSD checklist (PCL-5) on participants
(N=428) indicated no gender differences by total PTSD value. However, PTSD value of female
offenders was more severe than of male offend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est results
indicate male offenders were affected positively by physical injury of others and negatively by
criminal penalty. Female offenders were affected positively by others' physical injur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the detailed diagnosis DSM-5 was similar in regression analysis by
gender. The criteria method "negative cognitions and mood" indicates severity of physical injury
on offenders affected both male and female offenders. Male offenders experienced the intrusion
symptoms as if they encountered traffic accidents again, whereas PTSD of female offenders
resulted in heightened arousal and reactivity. The study concludes with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 Keywords: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Gender, MVA, Offender, Physical Injury, Criminal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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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할 수 있는 외상사건이다. 그리고 그만큼 교통사고
로 인한 PTSD의 발생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

인간은 다양한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에 없다. 교통사고 후 신체 손상환자의 PTSD에 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가 있다. 인간에게

한 추적조사를 진행한 이선미, 김동인(2000)연구에

생명의 위협을 주는 사건이라 함은 최근 발생한 세

서는 교통사고 발생 2년 후 PTSD 발생율은 38%로

월호 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 경험 후 1년 내에

고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아동학대, 성폭력, 자연

PTSD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8∼40%임을 보고하였

재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틀

다(Mayou, Bryant & Duthie, 1993; Mayou, Tyndel &

어 외상사건이라고 한다(김순진, 김환, 2009). 이러한

Bryant, 1997; Blanchard & Hickling, 2004). 미국의 전체

외상사건은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PTSD 평생 유병률이 약 8%(Kessler, Sonnega, Bromet,

하지만 안전을 위협한 상황과 사고들은 발생과정 혹

Hughes, & Nelson, 1995)인 것과 비교하면 교통사고

은 발생 후에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

로 인한 PTSD는 실제 생활에서 높은 확률을 보일

며,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Stress Disorder)라고 한다(권석만, 2003; Allen, 2010).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PTSD는 다양한 증상으로

PTSD는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

발현된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공포, 운전 스트레스,

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신체적인 안녕과 안전한 세

소진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뿐만이 아니라 두통과

계에 대한 믿음의 파괴를 불러일으켜 심각한 심리적

같은 불균형적인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 후유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최현

(Lucas, 2003). 교통사고 후 신체 손상환자의 만성

정, 2010). 즉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안전하다고 생각

PTSD 그룹에서는 교통사고 상황의 회피, 반응마비

하는 주변 상황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인지

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회복집단에서도 과각성

된다면 PTSD는 외상사건의 종류와 크기와 관계없

반응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이선미, 김동인,

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을 방문

성폭력과 납치 등과 같은 강력범죄나 자연재해

했던 환자의 3년 간 종단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감정,

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경험하기 쉬운 외상사건은

반추, 사고억제 그리고 분노 등과 같은 감정적인 문

바로 교통사고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인구

제가 PTSD의 주요 증상으로 발생하였다(Mayou,

50,617,045명이며 운전면허소유자는 38,771,300명으로

Ehlers & Bryant, 2002). 또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일반

전체 인구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대

인을 모집하여 PTSD와 운전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수는 20,989,885대로 4인 가족 기준 1.66대이다.1) 통

는 운전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운전자

계수치로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도로에서 운

일수록 우회전 회피와 급격한 저속운전 등과 같은

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

특이한 운전행동과 불안 등을 보인다고 결과를 제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양한 사건과 재난보다

시하였다((Cox, Resnick, & Kilpatrick, 2014).

