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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우울에 관한 연구
김 태 열
대구보훈병원

요 약

이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로서 대구보훈병원에 진료 받으러 오는 고엽제
환자와 보훈병원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외래로 방문하는 고혈압 환자를 대
상으로 우울 측정하여 고엽제 환자의 우울증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대책을 수립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고엽제 환자의 일반적 특성별 우울 수준은 단신세대가, 초등학교 졸업이, 무직
이, 자녀보조가, 비 자가주택이, 수입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음주 유무별로는
비음주가 유의하게 높았다. 고혈압 환자는 흡연 유무별 ‘흡연’이, 음주유무별 ‘주 3
회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군 경험과 관련된 우울 정도는 계급별
로는 ‘하사관’이, 병과별로는 ‘의무 기타’가, 치료약 복용여부에서는 ‘복용자’가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DS 항목별로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분석한 결과 고엽제
환자의 전체 평균은 50.4로 고혈압 환자의 43.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이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엽제 환자의 6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 환자(27.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현행 고엽제 환자의 경우
33종의 신체적 질환은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질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정
신질환 중 대표적 질환인 우울증에 대해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우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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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엽제란 일반농가에서도 흔히 쓰이는 제초제의 하나로 2,4-Dichloropheoxy
acetic acid(2,4-T)와 2,4,5-trichlorophenoxy acetic acid(2,4,5-T)의
50:50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Gough, 1986). 고엽제는 베트남전에서 사용
된 밀림지역을 중심으로 다량 살포되었으며 그중 오렌지색의 용기로 포장된 고
엽제가 가장 많이 살포되어 흔히 Agent orange로 불려지게 되었다(임현술 등,
1993: 1). 그러나 Agent orange에 불순물로 포함된 2,3,7,8-TCDD가 제 2
세대 출생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1969년에 미국에서 발표됨에
따라 1970년에 그 사용을 보류되었고 그 다음해인 1971년 Ninh Thuan 지역
을 끝으로 고엽제 살포는 전면 금지되었다(Buckinham, 1982).
고엽제에 의한 건강 장애의 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Ketchum, Michalek,
Longnecker(2001: 306)는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의 고엽제 폭로군에서 간질
환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고, 베트남 참전 군인 고엽제 폭로군에서 아킬레스 반
사기능 저하, 관절 운동 장애 등 말초신경질환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khtar et al., 2001: 480).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964 1972
년 사이 베트남 참전 호주군인과 일반 호주인을 상대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 결
과 정신질환중 신경계 정신질환 및 우울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Marshall, 1996: 323).
김성애(1997: 19)에 의하면 고엽제 환자의 우울 정도는 연령, 참전기간, 약
물복용, 고엽제 판정유무, 건강피해 인식도에 따라 달랐는데 우울의 각 항목별
평균치가 우울증의 판단 기준치인 50점보다 높은 53.83 60.97로 높게 나타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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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고엽제 환자에 있어서 우울증의 발생율은 비교적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우울증이 관련 질병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통계자료(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 참전자 중에서
고엽제로 인해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2004년 3월말 후유증 환자
20,341명, 후유의증 환자 53,029명으로 전체 73,370명이 등록되어 있다.
한편 Niemi 등(1988: 1101)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로서 신체
적 장애와 인지 기능의 장애 외에도 정신 건강을 강조하였고 특히 우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엽제 환자들의 질병을 예
방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신체적 질환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질환 중 대표적인 우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들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을 강구하는 점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엽제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별 우울 수준 파악과 이
결과를 토대로 우울 환자의 의료, 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권익 향상
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군인 고혈압 환자와의 우울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우울 수준 파악과 우울 환자의 의료, 복지 증
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우울 환자에 대한 의료, 복지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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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고엽제의 건강장애
고엽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Barrett 등(2001:
491)은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살포한 미 공군과 대조군인 비 폭로군인 공군과
의 지능 검사 결과 고엽제를 살포한 공군에게서 기억력 감퇴증의 발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Robinowitz 등(1989)은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에 폭로된 재향군인을 대상으
로 정신과 질환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에서 일반인과 비
교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1987년 미국질병관리소는 베트남전 참전 재향군
인의 심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비참전자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높게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고엽제 환자로 등록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진단받은 환자
4,247명과 고엽제 환자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
12,010명을 대상으로 환자 대조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환자군에 있어 자살환
자가 26명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교위험도(Relative
Rate)에 있어서도 3.97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Bullman, Kang, 1994:
607).
상기 이외에도 고엽제에 의한 건강 장애는 호흡기계질환, 혈관계질환, 정신질
환 심지어는 고엽제 2세에까지 척추 이분증이라는 유전질환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국가보훈처 통계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고엽제 후유증 질환을 살펴보
면 후유증에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심상성면포, 말초신경병,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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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당뇨
병, 폐쇄성혈전 혈관염으로 총 13가지 질환을 포함하고 있다.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은 총 20가지 질환으로 일광과민성 피부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 다발성신경병, 다발성경화
증, 근위축,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질환,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질
환, 동맥경화증, 무균성괴사증, 콜레스테롤 과다증을 포함한다.

