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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울분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외상후울분장애(PTED) 자가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오정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시판된 가습기살균제의 노출로 인한 피해신청자

는 현재까지 6,718명, 사망자는 1,520명에 이른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

0).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제는 유독 화학물질 노출에 기인하는

인과적인 신체적 피해 외에, 사회적인 피해 대응 방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조사 및 연구는 신체적 질환 위주로 편향

되었으며, 정신심리적 관점의 피해 연구는 네 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상후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자

가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울분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생애사건을 겪고, 해당

경험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며 생기는 감정(Alexander, 1960;

Linden, 2003)이다. 선행연구들은 울분의 영향요인으로 질병의 중증도(이

경수 외, 2019), 가구 소득, 부정적 생애사건 경험(서울대 행복연구센터,

2018), 공정성과 과잉 통제(Michailidis 외, 2017; 2018), 사회적 지지, 변화

에 대한 의사소통(Sensky 외, 2015)을 들었다.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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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2019)에서는 재난 ž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장 울분

하는 집단이며, 주요한 울분의 원인으로는 삶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 박탈,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권력의 오남용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Kleinman과 Das(1997)

의 ‘사회적 고통’ 개념과 재난에서의 ‘사회적 피해 증폭’(홍성만, 서인석,

2019) 등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울분의 개념과 영향요인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

회적으로 잘못된 대응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해당 개념을 적용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울분의 영향 요인들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있어서 울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의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의 성인 설문 데이터 129건

이 활용되었다. 울분의 측정은 기존 개발된 외상후울분장애 자가측정

도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울분의 예측변수로는 피해(개인피해 판정결과, 가구피해단계,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건강(신체적 불편도, 우울), 정부의 피해대응 경험과

인식(피해판정결과 통보까지 걸린 시간, 지원받은 서비스의 개수, 치료ž재

활ž피해구제ž기타 대응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는지의 여부, 판정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 수용, 피해 인정 기준에서 피해구제질환범위의 적절성),

사회적 지지(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정보경험(가습기살균제 관련 정

보의 만족도), 그리고 공정세계신념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

제 피해자의 울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 다중로

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울분의 매개효과 검증은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 전체의 PTED 점수 평균은 2.0점이며 연구대상

자의 33.3%는 PTED 점수가 평균 3.0점으로 중증도 이상의 울분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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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러났다. PTED 점수는 연령과 경제적 상태변화, 우울, 권리 침해 여

부와 지원서비스의 충분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울분의 영향요인을 확

인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가구피해단계가 중증일수록, 신체적으

로 불편하다고 응답할수록,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우

울하다고 응답할수록 PTED의 점수가 더 높아졌다. 추가로 응답자를 중

증도 이상의 PTED 집단과 아닌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피해 단계가 중

증인 가구는 1.708배, 높은 신체적 불편도는 2.423배, 지연된 판정 통보는

3.072배로 PTED 집단에 속할 오즈를 증가시켰으며, 우울 유무의 경우 우

울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PTED 집단에 속할 오즈가 12.820배로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울분은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인 피해 대응에

대한 경험, 인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울분을 통해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앞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 시에 보다 피해자 중심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울분, 외상후울분장애,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회재난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학 번 : 2018-2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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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의 사용과 출시 자제 권고를 발표했다. 1994년에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개발되고 판매가 된 지 17년 만이었다. 17년 동안 시장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20여 종,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은 350

만~400만 명이며 그 중 건강 이상 증상을 겪은 사람은 49~56만 명으로

추산된다(국립환경과학원, 2017). 2019년 7월 26일 기준으로 4차례에 걸

친 피해조사의 결과 피해신청자는 6,496명, 사망자는 1,422명에 이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바이오사이드 참사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일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폐 질환 및 기

타 신체 질환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재난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

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작동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를 이해하는데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공할 것이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염화에톡시

에틸구아디닌(PGH),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흡입 시 인체

에 유해한 물질들을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가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안일한 유해화학물질관리 시스템과 기업의 적절하지 않은

안전성 검사 때문이었다(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2016). 이에 “모든 재난

은 어느 정도 사회적 재난(Solnit, 2010)"라는 관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

건의 피해를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원인을 고려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의 특징으로는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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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해가 누적되고 악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응 초기인 2011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손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발

표하며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명령이나 국가

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재난 사건이나 사고에서 문제해결의 측면에

서 1차적으로 중요한 행위자인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행위

자 간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이병량 외, 2018)

와도 일맥상통한다.

2013년에 설립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사, 역학, 독성학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폐손상조사위원회는 피해 종합

판정 결과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가능성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

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의 1~4단계 판정을 제시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판정은 첫째, 폐질환 이외의 질환 발생은 가습기살균제 사

용의 결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신체적, 의학적 피해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실제적인 피해를 간과했

다는 면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가습기살균제 노

출이 폐 질환 이외에 신경계, 심혈관계, 생식기계 등의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정부 피해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인식,

사회적인 지지나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 경험 등 다양한 원인이 유발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고

려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연구는 폐섬유화 등 노출

로 인한 인과적 결과로서의 신체적 질환 위주 조사에 편향되었으며, 정

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

터 2019년 9월까지 실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연구에서 80여 건이 의학

적 관점에서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연구였던 것에 비해, 공중보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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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연구 수는 4건으로 그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 관련 요인, 건강 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 정보

경험, 개인의 신념, 정부의 피해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피해자의 삶

과 건강에 미치는 문제와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울분’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울분은 일상생활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생애사건을 겪고, 해당 경험이 불공정하고 부당하

다고 느끼며 생기는 감정(Alexander, 1960; Linden, 2003)이다. 선행연구

들은 울분 감정이 심화되면 외상후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가 발현되고, 그 결과로써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자아

보호의 실패 가능성을 들었다. 이러한 울분의 개념은 사건의 원인과 피

해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작동하여 피해자가 부당함

을 느끼게 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분석 변수로서 적합하다. 또한 자신

이 경험한 사건을 침습적으로 반추하며 분노, 자책, 무기력감, 우울 등을

보이게 되는 울분 감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피해자

의 정신건강,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보

다 입체적인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에 밝혀진 사건, 사

고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해당 요인들

이 울분 감정을 통해 매개되어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정신적 웰빙의 기본을

이루는 정서 상태의 하나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울

분을 선택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주로 기존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과적 측정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감정을 통해 피해를 파악하는 것

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를 넘어, 보다 폭넓게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그 내용에 포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하다. WHO(1948)는 건

강을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이고, 단지 질병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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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이상의 것”으로 정의하여, 건강은 개인적 요소를 넘어 그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는 “사회

경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정신 질환이 없는 상태 이

상의 것”으로 정의된 정신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나아가 Vailant(2003)는

긍정적인 정신건강를 ‘개인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수

준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하였다(우종민 외, 2010). 이는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을 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개인적, 사회적 기능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특히 대다수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환

자인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이나 지역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안했

을 때, 단순히 정신과적 개념을 사용한 분석보다는 정신적 웰빙의 범주

에서의 정서 상태인 울분을 사용한 분석이 피해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

해자의 정신건강 영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상후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자가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 현황을

살펴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

으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추가로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울분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여 피해자의 울분 감정이 사건에 의한 영향 요인을 악화시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기존 신체적 질환 중심 서술에서 보다 광의의 개념

으로 넓히고 지금까지의 피해 대응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회적 재난

발생 시에 보다 넓은 피해의 범위 수용, 그리고 피해자 중심적인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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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의 울분 수준을 파악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어떠한 특성이 울분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울분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의 수준을 파악한다. 이때 울분 감정의

측정은 외상후울분장애(PTED) 자가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

자의 전반적 울분의 수준을 확인함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울분의 수준이 다른지 확인한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특성을 피해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 정

부 피해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인식, 사회적 지지, 피해 관련 정보 경험,

개인의 신념 총 여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탐색적으로 확인한다.

셋째, 상기 두 가지 연구 목적에 추가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울분이 이들 요인과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여 울분 감정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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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제 1 절 울분(Embitterment)

1. 울분의 개념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울분의 개념은 1960년 Alexander의 심리학 논문

“The psychology of Bitterness"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Alexander는 울분은 일상적 경험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이나

보편적인 감정으로, 외부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

으로 보았다. 또한 Alexander는 울분 감정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

상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심화되면 불공정성이나 불평

등에 대한 강렬한 감정과 연계된다고 서술하였다. 이때 주목할 점은 울

분 감정의 발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불공정성 개념, 즉 외부적 요인이

작동하고 울분 감정의 결과는 자신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Alexander는 이를 울분의 ‘구심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우울과의 비교

에서, Alexander는 우울은 수동성을 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울분은 적극

적이고 가끔은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의학계에 울분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Linden(2003)은 울분을 지속되는

실망감, 모욕감, 혹은 패배자가 된 기분, 그리고 복수심을 느끼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무력감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이때 분노와는 다

르게 울분은 자기 비난과 불공정성에 대한 감정을 수반하고, 문제 상황

에 있어 맞서 싸우고 싶으나 적절한 목적을 찾기 힘든 특성을 보인다.