교통사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

교통사고로 인한 PTSD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1) 도로교통공단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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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는 성별, 불안과 해리 등과 같은 부정적인

는 목적달성을 위해 무척 계획적이고 치밀한 경우

감정의 경험, 그리고 신체적인 손상의 정도 등이 보

가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일상생활행

고되고 있다(Berna, Vaiva, Ducrocq, Duhem & Nandrino,

동으로서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2012; Taylor & Koch, 1995; Blanchard, Jones-Alexander,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교통법규위반이 교통

Buckley & Forneris, 1996).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이 되지만 그 목적이 교통사고를 발생

PTSD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이 취약하며(Tolin &

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교통사고가 발

Foa, 2006), 여성이 남성보다 더 다양한 증상을 경험

생할 경우 가해운전자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

하게 된다(Carmassi et al., 2014). 교통사고로 인한

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TSD 진단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이 비해 PTSD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교통사고 가해

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설재욱

자에 초점을 맞추어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이 교통

외 6인, 2006).

사고 가해자의 PTSD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의

또한 신체적 피해는 외상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PTSD

피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TSD와 연관이 되는 변

에서는 여성이 더 취약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

인일 수 있다. 교통사고 환자와 생존자의 신체적 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라는 특수한 상황이

상 정도의 심각도에 대한 연구로서 신체적 피해는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교통

PTSD의 발병과정의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한 연구

사고 처리 과정 및 교통사고처리비용 산출 등에 있

들은 이를 뒷받침한다(배성만, 2011; Heron-Delaney,

어 정밀한 접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Kenardy, Charlton & Matsuoka, 2013). 또 다른 연구에

이와 같은 PTSD는 미국정신의학회의 진단·통계

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정도를 PTSD

위원회가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2)

의 예측변인으로 제시하였다(Hole, 2008; Ryb,

(DSM-5,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chinger, Read & Kufera, 2009).

Disorders-5)에 따라 진단을 내리게 된다. DSM-5에서

앞서 제시한 변인 이외에도 교통사고의 경우 법

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라는 범주에서

적 문제, 즉 소송 등과 같은 문제 또한 예측변인으

PTSD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진단기준은 침

로 주요하다는 연구도 있다(Mayou, Ehlers & Bryant,

습(재경험), 회피, 과각성, 인지와 감정에서의 부정

2002). 체포, 심문과정 구치소 수감 등과 같은 경험

적인 변화이다. DSM-5의 이전 진단기준인 DSM-Ⅳ

은 또 한 번의 외상사건으로 작용될 수 있다(Harry

에서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 Resnick, 1986). 특히 교통사고와 같이 사건을 사전

새로운 진단기준으로 추가된 진단기준이다. 자세한

에 계획하거나 공모한 경우가 아닌 사건의 가해자

진단기준 및 관련 증상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인 경우 PTSD를 경험할 수 있다(Byrne, 2003).

이러한 진단기준은 PTSD를 보다 더 상세하게 설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강력범죄와 같이

명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하고 있던 자신과 타인

범죄행위의 목적이 뚜렷한 사건이 아니다. 강간, 살

그리고 안전한 세계에 대한 개념이 외상사건 이후

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그 목적이 분명하며 때로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2) DSM은 2013년 4월, 5번째 개정판인 DSM-5가 출판되어 2016년 현재 5번째 개정판인 DSM-5가 사용되고 있다. 이전 버전
은 DSM-Ⅳ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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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SM-5 Criteria of PTSD(APA, 2013)
진단기준

PTSD 증상

침습

[ 외상사건에 관련하여]
·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
· 관련한 고통스러운 꿈
· 플래시백
· 기억하게 되는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
리적/생리적 고통

회피

· 외상사건과 관련 있는 기억과 생각, 감정을 회피
· 외상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행동 등을 회피

[외상사건에 관련하여]
· 기억하지 못함
인지와 · 자신, 타인,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
감정의 ·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자신, 타인 비난
부정적인 ·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변화 · 주요활동에 대해 저하된 흥미
· 다른 사람과 소원해지는 감정
·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무능력감

과각성

· 사람이나 물건을 향한 언어 혹은 신체적 공격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 폭발
· 무모하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
· 지나친 경계
· 과장되게 놀람 반응
- 집중의 어려움
- 수면방해