2.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SDS는 Zung(1965)이 1965년 처음 사용한 기법으로 긍정적 문항 10문항,
부정적 문항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이를 송옥헌(1977)이 번안하여 4점 척도로 개발한 우울 척도이다. 점수
의 총합이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산정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울 점수가 35점 이하일 경우 우울이 없다고 하
고, 36 49점일 때 경계선이라 하며, 총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유의한 수준으로
삼았다(이형영, 1982).
그 주요 항목으로는 우울감, 감정불균형, 울고 싶은 마음, 불면증, 식욕감퇴,
성욕감퇴, 체중감소, 변비, 심계항진, 피로, 혼동, 정신운동지연, 정신운동흥분,
절망감, 신경질, 우유부단함, 무가치감, 공허함, 자살기도, 불만족감이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종범, 서혜수, 정성덕(1984: 46)은 우울
수치가 전체 평균 43.26점으로 보고 되었고, 두통환자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전
체 43.2점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울감 2.1점 정신혼동감
2.0점 피로 2.2점 체중감소 2.5점 심계항진 2.2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식욕감
퇴가 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태호, 1996: 7).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우울에 관한 연구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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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Oldehinkel et al., 2003), 만성질환자의 우울(Bonicatto et al.,
2001)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국내 연구는 혈액 투석요법 환자의 우울(윤석준,
양창국, 한홍무, 1999), 암환자의 우울과 통증(양문정 등, 2000) 농촌지역의
우울증상에 관한 역학 연구(조맹제 등, 1999), 임산부의 우울에 관한 연구(윤근
순, 1984) 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자는 대구 지방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신고 된 환자로서
2003년 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구보훈병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군인 고혈압 환자는 의무기록상 고혈
압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동 기간내 대구보훈병원과 ○○병원에 치료를 위해 내
원한 외래환자 301명이다. 고혈압 환자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고
엽제 환자와의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혈압환자를 고엽제 환자의 비교군으로 선정한 주요 이유는 고혈
압이 위험한 만성 생활습관병 중 대표적인 질병의 하나이며, 우울증 이환율이 3
0 37%로 타 질환에 비해 매우 높다(Hapaya, Ananth, 1980: 59)고 보고되
고 있기 때문이다.
～

2. 조사방법
조사 방법은 설문지에 의한 자기 기입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였고, 고엽제 환자
중 시력장애가 있는 환자는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잘못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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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거나 응답이 누락된 자료는 제외시키고 실제로 분석한 자료는 고엽제환자
280명과 고혈압환자 270명의 총 550명이었다.

3. 조사내용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업,
평균소득, 주거형태, 흡연, 음주 등 9항목이며 고엽제 특성으로는 참전기간, 계
급, 병과, 참전지역, 폭로경험, 보호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혈압 환자는 진단
시기, 약물복용, 치료경험, 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우울에 관한 측정은 Zung의 SDS 척도를 이용하였다. 우울의 문
항 구성은 긍정적 문항 10문항, 부정적 문항 10문항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4점 척도를 이용하며 총점은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의 세부 항목으로는 우울감, 감정불균형, 울고싶은 마음, 불면증, 식욕감
퇴, 성욕감퇴, 체중감소, 변비, 심계항진, 피로, 혼동, 정신운동지연, 정신운동흥
분, 절망감, 신경질, 우유부단함, 무가치감, 공허함, 자살기도, 불만족감이 주요
항목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처리와 결과의 분석은 SPSS/PC program을 사용하였으
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우울에 관한 분석은
특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각 항목별 차이를 t-test로 검증하였고, 환자
별 우울 비교는 교차비(odds ratio)로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우울 척도에서 0.91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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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별 우울 정도
연령별 우울 수준은 고엽제환자와 고혈압환자 모두에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
울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동거가족별 우울 정
도는 두 집단 모두 단신세대가 각각 60.6, 49.4로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고
(p<0.001), 부부세대는 50.5, 46.0점, 2세대 48.7, 41.9점으로 나타났으며
고엽제 환자에 있어 다세대일수록 우울 점수가 낮았다(p<0.001).
학력은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52.6, 52.1로 가장 높은 우울점수
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직업별 우울 점수는 두 집단 모두 무직이 54.1점, 4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고엽제 환자의 경우 자영업이 가장 낮은 우울 점수를 보였다.
수입은 고엽제 환자의 경우 자녀보조가 55.7점으로 가장 우울이 심하였고, 자
기수입은 47.1점으로 우울이 낮았다(p<0.001). 고혈압 환자에서는 무수입자가
51.5점으로 우울이 가장 높았다.
결혼유무별 우울 점수를 비교해보면 고엽제환자에 있어 이혼 사별이 55.3점
으로 기혼자의 49.1점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고혈압환자 역시
이혼 사별이 51.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소득별로는 두 집단 모두에게 있어 저소득자일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다
(p<0.001).
흡연유무별로는 고엽제환자는 비흡연이 52.5점으로 가장 높은데 비해 고혈압
환자는 흡연자가 47.0점으로 가장 높았다(p<0.001).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우울에 관한 연구 237

