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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telman과 Klein(1984)은 임장공포나 공황증 환자

서

론

의 50%에서 소아기에 이별불안의 경험이 있었으며 중
요한 대상을 잃을 때 공황증이 생긴다 한 바 있다. 공황

소아기의 애착관계를 주장한 Bowlby(1977)는 특이

증과 공포증 모두가 소아기의 이별불안과 관련은 있으나

대상과의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소아기에 문제가

(Ayuso등 1989 ； Gittelman과 Klein 1984 ； Raskin

있어 애착관계가 상실되거나 파괴되면 여러 정신과적 문

등 1982 ；Yeragani등 1989) 공황중 환자에서의 소아기

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이별경험이 애착

이별불안이

단순공포증에서

보다

흔하다는

결과도

관계의 형성에 장애가 된다면 유대를 형성하는 시기에

(Gittelman과 Klein 1984) 있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

부모와의 이별경험은 정신적 충격이 될 것이다. 소아기

도 있어 (Thyer등 1985, 1986)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

의 이별경험이 성인에서의 정신장애 발생과 별 관련이

다.

없고(Tennant등 1981) 특이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는

종합하면 공황증 환자의 18~53% 정도에서 소아기에

정설도 없으나(Tennant등 1982) 소아기에 이별 경험

부모와 이별 또는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Breier둥

을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인격이나 행동아 생길 수 있으

1986 ；Coryell등 1983 ；Gittelman과 Klein 1984 ;

며 우울증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Raskin등 1982) 한다. 부모와의 이별은 부모의 이혼 또

(Breier둥 1988 ; Roy 1985 : Tennant 1988 ；Ten-

는■
사망에 의한 이별이냐에 따라 소아에 미치는 정신적

nant등 1980).

충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이환

우울증외에도 소아기의 이별불안이나 이별경험은 이

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별 차이가 없

들이 자라서 불안증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

다는 보고(Tennant등 1980)도 있으나 부모의 사망이

였다(Coryell등 1983 ；Faravelli둥 1985 ；Raskin등

나 이혼이 불안증과 공황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했

1982 ； Tennant등 1982 ； Torgersen 1986 ； Twe-

다 (Coryell등 1983;

Faravelli등 1985: Raskin등

ed등 1989). 불안장애중 공황증이나 임장공포증 환자에

1982 ； Torgersen 1986). Kendler둥 (1992)은 더 나

서 소아기의 이별 경험과 부모 상실에 대한 보고는 많다.

아가서 우울증과 범불안장애는 부모의 사망보다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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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혼과 부모와의 이별이, 공황증은 부모의 사망이나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착
Corresponding author

모친의 이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공황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yohimbin(Chamey등

1984), 카페인(Chamey등 1985), 젖산(임기영과 이호영

하였다. 그 결과 면담조사를 완성한 대상 환자의 수는

1986 ； Liebowitz등 1984), 이산화 탄소(Gorman등

103명(남 : 녀 =28: 75) 이었으며

1984)등의 물질이 알려져 있으며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22) 이었다.

도 공황장애가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eier
등 1986).
어떤 생활사건이 더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
이 있겠으나 공황증의 발생에는 주요한 여러 생활사건이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Faravelli 1985 ； Finl-

ay-Jones와 Brown 1981 ； Last등 1984 ； Roy-Byrne등 1986 a, b ; Wade등 1993) 공황증 발생에는 주요
생활사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공황증
발생 전 1년, 특히 1~3개월 동안에 생활사건이 중가하며

(Last등 1984)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이나 심각한 질병.
자녀의 출산이나 유산, 배우자와의 갈등 모두가 공황중 발
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Buglass등 1977 ； Last등