Linden은 울분의 또 다른 특성으로 울분 감정은 잔존하고 그 자체로 멈

추지 않고 계속 강화되는 것을 들었다. 즉, 울분을 느끼는 사람은 모욕적

이었던 사건을 계속하여 반추하는 침습 사고의 경향을 보인다. 이때

Pirhacova(1997)는 울분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사회적인 불공정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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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Linden은 이를 독일 통일의 과정에 적용하

여, 통일 직후에는 동독과 서독에 정신질환 유병률에 차이가 없었으나

10년 후 구동독 출신 사람들에게서 삶의 부정적 변화로 인한 심각한 정

신과적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나 기존의

적응장애, 우울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Linden은 울분 증상 원

인을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실업과 일자리의 변화

를 경험하며 느낀 불공정함과 부당함으로 분석하며, 그 증상으로 분노감,

자기 비난, 신체적 통증, 무기력감을 들었다. 이때 Linden은 이러한 원인

과 증상이 기존의 DSM-IV의 적응장애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

고, 울분감이 심화되어 정신과적 질환으로 발현된 반응성 장애로서의 외

상후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를 제안하

였다.

병리 현상으로서의 PTED는 울분 감정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생애사건

에 의해 유발된다. 죽음의 위협이나 성폭력 등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심

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급성스트레스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를 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PTED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반응성 장애

다.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생애 사건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Viinameaki, Koskela, Niskanen, & Taehkae, 1994;

Bale, 2006; Boelen & Lensvelt-Mulders, 2005; Mancini & Bonanno,

2006; Mol et al., 2005). 부정적인 생애사건 이후 PTED 환자들은 침습

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반추하는데, 이때 PTED 환자들은 사건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며 그에 대한 분노, 자기 비난, 허탈감, 무기력감, 복

수심을 보이게 된다(고한석 등, 2014). 보다 구체적으로, Linden 등(2007)

이 PTED로 진단받은 48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환

자들이 사건에 대한 침습적인 감정을 보고하였고, 97.9%의 환자가 지속

되는 부정적 감정을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91.7%는 안절부절못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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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보고하였으며, 83.3%는 흥미나 의욕의 상실을, 77.1%는 사건과 관

련된 장소에 대한 공포증적 회피 증상을 보였다. 이때, 환자의 52.1%는

주요 우울 장애, 41.7%는 기분부전장애, 35.4%는 범불안장애에 해당되었

다. Linden 등(2008)은 이러한 PTED의 결과로서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자아 보호의 실패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PTED의 측정은 Linden 등(2009)이 개발한 PTED Self-rating

Scale(PTED 자가측정도구)을 통해 가능하다. PTED 자가측정도구는 지

난 1년 동안의 부정적 생활 사건에 대한 울분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19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부터 매우 그렇다

(4)의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는 19개의 문항의 평균값이다. 이때

Linden(2009)은 PTED 점수의 절단값을 1.6과 2.5로 설정하고, PTED 점

수가 1.6 미만인 경우를 ‘이상 없음’, 1.6 이상 2.5 미만인 경우를 ‘임상적

으로 유의한 만성적 울분 상태’, 2.5 이상인 경우를 ‘중증도 이상의 울분’

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에서는 신철민(2011)이 번안하고 표준

화한 한글판 PTED 자가측정도구를 사용하며, 원 도구와 번역본 모두

높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보였다. 이러한 PTED 자가 측정 도구를

통해 PTED의 수준을 조사한 국내외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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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N PTED 점수
PTED

집단*1)
비고

서울대행복

연구센터

조사

(2018)

한국일반인 2,204 1.73±0.74 14.7% 웹조사

이정현 외

(2018)

한국 일반인

(age: 18-35)
1,000 2.44±0.82 45.2% 웹조사

채정호 외

(2018)

세월호 희생자

부모
111 - 64.5% 대면조사

이승훈 외

(2017)
한국일반인 2,101 1.48±0.87 13.3% 웹조사

신철민 외

(2012)

정신과 외래 환자

중 우울 진단
194 27.82±19.38* 15.4% 대면조사

Linden 외

(2009)
독일 일반인 158 0.58±0.60 2.5% 대면조사

[표 1] PTED 점수와 PTED 집단 비율 비교

1) * PTED 점수≧2.5, **PTED 평균이 아닌 합산 점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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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분의 영향요인

선행연구들에서 울분, PTED의 발생 기제로 공통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정성’이다. Linden과 Alexander, Pirhacova 모두 불공정성에 대한 인

식으로 인해 울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추가로 Linden 등(2008)은

PTED의 주요 발병 메커니즘을 기본 신념에 대한 위반으로 보았다. 이

는 Lerner(1980), Dalbert(1999), Duzka와 Dalbert(2002) 등이 주창한 ‘공

정세계신념(Belief in a Just World, BJW)’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Lerner는 공정한 세계 이론(Just-world Theory)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 것

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에 사는 것으로 믿고 싶어 한다고 보았다.

이에 기반하는 공정세계신념은 ‘자신이나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

고 지각하여 누구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인지양식

(Dzuka & Dalbert, 2002)’이다. 이러한 믿음과 신념은 세상을 예측가능한

곳으로 인식하여 사람들이 안정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역할

을 수행하며, 따라서 공정세계신념은 적응 기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Wenzel et al, 2017). 선행연구(De yogli et al, 2007)에서는 공정세계신

념이 우울, 불안, 신체적 질병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특히 부정적 생애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공정세계신념이 파괴되었을

때 피해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복수심 등

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 또한 있다(Lerner, 1980;

Kaiser et al, 2004).

추가로, 선행연구에서 PTED에 영향을 미치거나 PTED와 관련이 있

다고 나타난 요인은 [표 2]와 같다. 먼저 만성신부전 환자 445명을 증상

의 중증도에 따라 세 그룹(CKD Stage I-II, III-IV, V) 으로 나누어

PTED, 우울, 그리고 삶의 질(EQ-5D-VAS)을 측정하고 그 관계를 분석

한 Lee 외(2019)의 연구에서는 질병의 중증도가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8년 서울대행복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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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회귀분석으로 확인된 영향요인(연령, 학력, 종교, 혼인상태, 고용상

태,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인식)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계층인식, 고용상태, 가구소득이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생애사건 경험도 울분의 수준을 유의하게 증

가시켰다. 영국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Michailidis 외(2017;

2018)의 두 건의 직장 내 울분 연구에서는 분배 공정성과 정보 공정성,

절차 공정성 등 공정성이 울분에 미치는 영향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

며, 추가로 상사의 과잉 통제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

로, Michailidis(2017)의 연구에서는 통제변수(성별, 주당 근무 시간, 현재

직위 근속년도, 사회적 지지, 부정 정서, 긍정 정서)만 넣고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시, 그 설명력은 54.9%로 모든 통제변수가 울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모델에서는 예측변수로

서 절차 공정성, 상사의 과잉 통제가 유의하였으며 이때 통제변수는 성

별 빼고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즉 주당 근무 시간이 길수록, 현

재 직위 근속년도가 길수록, 부정 정서가 높을수록, 긍정 정서가 낮을수

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절차 공정성이 낮고 상사의 과잉 통제가 심

할수록 울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National Health Service(NHS) 직원을 대상으로 한 Sensky 외(2015)의

연구에서도 절차 공정성에 따라 울분의 점수가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로 조직적 요인, 즉 조직의 지지, 상사의 지지, 동

료의 지지, 직장 내 역할, 조직 변화 시 관리와 의사소통에 따라 PTED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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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N수 PTED 점수 영향/관련요인 분석

이경수

외(2019)

신부전

환자
445 - 질병의 중증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대행복

연구센터

조사

(2018)

한국

일반인
2,204 1.73±0.74

주관적 계층인식

고용상태

가구소득

부정적 생애사건

경험

단계적

회귀분석

Michailidis

외(2018)
노동자

시점 1:

352

시점 2:

147

시점 1:

1.28±0.92

시점 2:

1.28±0.98

분배 공정성

정보 공정성

상사의 과잉 통제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Michailidis

외(2017)
노동자 337 2.44±0.96

절차 공정성

상사의 과잉 통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Sensky

외(2015)

NHS

직원
236 -

조직의 지지

절차 공정성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직장 내 역할

조직 변화의

관리와 의사소통

T-검정

[표 2]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와 같은 통계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추가하여, 언론 보도에 나타나는

울분을 내용 분석한 Ju와 You(2019)의 연구 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는 1990년 1월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주요 일간지 7종의

기사 중 ‘울분’을 제목에 포함하는 321건의 기사를 분석하였을 때, 재난 ž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가장 울분하는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주요한 울분의 원인은 삶

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 박탈,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권력의 오남용

이었다. 이는 서울대의 3개 연구센터(사회발전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

행복연구센터)의 2019년 제1차 콜로퀴움에서 발표된 조원광의 토픽 모델

링 연구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해당 연구는 1990년도부터 20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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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종합일간지에서 울분을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하는 기사 9,309개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내용에서 사회 구조

및 체계에서 기인하는 비극과 울분, 정치권 갈등에서 표현된 울분 및 국

가 전체의 울분, 국가 정책 결정 및 정부 개입 행동에서 기인한 비극과

울분 클러스터가 순서대로 상위 1, 2, 3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8년

에 들어서는 그 순서가 사회구조 및 체계에서 기인한 울분, 국가 정책

결정 및 정부 개입 행동에서 기인한 비극과 울분, 정치권 갈등에서 표현

된 울분 및 국가 전체의 울분으로 변화하여, 정부의 정책 및 대응에서

기인하는 울분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기사보도 분석의 이러한 결과는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회 구조와 체계, 국가 정책 결정과 정부

의 개입, 정치권 갈등과 국가 전체 수준의 요인일 수 있음을 가늠케 하

는 실마리가 된다.

