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첫 부분은 트라우마 사건의 주요 유형, 이들의 잠재적인 영향, 트라우

마와 트라우마로 인한 결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룬다. 각각의 영역은 효과적인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트라우마 사

건의 주요 유형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내담자가 어떤 고통을 

경험해왔으며, 현재 증상이 어떠한지에 대해 임상가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된 진단적 면담(diagnostic interview)과 심리 검사들에 

대한 지식은 치료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트라우마, 영향과 평가

1제     부





트
라우마는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APA, 2013)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

어 있다.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대한 노출이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1) 외상성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2)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다.

(3) 외상성 사건(들)이 가족, 가까운 친지 또는 친한 친구에게 발생한 것을 알게 된다.

단, 가족, 친척 또는 친구에게 발생한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은 그 사건(들)

이 폭력적이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

(4)   외상성 사건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세부적인 사항에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노출된다(예：변사체 처리의 최초 대처자, 아동 학대의 세부적인 사항에 반복적

으로 노출된 경찰관).

주의사항：진단 기준 A4는 노출이 업무 관련이 아닌 경우와 전자미디어, 텔레비

전, 영화 또는 사진을 통해 노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가 유용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건이 생

명의 위협이나 신체적 부상이 아니어도 외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실제

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행’으로 제한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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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re, 2004; Anders, Frazier, & Frankfurt, 2011). 일찍이 DSM－III－R(APA, 1987)의 

정의 또한 심리적 통합에 대한 위협(threats to psychological integrity)들을 트라우마의 

타당한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DSM－5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게도 생명에 위협이 되

지는 않는 사건들, 예를 들면 극도의 정서적 학대, 주요한(major) 사망(loss) 또는 분리

(separations), 수모나 수치심, 그리고 강제적인(그러나 신체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성적 경험들을 외상적인 사건들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

람들의 실제 트라우마 사건의 범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준 진단 A는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ASD(acute stress disorder, 

급성 스트레스장애)의 선수 요건이기 때문에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일

부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장애 진단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 

사실, 사건이 ‘외상성’이 되기까지 현재의 트라우마에 대한 진단 정의들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외상성’이라는 개념은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예：Kubany, Ralston, & Hill, 2010; O’Donnell, Creamer, McFarlane, Silove, 

& Bryant, 2010). 우리가 내린 결론은 어떤 사건이 극도로 혼란스럽거나(upsetting), 적

어도 일시적으로 개인의 내적 자원을 압도하거나, 심리적 증상을 지속되도록 만든다

면 그 사건은 외상성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전반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가 사용되

었는데, 이는 심리적 통합에 주요한 위협을 경험한 사람들도 신체적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만큼이나 고통을 겪고, 트라우마 집중 치

료에서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치료 사안일 뿐

이며, 공식적인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내릴 때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DSM－5의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주요 트라우마 유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모든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주요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제시한다(Elliott, 1997; Kessler, Sonnega, Bromet, 

Hughes, & Nelson, 1995; Norris, 1992). 여기에 심리적 통합에 대한 위협(예：주요한 

상실이나 신체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들까지 포함된다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외상성 스트레스 요인들은 흔한 것이지만, 심각한 심리

적 증상과 장애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요인의 기능은 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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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른 변인들의 작용에 따라 다양하다. 다음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찾는 사람

들이 잠재적으로 겪었을 만한 외상성 사건의 주요 유형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물론 

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데, 첫 임상적 면담(clinical interview)

에서 내담자가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담자은 평가받지 않고 지지받을 상황(3장 참조)에서 그들이 겪은 사건들에 대해 명

확한 질문을 받지 않는다면,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야 한다. 이 책에서는 각각의 트라우마 유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더 상세한 

정보는 각 장의 끝에 있는 추천 문헌을 참고하길 바란다. 

아동 학대

아동기의 성적, 신체적 학대는 성추행에서부터 강간까지, 심각한 엉덩이 체벌부터 생

명을 위협하는 구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북미 사회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생한다. 