와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는 교통사고 이후 화

있을 것이다. 혹은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격한 감정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보복
운전 혹은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운전
상황을 적절한 개입을 신속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성별에 따라 진
단기준별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세한 진단기준에 따라 분석된
설명량은 PTSD에 어떠한 피해유형이 많은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녀 운전자별
적절한 PTSD 개입을 통하여 운전불안 및 회피행동
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운전으로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문제 1 :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정도에 미치는 영향
의 성별 차이 검증
연구문제 2 : 성별에 따라 진단기준 별 신체적 피
해와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량 분석

물자동차는 언제든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
으로 오해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일반화 오류를 범하면서 운전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난폭운전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PTSD를
경험한 미국 성인에 대한 국가 수준의 샘플링 연구

아직 국내에서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심리적 문
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여 각종 안
전정책 및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문

에서는 성인의 74.6%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제는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심리적 문제를 보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80.6%가 PTSD로 인

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교통안전에 대한 다

한 심리적 고통은 자신의 탓 혹은 관련 없는 타인의

양한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탓으로 비난하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Cox, Resnick, & Kilpatrick,
2014). 즉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또한 그동안 안전하

Ⅱ. 연구방법

다고 느꼈던 운전환경이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자신의 운전능력 혹은 타인의 운전에 대한 불신이

1. 연구대상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상황에서 교통
사고 후 빠른 시일 내 다시 교통참여자로서 운전을

본 연구의 대상은 형사처벌 책임자로서 교통사

해야 한다면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고처리특례법으로 검찰에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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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연구 참여 당시 본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

PCL(PTSD Checklist)은 DSM-Ⅳ에서 제시한 PTSD 증

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로서 도로교통공단의

상을 반영한 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

“교통사고자반 소양교육”을 이수하는 수강생이다.

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

연구 진행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은

로 하는 Likert식 척도의 자기보고서식 질문지이다.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DSM-5가 등장하면서 PTSD의 새로운 진단체계를

설문은 13개 시도지부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적용한 PCL의 새로운 버전이 개발되었다. 새로운

되었으며, 연구 진행의 일관성을 위해 각 시도지부

DSM-5 진단기준에 따른 증상들로 구성되었으며, 기

의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과정 및 관련 조

존 PCL 17문항에 새로운 3문항이 추가, 재배열이 되

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교육하였다. 실시

었으며 명칭은 PCL-5라 한다. PCL-5는 기존 PCL와

한 설문지는 우편으로 송부받아 취합하였다. 총 480

같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지만 척도간 호환과 교

부의 설문지 중 46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불성

체가능한 점수가 필요하여 비율의 변화를 가져오게

실하게 답변하거나 무응답 설문자를 제외한 428부

되었으며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 ‘매우 그

가 본 연구에 최종분석되었다.

렇다=4점’으로 구성되어 총점 80점으로 계산된다
(Weathers, 2013).

2. 측정도구

Weathers(2013)은 유효한 절단점으로 38점을 제안
하고 있다. PCL-5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4, 재

설문지는 성별, 연령, 운전경력, 운전형태 등과

검사 신뢰도는 .7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 타

같은 기본적인 인구통계 변인과 함께 교통사고 피

당도는 .95를 나타내고 있다(Weathers et al., 2013). 본

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피해는 신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3을 보였다. 현재 PCL과

체적 피해와 형사처벌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신

PCL-5는 미국 재향군인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국

체적 피해라고 함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체가 다

립센터(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National

친 정도, 즉 신체상해로 정의하였다. 신체적 피해의

Center for PTSD)에서 영어지문으로 제공되어 있어

하위기준으로는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하였고 각각

이에 연구자와 임상심리전문가가 영문번역 후 역번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경

역 및 자문을 통해 척도를 구성하였다.

우에 경상(3주 이하의 진단), 중상(3주 이상의 진단),
사망으로 분류하였고, 자료값은 각각 1, 2, 3으로 입

3. 분석방법

력하였다. 가해자는 신체피해 없음, 경상, 중상으로
분류하였고 마찬가지로 자료값은 1, 2, 3으로 입력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

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PTSD 정도의 차이는

의 처벌을 받은 경우와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경우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로 구분하여 자료값은 1, 2로 입력하였다.