재난과 사건, 사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원인이 피해자의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이진

의 외(2014)는 사회재난이 자연재해보다 인간의 통제감을 위협하고 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이때 사회재난은 기존 법령에서 인적

재난과 사회적재난이 통합된 것으로, 인공적인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범

주의 피해를 일컫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문가

의 인적, 시스템적 요소 실패가 상호작용하여 유독 물질이 시장에 유통

된 근본적 원인에 기인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도 사회재

난의 범주에 넣기에 부족함이 없다. 김성철(2014)은 이러한 재난의 특징

으로서 복합성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재난은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을 지

니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가로 주목할 만한 것은 재난의 연계성이

다. 이는 재난은 그 성격상 전개 과정, 대응, 복구 방식 및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재난 대처에 있어서 피해 대응

방식의 중요성을 상정한다.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는 복합성에 기인하는

재난의 성질로서 비선형성을 들었다. 이는 재난 상황의 대응이나 복구과

정에서 양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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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김성철은 이에 대하여 정지범과 이재열(2009)의 연구를 언급하

며, 재난 대응에 있어서 양적인 해결 이외에도 질적, 비물질적, 정신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권지성(2015)이 사

회재난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수행한 질적 사례연구의 문헌 고찰에서

도 근거가 뒷받침된다. 권지성은 한국에서의 재난 연구는 크게 재난 대

응 체계(행정 및 전달체계, 기관, 보상체계, 언론 보도), 재난을 지휘하는

관리자와 구호자(소방대원, 리더십, 민간봉사자), 재난 피해자 대상 연구

로 나뉜다고 분석하였다. 이 때 피해자 대상 연구는 가장 수가 적을 뿐

만 아니라, 주로 재난 당사자들의 심리적 증상 완화를 위한 개입과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어, 외국에서는 재난 당사자의 정신, 신체 건

강을 탐색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데 비해 보다 심층적으로 피해

가 다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재난

대응 방식에 있어서 피해 보상 이외의 정신적인 요소를 고려한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재난과 사건, 사고의 사회적 대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일관적으

로 권력, 이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의 대응 방식에 의해서도 고통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가정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Kleinman과 Das(1997)의 개

념인 ‘사회적 고통’과 밀접히 맞닿아 있다. 이때 선행연구들은 부적절한

대응방식으로는 지연된 대처(가습기살균제 사건), 제한적인 피해 인정(삼

성 백혈병, 허베이 스피릿호 태안 기름유출 사건), 사건의 은폐․조작․

왜곡, 책임 논쟁(세월호 사고) 등을 언급하였다. 재난 관리란 “위험과 불

확실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닌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협을 최소화

하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가능한 빠르게

정상 상태로 복귀를 돕는 것(양기근, 2004; Pickett & Block, 1991에서

재인용)”임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적절한 재난 관리를 위한 대응은 신

속하고, 피해 인정에 있어서 포괄적이며, 사건을 은폐나 조작, 왜곡하지

아니하고 책임논쟁에 치우치는 대신 사건 해결에 집중하는 형태여야 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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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사회재난에서 피해가 증폭되는 것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

용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재난 사건이나 사고 상

황에서 정부 대응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하거나 개입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정의된다(홍성만 & 서인석. 2019).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다

양한 상호작용 중, 갈등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재난 상

황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충돌 가능 요소의 작용으로 갈등 관계를 형성

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홍성만과 서인석은 이때의 충돌 가능 요

소는 ‘이해관계, 역할수행, 책임소재, 절차준수, 보상수준, 정보공개, 참여

양태, 불신조장’ 등으로 제시하며, 재난 상황에 있어 정부 대응과정에서

갈등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면 재난 피해는 증폭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갈등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직접적 피해,

즉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인과적 결과로서의 신체 피해 이후 생겨난 추

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응으로부터 기인하는 이차적인 피해를 받았다. 즉 정부는 나름의 관점

을 가지고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에 대응하였으나, 그것이 추후 결과로서

역할 수행과 책임소재, 보상수준 등의 충돌 가능 요소로 발현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의 정보와 참여, 신뢰 등의 요인이

함께 작동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는 사회적으로 증폭되었다. 가

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주의 구성에 대해 질적분석을 수행한 김지원(2017)

의 연구에서는 정부 대응 과정에서 신체적 질환을 기반으로 한 피해판정

단계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비가시화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김

관욱(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김관욱은 사건의 핵

심 쟁점인 제조 및 판매 기업의 처벌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정부의

잘못된 피해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의 프레임으로 전환되었음을 서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증폭된 2차 피해로 인해 추가적인 양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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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또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홍성

만 & 서인석. 2019). 김교헌 외(2009)가 허베이 스피릿호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거 이론 연구에서는 초동대처의 실

패가 기름유출 사고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전환시킨 원인이 되었

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여러 갈등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자연재난에 비해 정신적 스트

레스를 더욱 유발하는 사회재난의 경우 적절히 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

을 시 피해가 증폭되어 피해 당사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 등을 수반하는

사회적 고통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달리 말하면, 재난 및 사건 사

고 피해자가 겪은 피해와 그들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

이 사회적으로 다루어진 방식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본 연구에

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의 영향요인으로서 정부의 피해 대응이라

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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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의 수준을 파악한다. 이후 본 연구의 성격이 탐색적 연구인만큼, 피

해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요인, 개인의 건강 관련 요인, 정부

의 피해 대응과 관련된 경험 및 인식, 사회적 지지, 피해 관련 정보 경

험, 그리고 개인 신념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한다. 추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울분이 이들 요인과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

는지도 추가로 확인한다. 이 때 울분 감정은 외상후울분장애(PTED) 자

가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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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1

RQ 2
울분

[통제변수]

ž 성별 ž 연령 ž 종교 ž 교육수준

[피해]

ž 개인피해 판정결과 ž 가구 피해 단계

ž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건강]

ž 신체적 건강의 불편도 ž 우울

[정부의 피해대응]

ž 판정까지 걸린 시간

ž 지원받은 서비스의 수

ž 권리 침해 경험

ž 판정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 수용

ž 피해구제질환 범위의 적절성

[사회적 지지]

ž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정보 경험]

ž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의 만족도

[신념]

ž 공정세계신념

삶의 질

RQ 3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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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및 연구 대상

1) 자료원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의뢰하고

한국역학회가 수행한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태 파악과 문제점 도출 및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된 조

사로, 그 대상자는 2018년 10월 23일 기준,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로 신청 후 판정이 완료된 5,253명(4,127가구)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00가구의 구성원이다. 최종적으로는 사망자가 포함된 10가구, 폐이식 수

술을 받은 가구 구성원이 포함된 7가구, 가습기살균제 피해 1 2단계로

판정을 받은 가구 구성원이 포함된 25가구, 3단계로 판정을 받은 가구

구성원이 포함된 29가구, 4단계 이하 가구 구성원이 포함된 29가구, 성인

피해자 129명과 아동 피해자 73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해당 조사에서는 가구대표가 응답하는 폐쇄형 설문지와 개방형 질문

지, 그리고 피해자로 등록된 가구구성원이 응답하는 성인피해자용, 아동

청소년 피해자용 설문지 총 4종이 사용되었다. 이때, 가구대표용 폐쇄형

설문지에서는 가구의 경제상태 변화, 판정통보 소요 시일, 조사과정 상의

불편, 지원받은 서비스 등을 질문하였으며, 성인 및 아동청소년 피해자용

설문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피

해를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대표와 성인피해자의 설문지를 사

용하여 성인 설문 데이터 129건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고찰 및 논의에서는 통계분석의 결과 해석을 위한 보충으로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본문에 수록된 질적

인터뷰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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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의 응답자들 중,

성인 피해자 129명의 개인 기초설문조사 응답과 해당 피해자가 속해있는

가구대표의 설문을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때, 결측값 등으로

인해 단계적 회귀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에 최종적

으로 쓰인 N수는 1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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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RQ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의 수준은 어떠한가?

RQ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RQ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이며,

울분은 이들 변수와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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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ž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018

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는 연구이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기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조사에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연구자는

내부연구자들에게 자료의 접근과 사용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는

기승인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 면제

신청을 하였고, 2019년 11년 19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IRB No.

E1911/0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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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

1. 변수 구성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방법은 [표 3]과 같다.

I. 예측변수

1) 피해관련 요인

연구대상자의 피해 특성으로 개인피해 판정결과, 가구피해단계, 그리고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를 설정하였다. 개인피해 판정결과는 피해

신청 후 조사위원회가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조사 결

과를 종합하여 판정된 피해의 정도로 1~4단계가 있다. 1~4단계는 각각

순서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가능성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

과관계가 인정된 1, 2단계(1),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다고 분류된 3, 4단계

(2), 그리고 판정불가와 미신청(3)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가구 피해 단계로는, 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사망 가구(6)’, 폐 이식

생존자가 포함된 가구/개인을 ‘폐이식 가구(5)’, 그리고 폐 이식을 받지

않은 1, 2, 3단계 가구/개인을 각각 ‘1단계 가구(4)’, ‘2단계 가구(3)’, ‘3단

계 가구(2)’로 분류하였으며, 4단계 생존자 및 판정불가 생존자가 포함된

가구를 ‘4단계 가구(1)’로 분류하였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의 피해 이후 발생한 경제적 상태 변화는 매

우 악화(1)부터 매우 개선(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파악하였다.

