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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ttitude and knowledge level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mong nursing
and paramedic students.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st to 20th in 2019. A total of 210
students participated from two universities in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Students were positive about the government's spending on PTSD treatment (91.4%), and professional
training (92.4%). PTSD patients were considered to be more dangerous (68.1%) and violent (42.4%) than the general popul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 and general knowledge on PTSD between nursing and paramedic students.
However, general knowledge on PTSD differed according to education experience on PTSD (t=2.04, p=.043). Knowledge scores
for PTSD treatment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academic major (t=2.02, p=.044), and education experience on PTSD
(t=2.87, p=.005).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nursing and paramedic students lack knowledge on PTSD.
Therefore, developing curriculum regarding PTSD-related contents in undergraduate and continuing education in both
departments is needed to provide better quality health care to people with 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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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andemic) 상태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다[1]. 코로나19의
심각성 중 하나는 회복된 후에도 여러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인데,

연구의 필요성

그 중 하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이다[2]. PTSD란,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Corona

폭력 등의 심각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심각한 외상을 보고 들

Virus Disease 19 [COVID-19])는 11월 3일 현재 감염자 수가 4천

은 사람이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6백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무려 120만명을 넘어서, 팬데믹

경험으로 고통과 불안 증상을 겪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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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선 우 외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인 장애를 말한다[3]. 흔히 전쟁이나

있다[16, 17].

대형사고, 또는 대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PTSD의 원인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중 PTSD로 진료를 받은 인

있지만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나, 에

원이 2015년 7,268명에서 2019년 1만 570명으로 늘어남으로써

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

연 평균 9.9%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 PTSD 환자가 45.4% 증가

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으로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환자가 2,349명으로 22%를 차

PTSD가 유발될 수 있다[2, 4-7].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환

지해 가장 많았다[18]. 비록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PTSD에 대한

자뿐 아니라 의료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응

국민적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의료계에서도 체계적인 치료시스템

급구조사, 병원 직원 등의 보건의료전문가 및 관련자들에게도 미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

관한 법률에 심리치료나 정신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치료받

니라 가족 및 동료들에 대한 전염의 두려움, 그리고 아픈 환자를

는 비율이 저조함을 감안하면 실제 PTSD 환자는 더욱 많을 것으

돌봐야 하는 의무감 등으로 고통스러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로 추측된다.

이다.

PTSD라는 용어 자체는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

물론 폭력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노출된 사람들 모

PTSD에 대한 지식수준도 높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치

두에게 PTSD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성인 중 70% 이

료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으며 PTSD의 특성과 관리 방법에 대

상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19]. Harik 등은

일부 국가에서는 PTSD에 시달리는 사람의 비율이 12%인 것으로

PTSD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면 편견없이 필요시에 적절한

추산된다[8]. 미국의 일반적인 성인의 PTSD 평생 유병률(일생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5]. 또한, 사전 훈련은 외

한번은 PTSD에 이환될 확률은 6.1~6.4%로 추정되지만[9], 경찰,

상사건에 대한 반응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고유업무 이외의 스트

소방관, 간호사, 응급구조요원들은 업무의 성격상 일반인에 비해

레스가 많은 경우 PTSD 발병에 하나의 요인이 되므로 평상시 스

외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PTSD에 이환될 위험이 높은 PTSD

트레스 관리는 향후 PTSD 발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고위험군(high risk group)에 속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있다[20].

의료 종사자들은 만성 PTSD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급성 스트

현재까지 일반인이 아니라 PTSD 대상자를 돌봐야 하거나 스스

레스 장애를 겪는 비율이 높으며[5], 소방공무원은 빈번한 외상사

로도 PTSD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적절한 지

건에의 노출, 불규칙한 교대근무,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로

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인해 PTSD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10].

상황이다. Link와 Smith는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2014년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와

PTSD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고 자신감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PTSD’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의 경우 PTSD 고위험군의 비율은

[21].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의료현장이나 응급상황, 또는 재난

35%에서 40%에 달한다고 한다[11]. 간호사의 PTSD 발생 위험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PTSD 대상자를 다루거나 스스로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국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PTSD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다.