정도, 가해운전자 본인의 신체적 피해정도와 형사
처벌 유무가 PTSD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척도(PTSD Checklist
: PCL-5)
Weathers, Newman, Huska & Keane(1993)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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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DSM-5의 진단기준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신
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이 각 진단기준의 PTSD 정도

신체적 피해와 형사 처벌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에 미치는 영향 : 성차를 중심으로

2. 관련 변인 특성

를 설명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관련 변인으로 교통사고 상세 내용에

Ⅲ. 결과

관하여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조사한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피해자의 신체상해 중
경상은 237명(55.4%), 중상은 130명(30.4%), 사망은 6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명(14.3%)으로 조사 되었다.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는
연구대상 428명 중 남성은 363명(84.8%)이었으며,

피해없음이 288명(67.3%), 경상은 123명(28.7%), 중상

여성은 65명(15.2%)으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더

은 17명(4.0%)로 조사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적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음을 알

모든 연령대가 분포되었다. 이 중 50대가 154명

수 있다. 간접적 피해로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는

(36.0%)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을

229명(53.5%), 처벌이 없는 경우는 199명(46.5%)로 조

한 경력으로 조사하였으며, 초보운전자인 2년 이하

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운전경력자가 25명(5.8%)로 가장 적으며, 20년 이상
운전경력자가 189명(44.2%)로 가장 많았다.

<표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relative variables

운전형태는 일반적인 출퇴근용, 택시, 택배 및 버
스 운전자와 같은 직업운전자, 직업이 운전직이 아
니지만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A/S 기사 등과 같
은 특수운전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운전이 23명(53.7%), 직업운전자는 143명(33.4%), 특
수운전자는 55명(12.9%)로 나타났다. 이하 상세한 내

Variable

N

%

Severity of
victim’s injury

Mild to moderate
Serious
Fatal

237
130
61

55.4
30.4
14.3

Severity of
offender’s injury

uninjured
Mild to moderate
Serious

288
123
17

67.3
28.7
4.0

Criminal penalty

Yes
No

229
199

53.5
46.5

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personal history variables
Variable

N

%

Gender

Male
Female

363
65

84.8
15.2

Age

Teens
Twenties
Thirties
Forties
Fifties
≥ Sixties

5
25
66
110
154
68

1.2
5.8
15.4
25.7
36.0
15.9

Driving
experience
(years)

≤2
3–9
10–14
15–19
≥ 20

25
66
63
85
189

5.8
15.4
14.7
19.9
44.2

Driving
type

Commuting
Occupational
Work-related

230
143
55

53.7
33.4
12.9

3. 성별에 따른 PTSD 정도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정도의 차
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귀무, 대립가설을 세
웠다.
Ho: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정도는 성별 차이
가 없을 것이다.
Ha: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정도는 성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남자의 PCL-5 점수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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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Results of t-test of PTSD severity for gender
variable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표준화 계수 β는 피해자의 신체적

Variable

M

df

T-value

P-value

피해 .308(t =6.049, p<.001), 가해자 본인의 신체적 피

Male
Female

22.8430
23.0923

426

-.122

.903

해 .066(t =1.367, ns), 형사처벌 유무 -.209(t =-4.098,
p<.001)이다. 즉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남성 집단
의 PTSD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

22.8430, 여자는 23.0923으로 여성이 조금 더 높은 평

났다. 한편 가해자 자신의 신체적 피해 정도는 유의

균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 않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여성의 경우 표준화 계수 β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543(t =4.684, p<.001), 가해자 본인의 신체적 피

4. 성별에 따른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에 대한
PTSD 정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해 .206(t =1.925, ns), 형사처벌 유무 -.014(t =-.125, ns)
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신체적 피해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나타났다. 즉 여성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을 독립변인, PTSD 정도

은 본인의 피해와 형사처벌보다 피해자의 신체적 피

를 종속변인으로 남녀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해가 심할수록 형사처벌이 있을 경우 PTSD 정도가

