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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경험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지진 경험을 중심으로

Objectiv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children’s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and 
establish the associated circumstantial, person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m.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52 children (67 five-year-olds, 78 six-year-olds and 107 
seven-year-olds) and their mothers from the cities of Gyeongju and Ulsan.     
Results: First, the mean score of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 natural disasters was 2.48, this 
is close to the middle score of 3, which depicts moderate severity on a scale of 1 to 5. Further,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were higher in older children. Second, 
the severity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with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and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hird, the severity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and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significantly predicted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Conclusion: This research reveals how different aspects of the experience of a natural disaster 
affect the level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ssociated with future natural disasters. The 
severity of the natural disaster experience and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n’s negative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and thus, may  be associated 
factors. The results verified the importance of circumstantial, personal factors that lessen the 
negative response of children toward natural disasters.   

Keywords: Natural Disaster Experience, Negative Affectivity, Psychoemotional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s,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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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매년 6천 6백만명의 아

동들에게 직, 간접적 피해를 입힌다(Pronczuk & Surdu, 2008). 

다가올 미래에는 세계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고 정도 또한 심각해져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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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1억 7천 5백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학자도 있

다(Borenstein, 2011). 지진, 해일,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는 그 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삶의 터전을 붕괴시킴으로

써 아동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공통점을 가

진다(Bokszczanin, 2007; Giannopoulou et al., 2006; Pfefferbaum 

et al., 2014; Piyasil et al., 2007). 그 중 우리나라에서 최근 주목

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지진이다.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만연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이라는 지진이 발발하였다. 심지어 지진 전

문가들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역설

한 것으로 볼 때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turity [MPSS], 2017). 경주, 포항 지진 당

시 정부에서는 피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재건뿐만 아

니라 지진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 또한 중요시하여 심리상

담소를 운영하였는데(MPSS, 2017;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2017), 이처럼 정부에서도 나서서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이유는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예측되기 힘들고 일으키는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두

려움, 불안, 공포와 같은 심리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Giannopoulou et al., 2006; Pfefferbaum et 

al., 2014; Pynoos et al., 1993; Wooding & Raphael, 2004).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은 자연재해 후 나타나는 

아동의 정서 상태 및 행동으로서 자연재해 상황이 계속 떠올

라 두렵고, 불안하거나 화가 나며 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을 의

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또한 이

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포

함한다.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

황에서도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고 잘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

에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불안 등을 나타낼 수 있다(Hall 

& Berntsen, 2008; Hoven et al., 2005). 또한 수면 장애, 행동 문

제를 나타내기도 하며 심해질 경우 일상생활 적응에까지 문

제를 보일 수 있다(Vernberg, La Greca, Silverman, & Prinstein, 

1996). 특히 지진의 경우 겪은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심각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인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는 연구결과

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Giannopoulous et al., 2006). 

무엇보다도 아동기는 주변 세계 탐색을 통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의 안전감을 키워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피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Comer,  Furr,  

Beidas, Babyar, & Kendall, 2008). 아동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

을 정도로 심리정서적 반응을 심각하게 보일 때 그에 맞는 대

비 혹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정서적 어

려움을 겪을 수 있고(Green et al., 1991; Sack, Him & Dickason, 

1999; Tyano et al., 1996), 학령기에는 성적부진으로까지 이어

지며(Weems et al., 2007), 성인기에는 우울, 불안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 후 아동의 심리정

서적 반응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거나 사후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 국민들에

게 많은 충격을 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나라 아

동의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고 아동의 심

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연령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알아본 

연구들의 결과는 매우 혼재되어 있다. 가령 9−11세의 아동이 

청소년보다 자연재해 후 더 높은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는 연구(Giannopoulou et al., 2006; Kar et al., 2007), 반대로 청

소년이 아동보다 더 높은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Copeland, Keeler, Angold, & Costello, 2007; Kaplow, Dodge, 

Amaya-Jackson, & Saxe, 2005), 혹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다

는 연구결과(Agustini, Asniar, & Matsuo, 2011; Bal & Jensen, 

2007; Green et al., 1991)가 보고된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연령

