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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경험자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 

수준과 회복 자원을 파악하고, 재난 후 정신건강 변화 양상과 예측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에는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 

699명이다. 사회경제적 계층은 가구소득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간-

고소득층, 교육수준에 따라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와 회복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 t-

test 와 chi-squared test 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재난 피해와 회복 자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6.0과 AMOS 26.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 피해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고, 교육수준에 따라 미충족 의료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재난 회복 

자원의 경우, 저소득층이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구호서비스 및 

복구과정 관련 정보를 획득한 비율이 낮았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심리지원의 충분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은 중간-고소득층보다, 중졸 이하는 고졸 이상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수준이 높았으며, 집단 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지되었다. 즉, 재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게 더 크고, 오래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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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모든 집단)과 가구의 경제적 

위기수준(중졸 이하 제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를 높였고,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고졸 이상 제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를 

낮췄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계층이 낮은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적 계층이 높은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를 낮추는 요인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을 다루기 위해서는 “형평성(equ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난 구호·지원 서비스와 보상을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경험자들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재난 전문 

의료인력 양성, 재난보건의료 담당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 방안 마련 

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개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본을 활용하여 이들을 

위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양적·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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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재난정신건강, 재난 피해, 재난 회복 자원, 사회경제적 계층,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학   번 : 2020-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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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를 

경험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전세계에서 

발생한 389건의 자연재해로 15,08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9,840만 

명의 사람들이 재해의 영향을 받았다(CRED & UNDRR, 2021). 

재난피해자들은 재난 사건 자체로 인한 생존의 위협,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 사랑하는 사람과 소유물에 대한 상실감 등을 

겪으며, 재난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택 파손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회적 관계의 손실, 가계수입의 감소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재난정신건강위원회, 2015; 이나빈 외, 2020). 재난으로 인한 복합적인 

스트레스는 알코올 중독, 수면장애,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을 높이는 등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심경옥, 2020; Kim & Lee, 2021; 이나빈 외, 2020). 

재난의 경험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며, 재난 이후의 정신건강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한다(Halpern & Tramontin, 2018).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건강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을 받기도 하며, 재난을 

겪더라도 정신건강에 큰 충격이 없을 수도 있다(G. A. Bonanno, 2008; 

Norris, Tracy, & Galea, 2009). 재난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계층,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요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사건과 감정, 재난 이후에도 지속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재난경험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Joshi & 

Cerdá, 2017). 특히,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이 재난 후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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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더 많이 겪는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국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단면적 

연구이거나, 사건 당시 이루어진 평가가 많아 재난경험자들의 

정신건강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많지 않다(주지영, 허승, 윤영애, 

& 채정호, 2016). 둘째, 재난경험자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한 기존의 

종단연구들은 임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신과적 개입을 하기 위해 

진행되었기 때문에(하신숙, 서순림, 김정범, & 이은정, 2009; 이은정, 

임경희, 김정범, & 류설영, 2007), 재난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재난 후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다고 알려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조명선, 2019). 따라서, 재난경험자들의 

장기적인 정신건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피해 요인과 회복 요인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국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을 파악하고, 재난 후 정신건강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난 피해 

수준과 회복 자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 재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정신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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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재난의 정의 

재난은 시대와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유엔 재해경감 국제 전략기구(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는 재난을 “지역사회(community) 혹은 

사회(society)의 기능이 심각하게 붕괴된 상태로, 생명·재산·경제· 

환경에의 광범위한 손실과 영향을 동반하며,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나 

사회의 자체 자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UNISDR, 2009).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자연재난)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일으키는 사회재난이 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난은 건강, 

재산과 생활환경 등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며, 그 피해를 당한 

지역사회가 가진 기존의 자원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이 자원의 손실을 야기하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재난으로 인한 자원 손실과 재난 회복 자원이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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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이론적 관점 

재난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원 손실을 야기하며, 이는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재난을 대처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을 제공받는다면 그 영향이 줄어들거나 

재난의 충격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보존이론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과 스트레스 과정 

모델 (Stress Process Model)은 재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1) 자원보존이론  

Hobfoll (1989)이 제안한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COR Theory)은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을 

강조한다. COR 이론의 주요한 원리는 사람들은 자원을 얻고, 유지하고, 

구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Hobfoll, 1989, 2001). 

사람들은 자원 손실의 위협이 있거나 실제로 자원을 손실한 경우, 

그리고 자원에 투자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자원 획득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Hobfoll, 2001). 이때 자원은 

물질적인 자원뿐 아니라 심리적 자원을 포함하며, 보편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또는 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자원을 

의미한다(Hobfoll, 2012, 1989).  

재난은 건강, 재산 등 중요한 자원의 급속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된다. Freedy, et al. 