미국의 아동 학대에 대한 후향성 연구에서 여성의 약 25~35%, 남성의 약 10~20%가 

아동기에 성적으로 학대받았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약 10~20%가 신

체적 학대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Briere & Elliot, 2003; Finkelhor, 

Hotaling, Lewis, & Smith, 1990). 몇몇 연구에서는 여성 정신건강 환자들의 35~70%

가 아동기의 성적 학대를 보고하고 있다(Briere, 1992). 비록 심리적 학대나 방임 형태

의 학대를 발생률이나 유병률로 수치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지만, 많은 아동이 심리적

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다(Briere, Godbout, & Runtz, 2012; Hart et al., 2011).

이후의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아동 학대와 방임은 심각하고 때로는 지속적인 심리

적 기능장애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재피해자화(revictimization)라 일컫는, 성적으

로 또는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할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Classen, Palesh, & Aggarwal, 

2005; Duckworth & Follette, 2011). 아동 학대와 방임은 아동들이 신경생물학적으로 

약하고(Pechtel & Pizzagalli, 2011; Pratchett & Yehuda, 2011),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과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모델을 형성하는(Messman－Moore & Coates, 2007) 초

기 단계에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에 경험하는 모든 외상성 사건의 심리적 곤란에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쉽다.

대규모의 대인 간 폭력

상당수의 부상자나 사상자를 수반하는 고의적인 폭력(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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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은 트라우마 분야의 새로운 범주이다. 1995년 4월 19일에 발생한 미국 오클라호

마 시티 폭탄 테러(North et al., 1999), 2001년 9월 11일에 세계 무역센터와 펜타곤에

서 발생한 테러 공격(Galea et al., 2002), 그리고 2005년 7월 7일에 있었던 런던 대중교

통 체계를 향한 공격(Salib & Cortina－Borja, 2009)들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명백한 

대규모 트라우마 사례들이다. 불행히도 전 세계에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대규모의 인

권 유린을 포함한 다른 많은 예시가 있다(Hoffman et al., 2007; Johnson et al., 2010; 

Pfefferbaum et al., 2001). 11장에서 설명하였듯이, 9·11 테러는 대규모 트라우마에 

대한 효과적인 단기 치료에 관련된 북미 연구를 갑작스럽게 증가시켰다. 나중에 언급

하겠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규모 트라우마 희생자들과 함께 작업할 때 하지 말아

야 할 것을 아는 것이 해야 할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까운 미

래에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다른 대규모 사상 사건들이 감소하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는 것이 ISTSS(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국제 트라우마 스트레스 연구 협회; http://www.istss.org)와 

같은 국제단체들의 목표이다.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인간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닌,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상해 또는 죽음을 초래하는 대규모의 자연 현상으로 정의된다. 자연재

해는 미국에서 비교적 흔히 발생하며, 조사에 의하면 13~30%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자연재해에 노출된다고 한다(Briere & Elliott, 2000; Green & Solomon, 

1995). 전형적인 자연재해로는 지진, 대형 화재, 홍수, 쓰나미, 눈사태, 산사태, 허리

케인, 토네이도, 화산폭발이 포함된다. 비록 재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초기에 증

상이 없었거나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었을지라도, 상당한 비율의 희생자들이 심각한 

장기적 영향으로 고통받는다(예：Briere & Elliott, 2000; Hogerson, Klöckner, Boe, 

Weisæth, & Holen, 2011). 심각한 신체적 부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이들

의 죽음,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이 이러한 사건들 중 가장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요소

다(Briere & Elliott, 2000; Maida, Gordon, Steinberg, & Gordon, 1989; Shear et al., 

2011; Ursano, Fullerton, & McCaughey, 1994).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은 재해 피해

자들의 지원에 개입할 때, 대개 정부의 대처 전략[예：미연방비상관리국(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나 비교적 빠르게 동원되는 유사 정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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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예：적십자사)의 범주 내에서 종사하게 된다. 1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시기에 임상가의 초기 작업은 트라우마 치료 그 자체가 아니라 대개 부상자 분류, 지

지, 위안, 심리적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규모 수송 사고 

수송 사고는 비행기 충돌, 기차 탈선, 해양 사고(예：배)와 같은 사건들을 포함한

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다수의 피해자와 높은 사망률을 수반한다(Maeda & Higa, 

2006). 비록 이런 사건들의 발생률은 쉽게 밝혀지지 않지만, 대규모 수송 사고는 피

해자들이 계속되는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노출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긴 시간

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생존자들에게 특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Lundin, 

1995; Maeda & Higa, 2006). 미국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은 주로 미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과 미국교통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에 의해 통제되며, 이 기관들은 지역 응

급 서비스, 관련 여객기 회사,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일한다.  

