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ess
pISSN 1225-665X, eISSN 2234-1668

stress 2022;30(2):85-91
https://doi.org/10.17547/kjsr.2022.30.2.85

전투 시 살상 경험이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전 참전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이현엽1ㆍ강성록2

1육군사관학교 심리경영학과 부교수, 2육군사관학교 심리경영학과 교수

The Experience of Killing and Health in Late Life: Findings from Korean Vietnam 

War Veterans

Hyunyup Lee1, Sungrok Kang2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2Por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Seoul, Korea 

Received March 21, 2022
Revised  June 1, 2022
Accepted June 2, 2022

Corresponding author
Sungrok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574 Hwarang-ro, 
Nowon-gu, Seoul 01805, Korea
Tel: +82-2-2197-2755
Fax: +82-2-2197-0302
E-mail: ksr6452@gmail.com

ORCID: 
Hyunyup Lee
(https://orcid.org/0000-0002-6683-8987)
Sungrok Kang
(https://orcid.org/0000-0003-2939-347X)

Copyright © 2022 by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
perly cited.

Key messages

본 연구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제대군인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살상 경험과 전투노출 경험

이 노년기 정신건강과 주관적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살상 경험 유무와 전투노출 경험 유무

에 따라 무경험 집단, 전투노출 집단, 살상 및 전투노출 집단으로 구분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불안 증상, 적대감, 주관적 신체건강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한 결과, 살상 및 전투노출 집단이 가

장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불안 증상, 적대감을 보였으며, 주관적 신체건강은 무경험 집단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결과는 전투지역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개입 시 전투노출 외상뿐만 아니라 살상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심단어: 살상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불안 증상, 적대감, 주관적 신체건강

Abstract
Background: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bat exposure and killing on mental 
and subjective physical health later in life among Korean Vietnam War veteran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42 male veterans with a mean age of 72 years (SD=2.57). 
Veterans were divided based on their histories into three groups: no experience (Group 1), combat 
exposure only (Group 2), and both killing and combat exposure (Group 3). Analyses of variance 
(ANOVAs) examined group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anxiety 
symptoms, hostility, and perceived physical health. 
Results: The ANOVAs showed that PTSD, anxiety symptoms and hostility were most prevalent among 
the veterans in Group 3 (both killing and combat exposu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Groups 1 and 2. Perceived physical health was highest among the veterans in Group 1 (no 
experience).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Groups 2 and 3.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impacts 
of optimism and social support after homecoming, these results were similar. 
Conclus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killing experience and combat exposure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interventions for veterans deployed into active combat zones.

Key Words: Killing experienc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xiety symptoms, Hostility, 

Subjective physical health

 ORIGINAL ARTICLE

서  론

전장에서 군인들은 다양한 유형의 외상(trauma)을 경

험한다. 적과 교전을 하고, 전투정찰 임무 수행 간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며, 부상당한 군인이나 끔찍한 죽음

을 목격하고, 적의 폭격이나 기습으로 공격받는 것에 대한 

공포심도 자주 느낀다[1].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들은 군 복

무 기간뿐만 아니라 제대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같은 정신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그런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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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수동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외상(예. 폭격에 노

출, 죽음 목격 등)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측면에서도 극심

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타인의 생명을 빼

앗는(killing) 경험이다[1].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군을 살상해야만 하며, 아군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

하는 민간인들을 적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작전 임무로써 수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타인의 생명을 빼

앗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을 위배하여 양심의 가책이나 죄

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군 제대 이후 심리적 고통

을 일으키기도 한다[3].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군이나 민간인을 살상한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제대군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나타냈으며[4], 살상 경험은 자

살 경향성과도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5]. 또한, 일반적

인 전투노출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살상 경험은 

PTSD 증상, 음주로 인한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6,7]. 전투의무병의 경우, 실제적인 살상 경험뿐 아니라 

살상을 시도한 경험도 PTSD 증상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

냈다[8]. 한편,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자극에도 불안한 감정

과 긴장감을 느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불안 증상과, 

지속적인 분노와 공격적인 충동성을 경험하는 적대감에도 

살상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상 경험은 

반추적 사고를 매개하여 불안 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

으며[5], 가정 폭력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9]. 또한, 

살상 경험이 있는 참전 군인들은 복귀 이후 타인에 대해 언

어적, 신체적 공격성이 더 증가함을 보였다[10]. 