(1994)의 연구에서 지진으로 인한 삶에 대한 통제감, 일상생활, 충분한 

수면 시간 등의 자원 손실이 심리적 고통을 예측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자원 손실을 경험한 사람은 평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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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손실을 예방하거나 자원손실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자원의 획득은 자원 손실의 효과를 상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obfoll, 2012). 한편, 자원획득의 효과보다는 자원손실의 

효과가 더 직접적이며 강력하기 때문에 자원 손실로 인한 영향은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자원 획득의 영향은 더 약하고 천천히 

나타난다(Hobfoll et al., 2018). 따라서, 이미 많은 자원을 소유한 

사람은 자원을 얻을 기회가 더 많고 자원을 잃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추가적인 자원을 얻기가 어렵고 자원 

손실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Hobfoll et al., 2018). 

재난 후 자원의 추가손실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자원의 손실 정도와 회복에 투입 가능한 자원을 측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난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Hobfoll & Schumm, 2009).  

Daniel and Michaela (2021)의 연구에서, 홍수 피해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도움은 재난 피해자의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직접효과가 있었고, 

지지적 상담은 재난 지원(assistance) 받는 것의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조절)하여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2) 스트레스 과정 모델 

이 제안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은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스트레스 결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적인 틀이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크게 

스트레스 요인 (stressors), 스트레스 중재 및 매개 자원 

(moderators/mediators), 스트레스 결과(outcomes), 그리고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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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상황 (background and context)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핵심 내용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재 및 매개 자원은 

스트레스 요인이 스트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쇠한다는 것이다. 

이때 성별, 인종, 연령, 혼인상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배경 및 상황 

요인이 스트레스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사건(eventful stressors)과 

만성적인 긴장(chronic strains) 등을 포함하며, 시간에 따라 1차 

스트레스 요인과 2차 스트레스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Pearlin et al., 

1981; Pearlin, 1989). 재난상황에서 1차 스트레스 요인은 사건 발생 

당시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것, 누군가의 죽음이나 상해를 목격하는 것 

등을 포함하며, 2차 스트레스 요인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거주 문제, 재정적 어려움, 보상 갈등 등을 포함한다(이나빈 외, 2020). 

 

 스트레스 결과 

스트레스 요인에의 노출은 스트레스 결과로 이어지는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보인다(Turner, 2009). 재난 상황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결과로 나타나며, 음주, 

흡연, 수면 장애 등의 행동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 

  

 스트레스 중재 및 매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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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모두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더 낮은 수준의 심리적 역기능을 

보이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는 개인 혹은 지역사회가 지닌 중재 자원과 

매개 자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중재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 개인의 심리 대처자원(자존감, 자아통제감, 낙관주의 등), 

사회적 통합이 있다 (Pearlin et al., 1981; Turner, 2009; Haines, 

Hurlbert, & Beggs, 1999).  

 

 배경 및 상황 요인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Haines et al., 1999). 이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에의 노출과 스트레스 중재 및 매개 자원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난상황은 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2)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원이 주어진다면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 (3) 

이때,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스트레스 노출과 대처자원 소유(혹은 

획득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므로, 재난 노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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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1. 재난 피해와 정신건강 

(1) 재난 피해 수준과 정신건강 

재난 피해 수준은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Green & Solomon, 1997). 선행연구들은 재난 피해 

수준과 재난경험자의 정신관계 사이에 용량-반응의 관계(dose-

response relationships)가 있음을 밝혔다(Goldmann & Galea, 2014; 

Neria, Nandi, & Galea, 2008). 즉, 재난으로 인한 자원 손실 정도가 

클수록 재난경험자들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2) 재난 피해 유형과 정신건강 

재난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해(harm)로 

재난당시의 생명위협 인식과 재난으로 인한 부상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손실(loss) 또는 손상(damage)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예: 

거주지, 재산, 소득 등)이 손실되거나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Haines et 

al., 1999; Norris & Kaniasty, 1992).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누군가의 사망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재난경험은 재난 사건 

자체로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1차 스트레스 요인’, 재난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거주지 복구 및 재건의 어려움,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상실 등은 재난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사건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2차 

스트레스 요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Lock et al., 2012; 이나빈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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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알려진 지표들 중 다음의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명 위협, 신체 상해, 질병 경험 및 미충족 의료 경험 

재난의 피해, 특히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것은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Norris, Friedman, & Watson, 2002). 재난 

당시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나, 재난으로 신체 상해 또는 질병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회적 역기능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무능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PTSD 공병(우울, 불안)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orris, Sherrieb, & Galea, 

2010; 김지선 & 이소연, 2019).  

재난으로 인해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재난으로 병원 

건물이 파손 또는 붕괴되기도 하며, 의료 시설에 접근하는 경로가 

차단될 수 있다(Torpy, 2013).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한 사람의 약 

11%는 금전적 어려움이나 시간적 여유 부족, 의료 자원(병원, 의사, 

약국 등)의 부족 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iser Family Foundation, 2007).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재난 1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하였다(Raker, 

Zacher, & Lowe, 2020).  