2) 건강관련 요인

피해자의 건강관련 요인은 피해 이후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조사하

였다. 신체적 건강의 불편도는 현재 신체적 건강의 불편한 정도를 없음

(0)부터 매우 많이(4)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우울은 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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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중,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자가 증상을 경험했다면 있음(1)으로, 없다면 없음

(0)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3) 정부의 피해대응 요인

정부의 피해 대응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고 대응

하는 방식에 대한 피해자의 객관적 경험과 주관적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인 경험으로는 피해신고 접수 후 피해판정결과 통보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 지금까지 지원받은 서비스의 개수를 조사하였으며, 주관적인

인식으로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치료ž재활ž피해구제ž기타 대응 과정

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는지의 여부, 판정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납득

되는지, 그리고 피해 인정 기준에서 피해구제질환범위가 적절한지를 조

사하였다. 피해판정결과 통보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미만(1), 1년

이상 2년 미만(2), 2년 이상 혹은 아직 받지 못했음(3)으로 분류하였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서비스의 개수는 총 11개의 서비스 중 지원을 받은

서비스를 연속형 변수로 파악하였다. 권리 침해의 여부는 권리를 침해당

한 경험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면 있음(1), 없으면 없음(0)으로 구분하였

고, 판정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은 납득할 수 있음(0)과 납득할 수 없음

(1)로 나누었다. 피해구제질환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1),

제한적이다(2), 판단하기 어렵다(3)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4) 사회적 지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사회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필요할 경우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의 수로 파악하였고,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였다.

5) 정보경험

정보 경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정보를 사용하며

참여하는 중에 의미를 형성하고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것(Bruce, 2014)



- 25 -

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정보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피해대

응에 대한 피해자의 의미 형성과 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접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보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정보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완전 불만족(1)부터 전적으로 만족(10)까지의 리커

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6) 공정세계신념 일반(Belief in a Just world, BJW)

자신이나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지각하여 누구든 노력한 만

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인지양식(Dzuka & Dalbert, 2002)인 공

정세계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정세계신념 일반 척도(Dalbert, 1999)를

사용하였다.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신념을 묻는 공정세계신념 일반 척도

는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1)부터 강한

동의의 (6)까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ɑ=.90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II. 종속변수

7) 외상후울분장애(PTED)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울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상후울분장애

(PTED) 자가측정도구의 한글 번역판(신철민, 2011)을 사용하였다.

PTED 자가측정도구는 2009년 Linden 등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부정적

생애 사건에 대한 울분 반응을 평가하는 19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0)

부터 매우 그렇다(4)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PTED 자가측정도구는

영어판의 경우 Cronbach's ɑ 값이 .93(Linden et al., 2009), 한국어판은

.96으로 모두 높은 신뢰도(Shin et al., 2012)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ɑ 계수 또한 .96으로 원도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외상후울분장애는 제1 종속변수인 동시에, 추가분석에 있어

서는 상기한 예측변수와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수로도 설정

하여 울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악화시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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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8) 삶의 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삶의 질 측정 도구인

SF-8을 사용하였다. SF-8은 미국 Medical Outcome Study에서 개발한

SF-36의 축약형으로,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신체 통증, 일반적

건강상태, 활력, 사회적 기능, 정서적 역할제한, 정신적 건강의 8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적 기능과 일반적 기능상태는 리커트 6점 척도

로, 나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총점은 8에서 42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ɑ=.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추가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III. 통제변수

9)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성별, 연령, 종교, 교육 수준의 네 가지 변수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적용하였다. 성별은 남성(0)과 여성(1)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종교는 없음(0)

과 있음(1)으로 분류하였고, 교육 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

(1), 대졸(2), 대학원 이상(3)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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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변수 세부사항 유형

예측

변수

피해관련

특성

개인피해 판정결과
①1,2단계 ②3,4단계,

③기타(판정불가, 미신청)
범주

가구 피해 단계
①4단계 ②3단계 ③2단계

④1단계 ⑤폐이식 ⑥사망
연속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①매우 악화 - ⑤매우 개선 범주

건강관련

특성

신체적 건강의

불편도
Ⓞ없음 - ④매우 많이 연속

우울 Ⓞ없음 ①있음 범주

정부의

피해

대응

경험

피해판정결과

통보까지 걸린 시간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 2년 미만

③2년 이상, 못 받음

연속

지원받은 서비스의

개수
( )개 연속

인식

권리침해여부 Ⓞ없음 ① 있음 범주

판정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

Ⓞ납득할 수 있음

①납득할 수 없음
범주

피해구제질환범위

적절성

①적절하다

②제한적이다

③판단하기 어렵다

범주

사회적 지지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 )명 연속

정보경험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의 만족도

①완전 불만족 -

⑩전적으로 만족
연속

공정세계신념 공정세계신념 일반
①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⑥ 강한 동의
연속

종속

변수

삶의 질 SF-8
①최고로 좋았다 -

⑤나빴다 (⑥아주 나빴다)
연속

울분 PTED 자가측정도구
Ⓞ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연속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 Ⓞ남자 ①여자 범주

연령 ( )세 연속

종교 Ⓞ무교 ①유교 범주

교육수준
①고졸 ②대학교 졸업

③대학원 이상
범주

[표 3]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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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빈도분

석 및 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별로 울분의 평균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과 함께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다음

으로 변수 간의 연관성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사전에 수행한 Shapiro-Wilk Normality Test 결과, w

통계량이 0.97(p<0.05)로 나타나 정규성이 위반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

로,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울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피해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 정부의 피해대응 관련요인, 사회적

지지와 정보경험, 공정세계신념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추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외상후울분장애 자가 보

고 응답 평균값이 도구의 절단값인 2.5점 이상일 경우 중증도 이상의 울

분 집단(PTED 집단)과 2.5점 미만의 비울분 집단(non PTED 집단)으로

분류하여 울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울분의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

한 울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통계

분석 과정은 통계 패키지 SAS 9.4.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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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참여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129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는 남성(44.2%)에 비해 여성(55.8%)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47.4세였다. 연령집단으로 보면 40대 미만이 20.2%, 50대 이상이

27.1%였으며, 40대 이상 50대 미만 집단이 52.7%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전체의 52.7%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1.1%, 대학교 졸업이 49.6%, 대학원 이상이 9.3%

로 나타났다.

개인피해 판정의 결과로는 1단계가 6.2%, 2단계가 4.7%, 3단계가

10.9%, 4단계가 61.2%, 판정불가 2.3%, 미신청이 14.7%로, 4단계로 판정

을 받은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56.6%는 폐이식을 받지 않은

3,4단계 피해자가 속해있는 가구원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28.7%가 폐이

식을 받지 않은 1,2단계 피해자가 속해있는 가구원으로 나타났고, 14.7%

는 사망자를 포함하거나 폐이식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의 가구원으로

보고되었다. 연구대상자의 69.8%는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 응답하였고,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5.9%, 개선되었다고 응답

한 비율이 4.7%로 가장 적었다.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보았을 때, 우울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

한 비율은 65.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였다. 신체적 불

편도의 경우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피해대응

과 관련해서는 먼저, 피해 판정결과에 걸린 시간이 1년 미만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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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년 이상 2년 미만 소요된 집단으로

30.1%이었으며, 2년 이상 걸리거나 받지 못한 피해자 또한 16.3%에 달

했다. 응답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서비스는 평균 11개 중 평균 5.3

개였다. 치료나 재활, 피해구제, 기타 대응과정 등에서 권리를 침해당했

다고 인식하는 피해자는 51.6%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48.4%였

다. 연구 대상자의 95.1%는 판정 결과의 근거와 설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구제질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응답한 피해자

도 76.4%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는 평균적으로 2명이었으며,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났다. 가

응답자들의 공정세계신념 평균은 2.9점으로 이는 일반인 대상의 점수인

3.2점(서울대행복연구센터, 2018)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외상후울분장애(PTED)의 평균

은 2.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조사(이승

훈. 2017, 서울대행복연구센터, 2018)의 울분 점수가 각각 1.5점, 1.7점임

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높은 울분감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평균 25.0점으로 보고되었으며, 각

항목별 평균은 [표 5]와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

는 건강관련 삶의 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삶의 질이 가장 낮다고 인식

하는 항목은 ‘일반적 건강상태’로 평균 4.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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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Mean SD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 57 44.2

여성 72 55.8

연령

40대 미만 26 20.2

47.4 11.840 이상 50 미만 68 52.7

50대 이상 35 27.1

종교
없음 68 52.7

있음 61 47.3

교육수준

고졸 이하 53 41.1

대졸 64 49.6

대학원 이상 12 9.3

피해

개인 피해

판정결과

1단계 8 6.2

2단계 6 4.7

3단계 14 10.9

4단계 79 61.2

판정불가 3 2.3

미신청 19 14.7

가구 피해 단계

사망, 폐이식 19 14.7

1,2단계 37 28.7

3,4단계 73 56.6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악화 90 69.8

변화 없음 33 25.9

개선 6 4.7

건강
우울

있음 84 65.1

없음 45 34.9

신체적 불편도 3.1 1.2

정부의

피해

대응

피해 판정결과에

걸린 시간

1년 미만 66 53.7

1년 이상, 2년

미만
37 30.1

[표 4] 연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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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받지 못함
20 16.3

지원받은 서비스의 수 5.3 4.0

권리 침해 여부
있음 66 51.6

없음 62 48.4

판정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

납득할 수 있음 6 4.9

납득할 수 없음 117 95.1

피해구제질환

범위의 적절성

적절함 1 0.8

제한적임 94 76.4

판단하기 어려움 28 22.8

사회적

지지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2 2.9

정보

경험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의

만족도

4.4 2.4

신념 공정세계신념(일반) 2.9 1.1

PTED 2.0 1.0

삶의질(SF-8) 25.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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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ean SD

