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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의 반응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 개인요인, 부모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진을 경험한 아동의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을 인지적 반응과 심리

정서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양상을 살펴보고,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

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아동의 자연재해 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적 반응

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연령(5세, 6세, 7세)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적

반응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3-1.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경주 및 울산 소재 어린이집과 초등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5, 6, 7세 아동 25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아동 및 부모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지진 경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 반응성과 아동의 자연재해 반응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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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의 평균 점수는 2.90점, 심

리정서적 반응은 2.48점으로 1∼5점의 척도 중 중간 점수인 3점(보통이

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

적 반응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이는 높은 연령의 아동일수

록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불안감

을 느낌을 의미한다.

둘째,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 심리정서적 반응, 자연재

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연재해 경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과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

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과 정적 상관이 있

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

동의 인지적 반응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연재해 경험의 수준이 높을

수록, 그리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자연재해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이 높았다.

넷째,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 중 지지적

반응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연재해 경험의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평소 지지적으로 반응해 줄수록 아동은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

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5, 6, 7세 아동이 자연재

해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자연재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안, 두려움 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자연재

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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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자연재해 경험 이후 아동이 보이는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에 영

향을 미침을 밝혔다.

주요어 :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 지진

학 번 : 2015-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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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매년 6천 6백만명의 아동들에게

직, 간접적 피해를 입힌다(Pronczuk and Surdu, 2008). 세계 기후의 급격

한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더욱 만연해지고 그 정도 또한 심해져서 다

가올 미래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아동들이 1억 7천 5백만명

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Borenstein, 2011; Tanner, Tarazona, &

Gallegos, 2011).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5.8의 연속

된 지진은 지진관측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었다. 23명의 부상자가 보고되었으며 백 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산

피해가 보고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규

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후 6개월이 넘게 여진이 계속되고 이외에도 대형 태풍, 홍수와 같은 자

연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가차

원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피해를

입힌다(국민안전처, 2017). 특히 아동기는 주변 세계 탐색을 통해 자신이

속한 환경에 안전감을 키워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심리

정서적 피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Comer, Furr, Beidas, Babyar,

& Kendall, 2008). 자연재해는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의 변화이자

사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자연재해의 경험은 발달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지진, 홍수, 태

풍,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어왔다.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은 수면

장애, 행동 문제를 나타내거나(McLaughlin et al., 2009), 우울

(Mcdermott & Palmer, 2002), 불안(Hoven et al., 2005)과 같은 정서 문

제를 보이기도 하며 심해질 경우 일상생활 적응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Curle & Williams, 1996; Goenijian et al., 1995; Vernberg, La

Greca, Silverman, & Prinstein, 1996). 특히,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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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후기 아동이나 청소년보다 두려움과 분리 불

안을 더욱 높게 보임이 보고되었다(Gleser, Green, & Winget, 2013;

Millne, 1977). 유아기 및 아동 초기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며 아동의

발달에 자연재해가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유아기 또는 아동기 초기에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들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반응을 알아보고 이후 개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이 나타내는 반응은 심리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으로 구분된다. 그 중 다수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연재해 후 경험

하는 심리정서적 반응에 관심을 가졌다(Pfefferbaum et al., 2014;

Wooding & Raphael, 2004). 심리정서적 반응에는 일상생활에서의 무력

감, 수면 장애, 재해 상황의 재경험으로 인한 두려움, 불안 호소 등이 보

고되며 아동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APA, 2013). 높은 수준의

심리정서적 반응이 지속될 경우 자연재해와 관련된 정보나 활동의 회피,

집중에의 어려움, 행동 문제로 나타난다(Kameiner, Seedat , & Stein,

2005). 이에 따라 만약 아동이 자연재해 이후 부모나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Bolton, O’ryan, Udwin, Boyle, & Yule, 2000).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

형 자연재해인 지진이 일어났음을 고려하면, 지진에 대한 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대처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아동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인적 요소로

부정적 결과를 동반하는 사건에 대한 위기 인식 혹은 위협 인식, 걱정

등의 용어로 연구되는 인지적 반응이 있다(Bosschaart, Kuiper, van der

Schee, & Schoonen boom 2013; Loewenstein, Weber, Hsee, & Welch,

2001; Lerner & Keltner, 2000). 이는 자신이 기존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

이 이후 자신에게 다시 일어날 확률 및 발생했을 시 자신에게 미칠 피해

의 크기를 평가함으로써 형성된다. 특히 걱정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

은 사건을 바탕으로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이고, 어

느 정도 피해를 입힐 것인지와 관련된 개념이며, 아동기동안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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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친다(Silverman, La Greca, &

Wasserstein, 1995). 즉,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될 때 아동은 자신의 삶이 불안전하다

고 느끼는 것이다. 아동기 불안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침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인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 또한 삶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인식되어 아동기 삶

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이

높을 때 이후 더 높은 두려움과 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ekel & Nuttman -Shwartz, 2009; Piotrkowski & Brannen, 2002). 그

러나 아동기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나타내기에는 인지적 능

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

응을 알아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Comer et al., 2008). 하지만 여

러 연구에서 아동기에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Newcombe & Huttenlocher, 1992; Vasey, Crnic & Carter, 1994).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을 알아보고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보고

자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자

연재해 당시 피해 지역과의 근접성,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의 정

도와 같은 상황적 특성 및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평소 부모

의 양육행동을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영향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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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ryberry, 1981; Vernberg et al.., 1996; Wilson et al., 2010). 그러나

자연재해 이후 사회, 부모, 개인의 대처 방식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연구되었을 뿐,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을 예

측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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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

로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 모두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 경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Bosschaart et al., 2013; Furr et al., 2010;

Vernberg et al., 1996). 즉, 지진 당시 관련된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은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불안과 두려

움을 많이 나타낸다. 경주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형 자연재해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대형 자연재해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와 관련된 안전 및 대피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

연재해 경험은 우리나라 아동에게 충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지진이란 대형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만큼, 대형 자연재해

경험이 우리나라 아동들의 지진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적 특성에서는 기질, 성별, 연령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La greca,

Silverman, & Wasserstein, 1998; Salmon & Bryant, 2002; Wilson,

Lengua, Meltzoff, & Smith, 2010). 반응성과 자기 조절 능력에서의 타고

난 차이로 정의 되는 기질의 구성요인 중 부정적 정서성은 부정적 상황

에 더욱 민감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상황과 깊은 관련성

을 논의할 수 있다(Rothbart & Derryberry, 1981). 그러나 소수의 연구

에서만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가 혼재되어있다(Terranova, Boxer &

Morris, 2009; Wilson et al., 2010; Lengua, Long, Smith, & Meltzoff,

2005). 그러므로 부정적 정서성과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기질적 요소가 아동이 자연재해 상황을 인지적으로 더욱 위협적인 상

황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지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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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민감해지고, 이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유추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

칠 수 있다(Gilligan & Bower, 1984; Winto, 1990). 또한 아동은 높은 두

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갈등 상황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이

갈등 상황의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Davies &

Cummings, 1995). 이를 통해 본다면 자연재해 상황 또한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인지적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

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성별에 따라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인

다.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경우 여아가 더 높은 불안, 우

울,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나타낼 위험이 크다고 주로 보고되었다

(Bokszczanin, 2007; Green et al., 1991). 그러나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

서적 반응에서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Hsu, Chong, Yang &

Yen, 2002; La greca, Silverman & Wasserstein, 1998) 또한 존재한다.