1984；Raskin등 1982).
본 연구에서는 공황증 환자들에서 소아기 (4~15세)에
부모 한쪽의 사망 또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부모와 이별
했던 적이 있는지와 첫 공황증이 있기 전 1개월과 6개월
동안의 생활사건을 조사함으로서 생활사건이 공황증의
발생에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본 조사 연구는 1994년 2월 초부터 1995년 2월까지
이화의대 목동병원 신경정신과를 방문한 환자들중 저자
의 진료 결과 주 증상의 임상소견이 공황증상이라고 진
단된 환자를 연구 대상 환자로 하였다. 대상환자군에는
한번이라도 DSM-III-R(APA 1987)의 공황발작(이후
공황증으로 표기함)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증상이 있었
던 환자들이었으며 이에는 공황장애와 간헐적 공황중이
있는 반복적 공황증(recurrent panic attack)환자도
포함되었다. 대상환자군에는 과거 갑상선 기능장애로 진
단 또는 치료받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제외하였
다 . 대조군은 같은 기간동안 외 래를 방문한 환자들중 공
포증을 제외한 범불안장애 • 강박신경증등의 불안장애에
속하는 질환의 환자들중 대상환자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환자(환자군)와 대조군 모두에게 연구조사의 취
지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만 조사를

대조군은

31명 (9:

2. 조사방법
저자의 조사 연구에 구두 동의한 대상환자에게는 진료
를 마친 다음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질환에
대한 편견없이 저자가 임의로 작성한 양식을 참조하여
면담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조사하였으며 면담조
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나이. 2. 성별, 3. 보기의 이유 때문에 환자

가 과거 4〜15세 사이에 6개월이상 부모와 이별했던 경
험이 있는지 여부(보기 : 飞 학업이나 부모의 직장 때문
에 부모와 떨어져 생활 , u.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부모의 사망 여부와 당시의 환자 나이)등 , 4. 첫 증상이
생기기 전 1개월 및 6개월 동안 있었던 주요 생활사건
여부(보기 : "I. 자신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 u. 가까
운 친척이나 친구의 사고나 질병, 亡. 극심한 격무, e.
심한 음주 . 口. 금전적 손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ᄉ. 기타)
부모 상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어머
니의 출산으로 잠시 이별하는 것은 제외해야 하고 자신
의 질병이나 부모간의 갈등때문에 이별하는 경우엔 1주
라도 상실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나(Tennant등

1981) 본 연구에서는 부모중 한쪽의 사망 . 자신의 학업
이나 부모의 직업때문에 따로 살게된 경우. 부모의 이혼
이나 별거등을 이유로 부모와 이별했을때 부모 상실의
경험이 있다 보았다. 이별기간은 Faravelli등 (1985) 의
조사에서와 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따로 살았을 경우만
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소아기의 부모 상실에 대한 보고
에서 Tennant등 (1982)은 4세 이전의 이별경험은 우울
이나 불안에 별 영향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4~15세
사이의 기간동안에 부모와 이별경험이 있었는지 유무만
조사하였다.
생활사건은 Lelliott등 (1989)과 Wade등 (1993) 의 연
구에서 이용된 생활사건의 기준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
였으며 자신을 제외한 가족구성원의 질병이나 사고는 조
사항목의 ‘u 항에 포함시켰다. 생활사건은 복수로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을 한 례로 계산하였다.
통계처리는 chi-square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유
의수준은 p <0.05로 정하여 유의성이 없는 경우엔 n.s.

Panic patients(N=103)
Parental loss
Separation from parents
Parental divorce
Parental death
Maternal death
Paternal death

Controls(N=31)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9
5
0
4
3

28

37
14
2
21
6
16

3
2
0
1
1
0

4

7
3
0
4
3
2

1

9
2
17
3
15

1
0
3
2
2

p value*
n. s.
n. s.
n. s.
n.s.

졌
찼 both parents were dead in one patient.
* :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each group, n.s. ：non significance, p 〉 0.05

(non significance)로 기술하였다.