6.7%~95.7%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PTSD 증상을 호소하고,

따라서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에

8.5%~20.8%의 간호사는 PTSD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이들의 PTSD에 대한 교육

타났다[12].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의 국내연구에서는 적게는

여부, 지식과 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7%, 많게는 61.2%의 간호사가 PTSD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
고되었다[13, 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PTSD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보건의료관련 학생 중 간호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PTSD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과 태도는 PTSD에 대한 치료, 예

PTSD에 대한 태도와 지식 정도를 확인하고, 학과, 학년, PTSD에

방, 및 정책 홍보에 매우 중요하다. PTSD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한 교육 여부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PTSD에 대한 지식과

사람들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존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건의료관련

재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며, 스스로 치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

학생이나 의료제공자들의 PTSD 관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하는 경향이 덜할 수도 있다. 실제로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TSD 양성반응을 보인 성인 3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서 환자의 72%가 외상사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62%는 PTSD

연구 목적

증상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은 단지 3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PTSD를 가진 사람의 약 22~53%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PTSD에 대한 태도와 지식 정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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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PTSD에 대한 태도와 지식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지식 3개 문항은 다지선다형으로 그중 1개 답가지만 정답이어서

이다.

정답률을 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일반적 지식은 8점
이 만점이고, 치료에 대한 지식은 3점이 만점이다.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PTSD 발생에 대한 인식

PTSD 발생에 대한 인식은 Tsai 등[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에서는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14가지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생과 응급구조학과생의 PTSD에 대한 태도

사건에 대해, 각 사건을 겪은 후 몇 %의 사람에서 PTSD가 발생

와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전공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100명 중에서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사

교하는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람은 몇 명인지, PTSD를 진단받는 사람은 몇 명인지, 외상을 경
험한 사람 중에서 PTSD가 발생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를 예측하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1개 대학교 간호학과와 1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의 1, 2, 3, 4학년 학생 전수를 표적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집 방
법을 통해 구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간호학과 재학생이

자료수집 전 연구자 소속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나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

거쳤으며(No. 1040191-20912-HR-091-01), IRB에서는 한국판 도

여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며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온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연구와 간호학과생과 응급구조학과

라인 동의서를 작성한 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응답한

생의 PTSD에 대한 태도와 지식수준 비교에 대한 별도의 2가지

대상자는 210명이었다.

목적을 갖고 논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즉,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한국판 PTSD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

연구 도구

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 바 있으며[22], 본 논문에서는 간호학과생
과 응급구조학과생의 PTSD에 대한 태도와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전공, 학년, 종교, PTSD 관련 경험, PTSD 관련 교
육 경험을 포함하였다.

전공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서술적 비교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별도의 2개 논문으
로 진행한 것임을 밝힌다.
자료수집을 위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구한 다음 대상자

●

PTSD에 대한 태도와 지식

Tsai 등[19]이 개발한 PTSD에 대한 도구를 원 도구개발자인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비밀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대표를 통

Tsai의 사용 승인을 얻은 후 Bang 등[22]이 번역, 역번역의 과정

해 온라인 링크를 공지하여 설문에 접속가능하게 하였으며, 온라

을 거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PTSD에 대한 태

인 설문 조사 첫 화면에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 대상자의 권리와

도와 PTSD에 대한 일반적 지식 및 치료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

보호, 연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연구

어 있다.

설명문과 함께 연구대상자 동의 설명서를 첨부하고 동의 여부 항

한국어판 PTSD에 대한 태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 4개 문항

목을 추가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과 PTSD 환자에 대한 태도 3개 문항이 포함되며, 동의하는 정도

것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표시를 하고 이후 설문 응답을 진행하도

에 따라 전적으로 동의한다(1점)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점)

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

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그 문항에 대해

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연구 설명문에 포함하였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연구참여자에게는 설문 작성에

PTSD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8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

대한 보상으로 금 2,000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

다. 응답 소요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2

점)로 답하도록 하며, 그중 4개 문항은 역문항이다. 따라서 도치

월 9일부터 11일까지였다.

후 4점 척도로 분석할 수도 있으며, 정답이 “예”인 문항에 대해 1,
2점은 정답으로, 3, 4점은 오답으로 처리하여 정답만 1점씩으로

자료 분석 방법

다시 치환하면 전체적인 지식점수를 파악할 수 있다. 치료에 대한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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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가장 많이 동의한 문항은 건강관련 전문인의 교육에 대한 것이었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PTSD에 대한 태도, PTSD 일반적

으며(92.4%), 다음이 PTSD에 대한 치료(91.4%) 순이었다. PTSD

지식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를 가진 사람에 대한 직업 기회에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전공을 비롯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에 동의한 응답률은 76.7%로 4개 문항 중 가장 낮았다. 정부 정책

PTSD에 대한 태도, PTSD 일반적 지식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의 차

에 대한 각 문항 별 동의 비율은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생 간에

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PTSD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총기류 접근 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에 대한 동의가 7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68.1%가 일반인