일반적 건강상태 4.2 0.9

신체적 기능 2.9 0.9

신체적 역할제한 2.6 1.2

통증 3.3 1.3

활력 3.4 0.7

사회적 기능 2.8 1.2

정서적 역할제한 2.8 1.3

정신적 건강 2.9 1.0

[표 5]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2. 울분의 수준과 울분 집단의 빈도

연구대상자의 129명의 변수별 울분의 수준을 알아보고, 집단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PTED 자가 측정 도구의 개발자 Linden

등(2009)은 척도의 절단값을 1.6점과 2.5점으로 두고, PTED 평균 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를 외상후울분장애 가능성을 포함하는 중증도 이상의

울분 집단(PTED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TED 평균 점

수가 2.5 미만인 집단을 non PTED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33.3%가 PTED 집단에 속하며, 이 집단의 PTED

점수는 3.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6.7%는 non PTED 집

단으로 분류되었으며, PTED 평균 점수는 1.4점이었다. 이 때 PTED 집

단과 non PTED 집단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집단에서는 40대 미만의 PTED 점수가 1.6, 40대 이상 50대 미만

응답자의 PTED 점수가 1.9, 50대 이상의 PTED 점수가 2.4점으로 나타

났으며, 연령집단에 따른 PTED 점수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 34 -

였다. 또한 PTED 집단과 non PTED 집단의 빈도 차이도 통계적 유의

성을 보였다. 종교 유무와 교육수준, 개인 피해 판정 결과, 가구피해단계

에서는 PTED 평균 차이와 집단 간 빈도 차이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후 경제적 상태변화를 악화되었다고 한 응답자의 PTED

점수는 2.1점, 변화 없음을 택한 응답자는 1.7점,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응

답자의 점수는 1.2점으로 나타나,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을수록 PTED의 평균 점수가 높아지며 이 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울 유무에 따라

PTED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우울증상이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PTED 점수는 2.4점인데 비해, 없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점수는 1.2점으

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PTED 집단과 non PTED

집단에 속하는 빈도의 차이를 우울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도 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피해대응과 관련하여 변수별로 울분의 수준과 집단 빈도를 알아

보았을 때, 먼저 피해판정결과 통보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PTED 집단

과 non PTED 집단에 속하는 집단의 빈도 차이가 유의하게 달라졌다.

또한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인식한 피해자의 PTED 점수는 2.2점인데 반

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피해자의 PTED 점수는 1.7점으로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의 피해판정 결과와 그 판정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PTED 점수는 2.9점으로 납득 가능하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점수(1.7점)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서비스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PTED 점수는 1.4점인데 비교하여,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피해

자의 PTED 점수는 2.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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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PTED

(SD)
t(p)

PTED

집단(%)

non_PTED

집단(%)
p

울분

PTED
43

(33.3)

3.0

(0.4) <.0001

***
non_PTED

86

(66.7)

1.4

(0.7)

성별

남
57

(44.2)

1.9

(1.0)
.678

18

(31.6)

39

(68.4)
.707

여
72

(55.8)

2.0

(1.0)

25

(34.7)

47

(65.3)

연령

집단

40대

미만

26

(20.2)

1.6

(1.0)

.002

**

7(27.0)
19

(73.1)

.030*
40대 이상

50대 미만

68

(52.7)

1.9

(1.0)
18(26.5)

50

(73.5)

50대 이상
35

(27.1)

2.4

(0.9)

18

(51.4)

17

(48.6)

종교

있음
60

(46.9)

2.0

(1.0)
.423

21

(35.0)

39

(65.0)
.621

없음
68

(53.1)

1.9

(1.0)

21

(30.9)

47

(69.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3

(41.1)

2.0

(1.0)

.997

18

(34.0)

35

(66.0)

.812대졸
64

(49.6)

2.0

(1.0)

22

(34.4)

42

(65.6)

대졸 이상
12

(9.3)

2.0

(1.1)

3

(25.0)

9

(75.0)

개인

피해

판정

결과

1,2단계
14

(10.9)

2.0

(1.0)

.968

6

(42.9)

8

(57.1)

.7253,4단계
93

(72.1)

2.0

(1.0)

30

(32.3)

63

(67.7)

기타
22

(17.1)

2.0

(0.9)

7

(31.8)

15

(68.2)

가구

피해

단계

사망,

폐이식

19

(14.7)

2.3

(1.0)

.139

9

(47.4)

10

(52.6)

.3621,2단계
37

(28.7)

1.8

(1.1)

12

(32.4)

25

(67.6)

3,4단계
73

(56.6)

2.0

(0.9)

22

(30.1)

51

(69.9)

[표 6] 연구대상자의 PTED 수준과 PTED 집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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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이후

경제

상태

변화

악화
90

(69.8)

2.1

(1.0)

.019*

35

(38.9)

55

(61.1)

.124변화없음
33

(25.6)

1.7

(1.0)

7

(21.2)

26

(78.8)

개선
6

(4.7)

1.2

(1.2)

1

(16.7)

5

(83.3)

우울

있음
84

(65.1)

2.4

(0.8) <.0001

***

38

(45.2)

46

(45.8) <.0001

***
없음

45

(34.9)

1.2

(0.9)

5

(11.1)

40

(88.9)

판정
까지
걸린
시간

1년 미만
66

(53.7)

1.8

(1.0)

0.08

16

(24.2)

50

(75.8)

0.04*
1년 이상

2년 미만

37

(30.1)

2.1

(1.0)

16

(43.2)

21

(56.8)

2년 이상,

받지 못함

20

(16.3)

2.4

(1.0)

10

(50.0)

10

(50.00)

권리
침해
여부

예
66

(48.4)

2.2(0.

9)
.002**

26(60.6) 40(39.4)

.102

아니오
62

(51.6)

1.7(1.

0)
16(25.8) 46(74.2)

판정
결과
근거
수용

납득
6

(4.9)

1.7(1.

2)
.424

1(16.7) 5(83.3)

.663

납득불가
117

(95.1)

2.9(1.

0)
41(35.0) 76(65.0)

피해
구제
질환
범위
적절성

적절하다
1

(0.8)
2.5(.)

.111

0(0.0) 1(100)

.584제한적이다
94

(76.4)

2.1(0.

9)
34(36.2) 60(63.8)

판단하기

어렵다

28(22.

8)

1.6(1.

1)
8(28.6) 20(71.4)

지 원
서비스
충분도

예
13(10.

1)

1.4(1.

1)
.041*

3(76.9) 10(23.1)

.542

아니오
116(8

9.9)

2.0(1.

0)
40(34.5) 76(65.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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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 간의 상관관계

단계적 회귀분석과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7]). 이 때 앞

서 시행한 Shapiro-Wilk Normality Test에서 w통계량이 0.97(p<0.05)로

나타나 정규성이 위반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변수가 범주형, 순

위형으로 구성되었음을 고려하여 Spearman의 상관계수와 Kendall의 tau

계수를 이용하였다.

울분(PTED)은 종교, 신체적 불편도, 우울, 판정까지 걸린 시간, 지원

받은 서비스의 수, 판정결과 납득 여부,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공정

세계신념, 삶의 질과 상관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울분과 정적 상관관

계를 보인 변수는 종교, 우울, 판정까지 걸린 시간, 지원받은 서비스의

수, 판정결과 납득 여부였다. 울분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신체

적 불편도,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공정세계신념, 삶의 질2)이었다.

독립변수, 즉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피해관련 요인, 정부의 피해대응 관

련 요인과 사회적지지, 정보경험, 공정세계신념 사이에서는 유의한 변수

들 간의 상관계수가 절댓값 0.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추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모두 10 이하로 변수 간 다중공

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울분 이외에도 종교, 개인피해 판정결과, 피해 후 경제적 변

화, 신체적 불편도, 우울, 판정까지 걸린 시간, 판정결과 납득 여부와 상

관성을 보였다. 특히 이 중 우울은 삶의 질과의 상관계수의 값이 0.654로

나타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삶의 질 측정 도구인 SF-8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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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000

2
0.027
0.708

1.000

1. PTED 2. 연령 3. 종교 4. 교육수준 5. 개인피해 판정결과

6. 가구 피해 단계 7. 경제적 상태 변화 8. 신체적 불편도

9. 우울 10. 판정까지 걸린 시간 11. 지원받은 서비스의 수

12. 권리 침해 여부 13. 판정결과 납득 여부

14. 피해구제질환 범위 적절성 15.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16. 정보 만족도 17. 공정세계신념 18. 삶의 질