선행 연구들 간의 차이는 조사 시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며, 일반적으

로 재난 발생 6개월 이후에 조사한 연구에서 성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여성의 심리정서적 반응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동기 후기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즉, 불안장애,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에서의 성차가 청소년기 이

후에 주로 나타나며(Lewinsohn, Gotlib, Lewinsohn, Seeley, & Allen,

1998; Piccinelli & Wilkinson, 2000), 유아 및 초기 아동기의 경우에도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는지는 검토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는 자연재해 발생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유아 및 초등 1, 2학년

아동의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성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

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대체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osschaart et al., 2013; Comer et al., 2008), 이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나이 어린 아동의 인지적 반응을 알아본 연구가 매우 소수임을 고려하

여, 성차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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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의 연령차를 알아본 선행연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기 전에는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

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관련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7세

이상으로 한정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더 나이 어린 연령에서도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들이 나타남에 따라(Gzesh & Surber, 1985; Newcombe &

Huttenlocher, 1992) 5, 6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자연재해에 대한 인

지적 반응을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

서적 반응의 연령차는 연구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령차를 보고하지

않는 연구도 있는 반면(Green et al., 1991),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반응

이 나타나는 경우(Lonigan et al., 1991),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Giannopoulou et al., 2006)로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듯 혼재된 연구결과가 보고되나 향후 재난 안전 교육 시 아동

의 연령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겪은 아

동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연령차를 알아보고

자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은 아동이 스스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Carthy, Horesh, Apter, Edge, & Gross, 2010; Thompson & Calkins,

1996). 아동의 정서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육자는 주로 어머니로

밝혀짐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

는데(정지나, 민성혜, 김지현, 2008), 그 중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성은 일상에서 아동의 정서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

요인으로 보고된다.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게 격려하고 아동이 부

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인 반응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불안, 우울 등을 줄여주며(Tao, Zhou & Wang, 2010), 아동을 혼내거나

아동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저해한다(Powers, 2004). 그러므로 지지적인 부모 반응을 통해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 아동의 경우 상황을 과대평가

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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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반응성이 자연재해

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경험한 5, 6, 7세의 아동이 어떠한 자연재해 경험을

했으며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자

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요인으로 자연재해 경험, 개인 요인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

성, 그리고 부모 요인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성을

선정하여 이 요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상황에서 아동

이 받을 수 있는 인지적, 심리정서적 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

한 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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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기의 자연재해

경험과 이에 대한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의 특성, 자연재해에 대한 인

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의 관련 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의 정의와 특성

1) 자연재해 반응의 구분 및 정의

자연재해란 사람이나 환경에 역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자연현상을 말한다.(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1990).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지질학적 재해와 전염병과

같은 생물학적 재해로 나뉜다(Burton, Kates & White, 1993).

과거에는 자연재해가 아동에게 곧 사라질, 지나가는 고통만을 주는 것

이라는 시각이 팽배했었지만,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아동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손상(impairment)을 입힐 수 있다는 시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Udwin, Boyle, Yule, Bolton, & O'Ryan, 2000). 자연재해 이후 지속되

는 재난 상황의 재경험, 회피 증상,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반응

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우

울, 불안 등을 일으킬 수 있다(Bolton et al., 2005; McLaughlin et al.,

2009; Mcdermott & Palmer, 2002; Udwin et al., 2000)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연재해를 경험한 이후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Bolton et al., 2005; Cisler, Amstadter, & Nugent, 2011;

McLaughlin et al., 2009). 이는 자연재해 이후 상황에서 아동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응이 심리정서적 반응이며, 이와 관련된 발달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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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Udwin et al., 2000). 그러나 아동이 자연재

해 이후에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에 대해 판단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자연재

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깊은 상관관

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Bosschaart et al., 2013;

Comer et al., 2008; Dalgleish, 1997).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아동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쳐(Wood, 2006) 아동기 삶의 전반

적인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

구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연재

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함께

조사해보고자 한다.

(1)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

자연재해와 같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위기 인식, 위협

인식, 걱정이란 용어로 연구되고 있다(Comer et al., 2008; Lerner &

Keltner, 2000; Vasey et al., 1994) 이는 자신이 기존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이 이후 자신에게 다시 일어날 확률 및 발생했을 시 자신에게 미칠

피해를 판단하는 것으로, 과거의 부정적 상황을 회상하고, 미래를 예측하

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Loewenstein et al., 2001; Lerner &

Keltner, 2000).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을 아동이 경험한 자연재해라는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

주 일어날 것인지, 발생했을 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것인지에 대한

아동의 판단,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연구되

며 아동의 일상적 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중요성 또한 강조

되고 있다(Silverman, La Greca & Wasserstein, 1995; Vasey et al.,

1994). 신체적 상처, 또래와의 다툼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부정적 사

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이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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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동기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ilverman et al., 1995). 또한 아동 및 성인 모

두 범죄가 자신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미칠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경

우 삶에 대한 높은 불안 및 두려움을 보고하였다(Comer et al., 2008;

Jackson, 2009). 즉,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될 때 아동은 자신의 삶이 불안전하다 느

끼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 대한 불안전감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Wood, 2006), 이를 줄일 수 있

는 요소인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

예전보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발생 정보가 부모, 미디어, 또

래 등을 통해 아동에게 연일 전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도 일

상생활의 부정적 사건처럼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사건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아동들이 미디어를 통해 경험한 자연재해

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불안 수준과 높

은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Comer et al., 2008). 이는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인지적 반응이 이후의 일상생활에서의 높은 불안 및 두려움으로 이

어져 발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자연

재해를 직접 경험한 아동들은 몸소 자연재해가 주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겪었으므로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줄 피해에 대한 생각이 아동의 삶에 미

칠 영향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를 직접 경험한 아

동의 인지적 반응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

자연재해는 아동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죽거나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연재해는 아동이 의도치 않게 그

당시의 힘들었던 기억을 자주 떠올리게 만듦으로써 심리정서적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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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Hall & Bernsten, 2008). 즉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당시

의 기억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떠오르고 잘 제어되지 않음으

로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불안 등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은 자연재해 후 나타나는 아동

의 정서 상태 및 행동으로서 자연재해 상황이 계속 떠올라 두렵고, 불안

하거나 화가 나며 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APA, 2013). 또한

이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포함한다. 아

동이 심리정서적 반응을 심각하게 보일 때 그에 맞는 대비 혹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도 계속적인 정서적 어려움이 발현될

수 있고(Green et al., 1991; Sack, Him & Dickason, 1999; Tyano et al.,

1996), 학령기에는 성적부진으로까지 이어지며(Weems et al., 2013), 성

인기에 우울, 불안 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전의 예방과 재난 후의 빠른 개입이 필요하다(Udwin et al., 2000).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은 1972년 애버판 학교 참사

(Lacey, 1972)와 버팔로 크리크 댐의 붕괴(Green et al., 1991) 후 아동의

외상 경험에 대한 추적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아동에게

도 심리정서적 반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

날 수 있음이 보고되자 이후 연구들에서 허리케인, 지진, 홍수, 총격사건,

대형 교통사고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 및 적응, 대처 행동

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 중 지진,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였다(Hsu et al., 2002;

Legerski, Greenhoot, Vernberg, La Greca, & Silverman, 2014;

Vernberg et al., 1996). 허리케인 앤드류를 경험한 아동들의 대부분이 부

정적인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였고 그 중 약 30%의 아동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심한 증상을 보고하였다(Vernberg et al., 1996). 대

만에서 규모 7.3의 지진을 경험한 아동들 중 약 20%가 높은 수준의 심

리정서적 반응을 보였으며(Hsu et al., 2002), 심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

도, 절반 이상의 아동들 또한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약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후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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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으로 이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Carrion, Weems, Ray, & Reiss

2002)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양상을 알아보고

각 수준에 맞는 개입 및 교육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최

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또한 이례적인 자연재해

로서 아동들에게 심리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탐색하여 이후 아동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개입 방안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자연재해 반응의 개인차

많은 연구들이 재난 경험 자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지

만, 그 이외에 여러 연구들에서 개인 내(within-individual) 특징이 자연

재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아보았다. 그 중 연령과 성별은 인구학

적 요소로서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조사할 때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나 그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제한적이다(Brewin & Holmes,

2000; Ozer, Best, Lipsey, & Weiss, 2003).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

응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며 성차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구

체적 조작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7세 무렵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Bosschaart et al., 2013; Comer et al., 2008; Grych, 1998).