[표 1] 일반적 특성별 우울 정도
고엽제

특성

연령
동거
가족

학력

직업

고혈압

M±SD
f,t
M±SD
60세미만 49.64±12.50
42.46±8.99
60 65미만 51.18±11.07 0.566 43.90±11.06
65세이상 51.38±13.18
45.78±10.49
단신세대 60.57±10.00
49.41±9.15
부부세대 50.54±12.01
45.97±11.17
6.166***
2세대 48.69±11.96
41.86±8.82
3세대 46.29±9.58
42.75±9.60
초졸 52.60±13.63
52.08±9.14
중졸 50.39±11.89
48.95±8.97
4.158**
고졸
49.82±9.75
40.76±7.36
전문대이상 42.81±11.98
37.30±6.84
무직 54.05±12.34
48.62±10.83
자영업 46.43±12.38
40.56±8.19
농업 48.04±11.73 5.574*** 44.20±8.43
회사원 공무원 47.66±8.19
39.07±7.42
기타
51.00±6.21
37.61±5.83
자가주택 48.13±11.90
40.16±7.57
-3.284**
비자가주택 52.89±11.66
49.54±10.78
** : p<0.01 *** : p<0.001
～

f,t
2.447
4.790**

47.448***

14.086***

․

주거
형태

-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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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고혈압
M±SD
f,t
M±SD
f,t
자기수입 47.14±11.22
40.12±7.67
연금 이자 53.16±12.20
39.16±9.58
6.884***
32.188***
자녀보조 55.65±9.27
50.20±9.17
없다 52.89±13.07
51.45±9.65
미혼 52.00±4.24
49.25±14.88
기혼 49.14±11.91 5.610*** 41.47±8.90 26.818***
이혼 사별 55.30±11.84
51.69±9.33
100만원미만 54.09±12.13
50.83±9.45
100 200미 45.40±12.57 14.645*** 40.78±8.79 53.591***
만
200만원이상 47.60±8.86
36.80±6.80
비흡연 52.48±11.59
41.36±9.53
과거흡연 48.37±12.93 2.376 42.37±9.18 8.484***
흡연 50.38±11.71
47.02±10.29
비음주 52.26±12.07
41.15±9.18
월1 2회 51.84±12.52
40.95±10.84
2.735*
5.910**
주1 2회 47.52±12.18
43.71±8.63
주3회이상 51.74±10.58
47.42±10.63
* : p<0.05 ** : p<0.01 *** : p<0.001

특성
수입

․

결혼
유무

․

월소득
흡연

～

～

음주

～

음주 유무별로는 고엽제 환자에 있어 비음주자가 52.3점으로 가장 높은데 비
해 ‘주1 2회'는 47.5점으로 가장 낮았다. 고혈압 환자는주 3회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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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점인데 비해 월 1 2회’의 경우 41.0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p<0.01)([표
1]).
～