PTSD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남녀에 따라 교

2

통사고 가해자의 PTSD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

2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또한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R 는
.426으로, 여성의 경우 .557로 나타났다. 하지만 R 의
경우 변인이 추가되면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
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된 R 2을 제시하였

5. DSM-5 진단기준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 남성의 경우 수정된 R 2이 .175, 여성의 경우 R 2이
.276으로 나타났다. 즉 세 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하

DSM-5에서 제시한 PTSD 4가지 진단기준에 따른

였을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PTSD를 더 잘 설명한

PTSD 정도를 종속변인로 하여 피해자와 본인의 신

<표 5> Results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TSD with gender group
Gender group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
coefficient

B

ST

β

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19.443
6.316
1.822
-6.292

3.782
1.044
1.333
1.535

.308
.066
-.209

Fe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4.579
12.916
5.310
.453

9.014
2.758
2.758
3.635

.543
.206
.014

주: *p<.05 **p<.01 ***p<.001

40

2017. 3

R2

.426

.557

Adjusted R2

t

.175

5.141***
6.049***
1.367
-4.098***

.276

-.508
4.684***
1.9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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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Results of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TSD with DSM-5 Criteria
Criteria

Gender group

Stand.
coefficient

B

ST

β

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1.213
.420
.082
-.376

.217
.060
.076
.088

.350
.051
-.213

Fe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626
.630
.273
-.254

.576
.176
.176
.232

.430
.172
-.132

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1.311
.385
.085
-.490

.290
.080
.102
.118

.251
.041
-.217

Fe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238
.749
.309
-.284

.709
.217
.217
.286

.420
.160
-.121

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723
.275
.158
-.241

.223
.062
.079
.091

.238
.101
-.142

Fe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874
.615
.288
.274

.459
.141
.141
.185

.523
.226
.176

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998
.256
.025
-.306

.197
.054
.069
.080

.247
.018
-.200

Female

(Constant)
Severity of injury
Offender’s injury
Criminal penalty

-.461
.690
.241
.109

.474
.145
.145
.191

.556
.179
.066

Intrusion

Avoidance

Persistence
negative
alterations
in cognition
and mood

Unstandardized
coefficient

Alteration
in arousal
and reactivity

R2

.466

.508

.382

.490

.323

.518

.367

.547

Adjusted
R2

t

.217

5.598***
7.019***
1.079
-4.275***

.258

1.088
3.580***
1.551
-1.094

.146

4.526***
4.819***
.835
-4.170***

.240

.336
3.452**
1.426
-.992

.104

3.243**
4.470***
2.005*
-2.661**

.268

-1.902
4.378***
2.050*
1.477

.135

5.074***
4.721***
.357
-3.827***

.300

-.972
4.759***
1.662
.569

주: *p<.05 **p<.01 ***p<.001

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을 독립변인으로 성별 집단별

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

우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t =3.580, p<.001)만이 정적

시하였다. 4가지 진단기준 중 ‘침습’에 대해서는 남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이 유

‘회피’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의미한 영향을 보인다. 그 중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피해와 형사처벌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 그 중

(t =7.019, p<.001)는 정적, 형사처벌(t =-4.275, p<.001)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t =4.819, p<.001)는 정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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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벌(t =-4.170, p<.001)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본인의 신체상해가 추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t

각 진단기준에 따른 PTSD 정도에 본 독립변인이

=3.452, p<.01)만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미치는 설명량을 순차적으로 배열해보면 남성의 경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침습(Adj R 2=.217), 회피(Adj R 2=.146), 과각성(Adj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남성의

R 2=.135),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Adj R 2=.104)

경우 세 변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 피해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엔 남성과 달리 과각

의 신체적 피해(t =4.470, p<.001)와 가해자 신체적 피

성(Adj R 2=.300),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Adj

해(t =2.005, p<.05)는 정적인 영향을, 형사처벌(t

R 2=.268), 침습(Adj R 2=.258), 회피(Adj R 2=.240) 순으

=-2.661, p<.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로 나타났다.