전쟁 시 살상 경험과 제대 이후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미군들

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 대상자들이 대부분 중

년층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성인기 초기에 경험한 전투 살

상 경험이 노년기 정신건강과도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일반적인 전투노출 및 포로

경험은 PTSD 증상에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2,11], 

참전 군인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TSD 증상이 완화되

는 그룹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계속해서 PTSD 증상을 

보고하기도 했다[12]. 따라서, 살상 경험도 PTSD 증상에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

은 주로 살상 경험과 PTSD 증상과의 관련성을 검증해 온

바, 노년기 불안 증상이나 적대감 같은 심리적 증상과 더

불어 신체적 건강에도 살상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전

쟁에 참전한 한국군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쟁 동안의 

살상 경험과 노년기 정신건강(PTSD 증상, 불안 증상, 적

대감) 및 주관적인 신체 건강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인 측면에서 실시되는 살상 

경험 이외 수동적인 입장에서 경험하는 전투노출(예. 부상

이나 죽음에 노출, 적 공격 위협 등)도 제대군인들의 정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2,13]. 따라서 살상 경험

과 전투노출 경험을 조사하여 두 가지 유형의 전장 스트레

스 경험 유무에 따라 정신건강 및 주관적 신체건강을 비교

할 수 있다. 즉, 두 유형 모두 경험한 제대군인과 어느 한 

가지 유형만 경험한 제대군인, 그리고 두 가지 유형 모두 

경험하지 않은 제대군인으로 나누어 집단 비교를 함으로

써 살상 경험이 포함된 집단이 심리적․신체적 건강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은 전

장 스트레스 이외 성격적․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성격 변인은 낙관성이다. 낙관성은 

신체 질병을 극복하거나 부정적인 심리 증상들을 회복하

는 데 핵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낙관성이 높을수록 PTSD 증상이 

감소하였고[15], 긍정적 정신건강 및 주관적 신체건강이 

증가하였다[16]. 사회적 요인으로 고려할 변수는 파병 복

귀 후 사회적 지지이다. 파병 복귀 이후 가족이나 국민으

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전투경험이 PTSD 증상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켰으며[17], 삶의 만족도와 정

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전장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뒤 정신

건강과 주관적 신체건강을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낙관성 및 파병 복귀 후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나 질병과 같은 외상 경험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들이 보고되었으나[19-21], 전투 시 살상 경험에서 비

롯되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살

상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 베트

남전 참전 제대군인들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들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

남전 참전 제대군인들로부터 자료를 획득했다. 서울, 경기

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속해있는 

월남전 참전자 20개 지회를 경유하여 1,000명의 참전 제

대군인들에게 설문지와 설문안내문, 설문 동의서가 전달

되었다. 연구자들은 각 지회에 연락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참전 군인들에게 설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하

였으며, 이들 중 374명이 자발적으로 응답한 설문지와 동

의서를 회송하였다. 설문안내문에는 응답 과정 중 정신적

인 고통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설문 응답을 그만둘 수 

있으며, 정신과적 진료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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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여 조치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설문 응

답자들이 노년기에 속해있음으로 고려하여, 설문지 글자

를 크게 해 가독성을 높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문항에 불

성실하게 응답한 7명과 참전기간 동안 전투노출 경험 및 

살상 경험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25명의 자료를 제외하

고, 최종 342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약 72세(표준편

차=2.57)였다. 베트남전에서 복귀한 시기는 1966년에서 

1973년까지 다양했으며 복귀 시점에서의 평균 연령은 약 

24세였다. 설문 조사가 실시된 2017년을 기준으로 보았

을 때, 베트남전 참전 이후 평균적으로 약 48년이 지났다. 