이는 미래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이에 기반 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예상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게서도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존재함이

밝혀졌으며(Atance & Meltzoff, 2005; Muris et 2002; Vasey et al.,

1994), 5, 6세의 아동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친구와의 다툼, 큰 사고

와 같은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미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음

이 보고되었다(Vasey et al., 1994). 또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 13 -

미래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하는 능력이 3세와 5세 사이에

발달함이 밝혀졌다(Busby & Suddendorf, 2005). 이렇듯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속하는 아동들도 인지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판단

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은 후기

아동기에 속한 아동과 청소년보다 두려움과 분리 불안을 더욱 높게 보였

다(Gleser, Green, & Winget, 2013; Millne, 1977). 또한 5, 6세 아동들에

게서 8, 9세 아동보다도 스스로의 신체적 안전과 관련한 걱정이 높은 비

율로 나타났다(Vasey et al., 1994). 즉 이 시기의 아동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에 민감성을 가짐을

고려할 때 유아기 후기와 아동기 초기에 속하는 5, 6, 7세 아동을 대상으

로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아동의 기억 용량의 증가 및 구체적인 미래 예측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에 따라(Vasey et al., 1994),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에서

나타나는 연령차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자연재해 경험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연구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다(Kinston & Rosser, 1974; Latané &

Wheeler, 1966). 이 연구들은 아동이 충격적인 자연재해 사건을 인지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기억해 내지 못할 것이라 가정했

고,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반

적이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점차 아동기에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외상 경험은 특정 연령이

나 계층 혹은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다. 특히, 아동이 보

이는 심리정서적 반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있다. 미국 버팔로 크리크에서 댐이 무너진 피해를 겪은 2세부

터 15세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Green et al., 1991). 그러나 허리케인을 겪은 아동들 중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리정서적 반응이 더 적게 나타났

다(Lonigan et al., 1991). 지진의 경우에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강한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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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은 9∼17세의 아동 2,037명을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른 외상 후 스

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났으며(Giannopoulou et al., 2006), 어린 아동일수

록 지진에 대한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에서 일어난 지진의 경우 12∼14세

의 아동들을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른 심리정서적 반응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Hsu et al., 2002). 이처럼 자연재해가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

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연령차는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경험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합한 재난 안전 교육 및 심리정서적 지원

을 위해 연령에 따른 심리정서적 반응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진을 경험한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

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검증하여보고자 한다.

재난 연구에서 성별은 주요한 예측자로서 주목되는바, 남아보다 여아

에게서 부정적인 증상이 높게 나타날 위험이 크다고 주로 보고되었다

(Bokszczanin, 2007; Green et al., 1991). 그러나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osschaart et al., 2013; Comer et al., 2008). 가령, 홍수에 대한 청소년

들의 인지적 반응을 알아본 연구에서 홍수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 정도의

차이는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 간에 유의하지 않았다(Bosschaart et

al., 2013). 또한 미디어를 통해 경험한 인적재해와 자연재해에 대해 아동

이 느끼는 취약함에서도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Comer et al., 2008).

그러나 관련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성별에 따른 자연재해 반응의 차

이를 확인하고 대상을 유아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여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더 높은 비율로 보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에 처할 위험 또한 더 높았다(Bokszczanin, 2007; Hoven et al.,

2005; Green et al., 1991; Vernberg et al., 1996; Weems et al., 2007).

이러한 위험이 높은 이유로서 여아가 남아보다 자연재해 이후에 정서에

더 집중한 대처(Cardeña & Croyle, 2005; Wadsworth, Santiago, &

Einhorn, 2009)를 보이거나 재난 경험에 대한 부인과 같은 역기능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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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전략(Cardeña & Croyle, 2005)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연구들은 밝

혔다.

그러나 심리정서적 반응에 대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상반된 의

견도 있다. La greca와 동료들(1998)이 대형 허리케인에 대한 아동의 심

리정서적 반응을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

리정서적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재난이 10, 11, 12세의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정서적 영향을 알아본 Vernberg와 동료들(1996)의

연구에서도 성별은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회귀모형에서 1%밖에

설명하지 못하였고 노출, 대처, 사회적 지원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61%

를 설명하였다. 지진에 대한 반응에서의 성차도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

과를 나타낸다.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난 지진을 경험한 8∼16세의 아동들

의 경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전반적으로 높은 수

준으로 보였으나(Pynoos et al., 1993), 대만에서 일어난 규모 7.3의 지진

을 겪은 12∼14세 아동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의 성차는 나타

나지 않았다(Hsu et al., 2002).

이러한 혼재된 결과는 재해 발생 후 조사 시기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

다. 앞서 성차를 보고한 연구들은 7개월, 1년 6개월, 28개월 등 자연재해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심리정서적 반응을 연구하였으나, 성차를

보고하지 않은 연구에서는 2∼3개월 내에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을 알아

보았다. 이는 자연재해를 겪은 직후에는 그 충격으로 남녀 모두 높은 정

도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이나 장기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여아

에게 두드러지는 현상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더 어린 연령에서는 다를 수 있다. 불안 장애,

우울과 같은 장기적인 정서문제에서의 성차는 주로 청소년기 이후에서

보고된다(Lewinsohn et al., 1998; Piccinelli & Wilkinson, 2000). 그러므

로 장기적 정서문제와 관련한 성차가 보고되지 않는 유아 및 초기 아동

의 경우 시간이 흐른 후 반응을 조사하여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아 및 초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지진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아 기존의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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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 관련 요인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소를 탐

색하여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Bronfenbrenner, 1979).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충격적인 사건 후 나타나는 반응으로서

자연재해 당시 아동이 처한 상황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능동적 존재로서 아동 개인이 가진 특성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중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언급되는 요인

은 아동이 가진 생물학적 요소인 기질이다(Lengua et al., 2005; Salmon

& Bryant, 2002). 타고난 기질은 자연재해 상황에 대해 아동이 반응할

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의 과보호 양육이나

수용/거부적 양육과 같은 포괄적인 양육행동은 자연재해 후 아동의 반응

을 예측하는 요소로 대두되어왔다(Bokszczanin, 2008; Wilson et al.,

2010). 자연재해가 아동에게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모 요인의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상

황 요인인 자연재해 경험, 개인 요인인 부정적 정서성, 부모 요인인 부정

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자연재해 경험과 자연재해 반응의 관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 자연재해는 예상할 수 없어 대비하

기 어렵고, 이후 적절히 대처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큰 외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이러한 상황에 더 취약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자연재해에 대

한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특정한 자연재해를 어

떻게 경험했느냐와 관련한 상황적 요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경험이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시 그 자연재해를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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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거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의미하며, 자연재해와 관련한 경험

을 많이 할수록 경험의 정도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더욱 정도가 크게 자연재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피해 아동은 그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를 더욱 크게 인지한다

(Vernberg et al., 1996). 또한 홍수와 관련된 경험, 예를 들어 집 앞까지

물이 차는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강한 태풍을 동반한 홍수를 경험하였을

수록 앞으로 다가올 홍수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다

(Bosschaart et al., 2013). 이처럼 자연재해 경험의 정도가 클수록, 즉 그

자연재해와 관련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적 반응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도, 홍수와 산사태의

경험을 심각하게 하였을수록 앞으로 자신에게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크고 일어났을 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Ho, Shaw, Lin, & Chiu, 2008).