3
0.291
0.001

-0.243
0.001

1.000

4
0.064
0.385

0.134
0.131

0.129
0.081

1.000

5
-0.005
0.942

-0.138
0.102

-0.149
0.034

0.104
0.220

1.000

6
-0.051
0.568

0.052
0.546

-0.073
0.411

-0.080
0.349

0.039
0.634

1.000

7
0.047
0.600

-0.069
0.385

0.017
0.845

0.020
0.804

-0.040
0.593

-0.365
<.0001

1.000

8
-0.242
0.006

-0.049
0.570

-0.136
0.124

0.003
0.972

0.198
0.017

-0.144
0.103

0.070
0.432

1.000

9
0.330
0.000

0.089
0.266

0.201
0.022

0.029
0.722

-0.118
0.122

-0.245
0.005

-0.203
0.021

-0.279
0.001

1.000

10
0.438
<.0001

0.102
0.248

0.132
0.073

0.185
0.037

-0.075
0.374

0.013
0.882

-0.105
0.185

-0.384
<.0001

0.219
0.006

1.000

11
0.210
0.020

0.037
0.672

-0.054
0.555

-0.067
0.438

-0.073
0.373

-0.028
0.758

-0.059
0.519

-0.039
0.666

0.160
0.077

-0.061
0.483

1.000

12
-0.143
0.105

-0.095
0.213

0.075
0.397

-0.029
0.702

0.027
0.708

-0.120
0.177

0.068
0.447

0.027
0.763

0.073
0.414

-0.012
0.873

-0.391
<.0001

1.000

13
0.217
0.003

-0.130
0.143

0.170
0.022

0.120
0.178

-0.099
0.244

0.028
0.746

-0.022
0.786

-0.286
0.001

0.162
0.044

0.269
0.003

0.035
0.689

-0.016
0.832

1.000

14
0.050
0.503

0.028
0.759

-0.093
0.215

-0.019
0.837

0.022
0.795

0.089
0.311

-0.089
0.274

-0.299
0.001

0.060
0.466

0.000
1.000

0.044
0.607

-0.182
0.020

0.163
0.073

1.000

15
-0.191
0.030

0.098
0.226

-0.089
0.316

0.082
0.313

0.106
0.170

0.109
0.221

-0.007
0.934

0.205
0.020

-0.205
0.020

-0.116
0.149

0.073
0.424

-0.113
0.201

-0.054
0.504

-0.034
0.684

1.000

16
-0.056
0.528

-0.071
0.352

0.121
0.171

0.145
0.059

0.101
0.167

-0.037
0.678

0.187
0.033

0.028
0.756

-0.118
0.184

0.005
0.950

-0.075
0.410

0.174
0.048

-0.161
0.036

-0.028
0.722

0.125
0.159

1.000

17
-0.270
0.002

-0.051
0.488

0.143
0.107

0.030
0.690

-0.096
0.173

-0.018
0.840

-0.202
0.022

0.035
0.694

-0.053
0.549

-0.093
0.211

-0.117
0.196

0.176
0.046

-0.082
0.271

-0.062
0.417

0.161
0.069

0.273
0.002

1.000

18
0.570
<.0001

0.074
0.318

0.246
0.005

0.015
0.843

-0.157
0.026

-0.152
0.085

-0.196
0.026

-0.401
<.0001

0.654
<.0001

0.427
<.0001

0.114
0.209

-0.092
0.299

0.257
0.001

0.033
0.664

-0.180
0.041

-0.138
0.118

-0.142
0.109

1.000

[표 7] 변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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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울분의 영향요인

1. 울분의 영향요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8)] 이때, 피해관련 변수인 개인피해 판정결

과, 가구 피해 단계,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건강관련 변수인 신체

적 건강의 불편도와 우울, 정부의 피해대응 변수인 피해판정 결과 통보

까지 걸린 시간, 지원받은 서비스의 개수, 권리 침해 여부, 판정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 피해구제 질환범위의 적절성, 사회적지지 변수인 부탁

할 수 있는 이웃의 수, 정보 경험 변수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의 만

족도, 공정세계신념을 모두 예측변수로 투입하였다.

7개의 모형 중 울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은 피해 관련 특

성, 건강 관련 특성, 정부의 피해 대응, 사회적지지, 정보만족도, 공정세

계신념을 투입한 모형 7로 나타났다. 울분을 38.0% 설명하는 모형 7의

피해 관련 특성에서는 가구 피해 단계가,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신체적

불편도와 우울이, 그리고 정부의 피해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서는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울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나 가구원의 피해로 인해 가구 피

해 단계가 중증일수록 PTED의 점수가 높아졌다. 또한 신체적 불편함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하다고 응답했을수록 PTED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피해 대응에 관련해서는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PTED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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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통제변수 β(SE) p β(SE) p β(SE) p β(SE) p β(SE) p β(SE) p β(SE) p

1

성별
0.26
(0.19) .17 0.25

(0.19) .19 0.14
(0.16) .40 0.14

(0.16) .41 0.17
(0.16) .31 0.16

(0.16) .32 0.16
(0.16) .32

연령
0.02
(0.01)

.00
**

0.02
(0.01)

.01
*

0.01
(0.01) .08

0.01
(0.01) .04

0.02
(0.01)

.03
*

0.02
(0.01)

.02
*

0.02
(0.01)

.01
*

종교
0.01
(0.18) .96

0.00
(0.18) .98

-0.16
(0.15) .31

-0.19
(0.16) .23

-0.18
(0.15) .26

-0.16
(0.16) .31

-0.15
(0.16) .33

교육수준
0.09
(0.14) .54 0.17

(0.14) .23 0.20
(0.12) .10 0.16

(.12) .19 0.18
(0.12) .13 0.19

(0.12) .13 0.15
(0.12) .23

예측변수

2

피해판정결과
0.16
(0.35) .64

-0.31
(0.32) .34

-0.30
(.33) .36

-0.35
(0.33) .29

-0.36
(0.33) .28

-0.33
(0.33) .32

가구피해단계
0.05
(0.06)

.46 0.14
(0.06)

.02
*

0.15
(.06)

.01
*

0.15
(0.06)

.01
*

0.16
(0.06)

.01
*

0.14
(0.06)

.02
*

경제적
상태변화

-0.42
(0.16)

.01
*

-0.01
(0.14) .95 0.18

(.16) .27 0.20
(0.16) .21 0.20

(0.16) .22 018
(0.16) .25

3

신체적
불편도

0.18
(0.08)

.02
*

0.17
(.08)

.03
*

0.16
(0.08)

.04
*

0.16
(0.08)

.04
*

0.15
(0.08)

.04
*

우울
1.08
(0.17)

<.0001
***

1.08
(.17)

<.0001
***

1.06
(0.17)

<.0001
***

1.07
(0.17)

<.0001
***

1.01
(0.18)

<.0001
***

4

판정까지
걸린 시간

0.27
(.11)

.02* 0.31
(0.11)

.01* 0.31
(0.11)

.01* 0.31
(0.11)

.01*

지원받은
서비스의 수

-0.02
(.02) .41 -0.02

(0.02) .39 -0.02
(0.02) .46 -0.01

(0.02) .58

권리 침해
여부

0.15
(.16) .34

0.17
(0.16) .28

0.15
(0.17) .38

0.14
(0.16) .41

결과 근거
수용

0.37
(.41)

.37 0.39
(0.41)

.34 0.41
(0.41)

.32 0.40
(0.41)

.33

[표 8] 울분 영향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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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인정
범위

0.01
(.93) .99 -0.07

(0.92) .94 -0.05
(0.92) .96 0.01

(0.92) .99

5
부탁할 수
있는 이웃 수

-0.05
(0.03)

.09 -0.04
(0.03)

.11 -0.04
(0.03)

.16

6 정보만족도
-0.02
(0.03) .55 0.00

(0.03) .90

7 공정세계신념 -0.12
(0.08)

.14

Adj. R
2
　 .041 .077 .346 .365 .377 .373 .380

F 2.34 2.33 7.73 5.60 5.53 5.19 5.09

p .06 .02 <.0001 <.0001 <.0001 <.0001 <.0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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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분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앞에서 시행한 울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에 추가로, 연구대상자를 PTED 집단(PTED 점수 2.5점 이상)과

non PTED 집단(PTED 점수 2.5점 미만) 으로 나누어 다중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인의 유형별로, 피해 관련 특성에서는 가구 피해 단계가 울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피해 단계가

한 단계 악화될 때마다 PTED집단에 속할 오즈가 1.708배 증가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에서는 신체적 불편도와 우울이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불편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PTED 집단에

속할 오즈도 2.423배 증가하였다. 또한 우울 증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PTED 집단에 속할 오즈가 12.820배

(1/0.078)배로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피해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인

식에서는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1년 늘어날수록 PTED 집단에 속할 오

즈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3.07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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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ref) OR (95% C.I.) p

피해관련
특성

개인피해판정결과(기타)

1,2단계 0.307 0.029 3.235 0.397

3,4단계 0.627 0.161 2.437 0.529

가구피해단계(4단계) 1.708 1.165 2.772 0.008**

경제적상태변화(개선)

악화 0.12 0.003 4.924 0.488

변화없음 0.219 0.006 8.361 0.398

건강관련
특성

신체적불편도 2.423 1.311 4.478 0.004**

우울(없음) 0.078 0.015 0.417 0.002**

정부의
피해 대응

판정까지 걸린 시간 3.072 1.344 7.022 0.005**

서비스의수 0.947 0.824 1.088 0.586

권리침해여부(없음) 0.803 0.263 2.453 0.938

판정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명(수용) 0.098 0.003 3.66 0.211

질환범위인정(적절) 0.561 0.139 2.267 0.758

사회적
지지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0.845 0.698 1.024 0.120

정보경험 정보만족도 0.951 0.853 1.060 0.072

신념 공정세계신념 0.681 0.387 1.198 0.183

-2Log Likelihood Ratio χ
2
=52.3894***,

Cox & Snell R
2
=.351 , Nagelkerke R

2
=.489

[표 9] 울분 영향 요인의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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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X 분석 단계

모형 1
매개변수

(PTED)
통제변수

모형 2
매개변수

(PTED)

통제변수,

독립변수(피해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 정부의 피해

대응 경험과 인식, 사회적지

지, 정보경험, 신념)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유의성

확인

모형 3
종속변수

(삶의 질)
통제변수

모형 4
종속변수

(삶의 질)
통제변수, 매개변수(PTED)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유의성

확인

모형 5
종속변수

(삶의 질)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유의성

확인

모형 6
종속변수

(삶의 질)

통제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PTED)
매개효과 검증

[표 10]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매개효과 검증 순서

제 4 절 울분의 매개효과 검증

본 절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울분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Baron & Kenny(1986)은 위계적 회귀분석 세 단계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먼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

성을 확인하며, 이 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첫 번째 단계에

비해 감소하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에서는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와 더불

어, 본 연구의 변수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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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먼저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변

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대입하여 매개변수인 울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모형 1),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함께 대입하여 울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모형 2)의 모형 적합도와 유의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 1보다 R2값과 F값이 증가한 모형 2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삶의 질을 종속 변수로 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대입한

결과(모형 3)와 울분을 함께 대입한 결과(모형 4)를 비교하였다. 이때,

매개변수가 추가된 모형 4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3보다 모형 적합

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울분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0.449, p<.0001).

