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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present study had examined the psychiatric symptoms and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for the bereaved parent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died in the 2014 Sewol ferry accident.
Methods : Forty bereaved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authors administ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bout the parents’ health behaviors and psychiatric symptoms. The authors also conducted laboratory
tests to assess the parents’ physical health at 18 and 30 months after the accident. Univariate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to report the prevalence and severity of psychiatric symptom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Paired t-test and Mcnemar test were performed to compare the 18-and 30-month finding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sychiatric symptoms and laboratory findings were performed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Results : At 30 months after the accident, most of the bereaved parents still appeared to suffer from complicated grief (97.5%),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80%), insomnia (77.5%) and severe depression (62.5%)
based on the scores on the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ICG), the PTSD Check List-5 (PCL-5) ,the Insomnia Severity Index (ISI) and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One quarter of the bereaved
parents reported high-risk drinking, and 47.5% reported increased drinking amount and frequency after the
accident. In objective laboratory results, 55% of the bereaved parents were obese as defined by body mass index ≥25. The parents’ mean low-density lipoprotein shows a significant increase over time (118.5 mg/dL at 18
months. vs. 132.5 mg/dL at 30 months. paired t-test t=-4.061, p≦0.001). Total cholesterol and low-density lipoprotein at 30 months after the accident were in clinically borderline high range. In correlation analysis, triglyceri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SI.
Conclusion : The loss of children in the Sewol ferry accident, a disaster caused by human error, continued to have considerable impact on the victims’ parents’ mental and physical health 18 and 30 months after
the accident. A longitudinal study following the parents’ physical health would b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long-term effects of this traumatic experience on physical health. (Anxiety and Mood 2018;14(1):44-52)
KEY WORDS : The Sewol ferry accident·Bereaved parents·Health problems.

서

론

었는데 이 중에는 수학여행을 위해 탑승한 안산시 단원고 2학
년 학생 25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1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476명의 승객과

선행 연구들에서 자녀의 죽음 후 부모가 겪는 고통이 다른

선원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이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

형태의 유가족의 고통, 즉 배우자의 죽음 후 남은 배우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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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죽음 후 성인 자녀가 겪는 고통 등보다 더욱 크다고 알
2-4

었다.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에 걸쳐 1년에 1회

부모가 먼저 사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에서

유가족의 정신건강상태 및 신체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전향적

자녀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재난 레지스트리 연구의 일환으로, 유가족 총회와 대표를 통하

대해 사회의 제대로 된 대처와 지지체계가 부족한 점, 자신이

여 유가족 부모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 중 2015년

자녀를 죽음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부모들의 죄책감과 자

에는 84명(16.3%), 2016년에는 81명(15.7%)이 참여하였다. 모든

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 그리고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참가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서면 동의

따른 역할 변화 등이 자녀사망 후 부모가 겪는 애도반응을 다

하였고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및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 윤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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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형태의 애도반응에 비해 더 극대화하는 요인이다.

자녀의

사망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것일 경우 유가족의 고통

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IRB No. KC15OIMI0261)하에 본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 사망의 원인이 예측 가능한 병사일 때 및 자살 때문일 경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고 후 약 18개월(SD=1개월)에 연구에

우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2,9,10 이러한 자녀의 사망

참여하게 되었으며 정신건강상태 평가를 위한 설문지와 함께

후의 애도 반응은 사망 후 수년이 지난 후에도 남은 부모에게

전반적인 신체검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 받았다. 이는 총 4개년

11,12

슬픈 감정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게 한다.

13

연구로 사고 후 18개월, 30개월 시점에 검사가 시행되었고 추

이는 Neidig 등

의 연구에서 자녀 사망 후 2년 이내의 부모와 2년에서 20년 사

후 42개월, 64개월 시점에 시행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이의 부모에서 애도척도 점수(grief score)의 차이가 없었다는

후 18개월 및 30개월 시점에 시행된 결과로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에서도 추론해볼 수 있다.