화재와 화상

트라우마 문헌에 대규모 화재가 재해로 자주 실리지만, 트라우마 치료자들은 생존자

의 상당수가 그보다 작은 화재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종종 침

대에서의 흡연이나 전기 합선 또는 프로판 탱크, 스토브, 히터의 누출/고장으로 인

한 주택 화재를 포함한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화상, 산업 화

재, 불꽃놀이, 바비큐 사고 또는 타인에 의한 고의적인 방화도 포함된다. 화재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특히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한 화상에 의한 영향들(장기간

의 회복기, 많은 수술,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흉터의 존재와 지속, 외모 손상, 

절단, 기동성의 감소)은 어떤 점에서는 외상적인 사건을 뜻하고, 시간을 두고 지속·

반복되며(Gilboa, Friedman, Tsur, & Fauerbach, 1994), 종종 심각하고 만성적인 심리

적 결과를 초래한다(Browne, Andrews, Schug, & Wood, 2011; Davydow, Katon, & 

Zatzick, 2009; Fauerbach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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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미국에서 약 20%의 사람들이 MVA(motor vehicle accidents, 심각한 교통사고)를 경험

하며(Blanchard & Hickling, 1997),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은 30세 전에 1회 이상의 자

동차 사고를 당한다(Hickling, Blanchard, & Hickling, 2006).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적 증상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사고가 주요한 부상이나 타인의 죽음을 수반할 경

우에 더욱 심각하다. 후자의 경우로 인한 비애와 자기비난은 그 후에 뒤따르는 심리적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2장에서 언급할 주요 교통사고 생존자들은 평가

와 치료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외상성 뇌 손상(TBI)을 입게 될 수 있다(Harvey & 

Bryant, 2002; Hickling, Gillen, Blanchard, Buckley, & Taylor, 1998; Kim et al., 2007). 

MVA가 그 밖에 다른 비대인 간 외상들보다 PTSD나 다른 형태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상가들은 간혹 내담자와 부정적인 인생의 사건들에 

관한 면담을 할 때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부적절하게 간과한다.  

강간과 성폭행

강간은 위협 또는 신체적인 강압으로 또는 피해자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일 

때(예：약물이나 술의 영향하에 있을 때 또는 인지능력에 손상이 있는 경우)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하여 청소년이나 성인(만일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아동 학대’ 참

조)에게 행해지는 합의되지 않은 구강, 항문 또는 질 삽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성폭행

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강간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강제적인 성적 접촉만을 의미하지

만,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강간을 포함한 어떠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라도 성

폭행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정의를 내릴 경우 미국의 여성에 대한 강

간 발생률이 14~20%가 될 것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Black et al., 2010; Kilpatrick & 

Resnick, 1993; Tjaden & Thoennes, 2000; White, Koss, & Kazdin, 2011).

여성 청소년에 대한 또래 성폭행은 상당히 흔히 발생하며, Singer, Anglin, Song, 

Lunghofer(1995)는 지역적·경제적으로 다양한 6개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 12~17%

의 여학생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적 행동에 관여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 청소년 조사(the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에서는 미국의 여성 청소년 중 약 12~13%가 성폭행 또는 강간을 경험했

다고 보고했다(Elwood et al., 2011). 남자들이 성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

식은 극히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성폭행 비율은 덜 분명하지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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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범위로 추정된다(Black et al., 2010; Elliott, Mok, & Briere, 2004; Tjaden & 

Thoennes, 2000).

최근 임상가들과 연구원들은 군대 내에서 동료나 상관에 의하여 성적 강압,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는 군 복무자들을 중심으로 MST(military sexual trauma, 군대에서 겪는 

성적 트라우마) 현상을 조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이전에 추정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하다. 한 예로,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과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에서 돌아온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

는 전시 근무 중에 여성의 15%와 남성의 1%가 MST를 경험했다고 한다(Kimerling et 

al., 2010).