심각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논의 되는 요소로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의 실제적 존재 혹은 주관적인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의 경험이 보고된다(Green et al., 1991). 자연재해를 겪은 아동

이 그들의 삶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위협에 처한다고 인식하면 더

높은 심리정서적 반응을 나타내었다(La greca et al., 1996, 1998;

Lonigan et al., 199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연재해를 겪은 후 아동들이

심각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자

연재해 당시 자연재해 근원지에서 얼마나 근접하여 재난을 경험하였는가

는 자연재해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Bradburn, 1991; Pynoos & Nader, 1988). 즉, 자연재해가 일어난 근원

지에서 물리적으로 가깝게 자연재해를 경험하였을 때 더욱 강하고 심각

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진의 경우 진앙지에서 가까울

수록 더욱 강도 높은 지진 경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진 경험의 정

도가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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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위치하여 삶에 위협이 될 만한 경험을 다양하게 즉, 강도 높게

겪었을수록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가 크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

라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호소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대형 자연재해가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집이 강하게 흔들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피하였다는 점

에서 아동들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재해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지난 경주 지진을 겪은 아동들의 자연재해 경험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이들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의 양상을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

다.

2) 부정적 정서성과 자연재해 반응의 관계

자연재해 이후의 아동의 반응을 조사한 많은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

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수준의 재난을 경험한 아동들 사

이에서도 심각한 정서 장애로까지 발전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La greca와 동료들(1996)은 재해의 심각도와 기질,

성별, 나이와 같은 아동 개인의 특징과 재난 후 대처 반응이 아동의 심

리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개념화된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아동의 기질이 다수의 연구에

서 언급되었다(La greca et al., 1998; Salmon & Bryant, 2002; Wilson

et al., 2010).

학자들마다 기질을 정의하는 바가 다르나, Goldsmith와 Gottman(1981)

은 주된 정서와 각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보았

고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기질을 반응성과 자기 조절 능력에서

의 타고난 차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아동이 지닌 기질에 따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Rothbart(1996)는 기질을 외향성, 부정적 정서성, 의

도적 통제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Demo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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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원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여 쉽게 분노, 두려움, 슬픔, 좌절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인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까다로운 기질”

인 아동을 분류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Prior, 1992; Rothbart,

Ahedi & Hershey, 1994; Shiner, 1998).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큰 불안, 짜증, 분노를 느끼는 것으

로 보고된다(Eisenberg & Fabes, 1992).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

스가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이 자연재해에 대해

갖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 수준은 아동의 기질적 측면인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

들이 재난 상황에 취약할 수 있음을 밝혀낸다면, 재난대비 및 대처 교육

에서 아동의 기질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

사점을 가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 더 민감해지고,

이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유추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칠 수 있다(Davies

& Cummings, 1995; Gilligan & Bower, 1984; Winto, 1990). Lengua와

동료들(1999)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부모의 이혼 상황에 대해 부정

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밝혔다(Lengua et al.., 1999). 또한, 아

동에게 실험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성인 간 갈등 상황을 보

여주었을 시 아동은 긍정적 정서나 중립적 정서를 유발하였을 때보다 갈

등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갈등 이후에도 성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임을 예측했다(Davies & Cummings, 1995). 자연재해 상황

또한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를 고려할 때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유발

할 수 있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미치는 기질적 요소

에 대한 탐색은 매우 부족하다. 유아의 발달에서 주된 개인 변인으로 작

용하는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



- 20 -

하다.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은 기질에 많은 영향을 받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Salmon & Bryant, 2002; Terranova et al., 2009;

Wilson et al., 2010). 주로 의도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성이 논의되었다.

기질 중 아동 스스로의 정서 통제와 관련된 의도적 통제는 자연재해 이

후 지나친 심리정서적 반응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Lengua et al., 2005; Salmon & Bryant, 2002). 그러나 부정

적 정서성의 경우 아직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확립되지 못하였

다. Lengua와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 9/11테러가 발생한지 6개월 후 9

∼13세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알아본 결과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

된 요인인 두려움에 대한 민감성, 평소 분노의 정도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허리

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아동들에게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기질은 심리정

서적 반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소로 나타났다(Terranova et al., 2009).

부정적 상황에서 기질적 요소가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이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하여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부

족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주 지진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자연재해 반응의

관계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자신이

그 정서를 표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부모를 통해 배운다. 이

로 인해 아동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출하는 방법을

습득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이 긍정적 정서를 표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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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동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보다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감정조절이 요구되는 경

우가 많으므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반응은 정서학습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지현, 201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성은 평소 아동이 두려움, 고통,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때 나타나는 어머니의 반응 유형으로 정의된다(Eisenberg et al.,

1998). 이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동을 정서사회화 시키는 방법으로 아

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

혹은 부모가 정서에 대해 아동들과 상의할 때 이루어진다. Dunn과

Brown(1994)에 의하면 어머니와 자녀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사용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부모들은 행복,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격려하는 반면에 불안, 두려움, 분노와 같

은 부정적인 정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동이 표현

하는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거나 억제하도록 조절한다(Denham, 1993).

부정적 정서를 표출했을 때 스스로의 정서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출했을 때 어머니가 나타내는 평소의 반

응은 아동의 정서조절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et al., 1998;

Fabes et al., 2001).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은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1998). 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정적 정서를 위로

하여 주고,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반응을 일컫는다. 반면 비지지적 반응은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그 자체로 인정해주지 않고 부정하며 혼내거나, 부모 자신의 스

트레스를 자녀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정서 조절과 표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나 비지지

적 반응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짐이 나타났다(Chan, 2011; Jones et al.,

2002). 평소 부모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아동들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더 건설적으로 대처하였다(Chan, 2011). 반면 부모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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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 표출에 대해 처벌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반응

을 보이는 경우 아동은 학교에서 더 많은 화와 슬픔과 같은 정서를 표출

하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et al.,

2002). 처벌적인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에 계속 노출된 경우 아동들

은 그들의 내적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7).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 중 많은 연구는 어머니에게

주목한다(김경선, 임지영, 2014; 김종훈, 성지현, 2013; 정지나, 민성혜, 김

지현, 2008; Eisenberg, Fabes & Mackinnon, 2002; Root, Byrne &

Watson, 2015; Perlman, Camras & Pelphrey, 2008). 아버지는 주로 아

동에게 독립과 탐색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반면,

어머니는 아동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Grossmann et al., 2002).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

의 중요성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밝혀져왔다. Eisenberg(1996)에 따

르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만이 자녀가 자신의 정서

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Denham과

Kochanoff(2002)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지지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지지적 반응보다 아동이 정서지식을 습득하여

정서를 조절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아동의 부

정적 상황에 대한 행동 반응, 정서 등에 영향을 미침을 볼 때 이 연구에

서도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에 주목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지적인 어머니의 반응을 경험한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출함을 보았을 때, 어머니

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따라 아동은 자신이 처

한 상황을 달리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Lerner

와 Keltner(2000)의 평가 경향 이론에 의해 유추가 가능하다. 평가 경향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는 개인이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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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Smith & Ellsworth, 1985), 그 상황을 부정

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양방향적인 역할을 가진다(Keltner et al., 1993;

Lerner & Keltner, 2000, 2001; Tiedens & Linton, 2001). 즉, 지난 자연

재해 상황을 평가하고 이 자연재해 상황이 자신에게 앞으로 미칠 피해를

고려할 때, 그 당시의 두려움, 불안, 슬픔,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상황

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세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에

게 테러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났을 때 미칠 피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

지 물었을 때, 아동과 성인의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테러에 대한 높은

인지적 반응을 나타냈다(Lerner, Gonzalez, Small, & Fishhoff, 2003). 또

한 높은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한 아동의 경우 홍수가 자신에게 미칠 피

해가 더 크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sschaart et al., 2013). 또

한 8∼13세를 대상으로 자연재해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날 것 같은 정

도,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를 물었을 때 아동의 응답은

아동의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Comer et al., 2008).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스리는 것과 어머니의

반응성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예측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가령, 평소 어머

니가 아동의 두려움에 지지적으로 반응한 아동들은 실험 상황에서 두려

움이 유발되었을 때 적응적 조절 방식인 주의 집중 전환(Distraction)을

높은 비율로 사용하였다(Root, Byrne & Watson, 2015). 이를 통해 평소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지지적으로 반응한다면 자연재해 상황과

상황 이후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이후 원래의 일상으

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재난 후 자신의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다스리

지 못하면 재난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반응이 극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

다(Pelcovitz et al., 1997; Van der Kolk, Roth & Pelcovitz, 199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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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자연재해 이후에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더 집중한 대처를 보이는

경우 더 높은 심리정서적 반응이 보고되었다(Cardeña & Croyle, 2005;

Wadsworth et al., 2009).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연재해 이후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 및 심리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예상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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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

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된 변수

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지진을 실제로 경험한 5,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

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적 반응

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연령(5세, 6세, 7세)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적

반응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3-1.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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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의 정의

1)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은 위기 인식, 위협 인식이라는 용어로

연구되었으며 특정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및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Lerner & Keltner, 2000)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경험한 아동들이 인지하는 향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과 지

진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

로 정의한다.