2. 군 경험과 관련한 고엽제 환자의 우울 정도
군 경험에 따른 고엽제 환자 특성별 우울 수준을 분석해보면 참전기간별로는
16개월 이상이 51.5점인데 비해 10개월 이하는 49.8점으로 대체로 참전기간
이 길수록 우울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계급별로는 하사관이 52.2점으로 가장 높았으나(p<0.05), 장교와 병간의 우
울 점수는 각각 48.47점, 48.45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병과별로는 의무, 기타병과가 5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병과는
수색, 통신병이 대부분으로 포병이 52.4점, 보병은 50.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병이 4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다(p<0.001).
참전 지역별로는 우울 점수가 높은 지역은 퀴논 지역으로 51.1점, 그 다음이
닌호아, 호이안, 투이호아 지역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폭로경험별로는 ‘매일’이라는 응답이 54.7점, ‘주 1 2회’가 50.4점, ‘월 1 2
회’ 49.2점 순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호장비는 미착용자가 50.1점으로 착용자의 50.0점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
한 수준은 아니었다([표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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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군 경험과 관련한 고엽제 환자의 우울 정도
특성
10개월이하
참전기간 11 15이하
16개월이상
병
계급
하사관
장교
보병
포병
공병
병과
수송
의무 기타
퀴논
투이호아
닌호아
참전지역
호이안
기타
매일
주 1 2회
폭로경험 월 1 2회
연 1 2회
미착용
착용
보호장비
가끔착용
없다
치료약
있다
복용
전체 평균
～

․

～
～
～

* : p<0.05 *** : p<0.001

고엽제
M±SD
49.81±12.31
49.78±12.60
51.47±11.41
48.45±14.38
52.23±9.40
48.47±11.70
50.08±12.36
52.41±9.24
43.33±13.62
48.33±15.27
56.03±8.42
51.08±11.94
49.70±13.31
50.79±10.97
48.14±8.31
53.20±13.32
54.42±9.17
50.35±12.21
49.23±11.91
50.48±11.61
50.13±12.55
49.96±10.74
52.20±9.13
48.72±12.94
52.19±11.62
50.38±12.00

f,t
0.496
3.323*
5.847***

0.532

1.342
1.24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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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혈압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별 우울 정도
진단시기별로는 ‘7년 이상’이 46.3점으로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진단 시
기에 따른 우울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경험, 운동유무별에 따른 고혈압 환자의 우울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운동별로는 ‘운동을 전혀 안 한다’가 45.4점, ‘주 1일 운동한다’가 43.0점, ‘주
2일 운동한다’가 43.7점 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
[표 3] 고혈압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별 우울 정도
특성
2년미만
2 4년미만
진단시기
4 7년미만
7년이상
있다
치료약
복 용
없다
있다
치료경험
없다
전혀안함
주1일
운동
주2일이상
평균
～
～

고혈압
M±SD
43.49±10.43
42.33±8.56
42.70±10.34
46.34±9.87
44.67±10.51
43.05±9.43
45.00±9.63
42.82±10.23
45.37±10.79
42.96±9.36
43.66±10.50
43.65±9.97

f,t
2.240
2.841
1.671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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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DS 항목별 우울 정도
SDS 항목별로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분석한 결과 고엽제 환자의 전체 평균은
50.4로 고혈압 환자의 43.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표 4] SDS 항목별 우울 정도
항 목
1. 우울감
2. 감정불균형
3. 울고싶은 마음
4. 수면장애
5. 식욕감퇴
6. 성욕감퇴
7. 체중감소
8. 변비
9. 심계항진
10. 피로감
11. 혼동감
12. 정신운동지연
13. 정신운동흥분
14. 절망감
15. 흥분감
16. 우유부단함
17. 무가치감
18. 공허감
19. 자살의도
20. 불만족감
계
** : p<0.01 *** : p<0.001

고엽제
M±SD
2.68±0.98
2.78±0.97
2.46±0.92
2.59±0.89
2.58±1.00
2.56±0.99
2.13±0.85
2.05±0.86
2.40±0.83
2.56±0.97
2.78±1.07
2.70±1.04
2.27±0.81
2.73±1.07
2.55±0.96
2.66±0.99
2.46±0.97
2.66±0.94
2.14±0.90
2.77±1.04
50.38±12.00

고혈압
M±SD
1.83±0.79
2.48±0.89
1.92±0.75
1.96±0.78
2.31±0.90
2.46±0.95
1.87±0.70
1.81±0.72
2.07±0.82
2.22±0.93
2.33±1.00
2.42±0.92
2.02±0.70
2.39±0.95
2.14±0.93
2.42±0.87
2.39±0.91
2.43±0.91
1.85±0.75
2.34±1.01
43.65±9.97

t
11.212***
3.821***
7.513***
8.756***
3.249**
1.233
3.853***
3.559***
4.670***
4.256***
5.074***
3.382**
3.835***
3.971***
5.067***
3.063**
0.875
2.935**
3.996***
4.931***
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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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감퇴, 무가치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엽제 환자가 고혈압 환자보다
우울점수가 높았다. 특히 고엽제환자에게서는 감정불균형, 혼동, 정신운동지연,
우울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환자에게 있어서는 감정불균형, 성욕감
퇴, 공허함, 우유부단함이 높았다<표 4>.