또한 난민이나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종종 침입군에게 강

간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성폭력이 민간인에게 굴욕감을 주고, 사기를 저

하시키고,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를 촉진시키며, 군인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한 방

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Berman, Girón, & Marroguín, 2006; Human Rights 

Watch, 2009; Turner, Yuksel, & Silove, 2003; Stiglmayer, 1994). 이에 더하여, 여성과 

아이들의 상당수가 불법 이주 중에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하는데, 예를 들어 ‘인신매

매단’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밀반입하는 사이에 그들을 강간한다

(Amnesty International, 2010; Segura & Zavella, 2007).

낯선 사람에 의한 신체적 폭행

낯선 사람에 의한 신체적 폭행은 강도, 폭행, 흉기로 찌르기, 총격, 교살 시도, 그리고 모

르는 사람에게 가해진 기타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조직폭력배에 가담하여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한 총격 상황에서 본거지를 정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또는 우월함을 내

세우기 위한 의도일지라도, 이런 공격의 동기는 흔히 강도 또는 분노의 표현이다. 관

계에 있어 많은 폭력 행위들은 남성보다 여성을 향해 있지만, 낯선 사람에 의한 신체

적 폭행은 이와 반대이다(Amstadter et al., 2011). 

예를 들어 도심의 정신과 응급실 환자들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14%가 신체

적 폭행을 경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성의 64%가 낯선 사람에 의한 신체적 폭행을 

적어도 한 번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Currier & Brirer, 2000). 이와 비슷하게 Singer 등

(1995)은 리서치 사이트를 인용하여 남성 청소년의 3~33%가 총격을 가했거나, 받았

으며, 6~16%가 칼로 찔렸거나 공격을 당했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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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파트너 구타

아내 구타, 배우자 학대 또는 가정 폭력으로도 알려진 성 파트너 구타는 대개 성관계를 

나누며 종종 동거관계(그러나 필연적인 것은 아님)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성인의 신

체적인 또는 성적인 공격 행위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굴욕, 비하, 심각한 비

난, 스토킹, 아동과 반려동물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이

다(Black et al., 2010; Kendall－Tackett, 2009; D. K. O’Leary, 1999; Straus & Gelles, 

1990). 미국에서 결혼을 했거나 동거관계에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본

조사에서 12%가 주먹으로 치거나 발 차기 또는 목 조르기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 폭

력이 있었다고 보고한 반면에, 25%는 적어도 가정 내 한 번의 신체적 공격 사건이 있

었다고 보고했다(Straus & Gelles, 1990). 이와 비슷하게, 전국 여성 폭력 실태조사(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그들

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으로 학대당한 비율이 남성은 7%인 데 비해 

여성은 20%인 것으로 밝혀졌다(Tjaden & Thoennes, 2000).

신체적 구타 내력을 논외로 한 파트너나 배우자에 의한 여성 성폭행률의 범위는 

9~17%에 이른다(Black et al., 2010; Elliot & Briere, 2003; Finkelhor & Yllö, 1985). 파

트너에게 신체적으로 폭행당한 여성들 가운데, 성폭행의 수반율은 45%나 된다고 보

고된다(Campbell & Soeken, 1999). 피해 예방 국가 기관과 파트너 친밀성 및 성폭력 

통제 국가 기관의 조사(the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s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

력의 모든 형태를 모두 고려했을 때, 미국 여성의 36%와 남성의 28%가 성 파트너에게 

강간, 신체적 폭행 및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한다(Black et al., 2010). 정신장애를 가졌

거나 심리적 지원을 요청한 여성들 가운데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발생률은 이

보다 높으며, 50%를 초과할 때도 있다(예：Chang et al., 2011). 당연한 일이지만, 이

러한 폭력의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심각하다(Black et al., 2010; Okuda 

et al., 2011; Hien & Ruglass, 2009 참조).