연구 결과

보다 PTSD 환자를 더 위험하게 느끼고 있었다. PTSD 환자가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2.4%였다. PTSD 환자의 안전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대한 태도 각 문항에 대해 간호학과생과 응급구조학과생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145명
(69.0%)으로 남자보다 많았다. 간호학과생과 응급구조학과생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PTSD에 대한 태도 비교

거의 반반이었으며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고루 분
포되어 있었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절반인 108명

PTSD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와 PTSD 환자에 대한 태도

(51.4%)이었으며, PTSD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두 가지 모두 대상자의 성별, 전공분야, 학년, 임상실습경험과

사람은 89명(42.4%)이었다. 외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을 경험

PTSD에 대한 교육경험, 외상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는 PTSD에 대한 정부의 더

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93명(44.3%)이었다(Table 1).

많은 투자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20, p=.0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0)
Variable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Major
Nursing
Paramedic
Academic year
1
2
3
4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t
No religion
Yes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o
Yes
Education experience
on PTSD
No
Experience of trauma
Yes
No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n (%)
65 (31.0)
145 (69.0)
104 (49.5)
106 (50.5)
50 (23.8)
53 (25.2)
58 (27.6)
49 (23.4)
26 (12.4)
15 (7.1)
20 (9.5)
149 (71.0)
108 (51.4)
102 (48.6)
89 (42.4)
121 (57.6)
93 (44.3)
117 (55.7)

대상자의 전공별 PTSD에 대한 태도 비교

PTSD 환자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5, p=.007)
(Table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PTSD 지식 비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PTSD에 대한 지식에 차이가 있는지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TSD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임상실
습 경험이 있는 경우(t=2.78, p=.006), PTSD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t=2.04, p=.043) 유의하게 높았으며, 간호학과생
과 응급구조학과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PTSD 치료방법에 대한 지식은 간호학과생이 응급구조학
과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02, p=.044), 학년별 비교에서는
4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34, p=.020). 또한 임상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t=2.84, p=.005), PTSD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t=2.87, p=.005) 유의하게 높았으며, 트라우마가
되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PTSD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t=2.51, p=.013)(Table 4).

대상자의 PTSD 발생에 대한 인식
PTSD 발생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트라우마를 경
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4.76%, PTSD를 진단받은 경험이

정부 정책 중 PTSD와 관련하여 정부가 재원을 더 쓰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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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43.36%에서 PTSD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able 5).

또한 트라우마로 간주될 수 있는 각 사건에 대해 그러한 사건을

논

경험한 후 PTSD가 발생할 것이라 추정하는 비율에서는 아동기에

의

경험하는 성폭력(71.92%), 성인이 되어서 경험하는 성폭력
(67.63%)이 가장 높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사건

2020년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직간

은 주택이나 재산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상실(41.51%), 성인기에

접적으로 재난 상황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본

부상을 입을 정도로 맞거나 심하게 걷어차이는 것(44.81%)이었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에 이

Table 2. Attitude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cording to Academic Major
Total
(N=210)

Items

Nursing
Students
(n=104)
n (%)

n (%)
Attitude on government strategies
Agree more government spending for*
1) Treatment for PTSD
192 (91.4)
98
2) Research for PTSD
190 (90.5)
93
3) Job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PTSD
161 (76.7)
82
4) Training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on PTSD
194 (92.4)
94
Attitude on people with PTSD
Concerns about safety related to PTSD*
1) People with PTSD are more dangerous than others.
143 (68.1)
71
2) People with PTSD should have restricted access to firearms.
163 (77.6)
82
3) People with PTSD are often violent.
89 (42.4)
46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Responses were dichotomized as Definitely yes/Probably yes or Probably no/Definitely no.

(94.2)
(89.4)
(78.8)
(90.4)

(68.3)
(78.8)
(44.2)

(N=210)
Paramedic
Students
(n=106)
n (%)

χ2
or t

p

94
97
79
100

(88.7)
(91.5)
(74.5)
(94.3)

2.06
0.27
0.55
1.17

.151
.607
.460
.280

72 (67.9)
81 (76.4)
43 (40.6)

0.00
0.18
0.29

.957
.673
.591

Table 3. Differences in Attitude on PTSD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