망이 다른 이유와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군에서는 부모사
망이 유의하게 많이 보고되었다(X2= 16.8, df=2, p <

결

고^

0.001). 또 소아기에 부모가 사망했다고 한 공황중 환자
21명중 모친이 사망했던 경우(6례, 5.8% )보다는 부친

1. 나이와 성별

(16례, 15.5% )이 사망했다고 한 경우가 많은 양상이었

연구조사를 마친 공황증 환자는 103명이었으며 이중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X2=2.86. df

남자는 28명 (27.2%). 여자는 75명 (72.8%)으로 여자가

= 1, 0.05 < p <0.1). 그러나 남자 공황증 환자에서는

월등히 많았다. 대조군은 31명으로 남녀 각각 9명(29.

별 차이가 없었으나(X2=0.56, df=l, n.s.) 여자환자들

0%)과 22명 (71.0%)이었다. 대상환자중 남자 환자의

에선 어머니의 사망보다는 아버지의 사망이 유의하게 많

평균나이는 35.5세 (SD : 9.3), 여자환자의 평균나이는

았으며(X2=5.19, df=l, p <0.025) 남성환자(1명)와 비

38.7세 (SD : 10.9)였으며 전체적으로는 37.9세 (SD:

교해서도 많이 보고되었다(X2=4.15, df=l, p<0.05).

10.6)였다. 대조군 중 남자환자의 평균 나이는 35.2세

또 부모 사망시의 나이를 조사해 보았더니 당시의 나

(SD ：11.7), 여자환자는 41세 (SD ：10.3)였으며 전체

이를 기술했던 16명의 공황중 환자중 4〜7세에 부모가

적으론 39.3세 (SD ：11.0)이었다.

사망한 경우가 8명. 8~11세가 6명, 12~15세가 2명으

2. 소아기의 부모상실 경험
공황증 환자에서 소아기에 부모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
고 한 경우가 37명(35.9%)이었으며, 이중 학업이나 부
모의 직업때문에 따로 생활해 본적이 있었던 경우는

14명 (13.6%). 부모의 별거나 이혼 때문에 부모중 한쪽
과 이별했던 적이 있는 경우가 2명(2.0%), 부모중 한쪽
의 사망을 경험했던 경우가 21명(20.4%)이었다. 대조군
에서는 부모상실 경험이 있었던 7명 (22.6%, 남 : 녀 =

3 ：4)중 부모와 따로 생활했던 경우가 3명 (9.7%, 2 ：
1), 부모의 이혼과 별거로 인한 이별은 없었으며, 부모
중 한쪽의 사망을 경험했던 경우는 4명 (12.9%. 1 ：3)이
었으나 환자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여
성에서의 부모상실 경험(X2=2.82, df= l, n.s.)이나 아
버지 사망의 경험(X2=1.39, d f= l, n.s.)은 두 집단 사
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대조군에서 부모 사

로 4〜7세에 부모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조군에서는 모친의 사망이 3례, 부친와 사망이 2례로
조사되었으며 당시의 환자 나이는 8~11세가 1명, 12~

15세가 2명으로 조사되었다(환자군과 대조군 각 1명씩
에서 부모 모두 사망했다고 하여 부모를 따로 분리해 각

1례씩으로 계산함). 가정생활의 파탄(2명)보다는 부모
의 직업과 자신의 학업 때문에 부모와 이별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이유를 기억하고 있던 대상환자들(11명)
중 부모의 ‘직업 때문에’ 5명(남 : 녀 = 2 : 3), ‘자신의 공
부때문에’ 3명(2 ：1), ‘한국전 때문에’ 여자 2명 , ‘부모의
재혼 때문에’ 여자 1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3. 공황증 발생전의 주요 생활사건
1) 첫 증상전 1개월 동안의 주요 생활 사건
공황증 환자 103명중 첫 공황중이 있기 전 1개월 동안
에 기억되는 주요 생활사건이 있었다고 한 경우는 66례

Table 2. Comparison of life events during 1 month before the first symptom between the panic patients and the control
________grou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ysical illness & accidents in P.
Physical illness & accidents in C.
Heavy work
Heavy drinking