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유아기 후

기와 아동기 초기의 아동들이 자신의 물리적 안전에 민감하다

는 점에서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 후기와 아동

기 초기에 속하는 만 5, 6세 아동들은 만 8, 9세 아동보다도 일

상적 상황에서의 스스로의 신체적 안전과 관련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sey, Crnic, & Carter, 1994). 즉 이 연령

의 아동들이 다른 연령에 속한 아동들에 비해 자신의 안전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크

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된

다.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조사한 연구에서 어린 아동일수록 

지진에 대한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Giannopoulou et al., 2006),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은 후기 아동기에 속한 

아동과 청소년보다 두려움과 분리 불안을 더욱 높게 보였다는

(Gleser, Green, & Winget, 2013; Milne, 1977) 점에서 유아후기

와 아동초기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처럼 유아기 및 아동 초기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며 아동

의 발달에 자연재해가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유아기 와 아동 초기인 만 5, 6, 7세에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들이 보이는 심리정서적 반응의 수준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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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의 정도와 같은 상황

적 특성 및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평소 부모의 양육

행동을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영향 요인

으로 밝혔다(Furr, Comer, Edmunds, & Kendall, 2010; Rothbart 

& Derryberry, 1981; Vernberg et al., 1996). 이 중 자연재해 경험

을 비롯한 상황적 특성과 아동이 가진 개인적 특성이 자연재

해 후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과 큰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Furr et al., 2010; La Greca, Silverman, & Wasserstein, 

1998; Salmon & Bryant, 2002; Vernberg et al., 1996; Wilson, 

Lengua, Meltzoff, & Smith, 2010). 

자연재해 경험과 관련하여 그 당시 실재한 혹은 주관적으

로 느낀 생명에 대한 위협은 높은 심리정서적 반응과 관련성

이 크다고 보고되는 요소이다(Green et al., 1991). 자연재해를 

겪은 아동이 자연재해로 인해 스스로의 삶이나 사랑하는 사

람의 삶이 위험해졌다고 인식한 경우 불안, 회피, 두려움과 

관련된 행동을 많이 보였다(La Greca, Silverman, Vernberg, & 

Prinstein, 1996; La Greca et al., 1998; Lonigan, Shannon, Finch, 

Daugherty, & Taylor, 1991). 그리고 아동이 자연재해 당시 자

연재해 근원지에서 얼마나 근접하여 재난을 경험하였는가 또

한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Bradburn, 1991; Pynoos & Nader, 1988). 지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동들이 진앙지에서 물리적으로 가깝게 자연재

해를 경험하였을 때 더욱 심각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Bradburn, 1991; Pynoos & Nader, 1988). 종합하여 볼 때,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시 발생 지역 가까이에서 이를 경험하여 삶

에 많은 위협을 겪었을수록 심리정서적 반응인 두려움과 불안

을 호소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이 경험한 자연

재해인 지진의 경우 진앙지에서 가까울수록 강도 높은 지진 

경험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자연재해를 경험

한 것이 강한 심리적, 정서적 반응으로 연결 될 수 있음을 고려

하면 아동이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곳에서 지진을 경험하고 

피해를 입었을수록 강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진앙지에서 근접하여 지

진을 경험하였을수록, 지진 당시 심각한 경험을 하였을수록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이 높았다(Bradburn, 1991). 심각한 심

리정서적 반응이 장기간 지속될 때 아동의 발달에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음을 고려하면(Green et al., 1991; Sack et al., 1999; 

Tyano et al., 1996) 높은 수준의 지진을 겪은 지역아동의 심리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진이 자주 발

생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대

형 자연재해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진앙지에서 가까웠던 경주와 울산 아동들

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재해였다. 그러나 이를 조사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진

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지진을 직접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진 경험의 정도가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자연재해 이후 아동의 반응을 조사한 많은 연구에서는 자

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서 아동의 개인적 요소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같은 수준

의 재난을 경험한 아동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정서 장애로까

지 진행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La Greca 등(1996)은 재해의 심각도와 기질, 성별, 나이와 같은 

아동 개인의 특징과 재난 후 대처 반응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개념화된 도식으로 제시하였

다. 그 중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아동의 기질이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다(La Greca et al., 1998; Salmon & 

Bryant, 2002; Wilson et al., 2010). 