2)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은 기존 연구에서 심리적 외상

(psychological trauma)의 심각도(severity)란 용어로 주로 연구되었으며,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

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

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반응을 말한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Ⅳ, 1994). 이 연구에서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을 경험한 아동들이 지진을 생각할 때 느끼는 불안감, 공

포, 무력감, 두려움 및 그로 인한 행동적인 반응을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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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 경험

자연재해 경험이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시 아동이 물리적으로 겪을

수 있었던 경험을 의미하며, 자연재해와 관련한 경험을 많이 하였을수록

경험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자연재해 중 지진을 경험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연재해 경험은 아동이 지진으로 인해 물

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경주 지진

당시 아동이 겪을 수 있었던 경험으로, 집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흔들림,

집안 기물의 파손, 대피,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자연재해 경험에 속한

다.

4)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성은 Rothbart와 동료들(2001)이 분류한 기질의 하위 요소

중의 하나로, 아동이 가진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표

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을 아동이 환경

자극에 대해 반응할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공포, 분노,

슬픔의 반응양식으로 정의한다(Rothbart et al., 2001).

5)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평소 아동이 불안, 두려움, 고

통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때 나타나는 어머니의 반응 유형으로

정의된다(Eisenberg et al., 1998). Eisenberg와 동료들(1998)에 따르면 부

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정서

표현 격려 반응, 정서 중심 반응, 문제 중심 반응, 최소화 요구 반응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지적 반응에 속하는 하위 유형으로 정서 표현 격려

반응, 정서 중심 반응, 문제 해결 중심 반응이 있으며 비지지적 반응에는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요구 반응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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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한다. 지지적 반응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부정

적 정서를 나타낼 때 아동이 이를 편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

나, 아동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해주거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

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머니의 반응을 의미한다. 비지지적 반응은 위와

같은 상황에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 하지 않으면 혼을 내거나, 아

동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어머니가 힘들다는 것을 아동에게 나타내거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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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위의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대상의 선정, 자료 수집에 사용한

연구도구의 구성과정 및 내용, 조사 절차와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 양상

과 관련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주 및 울산 소재의 보육기관과 초등학

교 1, 2학년에 재원 중인 5세 유아 67명, 6세 아동 78명, 7세 아동 107명,

총 25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

지적 반응 형성 시기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나 일상생활에서

의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구체적 조작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7세부터 아동의 인지적 반응을 연구하

였다(Bosschaart et al., 2013; Comer et al., 2008; Grych, 1998). 이는 미

래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이에 기반 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예상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은 4, 5세경에도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

건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실험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

다(Atance & Meltzoff, 2005). Vasey와 동료들(1994)에 따르면 5∼6세의

아동에게서도 인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걱정이 나타나며 8∼9세, 11∼12

세 아동보다도 5∼6세 아동에게서 스스로의 신체적 안전과 관련한 걱정

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아기 후기에도 현재 관찰할 수

없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상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

며 자연재해가 아동 자신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고려하여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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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을 경험했던 경주, 울산 지역의 5, 6, 7세 아

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이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의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연구절차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1703/002-007). 부모가 연구자료 수집에 동의한 300

명의 아동 중에서 결석으로 인하여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아동과 부모

설문지의 응답이 미흡한 경우를 제외한 2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남아는 123명(48.8%), 여아는 129명(51.2%)으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5세 67명(26.6%), 6세 78명(31.0%), 7세 107명(42.4%) 이

었다.

<표 Ⅳ-1> 연구대상의 구성

N(%)

연령
연령범위 평균월령 성별

전체
(개월) (개월) 남아 여아

5세 63∼71 68.22 34 33 67(26.6)

6세 72∼83 77.38 34 44 78(31.0)

7세 83∼99 90.84 55 52 107(42.4)

전체 63∼99 80.66 123(48.8) 129(51.2) 252(100.0)

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연구 참여 아동과 그 가정의 사회인구학

적 배경은 <표 Ⅳ-2 >와 같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전문대졸 이

상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기술직이 87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노동직이 67명(26.6%), 사무 관리직이 64명(25.4%), 판매서비스직이

10명(4.0%)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45명(57.5%)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체적(82.2%)으로 300∼600만원 사이의 월평

균 소득을 보고하였다. 2017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59만 3천

원임을 고려했을 때(통계청, 2017), 연구대상 유아 가정의 대부분은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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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변수 구분
빈도(%)

5세 6세 7세 전체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16(23.9) 17(21.8) 19(17.8) 52(20.6)

2, 3년제 대학졸업 27(40.3) 30(38.5) 34(31.8) 91(36.1)

4년제 이상 대학졸업 20(29.9) 25(32.1) 41(38.3) 86(34.1)

대학원 재학 이상 4(6.0) 6(7.7) 13(12.1) 23(9.1)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15(22.4) 11(14.1) 19(17.8) 45(17.9)

2, 3년제 대학졸업 32(47.8) 46(59.0) 35(32.7) 113(44.8)

4년제 이상 대학졸업 18(26.9) 19(24.4) 40(37.4) 77(30.6)

대학원 재학 이상 2(3.0) 2(2.6) 13(12.1) 17(6.7)

아버지의

직업

전문기술직 27(40.3) 27(34.6) 33(30.8) 87(34.5)

사무관리직 15(22.4) 20(25.6) 29(27.1) 64(25.4)

판매서비스직 2(3.0) 1(1.3) 7(6.5) 10(4.0)

생산노동직 16(23.9) 25(32.1) 26(24.3) 67(26.6)

기타 7(10.4) 5(6.4) 12(11.2) 9 (7.3)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38(56.7) 44(56.4) 63(58.9) 145(57.5)

전문기술직 6(9.0) 7(9.0) 12(11.2) 25(9.9)

사무관리직 8(11.9) 12(15.4) 10(9.3) 30(11.9)

판매서비스직 5(7.5) 7(9.0) 6(5.6) 18(7.1)

기타 10(14.9) 8(10.3) 16(15.0) 34(13.5)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4.5) 3(3.8) 2(1.9) 8(3.2)

200∼300만원 미만 14(20.9) 9(11.5) 14(13.1) 37(14.7)
300∼400만원 미만 17(25.4) 16(20.5) 25(23.4) 58(23.0)
400∼500만원 미만 16(23.9) 22(28.2) 27(25.2) 65(25.8)

500∼600만원 미만 11(16.4) 17(21.8) 15(14.0) 43(17.1)

600만원 이상 6(9.0) 11(14.1) 24(22.4) 41(16.3)

<표 Ⅳ-2>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단위: 명 (%)



- 32 -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된 질문지

를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의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도

구 구성과 절차,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 척도는 Bosschaart와 동료들(2013)이 청

소년의 홍수에 대한 위기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크게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의 유형을 지진으로 바꾸고, 질문방식을 조사

대상외의 연령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자신이 살고 있

는 나라에서 지진이 얼마나 일어날 것 같은지를 의미하며 “우리 동네에

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된다. 자연

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나

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시 피해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