한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인구사회

학적 변수만을 넣은 회귀모형(모형 3)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독립변수

를 모두 대입한 회귀모형(모형 5)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때, 독

립변수가 추가된 모형 5에서 모형 적합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독립변수를 넣은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통제변수인 연령이

유의하지 않게 되어, 독립변수가 삶의 질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독립변수를

대입한 모형 5와, 매개변수가 추가된 모형 6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로, 울분이 추가된 모형 6에서 모형 적합도가 증가하였으며, 모형 5에

서는 독립변수인 우울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데 반해, 모형

6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를 통해, 울분은 우울과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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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모형1

β

모형2

β

모형3

β

모형4

β

모형5

β

모형6

β

종속변수 PTED 삶의 질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남성) 여성 0.258 0.164 0.277 0.161 0.091 0.051

연령 0.023** 0.018* 0.020** 0.010 0.006 0.001

종교(무교) 유교 0.008 -0.156 -0.058 -0.061 -0.111 -0.072

학력 0.088 0.150 -0.183 -0.223* -0.113 -0.170

독립변수

피해관련

특성

개인피해 판정결과(3,4차) 미신청 -0.336 0.371 0.454

개인피해 판정결과(3,4차) 1,2차 -0.016 0.190 0.194

가구 피해 단계 0.142* -0.025 -0.060

경제적 상태 변화 0.187 -0.134 -0.180

건강관련

특성

신체적불편도 0.147 0.329*** 0.291***

우울 1.087*** 0.541*** 0.275

정부의

피해 대응

관련 요인

판정까지 걸린 시간 0.114* 0.027 -0.050

지원받은 서비스의 수 -0.011 -0.020 -0.018

권리 침해 여부(아니오) 예 0.133 0.157 0.124

판정에 대한 근거와 설명 수용

(예)
아니오 0.410 -0.267 -0.369

질환범위 수용(잘 모르겠다) 적절하다 0.013 -0.338 -0.341

질환범위 수용(잘 모르겠다) 제한적이다 -0.17 -0.017 -0.013

[표 11]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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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의 수 -0.047 0.005 0.015

정보 경험 정보의 만족도 -0.004 -0.004 -0.002

신념 공정세계신념 -0.118 -0.049 -0.020

(매개변수) 울분 0.449*** 0.247***

상수 0.579 -1.261 2.334*** 2.074*** 2.186** 2.498***

R
2
(Adj. R

2
)

0.071
(0.041)

0.473
(0.384)

0.115
(0.086)

0.377
(0.351)

0.600
(0.525)

0.654
(0.574)

F-값 2.34 5.1*** 3.99** 14.76*** 7.98*** 9.10***

자유도 4 18 4 5 18 1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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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및 논의

제 1 절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

여 가습기살균제 성인피해자의 울분의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 전체의 PTED 점수 평균은 2.0점으로, 이는 PTED

척도에서 ‘지속되는 만성적 울분(1.6≦PTED<2.5)’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해당되는 점수이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33.3%는 PTED 점수가 평균 3.0으

로 중증도 이상의 울분 상태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내 일반인 대상의 선

행 조사의 13.3%(이승훈 외, 2017)와, 14.7%(서울대행복연구센터, 2018)의

결과에 비하여서도 확연히 높은 수치다.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PTED 집단 비율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

조사(Hyu Jung Huh et al., 2017)에서, 65.5%의 응답자가 중증도 이상의

울분 상태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나, 사건의 성격과 응답

대상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수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연령집단에 따라 응답자들의 PTED 점수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빈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집

단에서는 50대 이상의 PTED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연령

이 높을수록 PTED 점수가 증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Han et al., 2019). 또한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의

PTED 평균은 2.1점으로, ‘변화 없음’의 1.7점, ‘개선’의 1.2점에 비해 높았

으며,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상태 악화에서의 울분의 심화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토픽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인식-제일 큰 피해는 사망과 불확실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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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토픽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를 기본적으로 건강을 잃은

것에 더하여 당사자와 가족까지 경제활동이 힘들어지는 점이라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이러한 특성은 특히 고령

의 피해자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그 어려움이 심화된다는 면에

서 고령집단의 PTED 점수가 가장 높은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

다.

경제적 상태의 악화로 인한 울분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

자들은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잃어버린 건

강의 회복과 정당한 처벌, 그리고 피해의 인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녀

와 그 자신 모두 피해를 입은 연구 대상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겪은 가장 큰 피해로 건강을 꼽으며 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돈 안 받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돈 안 받고 제 병을 다 그거 만든 사

람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왜냐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ž16세월호참사특조위, 2018, p,157)

정부로부터 개인 피해 판정 결과로 4단계를 받은 다른 피해자 또한 보

상보다는 정부로부터의 인정을 요구하며, 국가가 피해의 인정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주장은 현재의 피해 판정 기

준이 제한적이며(임종한, 2016) 그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이해하는

프레임 또한 판정과 그 보상으로 제한되어(가습기살균제사건과 4ž16세월

호참사특조위, 2018)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전체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많은 영역이 비가시화되었다(김지원, 2017)’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우울의 유무에 따라 PTED 점수의 평균과 집단 간

빈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울분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뒤에 서술할 단계적 회귀분석과 다중로지스틱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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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에서도 울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과 울분의 관계는 Linden 등(2007)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자(환자)

의 52.1%가 주요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킨 결과와, 이승훈 등

(2017)이 한국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우울의 중증

도에 따라 PTED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추가로 PTED와 다른 정신장애의 핵심증상을 네트워크

로 분석한 이진수(2019)의 연구에서도 PTED와 우울의 연계증상이 우울

및 불행감, 절망감, 자살사고로 나타났다. 이에 Znoj(2008)는 울분과 우울

을 비교하며, 두 감정 모두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나 우울을 느끼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 귀인하는 경향이 있고, 울분을 느끼는 사람은

문제발생의 원인과 그 해결이 외부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추가로,

Sensky(2015)는 NHS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당한 사건을 경험

한 후 울분감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우울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특성이 정부와 기업의 부도덕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외부 귀인)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소비자로서 이

중으로 행위하여 자신과 가족들에게 해를 입혔다는 인식을 하는 것(내부

귀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피해 대응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련해서는 치료와 재활, 피해

구제, 기타 대응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경험 유무에 따라 PTED 점수의

평균이 있음(2.2점)과 없음(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 피해자

는 인터뷰 중 정부 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무례하대. 누가 누구한테 무례한 거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ž16세월호참사특조위, 2018, p,157)

해당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피해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

기 위해 찾아갔음에도 무례하다는 답이 온 기억을 되돌아보며 모욕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노출로 인한 피해 그 자체

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응 방식에 의해서도 부수적인 피해가 증폭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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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기한 ‘공정세계신념’의 위반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여 각자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고, 불공정한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신념이

피해 발생과 더불어 사회적 원인에 의한 부수적인 피해에 의해서도 파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

조사>의 토픽모델링 결과에서는 반복되는 조사에서 트라우마가 환기되는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종사자의 언행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피해 대응 경험과 인식에서 집단 별 빈도 차이가 유의미했

던 것은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1년 미만이었

던 피해자의 24.2%가 PTED 집단이었던 것에 비해, 1년 이상 2년 미만으

로 소요된 피해자의 43.4%가, 그리고 2년 이상 걸리거나 받지 못한 피해

자의 50.0%가 PTED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기한

Sensky(2015)의 연구결과로 해석이 가능한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후 판정

까지의 시간이 지연되며 피해자들의 울분감이 지속, 만성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판정까지 걸린 시간을 언급한 피해자들의 인터뷰 내용

일부이다.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야...나는 14년간을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2011년에 피해신고해서 8년이 되었는데 사람은 몸이 아프고 다 죽어갔는

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그 판정단이나 정부나 다 부질없구나, 지금

까지 기다려왔던 것이 이렇구나, 실망감이 너무 큰 거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ž16세월호참사특조위, 2018, p,157)

위의 언급을 통해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늦어질 때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부당함과 기다린 만큼 결과를 봤을 때의 허무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개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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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그로 인한 자기 비난에 시달리면서 미래

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 PTED의 핵심 증상과 맞닿아 있다. 또한

사회적 재난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홍성만 & 서인석, 2019)에서도 재난

사건은 신속한 정부대응을 요구하나, 메타분석 결과 정부의 초기 대응은

대개 미흡하여 사회적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스,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

를 인지한 피해자가 사건의 일차적인 해결을 위해 피해 신청을 했을 시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연기될수록 피해자들에게서 울분이라는 부수적인