성매매

성매매는 상업적인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고용, 수송, 이동, 은

닉 또는 인수로 정의할 수 있다(The Protection Project, 2011). 비록 정확한 수치를 아

는 것은 어렵지만, 매년 60~80만 명의 사람들이 성매매나 성노예로 국경을 넘어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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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고, 그중 1만 4,500~1만 7,500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인신매매 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U.S. Department of State, 2005). 일단 인신매매가 되면 여성과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보다는 덜 하지만 남자아이들 역시) 매춘(윤락가에서 출장 매춘과 길거리 매

춘), 포르노물, 스트립쇼, 안마 시술소, 사교 모임 동반 서비스, 통신 판매 신부[우편

주문신부 네트워크(mail－order bride networks)], 섹스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강요받는다. 비록 납치되지 않았을지라도 매춘 알선업자나 매춘업소에 의해 강제되

거나 강요받는 경우에는 지역 매춘 또한 성매매의 한 형태라고 논의되기도 한다(예：

Leidholdt, 2003).

성매매의 영향은 때론 심각하다. 매춘 및 인신매매 과정과 관련된 영향(유괴 또는 

노예가 되도록 강요받음, 다른 언어가 사용되거나 고립된 타국에 서류 없이 불법으로 

납치됨)은 우울과 외상후 스트레스, 물질 남용, 그리고 그 외의 증상이나 장애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Farley, 2004; Freed, 2003; Reid & Jones, 2011).

고문

UN 고문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에서는 고문을 ‘어

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개인이나 제3자가 행하

였거나 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 개인이나 제3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

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1984). 현재 미

국 법전(Title 18, Part 1, Chapter 113C, Section 2340)에서는 고문을 공권력하에, 자신

의 권리 또는 물리적 통제권 내에서 타인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괴로

움(합법적인 제재에 따르는 고통이나 괴로움과는 다른)을 가하려는 의도로 범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문하는 방법은 목적(function)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구타, 목이 졸려 사망 직전 상

태까지 가는 것, 전기 충격, 다양한 형태의 성폭행과 강간, 뼈나 관절을 부러뜨림, 물

고문, 감각 차단, 죽음이나 신체 절단 위협, 조롱,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부상에 대

하여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 수면 박탈, 극도로 차갑거나 뜨거운 상황에 노출시

키는 것, 스트레스 수준, 신체 절단,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에 관여하도록 강

요하는 신체적·심리적 기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Hooberman, Rosenfeld, Lhewa, 

Rasmussen, & Keller, 2007; Punamäki, Qouta, & El Sarraj, 2010; Wilson & Drožd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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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정치적 고문의 대부분은 체포 이후에 경찰이나 군에 의한 폭력과 관련된다. 국

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2008)는 현재 81개 이상의 국가들이 고문 사용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무언의 허락을 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고문 발생률은 알려

져 있지 않다고 예측한다. 

이에 더해,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 중 몇 가지 방법

은 그 이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 또는 공격 위협과 마찬가지로, 인권보호의 체계

에 대한 심각한 폭력에 해당된다. 미국은 고문과 학대를 사용해왔고, 이러한 행동을 

치안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시키려 했으며,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12, para, 4).

망명자들 중 고문 피해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Baker, 1992). 비록 고문 피해자들

이 북미의 정신건강 시스템들과 접촉할 때 알려지지 않은(potential torture) 내력에 대

한 질문을 받는 일은 드물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서유럽,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출신 고문 피해자들은 50만 명으로 추정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전쟁

전쟁은 트라우마와 지속적인 심리적 장애의 비교적 흔하고 강력한 원인이다. 외상후 

스트레스의 어려움들은 세계 1, 2차 전쟁, 앙골라, 소말리아, 르완다와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전쟁들, 아프가니스탄,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페르시아만(이라크

를 포함한),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북아일랜드, 포클랜드, 보스니아 전쟁을 포함한 많

은 근대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 의해서 잘 설명되고 있다. 전쟁은 죽음의 위협 및 외

모 손상, 신체 부상, 타인의 부상 및 죽음의 목격, 그리고 타인을 부상 입히거나 사살

하는 데 개입하게 되는 경험 등, 폭력적이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광범위한 경험

들과 연관된다(Kulka et al., 1988; Weathers, Litz, & Keane, 1995).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잔혹행위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간을 당하

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감금, 고문, 극도의 신체적 박탈과 같은 전쟁 포로 경험을 수

반한다. 이러한 트라우마들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증상과 장애들을 낳는다(Institute of 

Medicine, 2010; Pizarro, Silver, & Prause, 2006). 오늘날 심리 서비스를 찾는 미국 참

전군인의 대부분은 이라크, 베트남 또는 한국에서 전투 군인들이었거나 예비 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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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미국에서는 재향군인 관리국(the Veterans’ Administration, VA)이 많은 재향군

인들에게 부상이나 신체장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이

러한 치료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들이 정부 지원 

범위 외의 정신건강센터와 임상가들을 방문하는 일은 흔하다.