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피해자(t =4.378, p<.001)와 가
해자 본인의 신체적 피해(t =2.050, p<.05)가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과각성’에 대해서 남성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중심으로 성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t =4.721, p<.001)는 정적, 형

별에 차이에 따라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 유무가

사처벌(t =-3.827, p<.001)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PT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

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t

르면 일반적으로 PTSD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

=4.759, p<.001)만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한다고 하였고, 미국의 역학조사(NCS)에서도 여성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의 2배 이상의 유병률이 나타났다(Kessler et

즉, 4가지 진단기준 중 침습, 회피, 과각성의 경우

al., 1995). 신체적 피해 역시 PTSD를 예측할 수 있는

남성은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이, 여성

변인이 된다(Hole, 2008; Ryb, Dischinger, Read &

은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PTSD 정도에 유의미한

Kufera, 2009). 또한 체포, 진술, 재판과정 등 법적문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지와 감정

제도 PTSD의 예측변인이라는 연구도 있다(Mayou,

의 부정적인 변화에서만은 남녀 모두 나머지 진단

Ehlers & Bryant, 2002).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기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 변인 이외에 가해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는 다른
시각으로 가해자에 대한 PTSD와 성별의 차이에 집
중하여 진행되었다. 관련 변인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로는 첫 번째,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 정
도를 측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 보다 세부적인 성별 차이 검증을 위해 PTSD
진단기준 별로 구분하여 변인의 설명량을 분석하였
다. 연구문제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전체

<그림 1> 성별에 따른 진단기준별 변인의 PTSD 정도 설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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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점수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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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유형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성별의 차

감정, 과각성 4가지 영역에 대해 독립변인을 투입하

이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신과 피해자의

여 PTSD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침투, 회

신체적 피해로 구분된 직접적 피해와 형사처벌 유

피, 과각성 3가지 영역은 전체 PTSD에 미치는 영향

무로 구분된 간접적 피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

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은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로부터 영향을

하지만 침투, 회피, 과각성 3가지 진단기준과는

받았다. 특히 형사처벌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있는

달리 DSM-5에서 제시한 추가 진단기준인 “부정적

경우 오히려 PTSD 정도가 낮고, 형사처벌이 없는

인 인지와 감정”에서는 남녀 모두 가해 운전자 자

경우가 PTSD 정도가 높았다.

신의 신체적 피해가 PTSD 정도를 심각하게 만들었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

다. 예를 들어 맞은 편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나에

체적 피해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았으며 PTSD 정도

게 돌진할 것 같다거나, 도로의 보행자들이 내 차로

설명의 기여도가 매우 높았다. 즉 피해자의 상해를

뛰어들지 몰라 운전을 못하겠다는 돌발상황에 대한

직접 목격한 것과 그에 대한 심리적 동요가 남성에

과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혹은 앞으로 운전을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포와 죄책감

하면 나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

이 여성의 PTSD의 예측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Hebenstreit, Maguen,

음을 알 수 있다.

Koo & DePrince, 2015). 하지만 남녀 모두 자신의 신

상세비교를 위해 각 진단기준에 따른 설명량을

체적인 피해는 충분히 PTSD를 설명하지는 못하였

분석한 결과, 경우 남성과 여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

다. 이는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자신의 운전행위의

였다. 남성의 경우엔 DSM-5의 진단기준 중 다시 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타인을 신체적으로 상해를

상사건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인 침습이 가장 많이

입혔다는 죄책감이 자신의 신체적 위협보다 더 크다

설명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심하게 놀라거나 운전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을 경계하는 과각성이 가장 많이 PTSD 정도를

특이한 점으로는 남성의 경우, 신체적 피해뿐만

설명하였다.