Male
4
3
4
4

Panic patients(N=103)
Female
Total
12
16(15.5)
3
6( 5.8)
0
4( 3.9)
0
4( 3.9)

Financial loss
1
Severe mental distress
8
Total
24
P. : Patients, C. : Close relatives and friends, ( ) : %

0
27
42

Male
2

1( 1.0)
35(34.0)
66(64.1)

0
1
0
0
2
5

Controls(N=31)
Female
Total
3
5(16.1)
1
1( 3.2)
0
1( 3.2)
0
0
0
0
4
6(19.4)
8
13(41.9)

Table 3. Comparison of life events during 6months before the first symptom between the panic patients and the control
________grou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le
Physical illness & accidents in P.
Physical illness & accidents in C.
Heavy work
Heavy drinking
Financial loss
Severe mental distrdss

1

Panic patients(N=103)__________________ Controls(N=31)
Female
Total
Male
Female
2
3( 2.9)
1
1

1

4

5( 4.9)

0
0
2
4

1
0
3
24
34

Total
8
P : Patients. C : Close relatives and friends, ( ) : %

Total
2( 6.5)
2( 6.5)

1( 1.0)
0
5( 4.9)
28(27.2)

0
0
1
0
4

2
0
1
6

1( 3.2)
1(32.3)
10(32.3)

42(40.8)

6

11

17(54.8)

2

2( 3.2)

(64.1%)이었다. 생활사건중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2) 첫 증상전 6개월 동안의 주요 생활사건

있었다고 한 경우가 35례(34.0%)로 가장 많았고 ‘자신

공황증 환자 중 42례(40.8%)에서 증상 전 6개월 동안

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가 16례(15.5%), ■가까

주요 생활사건이 있었다고 했으며, 이중 ‘심한 정신적 스

운 친척이나 친구의 질병이나 사고’가 6례(5.8%)로 그

트레스’가 28례. ‘금전적 손실’ 또는 ‘가까운 사람의 사고

다음이었다. 대조군에선 13례(41.9%)에서 생활사건이

나 질병’을 5례에서 경험했다고 하였다. 또 ‘자신의 심각

있었다고 기억했으며 이중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6례

한 질병이나 사고’가 3례로 증상전 1개월 동안 (16례)에

(19.4%)에서, ‘자신의 질병과 사고’가 5례(16.1%)에서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17례(54.8%)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비교적 흔하다고 보고된 ‘심한 정

에서 생활사건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심한 정신적 스

신적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았으나 두 집단사이에는 유

트레스’는 10례에서, ‘가까운 주위사람의 사고나 질병’이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X2= 2.38. df= l, n.s.) 환자군에

2례에서 있었다고 하였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경

서의 남녀 차이도 없었다(X2=0.50, df= l, n.s.). '자신

우 두 집단사이(X2=0.03, df= l, n.s.)와 두 집단의 여

의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를 보고한 여성들에서도 환자

성환자 사이에 (X2=0.18, df=l, n.s.) 유의한 차이는

군 (12명)과 대조군(3명)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

없었으나 환자군의 여성환자들은 다른 생활사건보다 ■심

0.07’ df= l, n.s.)(Table 2).

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보고하였다(X2=5.20, df=

그러나 환자군의 남자환자들의 경우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보다는 다른 생활사건들이 더 빈번한 생활사
건이었으나 (X2=5.93, df, p <0.025) 여자환자들에 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생활사건으로 보고
되었다(X2=3.84, df= l, p<0.05).

1, p < 0.025) (Table 3).
3) 생활사건의 내용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공황증 환자중 4명(남 ：
녀 = 1 ：3)에서 자신에게 질병이 있었으며, 출산이 여성

Table 4. Classes of severe mental distress during 1 and 6 months before the first panic attack in the 103 panic patients
During 6 months

During 1 month
Male

Female

Male

Female

Marital difficulty

1

Marital conflict
Threat of separatin
Conflict with family in law
Conflict in their family

1

12

1

13

6
3

1

7
1
5
1
1

3
4

Stress in job
2

Social events
Failed entrance exam.