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모두 122명(35.7%)이

었으며, 전투노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296명

(86.5%)이었다.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절차는 한국 

공용기관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

터 승인을 받았다(P01-201709-22-003).

2. 연구 도구

1) 전투시 살상 및 전투노출 경험

베트남전 파병기간 동안 살상 경험(killing)은 “귀하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죽였거나, 또는 죽인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전투 관련 외상 경험(combat 

exposure)은 2개 문항(“귀하는 적군의 사격, 공습, 또는 

포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는 전투현장에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총/포탄에 맞은 사람을 얼마

나 자주 보았습니까?”)에 대해, 두 질문 중 적어도 어느 한 

문항에서 1회 이상 외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외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은 Weathers 등

[22]이 개발하고,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안한 PCL-5 척

도(PTSD checklist for DSM-5)를 사용하였다. 번안을 

위해, PCL-5 원본 영문 질문지를 연구자들이 1차로 한국

어로 번안한 후,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미국대학에 거주

하는 한인 교수가 1차 한국어로 번안된 질문지를 다시 영

문으로 번역하였다. 이후 미국 원어민 대학원생이 PCL-5

척도 원본과 한인 교수가 영문으로 재번안한 PCL-5척도

를 비교하여 의미가 동일한지 확인하였다. 의미가 동일하

지 않은 문항들은 한국어로 재번안한 후 동일한 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의미가 모두 동일하게 번안된 한국어 

PCL-5 척도를 사용하였다. PCL-5는 외상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

라 0점(전혀 없다)∼4점(아주 심하다)까지 5점 Likert 방

식으로 평가되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PTSD 증상이 높음을 나타내며, 4가지 하위 

범주-재경험증상, 회피증상,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의 변화-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문

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4가지 하

위 범주의 내적 합치도는 순서대로 .94, .89, .94, .91로 

나타났다.

3) 불안 증상 및 적대감 

본 연구에서는 불안 및 적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Dero-

gatis와 Spencer [23]가 개발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

사를(Brief Symptom Inventory) Go [24]가 사용한 문

항 중 불안 증상을 측정하는 6개 문항과 적대감을 측정하

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 증상 모두 5점 Likert 척도

에서 평가되었으며(0점=전혀 아니다∼4점=매우 그렇다), 

각 증상별 문항들의 총점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증상 및 적대감이 높음을 나타내며, 본 연

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 (불안 

증상), .92 (적대감)로 나타났다. 

4) 주관적 신체건강 

자기보고식 건강평가 질문(self-rated health)은 개인

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신체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된다[25]. 본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건강상

태를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귀하의 현재 신체 건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의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1점(매우 나쁘다)에서 5점(매우 좋음)에 

응답하였다. 

5) 낙관성 

낙관성은 Scheier 등[26]이 개발하고(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Kim [27]이 한국어로 타당화한 

LOT-R 척도를 사용하였다[27]. LOT-R은 긍정적인 삶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척도로, 4개의 허위문항과 3개의 

긍정적 문항, 3개의 부정적 문항을 포함하여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방식(0점=매우 동의하

지 않음∼4점=매우 동의함)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인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65로 나타났다.

6) 파병 복귀 후 사회적 지지 

파병 복귀 후 사회적 지지는 베트남전 참전 이후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국민 또는 지역공동체로부터 받은 격려 및 

정서적 지지를 의미하며(예, ‘내가 파병에서 돌아왔을 때, 

국민들은 내가 나라를 위해 군에서 복무한 것을 자랑스럽

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Vogt 등[28]이 개발한 파병 위험 

및 보호 요인 질문지(Deployment Risk and Resilience 

Inventory-2) 중 파병 복귀 후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을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

은 앞서 언급한 PTSD 증상 척도 번안 과정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식(1점=매우 동의하