 

 거주지와 사업장 파손, 이주 및 별거 경험 

재난은 주거시설 또는 사업장의 침수, 파손, 매몰 등의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며, 재난경험자들은 이로 인해 임시 거주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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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기도 한다 (Lock et al., 2012; Matthews et 

al., 2019).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재산이라고 볼 수 만은 없으며, 

개인의 삶, 정체성과 애착이 담겨 있고, 안전과 편안함, 사생활을 

제공하는 공간이므로 거주지의 붕괴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Carroll, Morbey, Balogh, & Araoz, 2009). 재난으로 인한 

거주지의 이동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영구적(다른 

지역사회로의 이동)일 수도 있으며, 이는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ussell & Lowe, 2014; Uscher-Pines, 

2009). Matthews et al. (2019)의 연구에서, 강의 범람으로 주택 

내·외부 또는 사업장이 피해를 입거나 대피 또는 이주를 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위험이 더 

컸다. 한편 재난으로 인한 거주지 이주와 가족과의 별거 경험이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나빈 

외, 2020; 조명선, 2019) 

 

 경제적 변화 

재난경험자들은 재난 이후 실직, 소득, 저축액과 비상금 감소, 부채 

증가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Lock et al., 2012; 이나빈 

외, 2020). 재난 이후의 자산 감소와 경제적 고충은 재난경험자의 

PTSD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임혜선 & 심경옥, 2018),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재정적 부담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Huang, Wong, & Tan, 2015).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한 사람 중 사회적 손실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PTSD 증상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ea, Tracy, Norris, & Coff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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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회복 자원과 정신건강 

재난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난은 기존의 자원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난 

피해자의 재난 회복 요인으로는 구호서비스와 복구과정에 대한 정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호서비스 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있다. 

 

 구호서비스와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국가 재난 구호서비스와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재난경험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난 구호 서비스관련 정보와 정신건강에 관한 Kang 

(2020)의 연구에서 재난 구호 관련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집단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수영 (2020)의 연구에서는 재난 후 구호서비스와 

복구과정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한 집단, 정보를 받았으며 이를 

신뢰하는 집단, 정보를 받았지만 불신하는 집단의 순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재난 구호서비스 충분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난경험자에게 제공되는 재난 구호 물자 및 

서비스는 대피장소 및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심리회복 서비스,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품이 있으며(행정안전부, 

2017), 재해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의연금품의 제공에는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는 일정 기준이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기준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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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예: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 

구호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강신욱 외, 2014). 즉, 

국가로부터 재해구호 서비스를 받는 것은 재난경험자의 스트레스 회복 

자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제공된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지원, 환경 및 시설 지원의 

충분성 인식이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의 회복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지진-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연속조사한 Tang(2007)의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악화된 

집단은 스트레스 수준에 변화가 없거나 회복된 집단에 비해 지방 

정부로부터 받은 경제적, 실질적 도움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나빈 

외(2020)의 국내 연구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지원이 충분치 않았던 

경우에 재난경험자의 정신질환 발병 확률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재난과 같은 외상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는 도움으로, 정서적 지지(예: 

재난경험자에 대한 공감, 걱정, 보살핌), 정보적 지지(예: 재난 시 이용 

가능한 구호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대처 방안 제시), 물질적 

지지(예: 금전적 도움, 요리와 청소 등의 도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Platt, Lowe, Galea, Norris, & Koenen, 2016; 유은경 & 설현수, 

2015)  

Norris, Friedman, & Watson (2002) 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김지선 & 

이소연 (2019)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PTS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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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증상의 공존질환의 예측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앞서 언급한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관련 요인 이외에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 중 

재난이전의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과거 정신과적 병력)과 재난의 

유형이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성별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난이후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 Galea, 

Nandi, & Vlahov, 2005) 이는 연령층, 국가,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보고되어 온 결과이다. 여성이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재난 취약성이 더 높고, 위험상황을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장미혜 외, 2014).  

 

 연령층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연령에 따른 재난 후 정신건강의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었다(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 

Sarah R. Lowe, Bonumwezi, Valdespino-Hayden, & Galea, 2019). 

고령층이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조명선, 

2019)와 적게 받는다는 연구 결과(Goldmann & Galea, 2014)가 

존재하며, 재난상황에서 연령이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은 문화와 재난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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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상태 

혼인상태 역시 재난 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떤 집단이 재난 후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가에 대하여서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별/이혼 집단이 혼인한 

집단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조명선, 2019; DiGrande et 

al., 2008)한 반면, 결혼한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이 결혼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Wang, et al., 2011; Guo, et al., 

2017).  