3
2

Financial burden in family

1

2

에서 4명 , 교통사고등의 사고가 5명 (4 ：1)에서, 약물 복

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부모 상실 이유에 대해 자신의

용이 1명에서 있었다고 하였다. 이중 출산의 경우엔 모

학업이나 부모의 직업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생활했던 경

두 첫 공황증 1개월 전에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우가 14명 (13.6%), 부모중 한분의 사망에 의한 불가항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정신적

력적 이별은 공황증 환자의 21명(20.4% )이었으며 이중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한 공황증 환자에서 어떠한 사건이

모친의 사망이 6명 (5.8%), 부친의 사망이 16명 (15.5%)

스트레스로 작용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4에

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에서의 이별 경험은 Table

서와 같이 첫 증상전 1개월 • 6개월 동안 배우자와의 갈

1에서와 같이 환자군보다 비교적 적게 보고되는 양상이

등이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그 다음으

었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로 많았다. 환자중에는 아웅산 폭발사고와 우연히 자살

다 . 환자군에서 ‘부모 상실의 경험’(X2= 2.82, df= l, n.

자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증상이 생겼다고 한

s), ‘부모와의 이별’(X2=1.01, df= l, n.s.), ‘부친의 사
망'(X2=1.39, df= l, n.s.)등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

경우도 여성에서 2명이 있었다.

토

•론

으나 여자환자들에선 '모친의 사망•보다는 ■부친의 사망’
이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환자군에서 부친이나 모친
사망의 차이는 없었다(X2=2.86, df= l, n.s.).

소아기에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 사망 등으로 부모를

부모사망시 자신의 나이를 기술하였던 공황증 환자

상실했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

16명중 4~7세 사이에 부모를 상실한 예가 8례. 8~

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 Bowlby(1977)는 특이대상과

11세 사이가 6례, 12~15세 사이가 2례로서 어려서 부

의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시기에 장애가 있으면

모를 잃은 경우가 더 많았다. 같은 부모 상실이라도 소

여러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보았다. 소아기

아에 미치는 영향은 상실의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와 이

의 부모 상실 경험을 특이 정신과 연결지을 수는 없다.

별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부모와의 이별중 모친과

소아기에 부모의 죽음을 경험해도 성인기의 정신증상에

의 이별이 부친 쪽보다는 더 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도 하고 (Tennant등 1981) 소아기

가정하에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Rutter 1981). 부모중

의 이별경험도 공황증과 별 관련이 없었다는 보고도 있

누구를 상실해도 불안증엔 마찬가지 효과라는 보고

으나(Thyey등 1986) 서론에서와 같이 공황증을 포함한

(Tennant등 1982)도 있으나 불안증이나 공황증 발병

불안장애 환자에서 소아기에 이별경험을 많이 했던 것으

은 역시 모친의 이별과 더 관련이 많았다(Kendler등

로 보고되고 있다.

1992 ； Tweed등 1989). 부모와의 이별이유가 부모의

본 연구에서는 공황증 환자의 35.5%가 소아기에 부모

이혼에 의한 것이냐 부모의 사망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상실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되어 민성길과 이호영(1985)

효과도 다르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이 불안증과 공황

의 53%나 외국의 연구보고(Gittelman등 1986 ；Ras-

증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했으나(Coryell등

kin등 1982)보다는 낮은 반면 Coryell등 (1983) 의 28%

1983 : Faravelli둥 1985 ; Raskin등 1982 ； Tor-

gersen 1986) 이들 보고는 연구 대상이 적고 치료받으

도 보았다 .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라 커서도

러 병원을 찾은 환자들 대상이어서 통계적 가치가 크지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다(Lin등 1986).