시점 검사에 모두 참여한 40명의 유가족 부모(부 : 16명, 모 :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유가족의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24명)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신체 건강에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참가 유가족 부모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조사에는 성

급성기 심근염의 위험도 증가,14 사망률의 증가,15,16 가족 사망

별, 나이, 교육 연수, 현재 결혼 상태와 직업 상태, 가족 소득,

후 유가족의 기존 복용하던 심혈관계 관련 약물 복용률의 감

사고 후 실직 여부와 사고 후 거주지의 이전 여부, 사고 후 남

17

18

19,20

소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의 증가, 비만도의 변화,

약물

아있는 자녀의 유무 등이 포함되었다.

21

사용 증가와 음주 및 흡연 행태의 변화, 다양한 신체증상의
호소,22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와 의료비용의 증가,7,23,24 등이

평가 방법

가족 사망 이후의 애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녀의 죽음은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

건강행태 설문

일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사망률 증가가 몇몇 연구에서 밝혀

건강행태는 음주 및 흡연, 현재 병원 이용 여부, 약물 투여

져 있다.25,26 Rostila 등26의 연구에 의하면 10~17세의 자녀가

유무와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약물인 소화제, 진통제,

사망한 후 어머니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30%가량 높았으

수면제의 사용에 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음주와 흡연

며 이는 자녀의 죽음이 사고, 자살, 타살, 약물남용, 테러, 전

에 대해 각 빈도와 양을 조사하고 고위험음주는 1회 평균 음

쟁 등 자연사가 아닌 경우에 더 증가하였다. 더욱이 자녀의 사

주량 남성에서 7잔 여성에서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

망이 사고나 자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27 약물 복용 여부 및 현재 병원 이용

못했다는 죄책감을 일으켜 부모의 고통은 심화하며 이와 연

여부는 질병의 종류 및 통원, 입원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를 포

관된 건강문제, 사망률 등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함하였다. 소화제, 진통제, 수면제 또한 약물의 종류를 범주

이에 본 논문은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고등학생 부모들
의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해 추적 조사하고 이를 통

내에서는 특정하지 않았으며 시점의 복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
였다.

해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객관적 이학적 검사
이학적 검사에는 신장, 체중, 혈압 검사와 혈액 검사, 수면/

방

법

비수면 위내시경 혹은 위장조영술, 상복부 초음파, 갑상샘 초
음파, 여성에서는 자궁 및 유방 초음파가 포함되었다. 참가 유

대상 및 절차

가족 부모에게 사고 후 18개월과 30개월 각 1회의 아침 공복

본 연구는 안산 온마음센터 협력 하에 세월호 사고 유가족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상완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

대표에게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받은 뒤 시행되

액 검체를 진공 튜브에 담아 원심 분리(3,000 rpm, 15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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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까지 -20℃에서 보관되었다. 혈청 생화학검사는 자동

도반응으로 평가한다.32,33 외상후울분을 평가하기 위한 외상후

화학분석기(Olympus AU 270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울분장애 자기평가척도[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

연구의 분석에는 혈액 검사 중 hemoglobin(Hb), aspartate

order (PTED) Self-Rating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삶

transamin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fast-

의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울분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19개

ing blood glucose, glycated hemoglobin(HbA1c), total cho-

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으나 본

lesterol(T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C),

연구에서는 평균 총점 2.5점 이상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울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 triglyceride

분 반응으로 평가하였다.34,35 불면 평가를 위해 선별도구인 불

(TG), free thyroxine(free T4), thyroid stimulating hormone

면증 심각도 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이하 ISI)를 사

(TSH)을 포함하였다. 모든 객관적 이학적 검사는 본 연구에

용하였다. 이는 총 7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

동의하였더라도 참가 유가족이 거부할 때는 선택적으로 시행

당 0에서 4점이며 총점 7, 14, 21점을 기준으로 각 점수 초과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경우 경도, 중등도, 중증의 불면으로 평가한다.36,37