 

 정신과적 병력 

재난 이전의 정신과적 병력은 재난경험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상당부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 이전의 정신건강 문제는 재난 

이후 정신건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 Goldmann & Galea, 2014). 김지선 & 이소연 (2019)의 

연구에서, 재난 전 정신과적 병력이 있던 사람은 재난 이후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의 유형 

재난의 유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은 자연재난보다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lea et al., 2005). 이나빈 외(2020)의 

연구에서 사회재난을 겪은 사람은 자연재난을 겪은 사람에 비해 재난 후 

정신질환이 새롭게 발병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의 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연재난의 

영향이 사회재난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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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정신건강 

재난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재난이 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현저한 외상 후 충격을 경험하기 쉬운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Halpern & Tramontin, 2018).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해왔다. 한 가지 접근법은 

재난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속성에 따라 재난 이후의 심리적 고통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재난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접근법은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 중 누가 특히 고위험군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Halpern & Tramontin, 2018).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접근법에 

초점을 두고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재난 피해 

수준과 재난 회복 자원의 획득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사람보다 재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 이는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의 자원손실이 크고, 회복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재난으로 식량과 거주지 

안전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 (Mao & Agyapong, 2021).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재난 피해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허리케인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Flores, 

et al. (2020)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미충족 욕구(예: 충분한 식수,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이용)와 상관이 있었지만, 피해 경험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와 유사하게, Nikkanen, Räsänen, and Juhol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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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고용여부에 따른 폭풍의 피해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난으로 인한 자산이나 소득의 금전적 손실 정도를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절대적 손실과 상대적 손실의 차이를 

보여준다. De Silva and Kawasaki (2018)의 연구에서 재난으로 인한 

절대적인 피해 정도(금액)는 고소득층에서 더 컸지만,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인 피해 정도가 더 컸고, 경제적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Hallegatte et al.(2020)는 비빈곤층이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빈곤층보다 절대적 손실은 크지만, 빈곤층은 상대적 손실이 더 크고,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며, 국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손실 

회복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재난의 심각성을 측정하고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재난 회복 자원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재난복구 체계에 관한 이해가 낮고, 재난 회복 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복구 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ovai, 1994; Fothergill & Peek, 2004). 또한, 기존에 

있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난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을 얻거나, 안전한 

거주지로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보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thergill & Peek, 2004).  

사회적 지지 또한 사회경제적 계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재난 후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수와 산사태 경험에 관한 

Norris et al. (2005)의 종단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였다. 사회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Jiang et al. 

(2020)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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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재난으로 인한 절대적인 자원손실 

수준은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간에 차이가 없거나 중간-

고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인 자원손실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은 재난 복구 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지지가 낮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자원손실의 영향은 

저소득층에게서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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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 변화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낸다. 재난의 

충격으로 인한 불안·우울·초조함, 예민과 짜증 같은 심리 반응은 흔히 

나타나며, 재난 당시의 상황으로 불면과 악몽, 죄책감,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심민영 & 이정현, 2015).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정서적, 신체적, 행동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응의 

양상과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심민영 & 이정현, 2015). 

재난의 충격으로 인해 악화되었던 정신건강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지만, 만성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Joshi & 

Cerdá, 2017). Norris et al. (2009)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을 

<그림1>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저항(resistance)’은 

외상 이후에도 심리적 기능에 문제가 거의 없는 상태로, 스트레스 

대처자원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회복 

탄력성(resilience)’은 외상 이후 짧은 시간 내에 회복하여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회복(recovery)’은 외상 이후 몇 달간 

심리적 역기능을 경험하다가 서서히 나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발달 궤적은 외상 후 부정적 정신건강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발(relapsing/remitting)’은 회복 이후 다시 심리적 역기능을 

경험하는 것이며, ‘지연된 역기능(delayed dysfunction)’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리적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성적 역기능(chronic dysfunction)’은 외상 이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발달 궤적은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 정신건강 영향이 유지되거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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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난 이후 정신건강 변화 양상 

(Lai, et al., 2014; Norris et al., 2009) 재구성 

 

Norris et al. (2009)의 연구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추적한 결과, 저항, 적응, 만성적 역기능, 회복의 네 

가지 양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70% 이상)이 낮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보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진도 거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두 차례 연속 조사한 Lee, et al. (2021) 의 연구에서도 PTSD 증상을 

보이지 않았거나, PTSD 증상이 있었으나 회복된 집단의 비율(84.4%)이 

만성적 역기능 혹은 지연된 역기능을 보인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다.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정신건강 변화궤적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1) 

재난이 재난경험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2)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3) 재난경험자들의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회복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난이전 재난발생

직후

단기 회복

단계

장기 회복

단계

스
트

레
스

수
준

저항(Resistance) 지연된 역기능(Delayed dysfunction)

회복탄력성(Resilience) 재발(Relapsing/remitting)

회복(Recovery) 만성 역기능(Chronic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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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재난경험자들의 사회경제적 계층(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재난 후 정신건강 변화궤적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피해 요인과 재난 회복 

자원을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재난 후 정신건강 변화궤적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이 

정신건강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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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경험자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와 

회복 자원 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 궤적을 

파악한 후, 재난 피해와 회복 자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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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이하 

재난피해자 패널조사)』데이터 1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표집방법은 다음과 같다(박상현 외, 2017). 