†

Attitude I
Attitude II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65
6.95±2.56
0.32
.751
6.57±2.11
-0.76
.451
Female
145
6.85±2.06
6.79±1.65
Major
Nursing
104
7.07±2.02
1.21
.229
6.76±1.64
0.28
.777
Paramedic
106
6.70±2.40
6.69±1.96
Academic year
1
50
6.88±2.11
0.00
>.999
6.86±1.76
1.97
.120
2
53
6.89±2.43
6.58±1.78
3
58
6.90±2.43
6.36±1.75
4
49
6.86±1.86
7.16±1.89
Religion
Have
61
6.36±1.95
-2.20
.029
6.20±1.66
-2.75
.007
None
149
7.09±2.30
6.94±1.82
Yes
108
6.89±2.16
0.05
.958
6.72±1.84
-0.01
.99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o
102
6.87±2.29
6.73±.1.78
Yes
89
6.79±2.05
-0.53
.598
6.90±1.84
1.21
.229
Education experience
on PTSD
No
121
6.95±2.34
6.60±.1.78
Yes
93
6.88±2.37
0.00
.996
6.59±1.68
-0.95
.345
Experience of trauma
No
117
6.88±2.10
6.83±.1.90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ttitude I=Attitude on government strategies regarding PTSD; †Attitude II=Attitude towards people with
PTSD
Variables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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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지만, PTSD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상황에서 논의할 수밖에

적인 편이었으나, PTSD에 대한 지식 정도는 부족하거나 일부 적

없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 재난

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PTSD 발생률도 더

우선 본 연구에서 PTSD에 대한 태도 중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장차 PTSD

에서, 본 연구대상자들은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PTSD 관련한 일

환자를 돌보거나 혹은 PTSD에 노출될 위험이 적지 않은 간호사

에 써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PTSD 관리에 대한 중요성

와 응급구조사로 성장할 전공학생들의 PTSD에 대한 태도는 긍정

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공별로는 정부정책에 대

Table 4. Differences in Knowledge on PTSD by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knowledge
Mean±SD
t/F
Gender
Male
65
4.60±1.24
-1.19
Female
145
4.82±1.25
Major
Nursing
104
4.86±1.27
1.19
Paramedic
106
4.65±1.23
Academic year
1
50
4.68±1.20
1.13
2
53
4.51±1.15
3
58
4.91±1.23
4
49
4.90±1.39
108
4.98±1.23
Experience of clinical Yes
2.78
practice
No
102
4.51±1.23
89
4.96±1.28
Education experience Yes
2.04
on PTSD
No
121
4.60±1.21
Experience of trauma Yes
93
4.74±1.20
-0.11
No
117
4.76±1.29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x=treatment
Variables

Categories

n

p
.237
.235
.283

.006
.043
.914

(N=210)
Knowledge about PTSD Tx.
Mean±SD
t/F
p
Scheffe֜
1.28±0.89
0.17
.868
1.26±0.87
1.38±0.90
2.02
.044
1.14±0.84
1.26±0.97
3.34
.020
2<4
0.96±0.73
1.36±0.85
1.47±0.89
1.43±0.89
2.84
.005
1.09±0.83
1.46±0.87
2.87
.005
1.12±0.86
1.43±0.87
2.51
.013
1.13±0.87

Table 5. Expected Prevalence of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N=210)

Items
▸Out of 100 people, about how many do you think have:
1. Experienced a traumatic event?
2. A diagnosis of PTSD?
3. What percent of all people who experience trauma do you think develop PTSD?
▸Among people who have experience each of the trauma events below, please provide an estimate of the percent of
people who you think develop PTSD?
Forced or made to have sexual contact – as a child
Forced or made to have sexual contact – as an adult
Seeing someone die suddenly or get badly hurt or killed
A really bad car, boat, train, or airplane accident
Attacked with a gun, knife, or weapon
Sudden death of close family member or friend
Suddenly abandoned by spouse, partner, parent, or family
During military service – saw something horrible or was badly scared
Hit or kicked hard enough to injure – as a child
Life-threatening illness or injury
A really bad accident at work or home
A hurricane, flood, earthquake, tornado, or fire
Hit or kicked hard enough to injure – as an adult
Sudden move or loss of home and possessions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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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44.76±27.88
21.14±19.11
43.36±25.71

71.92±29.16
67.63±29.59
64.56±28.05
63.73±26.40
62.41±29.75
59.19±26.99
58.47±29.19
57.67±27.56
56.94±28.96
51.31±27.49
48.52±26.42
46.95±27.18
44.81±27.90
41.51±25.29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93

간호학과생과 응급구조학과생의 PTSD에 대한 태도와 지식

한 태도와 PTSD 환자에 대한 태도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에 대한 예상 발생률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21.1%라는 비교적