미하며 “우리 동네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내 생활이 오랫동안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내용에 얼마

나 동의하냐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완전히 그렇다’ 5점까지

로 점수화 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다. 총점을 문항

의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인지적 반응의 점수 범위는 1∼5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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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수정된 척도는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박사

과정 연구원 2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의 기준에 통과하였다. 본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

를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2)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외

상 사건에 대한 아동 반응척도(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s

Response to Traumatic Events Scale-Revised, K-CRTES-R)(정유리

외 5인, 2012)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정판 외상 사건에 대한 아동 반

응척도(CRTES-R)는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SM-IV의

PTSD 진단기준에 있는 증상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을 지진으로 수정하고 질문방식을 조사대상의

연령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갑자기 지진이 생

각나거나 지진이 다시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렵다”, “지진을 생

각했을 때 가슴이 빨리 뛰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등 지진이란

주제에 지나치게 각성되어 있는 내용의 문항과 지진을 생각하면 스스로

힘들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미디어, 친구, 부모 등이 지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때 이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원 척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기 때문에 응답자가 최근 7일 동안 해당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경험

했는지의 빈도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에 따

른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

적이므로 1점 ‘완전히 그렇지 않았음’∼ 5점 ‘완전히 그랬음’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수정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3점에서 115점이다.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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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항의 수로 나누어 문항별 평균 점수를 통해 분석하여 심리정서적

반응의 점수 범위는 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높고 회피하고 싶은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용에 대해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박사과정 연구원 2

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기준에 통과

하였다. 본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3) 자연재해 경험

자연재해 경험은 Vernberg와 동료들(1996)이 허리케인 경험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한 척도와 Bosschaart와 동료들(2013)이 홍수 경험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규모에 맞게 연구자가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Vernberg와 동료들(1996)의 허리케인 척도에서는 자연재해의 객관적 경

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리케인 당시 집의 창문이나 문이 부서진 적이

있는지”, “허리케인 당시 다친 적이 있는지”, “허리케인 당시 밖으로 대

피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Bosschaart와 동료들(2013)은 아

동의 홍수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 가까이에서 높은 수위

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학교 주변에서 강한 폭풍우를 경험한 적이 있

는지”등을 물어보았다. 이들 척도는 모두 예/아니오 단답형 문항으로 경

험을 묻고 총점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이들 척도에 기반 하여 이 연구에서는 규모 5.8이었던 경주 지진에서

경주와 울산 지역 아동들이 겪을 수 있었던 경험을 기상청 지진정보시스

템1)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4문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문

항 응답은 예/아니오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서 제시한 경험

1) 규모 5.8의 경주 지진 당시 경주와 울산의 진도는 5-6으로, 이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

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하고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

도 하며 피해를 입는 굴뚝도 일부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국립기상과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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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지진 관련 내용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아동들의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

라서 자연재해 경험의 점수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진 경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집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흔들림을

집 안에서 느꼈는지, 지진으로 인해 집안의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보았는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밖으로 대피한 경험이 있는지, 지진

후 집 밖의 지형지물이 변화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와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부정적 정서성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thbart(1996)의 아동 행동

질문지 (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 중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

하는 32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BQ 중 부정적 정서성은

“가지고 놀 것이 없으면 짜증낸다”와 같은 분노/좌절 11문항, “어두운 곳

을 무서워한다”와 같은 두려움의 표현 10문항, “지칠 때 종종 칭얼대고

운다.”와 같은 슬픔의 표현 11문항으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아동이 보이는 행동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분

노/좌절에 속하는 1문항은 부정진술문으로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2점에서 224점이다.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7점이었다. 부정적 정서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화를 잘 내고, 두

려워하며, 잘 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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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Fabes와 Eisenberg,

Bernzweig가 제작한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1990)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불쾌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12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지를 받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머니 자신이 6가지 반응 유형을 각각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

의 7점 척도로 표시한다.

어머니의 6가지 반응 유형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으로 구분하

여 구성하였다. 지지적 반응에 속하는 유형은 “아이를 위로하고 그 사건

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한다.”와 같은 정서중심 반응, “아이가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와 같은 문제 중심 반응, “아이가

무엇이 무서웠는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와 같은 정서 표현 격려

반응이 있다. 비지지적 반응은 “아이에게 애기같이 굴지 말라고 말한다.”

와 같은 스트레스 반응, “아이에게 만약 울기 시작하면 곧 집으로 갈 것

이라고 말한다.”와 같은 처벌적 반응, “아이에게 그 일은 울 일이 아니라

고 말한다.”와 같은 최소화 요구 반응으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총점을

문항의 개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로 분석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1점에

서 7점이다. 이 척도의 내용에 대해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박사과정

연구원 2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기준

에 통과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지지적 반응의 신뢰도 계수는 .84였으며 비지지적 반응의 신뢰

도 계수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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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원척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리정서적 반응의 원척도는 6∼18세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를 위해 수정, 보완된 측정도구의 문항내용과 기술방식이 조사대

상 아동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17년 1월 11일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5세

아동과 6세 아동 각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5, 6세 아

동들이 설문지의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소요한 시간은 15∼

20분이었으며, 질문을 잘 이해하였는지 한 문항씩 심층적으로 질문한 결

과 아동들은 문항의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예비 조사는 경주 지역에 거주하는 5세 아동 5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25일에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 결과 경주에 거주하는 아

동들의 경우 지진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으며 모두 2016년 9월 경주 지진

당시의 경험을 생생히 말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지 응답 후 각 문항을

잘 이해했는지 질문한 결과 질문의 내용 또한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경주의 1개 어린이집, 울

산의 1개 유치원, 울산의 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에

설문내용과 설문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SNUIRB)에 통과된 질문지를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부모 설

문지와 함께 배포하였다. 부모가 연구에 동의한 아동에 한하여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자연재

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았다. 5세 유아의 경우 연구자와 유아의 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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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으로 진행해서 연구자가 질문을 말해주면 아동이 직접 동그라미를

가리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정도를 응답하고 연구자가 질문지에 아동

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6, 7세 아동의 경우 연

구자가 각 반에 들어가 응답 방법과 문항을 설명하고 아동들이 직접 문

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및 동의서

300부 중 아동이 결석으로 인해 설문지 응답을 할 수 없었거나, 아동이

설문지를 미흡하게 응답한 경우, 부모가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

우 48부를 제외한 총 252명의 아동 및 부모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5세 아동의 경우 일대일 면담이 요구되었으므로, 기관을 모집할 시 별

도의 조용한 공간이 마련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의 도서실

이나 특별활동실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6, 7세 아동의

경우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아동들은 연구자가 반에서 조사를 진행할 시

담임교사와 함께 체육활동이나 기타 특별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설계된 연구이지만 지진 상황을 회상하는 것이

일부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에게는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후 회복과정을 구성하였다. 5세의 경우 설문이 끝난 후 지진 대피와

관련한 동화책을 읽어주고 적합한 방식으로 대피한다면 안전할 수 있음

을 아동에게 알려주었다. 6, 7세는 설문지 하단에 적합한 지진 대피 요령

을 기입한 후 이와 같이 대피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을 연구자가 읽어줌으

로써 아동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유도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

계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앞서 부정

진술문에 대해서는 역산처리를 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추정하는 방법인 신뢰계수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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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

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

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 사이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

였다. 넷째,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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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 결과를 기술

하며,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1.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적

반응의 양상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경주 지진 당시 연구 대상 아동들

의 자연재해 경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아동은 자연재해 경험

을 물어보는 4개 문항 중 평균 2.25개 문항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아동 중 228명(90.5%)이 지진 당시 집

안에서 지진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진으

로 인해 집안의 물건이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은 73명(29.0%)에 그쳤다. 다음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밖으로 대

피했다고 응답한 아동은 211명(83.7%)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

다. 지진 후 도로나 유리창의 파손과 같은 지형지물의 변화를 경험한 아

동은 54명(21.4%)이었다.