재난피해자 패널조사는 2015년 조사대상자 선정과 문항설계 과정을 

거친 후, 2016년(1차년도)부터 2019년(4차년도)까지 1년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재난피해자는 “재난피해를 당한 후 의연금을 

지원받은 자”를 의미한다. 2016년도 연구참여자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고오차(recall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2017년에 

설문문항설계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패널 신규조사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 

신규조사자의 모집단은 2016년에서 2017년 재난피해를 입은 

9,687명으로, 재난유형, 재난연도, 지역별로 층화한 할당 표본 규모를 

정한 후 사전 전화조사로 조사참여자를 모집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민간 조사업체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도구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특성 및 조사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교육받은 

면접원이 질문을 하고 면접원이 응답을 기록하는 대면 면접법(face-

to-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단, 다수의 심리척도가 

포함된 영역의 경우에는 자기보고 편향(Self-Report Bias)를 고려하여 

응답자 본인이 입력하였다. 조사는 Tablet PC 를 활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으로 수행되었다. 

 

1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의 연구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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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집단에서 3,603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중 719명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을 완료한 만18세 이상 성인 699명을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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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외상 후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이하 IES-R-K)’을 이용하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사건 

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R) 척도를 은헌정 외 (2015)가 

국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IES-R-K 는 22개의 자기보고식 

문항을 포함하며, 응답자들은 최근 일주일 간 외상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한 증상의 빈도를 5점 Likert 식 척도(0: 전혀 없었다, 1: 거의 

없었다, 2: 때때로 있었다, 3: 자주 있었다, 4: 매우 자주 있었다)로 

평가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8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은헌정 외(2015)의 연구에서 

IES-R-K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감별 절단값은 24/25점으로 

제안되었으며, Cronbach α=0.83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77~0.9842로 나타났다. 

 

2. 사회경제적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는 소득, 교육수준, 

문해력, 직업적 지위 등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다(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을 구분하였다.  

 

2 2017년 0.977, 2018년 0.983, 2019년 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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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구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부는 매년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해진 차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는데, 2017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652,631원이다(보건복지부, 2016). 본 

연구에서는 2017년의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점으로 삼아, 

월평균 가구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저소득층’, 2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중간-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박철희, 2006).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민교육수준 통계(학력별 인구분포)」
3에 따르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의 비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인구 중 88%가 고졸 이상 학력을 가졌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을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3. 재난 피해 

(1) 생명 및 건강 위협 

‘귀하는 위의 재난을 겪을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귀하가 겪은 해당 재난으로 상해나 질병 피해를 입었습니까?’의 두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한 

 

3 해당 통계의 출처는 각 연도 OECD「Education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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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위협, 상해 또는 질병의 경험이 ‘있음(1)’, 두 질문 모두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경험이 ‘없음(0)’으로 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여부 

‘귀하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경험이 ‘있음(1)’,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 또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음(0)’이라고 

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주택 및 사업장 파손 

주택 및 사업장 파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 파손, 가재도구 

및 농기구 파손, 사업장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묻는 9개의 

항목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피해 입음(1)’, ‘피해 

없음(0)’으로 코딩한 후, 9개의 항목의 총합을 계산하였다. 9개 항목의 

총합이 높을수록 주택 및 사업장의 파손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재난으로 인한 이주 및 별거 경험 

‘귀하가 겪은 재난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옮긴 적이 있습니까?’, 

‘귀하가 겪은 재난피해로 인해 가족들과 별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의 

두 문항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이주 및 별거 경험이 

‘있음(1)’,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험이 ‘없음(0)’으로 코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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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다. 

 

(5) 경제적 변화 

재난 후 경제적 변화에 관하여 재난 후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총자산, 가계 부채 변화를 묻는 3개의 항목을 활용하였다. 재난 후 

월평균 가구소득액(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증가했다’ 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응답을 ‘해당 없음(0)’, 감소했다는 응답을 

‘해당함(1)’으로 코딩하였으며, 가구 총 수익자산(부동산, 저축액 

등)의 항목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가계 부채(대출 등)가 ‘감소’ 

또는 ‘변화없다’는 응답을 ‘해당 없음(0)’, 증가했다는 응답을 

‘해당함(1)’으로 코딩하였다. 재난 후 경제적 변화는 3개 항목의 

총합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경제적 

위기)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재난 회복 자원 

(1) 구호서비스 및 복구 관련 정보 

재난 후 구호서비스 및 복구 과정의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을 ‘획득(1)’, ‘아니다’는 응답을 