지 않음∼5점=매우 동의함)에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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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1 2 3 4 5 6 7 8

r

1. Killing -

2. Combat exposure .29c) -

3. PTSD symptoms .18b) .17b) -

4. Anxiety symptoms .24c) .18b) .78c) -

5. Hostility .24c) .11a) .73c) .85c) -

6. Perceived physical health −.18b) −.18b) −.36c) −.33c) −.32c) -

7. Optimism −.03 −.05 −.31c) −.23c) −.26c) .16b) -

8. Social support −.07 −.04 −.12a) −.08 −.16b) .20c) .18b) -

M 0.36 0.87 27.82 8.03 6.08 2.58 13.20 9.47

SD 0.48 0.34 17.30 5.71 4.67 0.78 2.65 2.93

Range 0 or 1 0 or 1 0∼80 0∼24 0∼20 1∼5 0∼24 3∼1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p＜.05, b)p＜.01, c)p＜.001.

을수록 공동체로부터 더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전장에서의 살상 경험과 전투노출 경험 유무에 따라 집

단을 구분한 결과 세 집단으로 나타났다. 1)무경험 집단

(살상 경험 없음+전투노출 경험 없음, 46명, 13.4%), 2)

전투노출 집단(살상 경험 없음 +전투노출 경험 있음, 174

명, 50.9%), 3)살상 및 전투노출 집단(살상 경험 있음+전

투노출 경험 있음, 122명, 35.7%). 살상 경험은 있으나 

전투노출 경험이 없는 제대군인들은 없었다. 세 집단 간 

정신건강 및 주관적 신체건강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세 집단에서 PTSD 

증상과 그 하위 4가지 범주 증상, 불안 증상, 적대감, 그리

고 주관적 신체건강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며, 사후

비교분석은 각 집단별 인원수가 서로 다름을 고려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앞선 집단별 

비교결과가 낙관성과 복귀 후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통

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공분

산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4를 활

용하였다. 

결  과

1. 상관관계 분석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및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살상 경험 및 전투노출 경험은 

세 가지 유형의 정신건강 증상 및 주관적 신체건강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살상 경험과 전투노출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들은 그렇지 않은 군인들보다 PTSD 증상, 불

안 증상, 적대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r=.11∼.24, 

p＜.05),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건강은 낮게 나타났다

(r=−.18, p＜.01). 비록 상관관계의 크기는 약했으나, 참

전 이후 약 4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전장 스트레

스 경험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

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한편, 전장 스트레스 요인

들은 낙관성 및 복귀 후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낙관성은 정신건강 변인들과 모두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으며(r=−.26∼−.31, p＜.001), 복귀 후 

사회적 지지도 불안 증상을 제외한 PTSD 증상(r=−.12, 

p＜.05) 및 적대감(r=−.16, p＜.01)과 약하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낙관성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16, p＜.01, r=.20, p＜.001). 

이는 제대군인들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유지에 낙관적인 

성향 및 공동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집단 비교

살상 및 전투노출 경험 유무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정신건강 및 주관적 신체건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살상 및 

전투노출 집단(집단 3)은 무경험 집단(집단 1)과 전투노출 

집단(집단 2)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PTSD 증상을 나타냈

다(F (2, 316)=7.70, p＜.01). PTSD 증상의 하위 범주별

로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경험 증상에서는 세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회피증상,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의 변화에서는 집단 3이 

집단 1보다 유의하게 높은 증상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불안 증상과 적대감에서도 집단 3이 집단 1, 2보다 유의하

게 높은 증상을 나타냈다(각각 F (2, 327)=11.74, p＜.001, 

F (2, 329)=10.21, p＜.001)). 신체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는 무경험 집단(집단 1)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건강하다고 평가하였다(F (2, 331)=8.76, 

p＜.001). 이러한 결과들은 참전기간 동안 살상 경험이 

있을 경우 노년기 시기에 더 부정적인 정신건강 및 신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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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up differences in mental and physical health

Group 1 (n=46)
Neither CE nor killing 

Group 2 (n=174)
Only CE

Group 3 (n=122)
Both CE and killing

ANOVA Post-hoc 
analysis 
(Scheffé)