5. 고엽제 환자와 고혈압 환자의 우울 정도 비교
고엽제환자는 일반적으로 우울의 기준이 되는 5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대상
이 280명중 168명으로 전체 60.0%인데 비해 고혈압환자는 270명중 76명으로
27.5%였고, 교차비가 3.8점으로 매우 높았다(p<0.001)([표 5]).
[표 5] 고엽제, 고혈압 환자의 우울 정도 비교
고엽제
고혈압
우울 점수
odds ratio χ2
N(%)
N(%)
50점미만(정상범위)

112(40.0)

194(72.5)

50점이상(우울범위)

168(60.0)

76(27.5)

3.8

55.978***

*** : p<0.001 odds ratio : 교차비

.고

V

찰

이 연구는 고엽제환자 280명과 비교군인 고혈압환자 270명 총 550명을 대상
으로 일반적 특성 및 그들의 질병 특성을 조사하고 Zung(1965)의 SDS를 이용
한 우울 정도와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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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우울 수준은 고
엽제 환자와 고혈압 환자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엽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성애
(1997)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우울증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여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동거 가족별로 우울을 비교해 보면 고엽제, 고혈압 환자 모두 단신세대에서 가
장 우울 점수가 높았고, 다세대로 갈수록 우울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단신세대
의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가족과의 대화 단절로 인한 혼자라는 고독감
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심
리적 부담감이 주된 이유라 사료된다. 이는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양재
곤 등(1982: 218)의 연구에서도 다세대일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경림(1999: 862)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단신 세대에서 우
울이 높게 나타나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학력별 우울은 고엽제, 고혈압 환자 모두 초졸이 가장 높은데 비해 대졸 이상
은 낮게 나타나 고학력자일수록 우울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조혜명, 박
정숙, 박명화(2001: 249)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어 이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결혼 상태에 따른 우울은 고엽제, 고혈압 환자 모두 이혼 사별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기혼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조혜
명, 박정수, 박명화(2001: 253)연구 논문에서도 이혼 사별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고 되었다. 이혼이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심리
적 갈등과 자녀 양육,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이 주 원인이라 사
료되며 사별 또한 혼자 생활해야하는 고독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강박관념이 주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이종열, 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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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별 우울 수준은 고엽제, 고혈압 환자 모두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우울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농부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무식 등(1988,
360)의 연구에서도 고소득자일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윤경아, 진기남, 성규탁(1992:
56)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왕석순과 서병숙(1995: 54)
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울증의 주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
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 및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병과별로는 의무병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의무병은 환자와 직접 접
촉하여 치료 및 후송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엽제 폭로 위험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울정도에 대한 항목별 분석에서는 고엽제 환자의 경우 감정불균형, 혼동, 정
신운동지연, 우울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환자에게 있어서는 감정불
균형, 성욕감퇴, 공허함, 우유부단함이 높았다. 유양숙(2001: 34)의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SDS 척도를 가지고 항목별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 불만족
감, 절망감, 감정 불균형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중 정신과 질환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문헌을 살펴
보면 Robinowitz 등(1989, 718)은 베트남 참전시 고엽제에 폭로된 재향군인
에게서 인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침울증, 우울증, 편집증, 정신쇠약증, 정신분열
증, 조증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1987년 미국질병관리소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는 베트남전 참전 재향군인의 정신적인
심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비참전자보다 우울증, 불안증, 알콜중독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고엽제 환자군에서는 일반적으로 SDS 점수가 50점 이상인 환자가 60%로 유
양숙(2001)의 척추 손상자를 대상으로 SDS를 측정한 결과(26.4%)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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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우울 수준이었다. Charles(1988, 245)는 메사추세추주 보건당국에서 베
트남전 참전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와 불안증, 우울증의 발생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우울 환자는 부정적인 인
지적 왜곡 때문에 자신의 삶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다
(Fruhwald et al. 2001, 55). 미국의 경우 베트남 참전 고엽제 환자의 정신
과 질환의 보상 범위는 전쟁 수행중 정신 질환의 진단만 받은 사실만 인정되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가 연금 및 포괄적인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
고엽제 환자의 우울 수준을 측정한 결과 고혈압 환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이
들에 대한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우리나라 5개 보훈병원에서
베트남 참전 군인의 정신과적인 질환의 역학조사는 물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임
상심리 검사 및 치료센터의 설립과 전문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객
관적이고 정확한 심리검사 결과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고엽제 등급
판정시 우선적으로 등외 판정 항목으로 인정하여 검사 및 치료비만이라도 무상으
로 지원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으로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베트남 참전자의 우울증 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정신분열증
까지 확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로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 인정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재활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
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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