학자들마다 기질을 정의하는 바가 다르나, Goldsmith와 

Gottesman (1981)은 주된 정서와 각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보았고 Rothbart와 Derryberry (1981)

는 기질을 반응성과 자기 조절 능력에서의 타고난 차이로 정

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도 아동이 지닌 기질에 따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는 기질을 외향성, 부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로 구분하였으

며, 그 중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

적 영향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Demos, 1986). 스트레

스 원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여 쉽게 분노, 두려움, 슬픔, 좌절

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인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까

다로운 기질’인 아동을 분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

다(Prior, 1992;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Shiner, 1998).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큰 불안, 짜증,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Eisenberg 

& Fabes, 1992).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필연적으

로 주어지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이 자연재해에 대해 갖

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 수준은 아동의 기질적 측면인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Lengua, Long, Smith, & Meltzoff (2005)의 연구에서 대형 재난 

이후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알아본 결과 부정적 정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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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요인인 두려움에 대한 민감성, 평소 분노의 정도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아동들에게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기질은 심리정서적 반응을 예측하는 주

요한 요소로 나타났다(Terranova, Boxer, & Morris, 2009). 부정

적 상황에서 기질적 요소가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하여서

는 결과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영향력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

구는 지진을 직접 경험한 아동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에 미

치는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부정적 정

서성이 높은 아동들이 재난 상황에 취약할 수 있음을 밝혀낸다

면, 재난대비 및 대처 교육에서 아동의 기질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가진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6년 9월 발

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경험한 만 5, 6, 7세의 아동이 자

연재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

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자연재해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선정

하여 이 요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

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 양상

과 관련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주 및 울산 소재의 보육기관

과 초등학교 1, 2학년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67명, 만 6세 아

동 78명, 만 7세 아동 107명, 총 252명과 그 부모를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하여 지진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후 반응을 측정하였

으며 질문지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아동 가정에 대한 인구학

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2, 3년제 대학 졸

업이 113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졸업이 77

명(30.6%), 고등학교 졸업이 45명(17.9%), 대학원 재학 이상이 

17명(6.7%)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45명(57.5%)

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400−500만원 미만이 65명(25.8%)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

원 미만이 58명(23%), 500−600만원 미만이 43명(25.8%), 600

만원 이상이 41명(16.3%), 200−300만원 미만이 37명(14.7%), 

200만원 미만이 8명(3.2%)이었다. 

연구도구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

해 개정판 외상 사건에 대한 아동 반응척도(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s Response to Traumatic Events Scale-Revised 

[K-CRTES-R]; Jeong et al., 2012)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정

판 외상 사건에 대한 아동 반응척도(K-CRTES-R)는 만 6세부

터 18세를 대상으로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SM-

IV의 PTSD 진단기준에 있는 증상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을 지진으로 수정하고 문항의 표

현을 조사대상의 연령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

체적으로 “다른 것들이 그걸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를 “뉴스, 

책, 친구와 같이 다른 것들이 지진을 계속 생각나게 만든다.”

와 같은 형식으로 수정하였다. 문항에는 “갑자기 지진이 생각

나거나 지진이 다시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렵다.”, “지

진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빨리 뛰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

다.” 등 지진이란 주제에 지나치게 각성되어 있는 내용과 지진

을 생각하면 스스로 힘들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미디어, 

친구, 부모 등이 지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때 이를 회피하

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 척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

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응답자가 최근 7일 동안 해당 문항의 내

용을 얼마나 경험했는지의 빈도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용

도가 아니라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므로 

‘완전히 그렇지 않았음[1점]’− ‘완전히 그랬음[5점]’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수정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3점에서 115점