M (SD) M (SD) M (SD) F (df) 2

PTSD symptoms 20.61 (16.03) 26.84 (16.68) 31.99 (17.66) F (2, 316)=.70b) 0.05 3＞1, 2

Re-experiencing 4.69 (4.03) 6.93 (4.88) 8.74 (5.15) F (2, 316)=11.87c) 0.07 3＞2＞1

Avoidance 1.98 (1.79) 2.71 (1.86) 3.32 (2.01) F (2, 311)=8.33c) 0.05 3＞1

Negative alteration in cognitive and mood 7.07 (6.33) 9.08 (6.18) 10.23 (6.33) F (2, 303)=3.99a) 0.03 3＞1

Alteration in arousal and reactivity 6.84 (5.26) 8.21 (5.31) 9.82 (5.99) F (2, 305)=5.18b) 0.03 3＞1

Anxiety symptoms 5.93 (4.33) 7.85 (5.35) 10.18 (6.05) F (2, 327)=11.74c) 0.07 3＞1, 2

Hostility 4.76 (4.35) 5.39 (4.29) 7.57 (4.96) F (2, 329)=10.21c) 0.06 3＞1, 2

Perceived physical health 2.93 (0.88) 2.61 (0.78) 2.39 (0.68) F (2, 331)=8.76c) 0.05 1＞2, 3

CE: combat exposure,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p＜.05, b)p＜.01, c)p＜.001.

강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군인들의 정신건강 및 주관

적 신체건강은 성격적․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낙관성 및 복귀 후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세 집단별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공분산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공분산 분석을 통

한 세부 집단 비교는 SPSS 프로그램 상에서 Bonferroni 

correction이 적용 가능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정신건강

의 경우 집단별 차이 패턴은 일원변량분석과 동일하게 나

타났다. 즉, PTSD 증상(F (2, 308)=7.38, p＜.01), 불안 

증상(F (2, 319)=12.03, p＜.001), 적대감(F (2, 320)=9.46, 

p＜.001) 모두에서 집단 3이 집단 1과 집단 2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고, 집단 1과 집단 2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가적으로, 공분산 모델에서 낙관

성은 세 가지 심리적 증상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p＜.001), 복귀 후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

다. 주관적 신체건강의 경우, 집단 1＞집단 2＞집단 3 순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2, 315)=9.48, p＜.001). 

또한, 낙관성과 복귀 후 사회적 지지 모두 주관적 신체건

강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p＜.0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속한 베트남전 참전 제대군인

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살상 경험과 일반적인 

전투노출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뒤, PTSD 증

상, 불안 증상, 적대감, 그리고 주관적 신체적 건강에 있어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투노출만 있었던 집단에 비해 살상 경험과 일반적인 전투

노출 경험이 모두 있었던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차이는 낙관성과 복귀 후 사

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살상 및 전투노출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이 성격적 

특성이나 사회적 요인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주관적 신체건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는데, 낙관성과 공동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

력을 제외하고도 살상 경험이 포함된 집단이 전투노출만 

있었던 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평가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에서 살상 경험이 PTSD 증상 및 공격성, 관절염과 

같은 신체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들과 유사

하며[4,29], 서양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살상 

경험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

냄을 보여준다. 살상 경험이 해로운 결과를 유발하는 이유

는 개인이 도덕적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각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30]. 베트남 전쟁 및 이라

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에서도, 일반적인 전투 노출을 경험한 군인들에 비

해 살상 경험 있는 군인들은 죄책감을 더 크게 지각하였으

며, 이를 통해 PTSD 증상도 더 높게 보고하였다[31].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일관되게 전투경험이 PTSD 증상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해 왔

다[2].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전투노출이 없었던 무경험 집

단(집단 1)과 일반적인 전투 노출만 있었던 집단(집단 2) 

간 정신건강 및 주관적 신체 건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는 분산분석 시 집단 1의 인원수가 적어 발생한 통

계적 결과일 수도 있으나, 살상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일

반적인 전투 노출은 노년기에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걸프전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타인의 죽음을 목격한 경험은 PTSD 증상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살상 경험의 영향력이 독립변