‘획득하지 못함(0)’으로 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구호서비스 충분성 

구호서비스 충분성은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 지원’,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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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시설 복구 지원’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영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지를 5점 Likert 식 척도(1: 전혀 충분하지 않다, 2: 충분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매우 충분하다)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이 외상 후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재난을 겪은 후 주위사람들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박지원 (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사회적 지지척도는 4개의 

영역(정서·정보·물질·평가)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 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척도에 대해 유은경 & 

설현수 (2015)의 연구 및 전문가 집단이 수행한 요인 분석에 근거하여 

각 하위 영역에서 3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응답자들은 재난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당시 주위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지를 묻는 12개의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식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61로 나타났다. 

 

5. 통제 변수 

통제변수는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층, 혼인상태, 재난유형, 재난 이전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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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각 변수와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표 1>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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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 및 측정 방법 

구분 측정변수 측정도구 

사회경제적 

계층 

소득수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월평균 가구 총수입 

0 = 저소득층(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 중간-고소득층(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교육수준 최종학력 
0 = 중졸 이하 

1 = 고졸 이상 

종속변수 외상 후 스트레스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IES-R-K) 5점 척도(0-4), 22문항 총점 

재난피해 

생명 및 건강 위협 
재난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부상 혹은 질병 

경험 

0 = 없음 

1 = 있음 

미충족 의료 경험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 
0 = 없음 

1 = 있음 

주택 및 사업장 파손 
주택 파손, 가재도구와 농기구 등 기물 파손, 

사업장 파손, 기타 피해 여부 

0 = 없음 

1= 있음 

9문항의 총합 

이주 및 별거 경험 재난으로 인한 이주/별거 경험 
0 = 없음 

1= 있음 

경제적 변화 

•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 

• 가구 총 수익자산 감소 

• 가계부채 증가 

0 = 없음 

1= 있음 

세 문항의 총합 

재난 회복 

자원 

구호 및 복구 정보 구호서비스 및 복구과정 정보 획득 여부 
0 = 획득하지 못함 

1= 획득 

경제적 지원 충분성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 충분성 5점 척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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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 충분성 5점 척도 (0-5) 

심리지원 충분성 국가 차원의 심리상담 충분성 5점 척도 (0-5) 

환경 및 시설 복구 

지원 충분성 
국가 차원의 환경 및 시설 서비스 충분성 5점 척도 (0-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 5점 척도(1-5), 12문항 총점 

통제변수 

성별 
0 = 남성 

1 = 여성 

연령층 
0 = 비고령층 (만 65세 미만) 

1 = 고령층 (만 65세 이상) 

혼인상태 
0 = 배우자 없음 

1 = 배우자 있음 

재난유형 
0 = 자연재난 

1 = 사회재난 

재난 이전 정신질환 여부 
0 = 없음 

1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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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및 절차 

1. 분석 방법 

(1)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궤적을 설명하기 적합한 

방법으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의 틀로 

종단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시점(초기상태)에서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절편 또는 

초기치, intercept),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기울기 또는 변화율, slope), 그리고 초기상태와 변화율에 

대한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김수영, 2016; 이기종 & 

나종민, 2019). 따라서 재난을 경험한 개인들의 정신건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Benight, McFarlane, & Norris, 2006).    

잠재성장모형은 두 단계를 거쳐 분석을 실시한다. 1단계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은 종속변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개인 내(within-person/intra-individual) 성장을 나타낸다. 

연구자는 무조건 모형 분석을 통해 초기치(intercept)와 

기울기(slope)를 구할 수 있다. 2단계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 

분석은 1단계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의 

효과를 찾아내는 것으로, 개인 간 (between-person/inter-individual) 

차이를 나타낸다(송태민 & 김계수, 2012).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이어야 하며, 

변화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단위를 

이용하여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측정되어야 한다(이기종 & 나종민, 

2019). 잠재성장모형의 성장 궤적은 선형, 비선형 등 다양한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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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다차함수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함수의 차수+2’ 번의 측정시점이 존재해야 한다(Bollen & Curran, 

2006).  

본 연구에서는 김계수 (2009)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제시한 여섯 

개의 잠재성장모형의 성장형태 유형(<그림 3>) 중 자유모수 변화모델을 

제외한 무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2차년도 변화모형, 3차년도 

변화모형을 적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판단에 활용하였다.  