이다. 총점을 문항의 수로 나누어 문항별 평균 점수를 통해 분

석하여 심리정서적 반응의 점수 범위는 1−5점이다.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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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아동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높고 회피하고 싶

은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용에 대해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박사과정 

연구원 2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연구윤리심의 기준

에 통과하였다. 본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

도를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경험

자연재해 경험은 Vernberg 등(1996)이 허리케인 경험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와 Bosschaart, Kuiper, van der Schee, & 

Schoonenboom (2013)이 홍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

도를 바탕으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규

모에 맞게 연구자가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Vernberg 

등(1996)의 허리케인 척도에서는 자연재해의 객관적 경험을 측

정하기 위하여 “허리케인 당시 집의 창문이나 문이 부서진 적

이 있는지?”, “허리케인 당시 다친 적이 있는지?”, “허리케인 당

시 밖으로 대피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Bosschaart 

등(2013)은 아동의 홍수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 

가까이에서 높은 수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학교 주변에서 

강한 폭풍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등을 물어보았다. 이들 척

도는 모두 예[0점]/아니오[1점] 단답형 문항으로 경험을 묻고 

총점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이들 척도에 기반 하여 이 연구에서는 규모 5.8이었던 경

주 지진에서 경주와 울산 지역 아동들이 겪을 수 있었던 경험

을 기상청 지진정보시스템(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2011)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4문항으로 구성

하여 제시하였다. 문항 응답은 예[0점]/아니오[1점] 단답형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 관련 내용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

다고 응답한 아동들의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자연재해 경험의 점수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지진 경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집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흔들림을 집 안에서 느꼈는지, 지진으로 인해 집안의 물

건이 떨어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보았는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밖으로 대피한 경험이 있는지, 지진 후 집 밖의 지형지물이 변

화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와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정서성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의 아동 행동 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중

복되거나 문화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한 32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가지고 놀 것이 없

으면 짜증낸다.”와 같은 분노/좌절 11문항, “어두운 곳을 무서

워한다.”와 같은 두려움의 표현 10문항, “지칠 때 종종 칭얼대

고 운다.”와 같은 슬픔의 표현 11문항으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아동이 보이는 행동에 근거하여,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

였다. 분노/좌절에 속하는 1문항은 부정진술문으로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2점에서 224점이다. 총점

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점수의 범

위는 1점에서 7점이었다. 부정적 정서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화를 잘 내고, 두려워하

며, 잘 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이 연구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연구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생명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한 연

구 계획 심의서를 제출하고 IRB 연구계획 심의확정 후(IRB 

No. 1703/002-007) 경주 및 울산시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

집, 초등학교 3곳을 선정하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생명윤리심

의위원회에 통과된 질문지를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부모 설

문지와 함께 배포하였다. 부모가 연구에 동의한 아동에 한하

여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았다. 만 5세 

유아의 경우 연구자와 유아의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만 6, 7세 아동의 경우 연구자가 각 반에 들어가 응답 방법과 

문항을 설명하고 아동들이 직접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및 동의서 300부 중 아동이 

결석으로 인해 설문지 응답을 할 수 없었거나, 아동이 설문지

를 미흡하게 응답한 경우, 부모가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

한 경우 48부를 제외한 총 252명의 아동 및 부모 설문지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진 상황을 회상하는 것이 일부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에게는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후 

회복과정을 구성하였다. 만 5세의 경우 설문이 끝난 후 지진 

대피와 관련한 동화책을 읽어주고 적합한 방식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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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전할 수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주었다. 만 6, 7세는 설문지 

하단에 적합한 지진 대피 요령을 기입한 후 이와 같이 대피한다

면 안전하다는 것을 연구자가 읽어줌으로써 아동의 지진에 대

한 불안감 해소를 유도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IBM Co., Armonk, NY)을 이용

하여 연구대상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

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

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 양상 및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양상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경주 지진 당시 연구 대상 

아동들의 자연재해 경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아

Table 1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of Children 

Classifications N %
Experienced strong shaking due to an earthquake 228 90.5
Evacuation due to an earthquake 211 83.7
Household damage due to an earthquake 73 29
Experienced change in surrounding features after an earthquake
(e.g., road, windows)