수에 추가되자, 그 유의한 영향력은 사라졌다[7]. 따라서,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죽음에 위협을 느

끼는 일반적인 전투노출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살상을 함

께 고려하는 것이 전장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비록, 전쟁에 승리하기 위

해 적군을 살상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타인

의 생명을 취하는 경험은 전쟁 이후 개인에게 매우 큰 스

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6,7] 밝혀진 바와 같이 부적응적인 심리적 증상이나 행동

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전투지역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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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회복을 위한 개입 시에도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전

투노출뿐만 아니라 살상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인지과정치료(cognitive processing therapy), 

지속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 수용과 전

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요법(eye movement desen-

sitization and reprocessing) 등이 PTSD에 대한 다양

한 치료법으로 시도되고 있는데[32],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는 구체적인 트라우마 유형을 고려하지 않

을 경우, 그 효과가 약할 수 있다[33]. 이에 따라, 최근에

는 살상 경험을 고려한 인지행동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자기 용서, 살상으로 인

한 생리적ㆍ정서적ㆍ인지적 반응, 도덕적 손상 등을 포함

한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통제 집단에 비

해 PTSD 증상 및 일반적인 정신증적 장애 증상이 유의하

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34]. 참전 군인들은 제대 이후 

타인에게 살상 경험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지내

는 경우가 많고, 죄책감 및 자기 비난과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와 정서를 자주 경험함을 고려할 때[35], 정신건강 전

문가들은 참전 군인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개입 시 살상 

경험을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투

노출 경험과 살상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했으나, 

실제 전장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전투노출과 살상 경험

의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으로부터의 

사격을 받는 상황이나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는 것 이외에

도 차량 이동 간 피습을 받거나 적 공격으로 실제적인 부

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살상 경험의 경우 적국의 군인을 

살상하기도 하지만, 작전임무 수행 간 불가피하게 민간인

의 목숨을 취해야 하는 경우(예. 아군에 총격을 가하는 민

간인)도 있다. 또한, 건물 안이나 적 차량을 공격하는 경우 

적군의 사망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타인을 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

지를 측정한 결과는 간접적인 살상 경험으로 분류하여 별

도로 분석할 수도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전투노출 경험과 

살상 경험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들 간의 차별적인 영향

을 검증한다면 제대군인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회복

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투노출 경험과 살상 경험은 노년기에 회고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기억편향이나 인지적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Yancura와 Aldwin

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경험을 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평가적 인상(예. 아동기 시절 얼마나 행복했는가)보

다 사실에 근거한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예. 아동기 시절 

부모님 이혼) 측정내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음을 

밝혔다[36]. 이에 본 연구에서도 비록 과거의 전쟁 경험을 

회고하여 측정했으나, 살상 경험이나 전투노출 경험 여부

를 측정했기에 기억편향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더불어 낙관성 및 복귀 후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정신건강 및 주관적 신체건강에서의 집

단차이 결과가 유사했음을 고려할 때, 인지적 편향으로 인

한 영향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차후 연구에서

는 군인들의 외상 경험 측정은 사건의 경험과 근접한 시기

에 실시하여,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들은 대부분 역번역 

과정을 거치긴 했으나, 타당화가 필요한 측정 도구들이 있

다. 예를 들어, 파병 복귀 후 사회적 지지는 질문내용 상 

파병에서 복귀한 후 근접한 시점에서 국민이나 지역사회

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이나, 장기간 시간

이 지난 후 회고하는 방식으로 측정했을 경우 원척도가 의

도한 내용으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해야 한다. 

넷째, 전투경험 이외에도 교통사고, 자연재해, 질병과 

같은 일반적인 외상 경험과 음주와 같은 건강 행동도 참전 

군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7-39]. 따라

서, 다른 유형의 외상 경험과 건강 행동의 영향력을 통제

한 이후, 전장 스트레스 요인들이 참전 군인들의 정신건강

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진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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