<표 Ⅴ-1> 연구대상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 양상

(중복응답포함)

구분 N %
지진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 경험
228 90.5

지진으로 인해

집안 기물 파손
73 29

지진으로 인한 대피 211 83.7
지진 후

주변 지형지물 변화 경험

(도로, 유리창 등의 파손)

5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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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연재해에 대

한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적 반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2>과 같다.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평균 점수는 2.90점(SD=.87)으로, 1점

부터 5점까지의 인지적 반응의 척도 중 3점에 해당하는 ‘보통이다’와 가

까운 정도이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7세 여아의 점

수(M=3.08, SD=.85)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5세 남아의 점수

(M=2.54, SD=.85)가 가장 낮았다.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평균 점수는 2.48점(SD=.86)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심리정서적 반응 척도 중 2점에 해당하는 ‘조금 그랬

다’와 ‘보통이었다’의 중간 점수에 해당한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균점

수를 살펴보면, 6세 남아(M=2.60, SD=.74)와 7세 여아(M=2.60, SD=.98)

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5세 여아의 점수(M=2.20, SD=.68)가

가장 낮았다.

<표 Ⅴ-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아동의 자연재해 반응

구분 연령
성별

전체

M(SD)
남

M(SD)

여

M(SD)

인지적 반응

5세 2.54(.85) 2.55(.78) 2.55(.80)

6세 3.01(.82) 2.71(.78) 2.84(.81)

7세 3.22(.88) 3.08(.85) 3.15(.86)

전체 2.97(.89) 2.82(.83) 2.90(.87)

심리정서적

반응

5세 2.24(.71) 2.20(.68) 2.22(.69)

6세 2.60(.74) 2.59(.83) 2.59(.79)

7세 2.52(.96) 2.60(.98) 2.56(.96)

전체 2.46(.85) 2.49(.87) 2.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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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Ⅴ-3>와 같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F=11.132, df=2, p<.001), 심리정서적 반응(F=4.263, df=2, p<.05) 모

두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을 살펴보면 5세아가 평균 2.55점(SD=.80), 6세아가 평

균 2.84점(SD=.81), 7세아가 평균 3.15점(SD=.86)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

가할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 검정 결과 5세 아동과 7세 아동 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세 아동보다 7세 아동이 자연재해가 자신

에게 일어날 확률과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

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Vasey et al., 1994), 아동의 인지능력이 증가함에 따

라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줄 피해가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

다.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경우, 5세아(M=2.22, SD=.69)보다

6세아(M=2.59, SD=.79), 7세아(M=2.56, SD=.96)가 자연재해에 대해 유의

하게 높은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연

재해를 생각했을 때 강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회피하고자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적 반응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인지적 반응의 경우, 기존에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

지적 반응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만(Bosschaart et al., 2013;

Comer et al., 2008), 심리정서적 반응의 경우에는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

소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이는 조사 시점과 자연재해 경험의 반복

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시간차를 두고 조사한 연구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심리정서적 반응이 높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Green et al., 1991;

Lonigan, et al., 1994; Udwin et al., 2000; Wilson et al., 2010). 반면, 자

연재해 후 2∼3개월 이내에 조사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Martin et al., 2015). 이 연구에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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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진이 발생하고 7개월 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여아와 남아의 성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정서적 반응이 장기화 되었을

때 동반되는 증상인 불안장애, 우울에서의 성차가 청소년기 이전에는 나

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지만(Lewinsohn et al., 1998; Piccinelli &

Wilkinson, 2000),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

다.

<표 Ⅴ-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아동의 자연재해 반응 차이

N t F Scheffé

인지적반응

성별
남아 123

.159
여아 129

연령
5세 67

11.132***
a

6세 78 a b
7세 107 b

전체 252

심리정서적
반응

성별
남아 123

.789
여아 129

연령
5세 67

4.263*
a

6세 78 b
7세 107 b

전체 25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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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

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

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의 관계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과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자연재해 경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

(r=.310, p<.001) 및 심리정서적 반응(r=.195, p<.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지진과 관련한 경험을 많이 한 아동일수록 자연재해

가 자신에게 줄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자연재해를 생각했을 때 강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외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r=.268, p<.001),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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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는 높은 부정적 정서성을 가진 아동일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

적 정서에 비지지적 반응을 보이며 지진에 대한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보임을 의미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모의 반응성의 관계

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소 혼재되어있다. 어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부

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이 증가한다는 결과(김양

은, 하지영 2015; 권연희, 이종희 2005; Fabes et al., 2001)를 보고하였지

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한 경우도 존재한다(박성연 외

2인, 2011; 이강이, 2007).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

록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또한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며, 이는 부정

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평소 상황에서 쉽게 짜증과 불안, 분노를 보이기

때문에 빈번한 아동의 짜증과 불안에 부모가 매번 정서적 노력을 기울이

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반응성 중 지지적 반응은 비지지적 반응(r=-.179, p<.01) 및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r=-.193,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냈을 때 어머니로부터 지지적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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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지진을 겪은 후 지진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판단

하고 자신에게 덜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은 심리정서적 반응

(r=.391,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이 지진에 대해 부정적으

로 판단할수록 지진에 대해 무섭게 느끼고, 그와 관련하여 회피나 과도

한 불안 등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Ⅴ-4>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의 관계

자연
재해
경험
수준

부정적
정서성

부모의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

지지적
반응

비지지
적반응

인지적
반응

심리
정서적
반응

자연재해
경험 수준 1

부정적
정서성 -.069 1

어머니
반응성

지지적
반응 -.153* -.094 1

비지지
적반응 -.043 .268*** -.179** 1

자연
재해에
대한
반응

인지적
반응 .310*** -.041 -.193** .081 1

심리
정서적
반응

.195** .134* -.110 -.007 .391***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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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

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

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연령을 투입한 후, 2단계 모형에서 독립

변수인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반응성(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을 투입하여 독립변수의 주효과

를 살펴보았다.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 심리정서적 반응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연령변수를

통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이 중다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본 결

과 회귀모형 모두에서 통계량이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이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모의 반응성, 자연재해에 대한 반

응 간 상관계수는 0.8 미만임을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분산팽창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 독립변수의 VIF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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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

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

-4>와 같다.

<표 Ⅴ-5>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β R2 Adj.R2 F

상수 2.548

.164 .147 9.663***

연령 .222 .210**

자연재해 경험 .255 .244***

부정적 정서성 -.013 -.010

어머니

반응성

지지적

반응
-.193 -.126*

비지지적

반응
.080 .048

*p<.05, **p<.01, ***p<.001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14.7%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663, df=5, p<.001). 이는 아동의 연령을 통제했을 때 독

립변수인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성이 종속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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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대한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자연재해

에 대한 인지적 반응의 변량을 14.7% 설명함을 의미한다. 자연재해 경험

과 어머니의 반응성 중 지지적 반응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자연재해 경험(β

=.244, p<.001)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β=-.126, p<.05) 순으로 자연재

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

동이 지진 당시 지진과 관련한 경험을 적게 하였을수록, 평소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지지적으로 반응하였을수록 아동이 자연재해를 겪

은 후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함을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경험(environmental

cues)이 증가할수록 인지적 반응인 위기 인식(risk perception)이 증가한

다는 선행연구(Bosschaart et al., 2013)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평소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서를 표

출하게 해주고,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아동이 자

연재해를 경험하고도 자연재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짐을 의미한다.



- 49 -

2)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 수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

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Ⅴ-5>와 같다.