54 21.4

Note. N = 252.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Table 2 
Psychoemotional Responses toward Natural Disaster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Classification  Age

Gender
Total

M (SD)
Male

M (SD)
Female
M (SD)

Psycho-
emotional responses

Age 5 2.24 (.71) 2.20 (.68) 2.22 (.69)
Age 6 2.60 (.74) 2.59 (.83) 2.59 (.79)
Age 7 2.52 (.96) 2.60 (.98) 2.56 (.96)
Total 2.46 (.85) 2.49 (.87) 2.48 (.86)

Note. N = 252.

Table 3
Differences between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oward Natural Disaster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N t F Scheffé
Psychoemotional responses Gender Male 123 0.789

Female 129
Age Age 5 67 4.263*   a

Age 6 78     b
Age 7 107     b

Total 252
Note. N = 252.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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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자연재해 경험을 물어보는 4개 문항 중 평균 2.25개 문항

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

상 아동 중 228명(90.5%)이 지진 당시 집안에서 지진으로 인

한 강한 흔들림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밖으로 대피했다고 응답한 아동은 211명(83.7%)

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진으로 인해 집안의 물

건이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은 

73명(29.0%)이었다. 지진 후 도로나 유리창의 파손과 같은 지

형지물의 변화를 경험한 아동은 54명(21.4%)에 그쳤다.

다음으로, 자연재해를 겪은 후 아동들이 나타낸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평균 점수

는 2.48점(SD = .86)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심리정서적 반응 

척도 중 2점에 해당하는 ‘조금 그랬다[2점]’와 ‘보통이었다[3

점]’의 중간 점수에 해당한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만 6세 남아(M = 2.60, SD = .74)와 만 7세 여아(M = 

2.60, SD = .98)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만 5세 여아

의 점수(M = 2.20, SD = .68)가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자연

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와 같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

적 반응(F = 4.263, df = 2, p < .05)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아(M = 2.22, SD =. 69)보다 만 

6세아(M = 2.59, SD = .79), 만 7세아(M = 2.56, SD = .96)가 자

연재해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연재해를 생각했을 때 강한 두려움

을 느끼거나 회피하고자 한다. 

한편,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성차는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다. 기존의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

적 반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소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인

다. 이는 조사 시점과 자연재해 경험의 반복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시간차를 두고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여아

가 남아보다 심리정서적 반응이 높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Green et 

al., 1991; Lonigan, et al., 1991 Udwin, Boyle, Bolton, & O’Ryan, 

2000; Wilson et al., 2010). 반면, 자연재해 후 2-3개월 이내에 

조사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Martin, Felton, & Cole, 2016). 이 연구에서는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7개월 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여아

와 남아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정서

적 반응이 장기화 되었을 때 동반되는 증상인 불안장애, 우울

에서의 성차가 청소년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해

석되지만(Lewinsohn, Gotlib, Lewinsohn, Seeley, & Allen, 1998; 

Piccinelli & Wilkinson, 2000),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추

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자연
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관계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과 자연재해에 대한 아

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연재해 경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r = .19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지진과 관련한 경험을 많이 한 아동일수록 

자연재해를 생각했을 때 강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외상 행동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연

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r = .134,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해
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

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연령을 투

입한 후, 2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투입하여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서 연령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연령변수를 통제하였다. 

아동의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 수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
Correlations among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emotional Responses toward Natural Disasters.

1 2 3
1 —
2 -.069 —
3 .195** .134* —

Note. N = 252. 
1.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2. Negative affectivity 3. Psychoe- 
motional responses towards natural disaster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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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6.6%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6.886, df = 2, p <. 