않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380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모 이혼 후의 스트레스나 긴장도 중요하다. Keith와

한 연구에 의하면 모친의 죽음은 공황증을 동반한 임장

Finlay(1988) 에 의하면 이혼한 부모의 75~80%가 재

공포증과, 공황장애는 부모의 이혼과 각각 관련이 있었

혼을 한다고 하며 , 재혼후 계부나 계모와 새로이 적응해

다 (Tweed등 1989). Kendler등 (1992)은 공황증은 부

나가는 문제는 소아에서 불안증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모의 사망과 모친의 이별과 관련이 있고 공포증은 부모

요인이라는 것이다(Heather'ington등 1985). 어려서

의 사망과 관련있다고 하는 등 대체로 모친과의 이별이

의 상실 경험이 소아의 체질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성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할 수록 문제가 잘 생길 수 있다고도 하였다(Tennant

민성길과 이호영 (1985) 의 연구에서도 공황중 환자에

등 1982). 본 연구에선 부모의 갈등에 따른 이혼이나 별

선 이별불안보다는 부모중 한쪽이 사망했던 경우가 많아

거의 경우가 별로 없었던 데 비해 학업이나 부모의 직업

공황증 발생에는 부모의 사망이 더 관련이 있다고 하였

때문에 이별했던 적은 많았다. 이것은 사회문화적인 관

으나 이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비

습으로 이혼과 별거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록 불안증 환자인 대조군과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환자

아니 었을까 추측해본다.

군에서는 부모의 사망이 다른 두 요인들보다 많이 있었

다른 보고 (Breier등 1988) 에 의하면 부모를 잃은 이

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p < 0.001). 부모의 사망중 부친

후 생활의 경제적 질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배우자가 죽

의 사망이 많은 경향이고(0.1> p> 0.05) 특히 여성에

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아버지가

서는 부친이 사망했던 경우가 많아 공황증에선 모친의

사망한 경우엔 경제적 곤란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망이나 이별이 많다고 한 앞서의 외국의 결과와는 다

외국에서는 배우자 사망후 거의 대부분이 재혼을 하기

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안증 환자인

때문에 (Keith와 Finlay 1988)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것은 불안중 환자들의 소아기에도

일시적일 수 있겠으나 재혼이 그리 흔하지 않았던 한국

이별경험이나 부모 상실의 경험이 있었다고(Coryell등

적 상황에선 배우자, 특히 아버지의 죽음에 따른 어려움

1983 : Raskin둥 1982 ；Torgersen 1986) 했기 때문

은 훨씬 컸으리라고 여겨진다. 모친의 사망과 상실이 공

에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황증과 관련이 많았다고 한 앞서의 외국 보고와는 달리

소아기의 부모 상실이 공황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사망했던 경우가

기전으로는 정신분석적 또는 역동적 관점, 생활환경적

많은 양상이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사별

관점 , 생물학적 관점으로 나눌수 있다. Bowlby(1977)

에 따른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생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의 애착이론에 의하면 부모 상실로 생긴 정신적 상처 또

있겠다. 설명하자면 부인을 잃은 아버지의 경우엔 남편

는 흔적이 성인기의 정신질환 유발에 중요한 요소라고

을 잃은 어머니보다 새로운 배우자를 찾고 새 가정을 이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인 4~7세에 부모

루는데 사회문화적으로 더 쉬운 편이고 자녀들이 받아들

가 사망했던 예가 가장 많아 애착이 형성되는 이 시기의

이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보

부모 상실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

다는 정신적 충격을 빠른 시일에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

다 . 그러나 Rutter(1981)는 상실 자체보다는 부모를 상

각할 수 있겠다. 또한 가정경제적으로도 어머니보다는

실하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히 나을 것이

다고 하였다. 그의 역동적 관점에 의하면 열악한 가정내

기 때문에 경제적 곤란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안정적

역동에 의해 부모와 자녀간에 원만한 관계 형성이 어려

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남

웠을 것이고 이미 이혼 전부터 소아는 힘들었을 것이란

자보다는 여성에서 의미있는 빈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점이다.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 세대의 열악한 생활이나 건강상태, 자신들이 생

생물학적 관점으로는 환자와 그들 부모의 유전적 요소

활해왔던 환경때문에 환자들이 소아기에 부모가 이혼하

를 들수 있다. 원래 환자들의 부모는 유전적으로도 불안

고 일찍 사망하고 결과적으로 조기에 부모를 상실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불안정하고 결국엔 이혼한다고

보았고 이런 부모들의 체질적 요소가 환자들에 유전되어

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황증 발생에 중요한 의미를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Tweed등 1989).