이 아닌 외상사건으로 인한 부가적인 피해인 형사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운전환경에 노출

처벌과 같은 법적문제가 있다면 PTSD 정도도 증가

되어있어 교통사고 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운전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선행연구 제시와는 다르다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성

것이다. Harry & Resnick(1986)의 연구에서는 법적인

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다시 경험하는 듯한 긴

처벌을 위한 수사와 구치소 수감, 재판경험은 또 다

장감을 가지며 운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클

른 외상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자신이 경험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다. 교통사고에

한 교통사고와 비슷한 상황이나 차량을 보았을 경

대한 처벌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의무

우 아무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면서 갑작스러운

를 다함으로서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든 것으로 풀

운전중지, 돌발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모두 교통사고는 자신의 행동의

둘째, PTSD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진

결과물로서 자신의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부정적인

단기준에 따른 설명량으로 성별차이를 알아보았다.

인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교통사고에

PTSD의 진단기준인 침투, 회피, 부정적인 인지와

대한 감정은 운전과 도로의 통행에 대해서 운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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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회피행동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적인 피해가 PTSD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

(Clapp, Baker, Litwack, Sloan & Beck, 2014)를 뒷받침

통사고 후 병원방문 혹은 입원치료 시 1차적으로

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를

PTSD에 대한 설명 및 심리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

설명하는 진단기준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다른 차이

록 하고 2차적으로 병원입원 후 방문조사를 하는

를 보인다. 따라서 정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라는

경찰관계자는 가해자의 심리적 불안, 공포, 죄책감

관점에 따라 일반 외상사건의 피해자와 관계자뿐만

으로 인한 소극적인 진술 혹은 과장되고 극적인 표

이 아니라 가해운전자의 PTSD를 다룰 필요성을 주

현들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한다.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셋째, 교통사고의 PTSD를 연구할 경우 신체적

가해 운전자의 성별의 차이를 염두해주고, 치료목

피해와 같은 직접적인 처벌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

표와 계획에 차별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간접적인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외상사건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이

에 대한 PTSD는 피해자와 목격자에 집중되어 있으

후 안전에 관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진단기준에 대

므로 이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고려되어 연구가

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DSM-5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가해자 중심의 연구인

새로운 진단기준의 적용이 3년 차로 접어든다. 아직

만큼 이들의 형사적인 처벌 또한 심리적 문제를 일

새로운 진단기준에 따른 다양한 외상사건에 대한

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 특히 한국의 PTSD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PTSD정도가 오히려 낮은 것에

성폭력, 상해, 재난, 지인 혹은 가족의 사망사건의

주목하여, 형사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운전자 보

목격 등과 같은 외상사건과 외상사건의 처리를 위

험이나 형사합의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한 경찰, 소방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

법적처벌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구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PTSD보다 일상생활에서

이다.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성별에 따른 PTSD 정도를

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고의성, 목적이 강한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에 한하여 연구하였기에 모든 외상

과 재난과는 달리 교통사고는 가해자 본인 또한 피

사건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상사

해자와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되어 심리적 문제

건의 가해자에 대한 연구로서는 교통사고라는 단일

를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그 동안의

사건에 대한 가해자만을 고려하였기에, 향후 학교

외상과 관련된 연구를 보다 더 확장하여 접근해야

폭력, 가정폭력, 고의성의 많고 적은 다양한 사건들

할 것이다.

의 가해자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PTSD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또한 가해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형사처벌

있도록 사회의 시선 변화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

만으로는 충분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의 설명

은 대부분 성별에 따른 PTSD의 심각, 정도의 차이

을 하지 못하였다. 신체적, 형사처벌 유무 이외에도

를 연구해왔다. 하지만 진단기준에 따라 어느 영역

교통사고 가해자의 PTSD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에서 남성, 여성이 취약한지를 분석한다면 증상에

변인을 추가하여 보다 더 높은 설명량과 각 요인간

따른 집중적인 상담목표, 치료방법 등 개입단계에

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처벌의 경중, 즉 벌금형과 집행유예, 금고형 그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이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신체

리고 징역형 등에 따라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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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다. 형사처벌의 경중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교통
법규 종류에 따라 PTSD는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법규위반 중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과 같이 운전자
의 법규행위의 목적의식이 다른 법규위반보다 더
확실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피해자의 연령대에 따른 PTSD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추가변인
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법률
개정, 예방교육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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