정신건강상태척도

분석방법

우울증상의 평가를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한글

2015년 연구 등록 시의 유가족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이하

을 위한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월수입, 사고 후 실

PHQ-9)를 사용하였다.28 PHQ-9 는 9개의 항목에 대해 각각

직 여부, 사고 후 거주지 이동 여부, 사고 후 남은 자녀의 유

0에서 3점의 점수를 매기고 총점 5, 10, 15를 기준으로 각 점

무 등의 정보와 건강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단변량 기

수 이상일 경우 경도, 중등도, 중증의 우울증으로 평가한

술 통계분석과 빈도 분석을 통해 기술하였다. 정신건강상태

다.29,30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의 선별을 위해 외상후스트

척도와 이학적 혈액검사결과의 사고 후 18개월, 사고 후 30개

레스장애 확인목록 5판(PTSD Checklist-5, 이하 PCL-5)를

월 자료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

사용하였다. 이는 DSM-5의 PTSD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증

기 위해 동일군의 연속변수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

상을 평가하기 위한 2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8점

test), 두 시점에서 혈액검사 및 정신건강척도 상 임상적으로 주

이상을 PTSD의 선별 기준으로 하고있다.31 애도반응은 복합

의를 요하는 소견을 보인 유가족 부모의 비율을 비교하기 위

애도질문지(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이하 ICG)를 이

한 맥니마검정(Mcnemar test)을 시행하였다. 또한, 유가족 부

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는 한글판으로 한 타당도 연구가 시행

모에서의 정신건강척도와 혈액검사상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된 척도로 19개의 애도와 연관된 사고, 행동에 관한 항목으

이변량 상관분석(Pearson’s bivariate correlation association)

로 이루어져 있으며 25점 이상이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애

분석을 시행하였다. SPSS version 21.0 for Windows(SPS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

Mean

SD

47.40

4.27

Demographic variables
Age (years)
Sex
Male, age

16

40.0

50.6

3.61

Female, age

24

60.0

45.3

3.21

36

90.0

3

7.5
12.68

2.13

Marital state
Married
Divorced/widowed
Education (years)
Income
Before the accident (10,000 KW)

375.00*

After the accident (10,000 KW)

261.11*

Unemployment after the accident
Movement after the accident
Existence of remaining children after the accident

21

52.5

7

17.5

35

87.5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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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sychiatric symptoms in bereaved parents of the Sewol ferry accident after 18 and 30 months
18 months after the accident
Mean

30 months after the accident

SD

n (%)

Mean

†

SD

n (%)

†

Psychiatric symptoms
Depression (PHQ-9)

18.98

5.72

29 (72.5)

14.83*

6.84

25 (62.5)

Complicated grief (ICG)

53.90

14.37

38 (95)

56.25

13.80

39 (97.5)

PTSD (PCL-5)

48.40

16.27

30 (75)

47.87

14.95

32 (80)

Sleep (ISI)

11.85

6.33

29 (72.6)

12.57

6.59

31 (77.5)

PTED

2.73

0.89

26 (65)

2.91

0.76

27 (67.5)

* : p＜0.05, † : PHQ-9 ≥15, ICG ≥25, ISI ≥8, PCL-5 ≥38, PTED self-rating scale ≥2.5. PHQ-9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ICG :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ISI : Insomnia Severity Index, PCL-5 : PTSD Checklist-5, PTED :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Inc., an IBM Company,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시
행하였다.

Table 3. Assessment of alcohol, smoking and health seeking behaviors of the bereaved parents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18 months
Variables

결

과

표본 특성
사고 후 18개월 연구 참가 시점의 유가족 부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인을 Table 1에 표기하였다. 연구 참가 40명 유

n

%

n

%

Problematic drinking

10

25.0

10

25.0

Drinking

32

80

30

75.0

8

20.0

10

25.0

Alcohol

Non drinking
Cigarette Smoking

가족 부모의 평균 나이는 47.4(±4.27)세였으며 아버지 16명, 어

Smoking

머니 24명이었다. 4명(10%)은 이혼 및 별거 상태였으며 평균 교

Non smoking

육 연수는 12.68(±2.13)년 이었다. 세월호 사고 전의 월평균 가
정 수입은 3,750,000원이었으나 사고 후는 평균 2,611,100원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aired t test, t=2.604, p=0.017). 21명
(52.5%)가 사고 후 실직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7명(17.5%)은

30 months

after the accident after the accident

9

22.5

10

25.0

31

77.5

30

75.0

Current hospital care

16

40.0

18

45.0

Medication use

24

60.0

23

57.5

9

22.5

6

15.0

Digestive medicine

15

37.5

13

32.5

Analgesics

15

37.5

15

37.5

Hypnotics

사고 후 이사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35명(87.5%)의 유가족 부
모가 사고로 사망한 자녀 외의 남아있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

32명(80%)였으며 시점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ISI 8점 이상

하였다.