다른 일반적 특성에서도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 외에는 유의한 차

높은 비율을 보고하였다. 이는 미국에서의 일반인 응답자들이

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

23.2%라고 답한 것과[19]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외상을 경험한

보다 PTSD 환자를 더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래

사람들에서 보이는 모든 후유증을 PTSD로 확대해석한 결과가 아

서인지 PTSD에 대한 정부의 투자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PTSD 유병률에 대해 실제 통계와 대상

외국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신

자들의 인식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건의료계 학생들

질환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젊고, 여성이며 교육수준이

조차도 PTSD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높은 사람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볼 수 있으며, PTSD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매우 일반적인 질

Tsai 등의 연구에서는 PTSD 스크리닝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환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다른 해석으로는, PTSD 발생이 우려되

음성으로 나온 사람보다 정부가 PTSD에 대해 더 많은 재원을 쓰

어도 대상자가 실제로 병원을 찾아 PTSD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동의하였다[19]. PTSD를 다루는 보건의료

적거나, PTSD 진단과 관리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지식이나 인식이

인이 PTSD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해당 질환 관리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반의의 PTSD에 대한 지식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기에, 본 연구대상자의 PTSD에 대

정도에 대한 Munro 등의 연구에서는 PTSD에 대한 교육을 더 많

한 긍정적인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받은 최근 졸업생이 기존 일반의보다 PTSD에 대해 더 잘 인

본 연구에서 PTSD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8점 만점에 4.86점과
4.65점, 치료에 대한 지식도 3점 만점에 1.38점과 1.14점으로 두

지하고 관리한다고 보고하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27].

전공 모두 지식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PTSD에 대한 교

평생 1개 이상의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비율은 일반인구 집단에

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PTSD에 대한 지식은 임상실습경험이

서 약 80%라고 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교통사

있는 경우, PTSD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2학년보다는 4학년에

고가 가장 흔한 외상사건으로 꼽힌다[28]. DSM-5에 따르면, 직접

서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PTSD에 대한

외상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외상사건이 발생

교육과 실습의 경험 또는 기회가 많아졌을 것이므로 교육의 효과

한 것을 알게 되거나 혹은 외상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사항에 반

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치료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적 또는 극단적으로 노출되는 간접 외상(또는 대리 외상)을 인

Hong과 Cho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20%가 PTSD의 증상, 발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대사회에서 외상사건에의 노출 증가는

기전, 그리고 진단기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래도 학년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고하여[24], 본 연구에서와

본 연구에서, 만일 노출되었을 경우 PTSD가 발생할 비율이 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PTSD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응급

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 사건은 아동기와 성인기의 성폭력 사건이

구조학과생보다 간호학과생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었으며, 이는 Tsai 등의 연구에서도[19]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이

만 점수가 높지는 않았는데, 교육과정에서 PTSD에 대한 교육에

는 국내에서도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성폭력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으나, 치료방법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에 대

에 대해 학계와 임상에서도 지속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5]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PTSD 유병률은 적용한 진단기준, 표본집단의 특성과 조사방법

한편, 대학생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에 대한 국내 연구에 따
르면, 대부분의 대상자가 외상사건의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이 경

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국내의 경우 만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험한 외상사건의 유형은 ‘주변 대인관계 문제’였는데[29] 이는 대

한 전국규모의 역학조사에서 PTSD의 평생 유병률은 2001년에는

학생이라는 연령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TV, 인

1.71%, 2006년에는 1.2%, 2011년에는 1.6%로, 미국의 6~8%[8],

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사건 소식’이 뒤를 이어 간접적인 외상사

캐나다의 9.2%에 비해[26]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록 코로나

건의 노출에 의해서도 사람들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함을 알 수

사태가 아니어도 국내 PTSD 환자는 증가추세로서, 건강보험 가입

있다.

자 중 PTS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7,268명에서 연평균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계열인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생을

9.9% 증가해 2019년 1만 57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45.4% 증가한

대상으로 PTSD에 대한 인식, 지식, 그리고 예상 유병률 등을 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남성 환자는 4,170명이

펴보았는데, 점차 일반인들의 외상사건 노출이 많아지면 그에 따

었고 여성은 6,400명이었는데 20대 환자가 2,349명으로 22%를

라 PTSD 환자 발생도 많아질 것이며, 보건의료인이 이러한 환자

차지해 가장 많았다[18].

를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

하지만 실제 발생률과 일반인이나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예상

이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PTSD에 대한 정확한 최신

발생률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PTSD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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