001). 모든 독립변수의 VIF는 1점대로,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10보다 매우 작고, Durbin-Watson 지수도 2.032로 정상분포곡

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깝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위험 없이 적

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자연재해 경험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계

수에 의하면 자연재해 경험( β = .175, p <. 01)과 부정적 정서성

( β = .171, p <. 01) 순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

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진 당

시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하였을수록, 기질적으로 환경적 요소

에 대해 짜증, 화, 슬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잘 느낄수록 현

재 지진에 대해 두려움, 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높은 수준으

로 느껴 자연재해를 떠올리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하며 지진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 부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일

수록 자연재해 이후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 자연재해

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재해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

해 실시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연재해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기질인 부

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직접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은 5세보

다 6, 7세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연령일수

록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Taukeni, Chitiyo, Chitiyo, Asino, & Shipena, 

2016). Beck과 Emery의 불안 인지 이론(1985)에 의하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걱정스러운 일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과 그 결과가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이러한 능력은 아동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

는 다양한 사건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걱정할 수 있게 만든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능력을 가진 8-9세의 아동들

이 5-6세의 아동들보다 자신을 둘러싼 더욱 많고 다양한 종류

의 걱정을 함이 밝혀졌다(Vasey et al., 1994). 불안이 걱정을 매

개하여 발생함을 고려할 때(Silverman, La Greca, & Wasserstein, 

1995)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이 겪은 자연재해가 가

져올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

라 걱정이 많아져 더욱 높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억용량

이 증가하고(Vasey et al., 1994), 과거의 사건을 장기간 구체적

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된다(Han, Leichtman, & Wang, 1998). 자

신이 겪은 충격적인 자연재해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오

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어 그 상황에 대해 높은 두려움과 불

안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령에 적합한 재난 안전 교육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

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진 발생 시 지진 관련 경험

을 많이 하였을수록, 아동은 현재 지진과 관련하여 두려움

과 불안을 높은 수준으로 느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자연재해 노출 수준이 높거나 자연재해 당시 피해지역에 

가까이 위치하였을수록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

적 반응이 높음을 알아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Bradburn, 1991; Green et al., 1991). 또한 동일본 대지진처럼 

큰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규모 지진이 아닌 중간 규모의 지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oward Natural Disasters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Adj. R2 F
A constant 1.011 .077 .066 6.886***
Age .144 .137*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181 .175**
Negative affectivity .212 .171**
Note. N = 25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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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라도 아동들이 지진 당시 더 강도 높은 경험을 하였을 경

우 더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Giannopoulou et al., 2006). 따라서 자연재해 당시 관련된 충격

적인 경험을 많이 하여 경험의 정도가 큰 아동일수록 놀이 치

료, 미술 치료와 같은 심리 상담을 통해 아동이 안정을 찾고 일

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

리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동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지진 후 자연재해를 두렵게 생각함으로써 

일상생활 장애를 겪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

서성이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 결과(Terranova et al., 2009; Wilson et al., 2010)를 지지

한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평소 스스로의 불

안과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을 아동

에게 실시하거나, 일상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

이 부정적 정서를 나타낼 때의 부모 반응은 아동의 정서 조절

과 관련됨이 보고되었다(Garner, Jones, & Miner, 1994). 즉 평

소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 무시, 스트레스 반응을 보

이는 부모 행동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자

신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이해해주고 이를 수용하는 부모의 행동

은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도록 하였다. 부정적 정

서성이 높은 아동들이 쉽게 화, 슬픔,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를 

표출함을 고려해본다면 이에 반응하는 부모 행동 또한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

에 대한 부모 반응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들에게 정서 

조절과 관련한 높은 교육 효과를 지닐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자연재해 이후

의 심리정서적 반응 사이에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의 반응성(responsiveness)의 중재 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

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연구의 연구대상 아동은 자

연재해로 본인이 직접 경제적, 인적 손실은 보지 않은 아동들

이었다. 그러므로 동일본 지진이나 네팔 지진과 같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온 지진을 경험한 고피해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연재해 중 지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지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태풍, 홍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이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재해를 경험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

도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

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연재해

의 빈도와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

해 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직접 경험한 아

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는 우리나라 아동의 지진에 대한 반응 실태를 조사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주

변 상황에 민감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부모

가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

해 이후에는 자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입을 통해 아동이 빨

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아동의 자연재해 대처와 관련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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