의 수면장애, PTED 2.5점 이상의 외상후울분장애에 해당하
는 유가족 부모는 사고 후 18개월에 각각 29명(72.6%), 29명

정신건강척도
참가 유가족 부모의 사고 후 18개월, 30개월의 정신건강상

(65%)였으며 사고 후 30개월에 31명(77.5%), 27명(67.5%)로
이 또한 시점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태척도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유가족 부모의 사고 후
18개월에 시행한 정신건강상태척도에서 PHQ-9는 평균

유가족 부모의 건강 행태

18.98(±5.72)로 심한 우울에 해당하였으며, 40명의 유가족 부

유가족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약물 사용행태에 대한 설문 조

모 모두 PHQ-9 5점 이상의 임상적 우울에 해당하고 이중 15

사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세월호 유가족 부모의 음주

점 이상의 중증 우울에 해당하는 유가족 부모는 29명(72.5%)

율은 사고 후 18개월과 30개월에 각각 32명(80%), 30명(75%)였

였다. 사고 후 30개월 시점에서 PHQ-9 평균은 14.83(±6.84)

으며, 흡연율은 각각 9명(22.5%), 10명(25%)로 나타났다. 이중

로 감소(paired t test, t=4.365, p＜0.001)하였으며 25명(62.5%)

고위험음주 비율은 두 시점 모두에서 10명(25%)로 나타났다.

이 중증 우울에 해당하였다. 애도반응 척도 ICG는 18개월 53.9

30개월 시점에 추가된 사고 전과의 음주량, 흡연량을 비교하

(±14.37), 30개월 56.25(±13.80)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

는 설문 항목에서 세월호 사고 후 음주량이 증가 혹은 음주를

이는 없었으며 사고 후 30개월에 1명을 제외한 39명의 유가족

새로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유가족 부모가 47.5%, 흡연량이 증

부모가 25점 이상으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복잡성 애도에

가 혹은 흡연을 새로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유가족 부모가

해당하였다. PCL-5 38점 이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해당

22.5%였다. 사고 후 18개월 시점에 병원을 주기적으로 이용하

하는 유가족 부모는 사고 후 18개월에 30명(75%), 30개월에

는 유가족 부모는 16명(40%), 30개월에는 18명(45%)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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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류에 관계 없이 약물 사용 유무를 본 문항에서 사고 후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이하 LDL-C)

18개월 시점에 24명(60%), 30개월 시점에 23명(57.5%)의 유가

은 18개월 평균 118.48(±30.42), 30개월 평균 132.53(±40.48)

족 부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

이었다. 사고 후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18

의 건강행태에서 두 시점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개월과 30개월 검사결과의 대응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Table 4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표기하였다. 분석 결과

혈액검사 결과

TC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의하게 감소한 소견(t=2.909, p=

유가족 부모의 세월호 사고 후 18개월, 30개월에 시행한 객

0.006)을 보인 반면, LDL-C는 사고 후 30개월에 유의하게

관적 혈액검사결과 및 신체상태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평

증가하였다(t=-4.061, p≦0.001). 한편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균 체중은 18개월 시점 67.62(±12.68) kg, 30개월 시점 67.39

2015에 따른 경계이상 기준(LDL-C : 130 mg/dL 이상, TC :

(±12.56) kg이었으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200 mg/dL 이상, TG : 150 mg/dL 이상)에 근거하여,38 높은

BMI) 25이상으로 정의된 비만의 빈도는 두 시점 모두에서 40

TC를 보이는 유가족 부모의 비율은 두 시점간 유의한 차이가

명 중 22명(55%)이었다. 고혈압 및 당뇨 비율은 사고 후 18개

없었으며 높은 LDL-C를 보인 비율은 18개월 13명(32.5%)에

월에 각각 11명(27.5%), 5명(12.5%)이었으며, 사고 후 30개월에

서 30개월 21명(52.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Mcnemar test,

각각 10명(25%), 4명(10%)이었다.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

p=0.008).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헤모글로빈(Hb), 이완기 혈압

terol, 이하 TC)은 18개월 평균 212.15(±45.68), 30개월 평균

(diastolic BP), 갑상샘 호르몬(free T4, TSH)이 세월호 사고

200.275(±44.04), 중성지방(triglyceride, 이하 TG)은 18개월 평

후 30개월 후 18개월에 비교하여 통계적 차이는 있었으나, 두

균 139.7(±60.67), 30개월 평균 142.13(±87.22) 그리고 저밀도

시점 모두 평균 정상 범위내의 검사 결과를 보이고 이상수치

Table 4. Physical status and laboratory findings in parents of the Sewol ferry accident after 18 and 30 months
18 months after the accident
Mean