 

그림 3. 잠재성장모형의 성장형태 유형 

 

무변화 모형은 초기치만 있고 변화율이 없는 것으로, 모든 개인의 

성장궤적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형이다(김수영, 김민주 

& 서영숙, 2020). 선형변화모형은 초기치와 변화율 2개의 잠재요인이 

있는 것으로, 잠재요인의 초기치의 요인계수는 모두 1로 고정하고,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2차년도 변화모형은 1주기와 2주기 사이에는 종속변수의 변화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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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와 3주기 사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정하는 것이며, 3차년도 

변화모형은 1주기와 2주기 사이에 종속변수의 변화가 없고 2주기와 

3주기 사이에 변화가 있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조사에 처음 참여한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2018, 2019년 연속 조사 한 결과를 분석하므로,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고려하여 분석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구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불완전한 반복측정 자료의 보정방법들을 비교한 우해봉 & 

윤인진(2008)의 연구에서 완전제거법이나 평균대체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구조방정식은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증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고, 첨도가 절대값 10미만인 경우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Kline, 2016).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𝜒2  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작은 𝜒2값을 

갖고 영가설이 수용되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이기종 & 나종민, 

2019). 그러나 𝜒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에 대하여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평가에는 다른 적합도지수가 

함께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인 

TLI, CFI 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적합도는 

RMSEA 값이 0.05이하면 좋음, 0.08 이하면 양호, 0.1 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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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라고 평가되며, TLI 값과 CFI 값은 0.9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0).  

 

(2) 잠재성장모형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양상이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의 예측요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집단분석은 전체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무조건모형(즉,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파악한 뒤, 해당 

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건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경로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는 

모형(기저모형)과 모든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하는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차이가 있는지는 𝜒2 차이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저모형과 경로계수를 제약한 모형의 𝜒2 차이검정 결과가 

유의하다면(p-value<0.05), 두 모형 중 복잡한 모형(기저모형)이 

채택되고 두 집단 간 경로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반면 두 모형 간 

𝜒2차이검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다면, 두 모형 중 간명한 모형(경로계수 

제약모형)을 채택하게 되고, 두 집단 간 경로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기저모형과 경로계수 제약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경로 계수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간의 경로 차이는 모수 차이에 대한 C.R.(Critical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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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값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는데, 

C.R.의 절댓값이 1.96보다 크면 95%신뢰수준에서, 2.58보다 크면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3.30보다 크면 9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김성은 외, 2018). 

 

2.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크게 연구대상자와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실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파악, 잠재성장모형 

분석 실시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재난경험(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과 재난 후 정신건강 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경험과 재난 후 정신건강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와 𝝌𝟐 test 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체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변화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무조건 

잠재성장모형(Unconditional LGM)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변화궤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정신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지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집단 조건 잠재성장모형 

(Conditional LGM)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Statistics version 26.0을 이용하여 자료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수행하였고, SPSS AMOS version 26.0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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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 총 

699명 중 남자는 49.4%(345명), 여자는 50.6%(354명)이었다. 

평균연령은 57.3세로 70세 이상이 25.6%(179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4.3%(170명), 50대 22.7%(159명), 40대 12.3%(86명), 30대 

6.7%(47명), 20대 이하 8.3%(58명)이었다. 이 중 고령층은 

34.9%(244명)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상이 60.1%(420명)이 중졸 

이하 39.9%(279명)보다 많았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 

66.5%(465명)로 배우자가 없다 (미혼/이혼/사별/별거)는 응답 

33.5%(234명)보다 많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은 41.1%(279명), 200만원 이상인 집단은 60.1%(412명)이었다. 

재난종류는 89.3% (624명)이 자연재난 (태풍·호우·지진)을 

경험하였고, 10.7%(75명)이 사회재난(화재)를 경험하였다. 재난 전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진단받았다는 응답은 8.0%(56명)이었으며,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응답은 92.0% (643명)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 4 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 성인(20세 이상)의 인구구성비율은 20대(16.6%), 30대(18.0%), 40대(20.5%), 

50대(20.0%), 60대(13.3%), 70세 이상(11.6%)이다. 성별은 남성이 49.7%, 여성이 

50.3%이다.  

출처: 통계청, 2017, 「인구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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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40대의 비율은 적고, 50대 이상의 비율은 많은 편이었다. 성별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학력 5 은 중졸 이하의 비율이 전체 성인인구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45 49.4 

여자 354 50.6 

연령 (Mean (SD)) 57.3 (12.30) 

18~29세 58 8.3 

30대 47 6.7 

40대 86 12.3 

50대 159 22.7 

60대 170 24.3 

70세 이상 179 25.6 

연령층   

비고령층 455 65.1 

고령층 (만 65세 이상) 244 34.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79 39.9 

고졸 이상  420 60.1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234 33.5 

배우자 있음 465 66.5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7 41.1 

200만원 이상 412 58.9 

재난 유형   

자연재난(태풍·호우·지진) 624 89.3 

사회재난(화재) 75 10.7 

재난 전 정신질환   

없음 643 92.0 

하나 이상 56 8.0 

 

5 2017년 우리나라 25세 성인 기준으로, 중졸 이하 12%, 고졸 이상 88% 

출처: OECD「Education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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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재난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정신건강  

(1) 연구대상자의 재난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전체 연구대상자의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은 <표 3>와 같다. 