갖는다고 보여진다.

어려서의 부모상실 경험은 소아 개체의 체질을 예민하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세히 보면 i 개월전 . 6개

만들어서 후에 정신질환이 잘 생기게 한다고도 보았다

월전 모두 배우자와의 문제가 가장 흔했으며 배우자 가

(Tennant등 1982). 어려서의 정신적 충격이 신경내분

족과의 갈등도 흔히 보고되었다(Table 4). 배우자와의

비 계통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갈등은 여성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상이었

소아기의 정신적 충격이 노아드레날린 수용체의 예민도

으며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는 여성만이 갖는 스트레스였

를 중가시키며(Kraemer등 1984). 자신의 자녀들을 제

다 . 이로 인한 갈등은 단시간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없고

대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며(Hinde와 Spen-

한번 생기면 오랜 기간 지속하는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

cei^Booth 1971; Suomi와 Ripp 1983), 자율생리와

할 것이다. 특이한 것으로는 갑작스런 사회적 정치적 사

두뇌의 신경화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건 이후 공황증 발생이 있었다고 한 경우로, oᅵ■응상 폭

(Hofer 1973, 1975. 1980) 하였다.

파사건과 이웃사람의 자살을 목격한 여성에서 공황증상

공황증의 발생에는 생활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생겼다고 하였다. 여성에서는 없었으나 남성에서 시

보고되고 있다(Faravelli 1985 ； Finlay-Jones와 Br(^

험에 낙방한 후 공황증을 경험했다고 해 실패에 대한 정

wn 1981 : Roy-Byrne등 1986a, b ；Wade둥 1993). 공

신적 스트레스가 남성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

황증의 91%가 생활변화에 의해 유발 자극되고(Yera-

는 것으로 보인다.

gani둥 1989) 공황증 발생전 1개월 동안에는 42%

본 연구에서 4명의 여자 환자가 출산 이후 공황증상이

(Lelliott등 1989) 발생전 6개월 동안에는 63% 정도의

생겼다고 하였다시피 여성에서 출산은 공황증 발병의 중

(Breier둥 1986) 환자에서 중요한 생활사건이 있었다고

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임신 이후에는 공황증상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이 공황증 발생전 1개월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는등 임신에 따른 중상의

동안에 환자의 64.1%, 6개월 동안에는 40.8%에서 있었

예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는데 일치

다고 하여 외국의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조군

되는 보고로는 출산이후에는 공황증이 악화된다는 것이

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활사건들중 두 기간 모두에

다 .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출산 이후 우울증이 빈발하는

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많아 '심한 정신적 스트

것과 같은 기전으로 보아 내분비 계통의 이상 때문으로

레스’가 공황증 발생에 중요한 유발 요인이었다. •심한 정

설명하고 있다(Northcott와 Stein 1994). 자신의 질병

신적 스트레스’는 성별 차이는 없었다. 발병전 1개월 동안

이나 사고 이외에도 가까운 친구 ᅵ가족과 친척의 심각한

의 급성 생활사건의 경우 여자 공황증 환자에서는 '심한

질병이나 사고가 공황증과 관련있다고 했는데(Fara

정신적 스트레스’가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보고된 데 비해

velli 1985 ；Wade등 1993) 본 연구에서는 1개월 동안

남자에선 격무나 심한 음주를 포함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

엔 6례(5.8%), 6개월 동안엔 5례(4.9% )로 조사되었다.