SD

Weight (kg)

67.62

12.68

BMI (kg/cm2)

25.33

3.01

Obesity

22

‡

Systolic BP

123

Diastolic BP

78.5

0.55

14.17

1.87

Hb (g/dl)

23.52

9.292

4

Anemia

‡

AST (U/L)
ALT (U/L)

24.2

6

‡

25.19

3.03

n

%

22

55.0

10

25.0

4

10.0

4

10.0

9

22.5

19

47.5

14

35.0

21

52.5

17.58
†

13.08

27.5
5.72

0.58

13.89*

1.88

24.57

11.10

26.25

19.03

12.5
10.0

15.66

Abnormal LFT

12.56

72.38

5

‡

SD

67.39

119.9
11

5.65

Mean

55.0

8.02

Hypertension
HbA1c (%)

30 months after the accident
%

11.81

‡

Diabetes

n

15.0

Lipid profile
TC (mg/dl)

212.2

45.68

139.7

60.67

118.5

30.42

TC (≥200)
TG (mg/dl)

22

TG (≥150)
LDL-C (mg/dl)

16

LDL-C (≥130)
HDL-C (mg/dl)

200.3

9.54

55.0
142.1

87.22

132.5

40.48

40.0
†

13
54.75

44.04

†

32.5
55.82

†

13.52

free T4 (ng/dl)

1.011

0.119

1.407

†

0.164

TSHh (mIU/l)

1.579

0.981

2.327

†

1.403

* : p＜.05, † : p＜0.01, ‡ : Obesity (BMI ≥25), Hypertension (sBP ≥140 OR dBP ≥90 or HTN medication), Diabetes (HbA1c ≥6.5 or
DM medication), Anemia (M : ≤13, F : ≤12), Abnormal Liver function test (AST ≥40 or ALT ≥45). BMI : Body Mass Index, BP : Blood
pressure, LFT : Liver Function Test,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SH : Thyroid Stimulating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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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bivariate association between psychiatric symptoms and lipid profiles, BMI
18 months after the accident
Variables

TC

LDL-C

TG

30 months after the accident
BMI

TC

LDL-C

r
Depression (PHQ-9)

0.122

0.166

0.420*

Complicated grief (ICG)

0.100

0.125

0.133

Sleep (ISI)

0.001

0.035

PTSD (PCL-5)

0.000

0.054

PTED

-0.08

-0.05

TG

BMI

r
0.163

-0.002

-0.029

0.162

0.100

0.126

0.243

0.087

0.406*

0.151

0.179

0.169

0.514*

0.160

0.230

0.027

0.092

0.097

0.275

0.167

0.242

0.024

0.064

0.078

0.216

0.178

-0.01

-0.02

* : p＜0.05

를 보이는 유가족 부모 비율의 두 시점간 차이는 없었다.

(77.5%) 또한 대부분의 유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문제였
다. 이전 몇 연구들에서 대형 재난 및 사고 후 사별의 경험을

정신건강척도와 객관적 혈액검사와의 상관분석

한 사람들의 주요우울장애 빈도는 10~49%, 외상후스트레스

본 연구에 참가한 유가족 부모에서의 신체건강지표로서의

장애의 빈도는 5~68%, 지속적애도장애 14~43% 등으로 다양

혈액검사 결과와 정신건강상태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

하게 나타났으며,39-43 일반적으로 사고나 자살, 타살과 같이 자

한 이변량 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 association) 결과

연사로 인한 것이 아닌 사별인 경우, 특히 사고의 경우 자연재

중 일부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PHQ-9와 TG가 사고 후 18

해가 아닌 인적 재해인 경우 애도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개월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r=0.420,