<표 Ⅴ-6>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β R2 Adj.R2 F

상수 1.870

.085 .066 4.575**

연령 .152 .145*

자연재해 경험 .166 .161*

부정적 정서성 .231 .186**

어머니

반응성

지지적

반응
-.100 -.066

비지지적

반응
-.129 -.078

*p<.05, **p<.01, ***p<.001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6.6%로,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575, df=5, p<.01). 이는 아동의 연령을 통제했을 때 독립

변수인 자연재해 경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반응성이 종속변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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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자연재

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의 변량을 6.6% 설명함을 의미한다. 자연재해

경험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

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

성(β=.186, p<.01)과 자연재해 경험(β=.161, p<.05) 순으로 자연재해에 대

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

이 기질적으로 환경적 요소에 대해 짜증, 화, 슬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잘 느낄수록, 그리고 지진 당시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하였을수록 현재 지

진에 대해 두려움, 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높은 수준으로 느껴 자연재

해를 떠올리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하며 그와 관련된 행동적인 문제를 겪

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이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의 영향보다 높은 것은 자연재해 경험보다도 아동이 가진

기질적 요소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예측함을 보

여준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연재해 이후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

다. 그러나 어머니 반응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평소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의 지지적 반응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두려움 해소를 돕는다는

연구와 일치되지 않는 결과로서(Root et al., 2015), 자연재해 상황의 예

측 불가능함, 강력한 스트레스 유발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Pfefferbaum et al., 2014; Wooding & Raphae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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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 자연재해가 아동에

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재해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인 반응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아동의 자연재해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자연재해 경

험, 아동의 기질인 부정적 정서성, 부모 요인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

니 반응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이 국내

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만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직접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주 및 울산 소재 어린이집과 초등

학교 1, 2학년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5, 6, 7세 아동 252명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아동 및 부모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지진 경

험 수준, 부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성을 조사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의 수준은

7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발달에 따른 차이

로 해석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은 발달하며 자신에게 일어

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을 예상하고 이 결과를 정교화하는 능력이 극

적으로 상승한다(Vasey, 1993). 5, 6세 아동의 경우 신체의 상처에 대한

예상과 걱정만을 대부분 보고하지만, 7, 8세 아동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

니라 행동적으로 자신이 그 상황에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behavioral competence)에 대한 걱정을 보고하였다. 즉, 연령이 증가하

여 인지가 발달되면서 아동이 경험한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쳤던 물리

적 피해, 정신적 피해와 자신이 그 당시에 무력하게 대처했던 상황에 대

해 더욱 상세히 기억하게 된다. 그로 인해 미래에 일어날 자연재해가 더

욱 다양한 피해를 가져올 것임을 정교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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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아동일수록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가 더 크다고 인식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 초기의 아동들이 유아들에 비해 자

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 더욱 걱정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Pynoos & Nadar, 1988). 인지적 예측이 정교해짐에 따라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연재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

로, 아동의 인지적 수준에 맞는 자연재해 대처 방법과 안전 교육을 실시

하여 아동이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삶의 불안을 키

우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

응은 5세보다 6, 7세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연령일수록

자연재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

다(Taukeni, Chitiyo, Chitiyo, Asino, & Shipena, 2016). 아동은 발달하면

서 기억용량이 증가하고(Vasey et al., 1994), 과거의 사건을 장기간 구체

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면서(Han, Leichtman & Wang, 1998) 자연재

해 상황에 대해 높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자연재해 경험은 자연재해 대한 인지적 반응과 심리정서

적 반응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진 발생 시 지진 관련 경험을 많이

하였을수록, 아동은 자신에게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미칠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하며 두려움, 불안, 무력감을 크게 느낌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재해 노출 수준이 높거나 자연재해 당시 피해

지역에 가까이 위치하였을수록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

서적 반응이 높음을 알아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radburn,

1991; Green et al., 1991). 따라서 자연재해 당시 관련된 충격적인 경험

을 많이 하여 경험의 정도가 큰 아동일수록 빠른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아

동이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

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동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7

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동은 자연재해를 두렵게 생각함으로써 일상생

활 장애를 겪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Terranov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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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Wilson et al., 2010)와 일치하여, 아동이 평소에 기질적으로 쉽

게 슬픔, 짜증, 싫증을 나타내는 경우 자연재해 후 심리정서적으로 힘들

어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평소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자

연재해 이후 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한 개입을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

지적 반응의 경우 생물학적 요인 외에 부모나 평소 자연재해에 대한 지

식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평소 부모가 아동이 잘못했을 때 혼내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 아동은 평소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Gallagher &

Cartwright-Hatteon, 2008), 청소년은 평소 자연재해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록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Bosscharrt et al., 2013)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

넷째, 어머니 반응성 중 지지적 반응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인지

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즉, 평소 일상생활 상황에서 아동이 울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긴장할 때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

서를 편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아동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해주거나,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수록

아동은 자연재해가 자신의 삶에 적은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평소 자신의 슬픔과 불안 등에 부모가 지지적

으로 반응해준 것을 기반으로 자연재해 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효과

적으로 해소하여 지진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

록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평소 아동이 부정

적 정서를 나타낼 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서 표현을 격

려해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늘

리는 것만으로 자연재해 경험에 대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을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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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두려움

유발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Root et al.,

2015)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재해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평소 친구와의 다툼, 부모와의 분리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아동들이

평소 경험하기 힘든,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Pfefferbaum et al., 2014; Wooding & Raphael, 2004). 따라서 아동이

자연재해에 대해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일 때 부모

에 의해 길러진 정서조절능력보다 타고난 생리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연구의 연구대상 아동은 자연재해로 본인이 직

접 경제적, 인적 손실은 보지 않은 아동들이었다. 그러므로 동일본 지진

이나 네팔 지진과 같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온 지진을 경험한

고피해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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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를 경험한 아동의 경

우 이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재해

를 경험한 아동의 인지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도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 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직접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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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아동의 지진에 대한 반응 실태를 조사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자연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예측하는 부모 요인

을 탐색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

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연재

해 이후 심리정서적 반응을 높게 보일 가능성이 큼을 밝힘으로서 아동의

자연재해 반응에 미치는 기질 요인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주변 상황에 민감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부

모가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 이후에

는 자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입을 통해 아동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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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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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아동용 자연재해 반응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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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부모용 설문지(어머니 반응성 문항 중 2-a, 7-c, 8-c, 10-a는 부정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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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children’s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 and to find out the associated circumstantial,

personal, parental factors with the responses. To achieve these goals,

the responses towards natural disaster were classified into cognitive

and psychoemotional responses and the aspects of thes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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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investigated. Also, the effects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on

children,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and mothers’ responsiveness

towards children’s negative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 were

examined.

Two hundred and fifty-two children (67 five-year-olds, 78

six-year-olds and 107 seven-year-olds) from the cities of Gyeongju

and Ulsan participated in this study. Children were recruited from

local childcare centers and elementary school. Data on the perceived

level of severity of the experienced natural disaster and the children’s

responses to the experienced natural disaster were collected from a

surveying the children, and data on the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and the mothers’ responsivenes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collected from surveying the mothers.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22.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f cognitive responses and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s natural disaster were 2.90 and 2.48, which is close

to the middle score of 3 depicting moderate severity on a scale of 1

to 5. Also, children’s cognitive and psychoemotional responses of

natural disaster were higher in older children.

Second, the severity of the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children’s cognitive and psychoemotional

responses in a positive way.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in a

negative way. Finally, mother’s supportive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cognitive

responses towards natur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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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severity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and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significantly predicted children’s psychoemotional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 This result implies that as the

perceived level of severity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and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were higher, children were more

anxious and fearful to natural disaster.

Finally, the severity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s and mothers’

supportive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cognitive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 The lower the severity of natural disaster experienced, and

the greater level of support shown by the mother in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ildren perceived that there would be

less harm from future natural disaster.

This research reveals how different aspects of the experience of a

natural disaster affect the children’s perception of level of harm to

themselves as well as the level of negative emotions associated with

future natural disaster events. The severity of the natural disaster

experience,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and the mother’s supportive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nd thus may indicate association, with children’s negative responses

to natural disaster. With this result, this research verified the

importance of circumstantial, personal, and parental factors that lessen

the negative response of children toward natur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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