전쟁은 또한 전쟁이 발생한 지역의 토착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연

구 결과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또는 무장 갈등 지대)에 사는 아이들과 민간인 

어른 모두에게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불안, 우울, PTSD, 그리고 다른(종종 문화 특

정적인) 부정적인 결과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Bracke, Giller, & Summerfield, 

1995; Eytan, Guthmiller, Durieux－Pailard, Loutan, & Gex－Fabry, 2011; Heidenreich, 

Ruiz－Casares, & Rousseau, 2009; Krippner & McIntyre, 2003). 인도주의적 임무를 위

해 전쟁 발달 지역에 가 있는 임상가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쟁 생존자들은 

임상적으로 망명자 및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이주해온 고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예：Baker, 1992; Wilson & Drožðek, 2004).

타인의 살인 목격 또는 자살 직면

DSM－5의 PTSD와 ASD의 기준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타인의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

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는 것(learning about)’과 관련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목격하

는 일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종합적 증상을 낳을 수 있는데, 이후에 언급되겠지만 

특히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대상이 친구, 친척 또는 사랑하는 이일 때, 죽음이나 부상

이 고의적인 것일 때 더욱 그렇다. 아마 이와 같은 사건들 중 가장 충격적인 두 가지를 

꼽자면 중요한 타인의 자살과 살인일 것이다. 

살인

미연방수사국[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2010)]은 미국에서 2010년에

만 1만 4,748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10만 명당 4.8명 꼴이

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개인들(예：친구, 배우자, 부모, 자

식)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사건 발생 후 알게 되는 범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일반인들 중 살인 사건 생존자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미국 젊은층 1,75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에 따르면, 15%가 가족 구성원

이나 가까운 친구의 살인 사건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했다고 한다(Zinzow, Rhein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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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ins, Saunders, & Kilpatrick, 2009). 살인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외상후 스트

레스, 장기간의 비애, 우울, 분노, 그리고 물질 남용과 같이 광범위하다(Zinzow et al., 

2009). 살인 사건 생존자들은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한 충격뿐만 아니라 극심한 미디

어 보도의 결과, 범죄에 내포된 폭력의 수준, 생존자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을 가

능성, 분노와 복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법 집행과 재판제도에 대한 장

기적 개입을 경험한다.

자살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자살을 목격하거나 직면하게 되는 일은 극심한 외

상적 사건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이 부모의 자살에 노출된 경우(Brent, 

Melhem, Donohoe, & Walker, 2009; Hung & Rabin, 2009; Wilcox et al., 2010), 동반

자나 가족 구성원이 자살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렇다(Kaltman & Bonnano, 2003; K. 

Ogata, Ishikawa, Michiue Nishi, & Maeda, 2011; Melhem, Walker, Moritz, & Brent, 

2008). 상실 및 트라우마와 관련된 반응들과 더불어(2장의 ‘복합 또는 외상성 비애’ 참

조) 분노나 사망자를 향한 배신감과 같은 감정,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든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가능성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은 종종 그에 해당

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동반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문헌에서 항상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과 치료 과정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질병이

나 사건으로는 심장마비, 암, 에이즈(HIV/AIDS), 뇌졸중 또는 뇌출혈, 유산 등이 있

다.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치료는 심장 수술,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심각한 화상에 

대한 수술과 간호, 주요 치과 수술, 그리고 다른 심각한 고통이나 공포를 발생시키는 

의료적 개입이 포함된다(O’Donnell, Creamer, Holmes et al., 2010). 최근에는 수술 중 

마취 상태에서 생각지 않게 의식이 깨어나는 증상들로 의료적 트라우마로 논의되고 

있다(예：Leslie, Chan, Myles, Forbes, & McCulloch, 2010).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외과적 의료 시술을 받는데, 이런 일은 개인의 

질병과 치료 중에서 어떤 측면이 외상후 장애의 원인이 되는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인에 상관없이 트라우마는 주요 의료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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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임상가들은 주요 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외상후 스