고 보고되고 있어,9,10,41 세월호 유가족들의 높은 빈도의 정신

p=0.007), ISI 척도와 TG가 사고 후 18개월, 30개월 두 시점

건강문제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18 months : r=0.406,

부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정신건강문제를 보이는 것

p=0.009, 30 months : r=0.514, p=0.001)이 있었다. 이외 다른

에 대해 사고가 일으킨 사회적, 정치적 관심으로 인해 언론에

정신건강척도와의 연관성이 있는 혈액검사상의 결과는 보이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받은 추가적인 외상으로

지 않았다.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 또한, 본 연구에 참
여한 유가족 부모의 사고 후 실직이 21명(55%)이었으며, 사고

고

찰

전과 후의 소득 수준 또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통
해 사고 후 유가족 부모가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얽매이게 되

본 연구는 세월호 유가족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신

면서 실직, 경제적 능력의 상실 등을 추가로 경험하게 되고

체검진 결과를 포함한 첫 번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고 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가족 부모의 정신건강문제 지속과

후 세월호 유가족 부모에서의 높은 우울, 복합애도, 외상후스

악화에 기여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트레스장애, 불면, 외상후울분장애의 빈도를 확인하고 사고

세월호 유가족 부모의 고위험음주율은 25%로 같은 연령대

후 3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고위험음주율 16.2%와 비교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가족 부모의 높은 빈도의 고위

볼 때 유가족 부모의 높은 고위험음주율을 볼 수 있었다.27 또

험음주율, 약물 복용 및 병원 이용률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

한, 세월호 사고 후 음주를 새로 시작하거나 음주량이 증가하

가 유가족의 건강행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

였다고 응답한 유가족 부모가 47.5%, 흡연을 새로 시작하거나

접적으로 볼 수 있었으며, 객관적인 결과로서 높은 비만율과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유가족 부모가 22.5%였으며,

TC, LDL-C의 증가, 애도의 시간이 지날수록 LDL-C가 증가

이는 가족 사망 후 스트레스로 유발된 생활습관의 변화 중

하는 경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검사와 정신건강척

음주량 증가와 흡연량 증가, 금연의 실패 등이 연관이 있다는

도와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유가족 부모에서의 TG와 불면과

이전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21,44 이와 더불어 약물

의 연관성을 시사하였다.

복용과 병원이용이 18개월, 30개월 두 시점에서 모두 약 60%,

본 연구에서 사고 후 30개월이 지난 뒤에도 유가족 부모는
여전히 정신건강상태척도상 상당수가 중증 우울(62.5%)을

40%로 상당수의 유가족 부모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시
사한다.

보이고 대부분의 유가족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애도반응

객관적 검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부모는 평균 BMI가 사고

(97.5%)을 겪고 있었으며, 외상후스트레스반응(80%), 불면

후 18개월에 25.33 kg/cm2, 30개월에 25.19 kg/cm2로 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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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모두 BMI 25 이상으로 정의한 비만율 55%였으며 참고를

을 보였다. 수면과 이상지질혈증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같은 연령대의 비만율 38.3%

연관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보다 높았다.27 또한 유가족 부모에서의 TC는 두 시점 모두에

대규모 인구 기반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서 평균 200 mg/dL 이상, LDL-C 또한 사고 후 30개월 평균

군에서 높은 TG를 보일 승산비(odds ratio)가 높아지는 것

130 mg/dL 이상으로 한국형 이상지질혈증 지침 상 경계이상

외에는 다른 지질 수치와 불면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

38

에 해당하였다. 사고 후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한 분석

다.46 본 연구의 집단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정신건강척

에서 사고 후 30개월에 18개월보다 유의하게 LDL-C가 증가

도가 중증도 이상으로 치우쳐있는 집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하였으며 130 이상의 높은 LDL-C를 보이는 유가족 부모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으로

비율 또한 18개월에 32.5%에서 30개월에 52.5%로 통계적으

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고 후 18개월 시점에서 ISI 8점 이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C는 30개월에 18개월보다 평균이

상인 수면장애가 있는 유가족 부모 29명과 7점 이하인 11명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200 mg/dL 이상의 임상적으로 유의