스’ 이외의 생활사건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민성길과 이호영(1985)는 경제적 손실, 부부간의 갈

만성 생활사건을 말해주는 6개월 동안의 생활사건에서도

둥 , 친지의 사망이 공황중 발생전 있었으며 남성에선 경

두 집단사이에 차이는 없으나 두 집단 모두 •심한 정신적

제적 손실과 직업 스트레스가, 여성에선 부부간 갈등과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보고되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시모와의 갈등이 많다고 하였다. 외국에서의 보고에서도

공황증이나 블안장애 유발에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

공황증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주요 생활사건이 공황증

고 있다. 그러나 환자군에서 ■자신의 신체적 질환이나 사

환자의 42%에서 있었으며 부부간의 갈등, 가족의 질병.

고’는 1개월동안에 비해 월등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혼이나 이별의 위협 등 순으로 빈발했으며 (Lelliott등

만성적 생활사건인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른 생활사

1989), Wade등 (1993) 역시 43%의 공황증 환자에서

건에 비해 많이 보고되는 양상이었다(p<0.05). 특히 대

발병 전 만성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했는데, 부부간의 갈

조군에서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c]•른 생활사건에 비

등과 함께 배우자 가족과의 불협화가 큰 문제라고 하면

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군 여자에서는 다른 생활

서 가족간 특히 부부간의 갈등에 관해 언급하였다. 부부

사건에 비해 많이 보고되어(p <0.025) 대조군에서와 달

간의 적응문제가 공황증과 관련이 없고(Emmelkamp

1980 ; Himadi등 1986) 가정내에서도 별 것 아니라고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의한 경우가 2명(2.0% )으로 부모

쉽게 무시되는 하찮은 가정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연구

와의 사별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p <0.005).

도 (Kanner등 1981) 있으나 부부간의 갈등과 불만족은

2) 공황증 환자중 여성에서는 모친의 사망보다는 부친

치료의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land와 Hallam

의 사망이 유의하게 많았으며(p <0.025) 전체적으로는

1981 ；Monterio등 1985 ；Wade등 1993). 부부간 좋

4~7세에 부모를 상실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3) 여성에서는 공황증 발생전 1개월(p <0.05) 및

만 (Monterio등 1985) 그렇지 않고 부부간의 불협화음

6개월 (p <0.025) 동안의 생활사건중 심한 정신적 스트

이 있으면 치료에 잘 반응하지도 않고(Faravelli와 A1-

레스가 가장 많았다.

banesi 1987 ; Monterio등 1985 ；Wade둥 1993) 공

4)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가장

황증이 만성화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Wade등 1993).

많았고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이별 위협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와의 갈등, 배우자 가족과의 불협

도 많았다.

화 , 배우자와의 이별 위협 등 배우자와 관련된 생활사건
이 가장 많고 이러한 생활 스트레스가 쉽게 해결되지 않

중심 단 어 : 공 황 증 . 부모상실 • 소 아 기 . 생활사건.

고 비교적 장기간 지속하는 양상으로 비추어 보아 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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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hood Parental Loss and Life Events before Panic Onset in Panic Patients

Young-Chul Kim, M.D.
Department o f Neuropsychiatry, College o 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The author assessed the effect of parental loss during childhood(4 〜 15years) and the life
events during the 1 and 6 months before the onset of panic attack in 103 panic pati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rate of traumatic early parental loss in 103 panic patients was higher than that in con
trol subjects. Experience of parental death(20.4%) and separation from parents(13.6%) occurred
frequently in panic patients(p < 0.005).
2) Experience of paternal death was significantly more common than maternal death in the
female panic patients(p〈 0.025).
3) The female panic patients had significantly more severe mental distress during the period
of 1 month(p < 0.05) and 6 months (p 〈 0.025) before the first panic attack.
4) The panic patients reported difficulty with spouse and in the relationship with person oth
er than spouse frequently.
KEY WORDS : Panic attack • Parental loss • Life events • Childh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