감정이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

해는 피해자마다 발생 시점과 피해인지 시점, 피해의 발현 시점, 피해 신

청 시점이 모두 다름을 감안하여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울분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가구 피해 단

계가 중증일수록, 신체적 불편도가 높을수록,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

록, 그리고 우울하다고 응답했을수록 PTED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승훈 외(2017)의 연구에서 PTED의 예

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설명력

(Adjusted R2=0.65)이 가장 높았던 모형의 변수가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

의 정도, 연령이었던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가구 피해 단계의

경우, 한규만 외(2019)의 세월호 연구에서 생존자 가족이 사망자 가족에

비해 낮은 PTED, 우울, PTSD, 불안 수준을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과 마

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구 구성원의 피해 판정 단계(사망, 폐이식 포

함)가 중증일수록 응답자의 PTED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가로 PTED 집단과 non PTED 집단을 나누어서 시행한 다중로지스틱 회

귀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구 피해 단계와 신체적 불편도, 우울, 그리고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유의하게 PTED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과 비사망자의 가구를 비교한 세월호 연

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망, 폐이식에 더하여 정부가 제시한 피해

판정 단계인 1, 2, 3, 4단계를 1, 2단계와 3,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피해 판정 단계의 비판점, 즉 피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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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내재한 것으로, 따라서 단순히 1, 2단계 피해자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 3, 4단계가 피해자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보다 울분

의 수준이 높다고 단정 지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울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를 실시하였을 때, 울분은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 울분과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으나, 아직까지 우울과 울분의 선후관계 및 인과관

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바, 본 연구의 결과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가

늠되어야 할 것이다. 첨언하여, Sensky(2015)는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울분에서 우울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통계적 분석을 통한 주

장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울분이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울뿐만 아니라

울분의 개념을 사용하여 두 변수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1차 피해 이후에 정부 대응의 부적절함 등으

로 나타난 사회적인 피해로 인한 울분의 원인을 이해하여, 보다 빠른 판

정결과 안내, 직원 교육 등을 통한 피해자 권리 침해 방지 등과 같은 피

해자 중심의 대책을 시행하여 높아진 울분의 경감과 피해자의 삶의 질 향

상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54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대상자 수가 129명으로 양적

분석에서는 부족하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변수들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의 확인이 어

려웠다. 둘째, 본 연구가 사용한 설문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독립 변수의

구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원인 201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는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인 조사로, 학술적인 개념에서의 변수

들보다는 자체 개발된 설문 문항을 주로 사용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피

해 대응이라는 변수에 대해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관련 문항들

을 선택하여 활용하였으나, 기존에 유사한 연구가 없었기에 변수 선택 및

활용에서 부족함이 있다. 세 번째는 분석 방법으로 인한 한계이다. 본 연

구는 단계적 회귀분석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울분의 영향요

인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다 다양한 변수 간 관계와

영향 요인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방법으로 추후 경로분석, 구조방정

식 등을 활용하면 울분 영향요인의 직, 간접 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등

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네 번째는 양적인 연구로

인한 부족함이다. 고통을 연구하는 학자들(Das, 2007)은 고통이 자살 시도

의 횟수,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 등 양적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그 표현이 반드시 언어나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

은 아니라고 보았다. Renault(2010) 또한 사회적인 고통에 관한 접근들이

오히려 고통을 분절화시킴으로써 고통 그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

패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 고통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본 연구의 태생적 한계점을 겨냥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지적한 대로 고통을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서는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질적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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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울분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피해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과 정부의 피해 대응 특성이 실제로 피해자의 울분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요인들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

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노출로 인한 신체적 질

환에 집중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공중보건학적 측

면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관여를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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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 수준을 파악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며, 이 요인들과 가습기살

균제 피해자의 삶의 질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하는 탐

색적 연구로 시도되었다. 이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성 관련 요인, 건강관련 특성, 정부의 피해대응에 대한 경험과 인식, 사

회적 지지와 정보 경험, 그리고 공정세계신념을 모두 활용하여 가습기살

균제 피해자의 어떠한 특성이 울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은 연령과 피해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우울의 유무, 치료ž재활ž피해구제ž기타 대응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는

지의 여부, 그리고 지원서비스의 충분도에 따라서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PTED 집단과 non PTED 집단의 빈도 차이는 연령, 우울

의 유무와 판정까지 걸린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울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해 관련 특성에서 가구 피해 단계,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신체적 불편도와 우울, 그리고 정부의 피해대응 관련 특성에

서는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있었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가구 피

해 단계가 신체적 불편도, 우울,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PTED 집단에 속

할 가능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울

분은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적절한 사회적 피해 대응이 실제로 가습기살균

제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피해자의 울분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피해 대응 변수는 ‘판정까

지 걸린 시간’이었다. 이는 재난 관리의 측면에,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는 발생한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이미 언급된

바 있는 부분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의 특성이 균질하지 않은

바, 가습기 사용시점과 노출 시점, 피해인지 시점, 피해 신청 시점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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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충분한 안내가 없이 판정 통보가 지

연될수록 악영향으로 작용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울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정까지 걸린 시간이 1년 미만인 피해자의

PTED 점수는 1.8점인데 비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피해자의 PTED 점

수는 2,1점, 2년 이상 받지 못한 피해자의 점수는 2.4점으로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구 피해 단계가 울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소비자였던 행위자가 피해자가

된 사건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소비하거나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로 인

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가구 피해 단계가 중증일수록, 즉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정받았을수록 울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발현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는 울

분의 주요 감정인 자기 비난, 자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피해 당

사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있어

후속 연구와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신체적 질환 중심의 인과관계 논리에서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를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독성화학물질의 노출만이 피해의 원인이 아니며, 피해에 대응하는 사회적

방식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증폭되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피해 증폭 과정을 양적,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

론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고 검증한다면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보다 근거

기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뿐만 아

니라 다른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고통을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

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의 경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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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울분은 선행연구에서 만성화되면 그 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

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울분감

정이 지속되어 정신병리적인 질환으로서의 PTED로 발현되기 전에 울분

의 수준을 낮추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inden(2003)은 PTED의

치료의 일환으로 지혜치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상적인

시각에서 PTED를 다룬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인식의 전환이 가습기살

균제 피해를 극복하는 데 정답이 아니라고 가정하기에, 보다 적절한 정부

의 대응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 이

는 사회재난 연구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갈등이 발현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변화가 있었음을 근거로 한다.

적절한 대응 방식의 정책 디자인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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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s sold from 1994 to

2011, 1,520 have died and 6,718 people have claimed damages(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20).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physical

damage caused by direct exposure to toxic chemicals, and collateral

mental damage due to our society’s damage response. However, so far,

surveys and studies have focused too much on physical diseas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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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four studies covering mental health, requiring a public health -

level approach.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will examine the

mental health of the victim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by applying the

concept of Embitterment and using the scale of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PTED).

Embitterment is an emotion that develops after the experience of a

negative life event and is perceived as unfair and unjust(Alexander,

1960; Linden, 2003). Preliminary studies have included severity of

disease (Lee et al., 2019), household income, experiences of negative

life ev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Happiness Studies,

2018), fairness, overcontrol (Michailidis et al., 2017; 2018),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about change(Sensky et al., 2015) as the

influencing factors of embitterment. The analysis of media reports (Ju

& You, 2019) indicates that the victims of the disaster and their

families are the most embittered groups, and the main causes of

embitterment are the deprivation of basic needs and rights, defamation

or insult, and misuse of power. How these social factors affect the

mental health of the victims can be seen through Kleinman and

Das(1997)'s concept of "social suffering" and the amplification of social

damage in disasters(Hong & Seo,2019).

This study looked into the factors affecting the embitterment of

humidifier disinfectants victims by applying the concept of

embitterment, given that the concept and affecting factors of

embitterment can help analyze not on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also the effects of social factors on the mental health of victims. In

addition,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mbitterment in their

relationship. The analysis used 129 adult survey data fro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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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survey on health and social damage among the victim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of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4ž16 Sewol Ferry Disaster.

Predicting variables of embitterment include damage(individual

damage level, household damage stage, changes in economic status

after damage), health(physical discomfort, depressio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damage (time taken until victims received assessment

results to notification of damages, number of services given, whether

victims’ rights were violated during the treatment, rehabilitation,

damage relief and other response processes, acceptance of evidence and

explanation of the assessment results, and the adequacy of the

assessment standards), social support (number of neighbors victims

can turn to), information experience (satisfaction of information on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Just world belief. This study adopte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mbitterment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mbitterment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 average PTED score of all subjects was

2.0, and 33.3% of the study subjects had a PTED score of 3.0 on

average, indicating that they are in a state of clinically significant

intensity of reactive embitterment. The PTED score varied depending

on age, whether to go through change in economic status, whether to

suffer depression, whether their rights were violated, and the level of

supporting services. The result of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iming to determine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embitterment was that

the PTED score was higher when the victims live in families with

severe damage levels, feel relatively severe physical discomfort, wa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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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r time for getting the damage assessment results and suffered

depression. In addition, when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hich are more severe PTED group(PTED≧2.5) and non

severe PTED groups(PTED<2.5), households with severe damage

levels, high physical discomfort, depression, and longer waiting time

for the damage assessment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unts

of the odds to belong to the PTED group. Finally, Embitterment partly

mediated th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This study is the first in Korea to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in social damage response

on mental health of humidifier disinfectant victims by applying the

concept of embitterment. Aimed at expanding the concept of the

damag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from existing physical

disease-oriented descriptions into a broader on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cognize a wider range of damage in the event of social

disasters and to establish of victim-oriented suppor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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