트레스, 우울 또는 불안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예：S. Lee, Brasel, & Lee, 

2004).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응급 처치 종사자 

응급 처치 종사자들은 치명적인 부상,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절단, 할복, 심각한 화

상, 피해자의 극도의 괴로움을 포함한 잠재적 트라우마 현상들을 자주 맞닥뜨리기 때

문에,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또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DSM－5에서 트라우마의 정의는 외상성 사건(들)의 혐

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의 경험(예：변사체 처리의 최

초 대처자, 아동 학대의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은 소방관, 인명 구조

자, 긴급 의료원, 그리고 기타 응급 의료 종사자, 사망한 트라우마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 응급 정신건강과 위기 개입 종사자, 그리고 법률 집행인들

이다(Benedek, Fullerton, & Ursano, 2007; Fullerton, Ursano, & Wang. 2004; LaFauci 

Schutt & Marotta, 2011; Rivard, Dietz, Martell, & Widawski, 2002). 또한 트라우마 생

존자를 치료하는 심리 치료자들은 대리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을 경험할 수 있

다(Dalenberg, 2000; Goin, 2002; Pearlman & Saakvitne, 1995). 

복합적이고 누적되는 트라우마 문제

구별하여 설명한 트라우마 유형들은 이러한 트라우마 사건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줄 수 있다. 즉, 하나의 트라우마 경험이 다른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

성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은 대개 자연재해나 화재와 같

은 비대인적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사실이지만,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 트

라우마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인관계 트라우마를 경험할 위험성이 통계적으

로 높다(예：Rees et al., 2011). 이것은 특히 재피해자화(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

들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 다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라고 설명된다

(Amstadter et al., 2011; Classen et al., 2002; Tjaden & Thoennes, 2000; 자세한 내용은 

Duckworth & Follette, 2011 참조). 게다가 많은 임상가는 몇몇 내담자들의 경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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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인 트라우마 경험보다 더 많은 트라우마 경험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는데, 

아래에 제시될 것처럼 환경적·사회적·행동적 문제들에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트라우마들 간의 관계, 그리고 주어진 개인의 생애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

상과 어려움은 복합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기의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과 성인

기에 다양한 증상들과 잔혹한 학대 행동(예：물질 남용, 가출, 무분별한 성적 행동, 애

착 문제들, 해리나 부인을 통한 감소된 위험 인식)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후에 대인 관계에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Dietrich, 2007; Hetzel & McCanne, 

2005; McCauley, Calhoun, & Gidycz,2010; McIntyre & Widom, 2011; Messman－

Moore, Walsh, & DiLillo, 2010; Reese－Weber & Smith, 2011). 이러한 트라우마들은 

더 심각한 트라우마와 차후 잠재적으로 더 복합적인 정신건강 결과를 야기하는 추가 

위험 요소들인 또 다른 행동과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아동기와 성인 트라우마 두 가

지 모두가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생존자들이 당면하는 징후는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1)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아동기 트라우마의 영향, (2) 가

장 최근의 성적 또는 신체적 폭행의 영향들, (3) 아동기 트라우마와 성인기 폭행의 부

가적인 영향(additive effect)(예：아동기와 성인기 피해자 경험에 대한 플래시백), (4) 

성인기 트라우마에 대한 심각한 퇴행적, 해리적 또는 자기 파괴적인 반응과 같이 성인

기 폭행과 아동기 트라우마를 악화시키는 상호작용(exacerbating interaction)이다.

수많은 트라우마와 증상 반응들의 복잡한 결합은 트라우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임

상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트라우마 임상가들은 가끔 특정 증상을 특정한 트라우

마와 연결하고, 다른 증상들을 다른 트라우마와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갖거나 또는 사

실상 트라우마 관련 증상들을 트라우마와 관련이 적은 증상들과 구별하는 데 어려움

을 겪는다. 이러한 일들은 종종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책의 나머지 장

들에서 다양한 트라우마 증상들의 연결을 명확하게 하는 평가와 치료 접근법들을 설

명하고, 몇몇 사례의 경우에는 다중 외상－다중 증상(multitrauma－multisymptom) 발현

에 접근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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