의 TG를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정규성 분포를 만족하면서

한 TC증가 소견을 보이는 유가족 부모의 비율은 두 시점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유가족 부모에서 유의하게 TG가 높고(in-

차이가 없어 평균의 감소를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

dependent t-test, mean 151.45 vs. 108.73, p＜0.05), 수면장

18

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Buckley 등 의 연구에서

애가 있는 군에서는 TG의 평균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경계이

가족사망 후 6개월에 유가족들은 식욕 감소를 이전보다 더

상으로 나타나, 유가족 부모에서 불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많이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LDL-C, TC는 증가한 결과와 비

하며 이것이 객관적인 신체 건강상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

교적 상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모사망을 겪은 유가족 자녀와 대조군을 가족 사망 5년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비교한 결과 애도반응을 겪은 자녀가 BMI 상 비만에 해당하

유가족 500여 명 중 연구에 동의하고 두 해 모두 검진에 참여

는 비율이 높았으며,45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죽음 후 자녀

한 연구 대상자는 40명뿐으로 선택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의 BMI가 3년 이내에는 감소하고 이후에는 증가하는 시간

러나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보다 정

19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결과

신적 그리고 신체적 어려움이 커 연구 참여를 하지 않았을 가

를 애도반응의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 되어

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집단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BMI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

더 극대화 되어있을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가족 부모에서 나타난 높은 빈도와 심각도의 정신건강문제,

본 연구에 참여한 유가족 숫자가 40명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상황, 높은 고위험음주율과 사고 전후의 음

건강상태에 차이를 줄 수 있는 성별, 사회 경제적 수준 등으로

주량, 흡연량의 증가 등으로부터 유가족 부모의 만성 스트레

분류하여 분석하기에는 표본 수가 적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 상황과 이로 인한 건강관리에의 소홀, 식습관 변화 등을

본 연구는 동일한 재난 후 비슷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슷한

추론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의 변화에 따라 유가족 부모

나이의 유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사회경제적

가 높은 비만율, TC를 보이고 LDL-C 또한 애도반응이 지속

수준의 동일성이 비교적 큰 집단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

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었을 가능성을 추론

다. 셋째로, 본 연구 대상자가 유가족 집단만이었고 기저 자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변화에 대해 본 표본의 지속적인

료가 사고 이후 18개월 시점이었기에 사고 이전 상태를 알 수

추적관찰과 더불어 자녀 사망 후의 애도반응에 따른 체중과

가 없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의

BMI, 콜레스테롤에 관한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특성상 유가족에 관한 자료를 사고 전 얻기는 어려운 점을 고

로 보인다.

려해볼 때, 동일 표본의 추적관찰로 분석을 진행한 후 한 집

한편, 본 연구에서 세월호 유가족 부모에서의 혈액검사결과

단의 자녀의 사망이라는 급성 재난적 사고 후 정신건강적, 신

와 연관이 있는 정신건강상태척도를 찾기 위해 시행한 상관분

체적 특성을 시간 경과에 따라 확인하는 것에서 의의가 있을

석에서 LDL-C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척도는 찾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조군 없이 유가족 집단만을 대

못하였다. 그러나 18개월과 30개월의 정신건강상태척도가 유

상으로 한 연구라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추후 선별된

가족 부모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이로 인해 유

대조군과의 임상 양상차이를 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 될 수

가족 부모에서 심각도가 편향된 정신건강상태척도와 LDL-C

있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같은 분석에서 TG가 불면 척도와 유의한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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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등

결

론
14.

본 연구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월호 유가족
의 건강상태에 관해 기술하고 세월호 사고 후의 정신건강상태
뿐 아니라 신체 건강상태의 변화를 확인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확인된 사고 후 30개월에
도 지속되는 정신건강문제, 세월호 유가족 부모의 높은 비만
율, 사고 후 음주행태의 증가, TC의 증가, LDL-C의 증가 등

15.
16.
17.

은 추후 추적관찰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신 및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후 대조
군과의 임상양상 비교를 통해 유가족과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차이를 볼 수 있다면 의미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며 추
적 관찰을 통해 정신건강상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신체상태
변화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8.
19.
20.

이를 통해 애도반응의 정신,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애도반

21.

응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 단어 : 세월호 사고·유가족·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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