재난을 겪을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상해나 질병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45.1% (315명) 이었고, 재난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았다는 응답은 

9.9% (69명)이었다. 재난으로 인해 주택과 사업장에 입은 피해는 평균 

1.68건이었으며, 재난으로 인해 이주를 하거나 가족과 별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0% (119명) 이었다. 재난으로 인해 경험한 가구의 

경제적 위기는 평균 0.72건이었다. 

재난 후 구호서비스와 복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응답은 

55.9%(391명), 획득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4.1%(308명)이었다. 

국가의 구호서비스 충분성(1~5점)은 경제적 지원이 1.99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경 및 시설 복구가 2.20점, 심리지원이 2.27점, 보건의료 

지원이 2.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12~60점)는 평균 

41.2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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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재난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N % Mean (SD) 

재난 

피해 

생명 및 건강 위협    

경험하지 않음 384 54.9  

경험 315 45.1  

미충족 의료 경험    

경험하지 않음 630 90.1  

경험 69 9.9  

주택 및 사업장 파손  1.68 (0.79) 

재난으로 인한 이주/별거    

경험하지 않음 580 83.0  

경험 119 17.0  

가구의 경제적 위기  0.72 (1.03) 

재난 

회복 

자원 

구호 및 복구 정보    

획득 391 55.9  

획득하지 못함 308 44.1  

경제적 지원   1.99 (0.87) 

보건의료 지원   2.33 (0.92) 

심리지원   2.27 (0.92) 

환경 및 시설 복구 지원    2.20 (0.98) 

사회적 지지  41.22 (7.98) 

주: 표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충분성에서 ‘충분성’ 생략  

 

(2)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표 4>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평균은 2017년 21.52점, 2018년 16.46점, 2019점 

15.79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이의 감소폭이 2018년과 2019년도 사이의 감소폭보다 컸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변량 정규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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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N Mean SD Skewness Kurtosis 

2017년 699 21.52 18.68 0.666 -0.279 

2018년 464 16.46 17.96 1.108 0.548 

2019년 506 15.79 16.88 0.977 0.061 

 

 

(3) 변수들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변수간 

상관관계는 -0.591~0.844로 확인되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심리지원의 충분성 간의 상관관계가 0.844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상팽창요인(vif)을 

확인해본 결과, vif 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7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소득수준(r=-0.278), 

교육수준(r=-0.155), 경제적 지원 충분성(r=-0.204),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r=-0.237), 심리지원 충분성(r=-0.212), 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r=-0.106), 사회적지지(r=-0.104)와 부적관계가 존재하였다. 

성별(r=0.144), 연령층(r=0.081), 혼인 상태(r=0.077), 재난 

유형(r=0.146), 재난 전 정신질환(r=0.167), 생명 및 건강 

위협(r=0.194), 미충족 의료경험(r=0.325), 주택 및 사업장 파손 

정도(r=0.140), 재난으로 인한 이주 및 별거 경험(r=0.234), 가구의 

경제적 위기 수준(r=0.274)은 정적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중간-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고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국가의 구호서비스(경제적, 보건의료, 심리지원, 환경 및 시설 복구)가 

충분하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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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고령층이 비고령층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재난을 경험한 사람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주택 및 사업장 파손 정도가 

심할수록, 재난으로 인한 이주 및 별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가구의 경제적 위기수준이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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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1 
 

 
      

2 .306** 1  
      

3 -0.062 -.203** 1       

4 -.280** -.568** 0.063 1 
     

5 .184** 0.004 -0.021 -0.002 1 
    

6 0.026 -0.057 .167** -0.002 .148** 1 
   

7 -.139** -.201** 0.049 .431** -.103** -.102** 1 
  

8 -0.004 0.016 0.049 .103** 0.039 -.258** .082* 1 
 

9 -0.065 -.122** 0.068 .100** -0.040 0.025 .079* .192** 1 

10 -0.032 -0.004 -0.010 -0.011 -0.050 -.145** 0.021 .332** 0.067 

11 -0.051 -0.038 -0.055 0.052 0.062 -0.019 0.038 .101** .096* 

12 -0.001 -0.071 0.046 -0.019 .175** .527** -0.064 -.084* .144** 

13 .079* -0.035 0.017 0.003 .097* .280** -0.035 0.034 -0.006 

14 -0.025 0.021 0.023 0.049 -.095* -0.066 -0.028 -0.060 -.108** 

15 0.073 -0.030 -0.028 0.069 0.055 .113** -0.036 -.138** -.097* 

16 .077* -0.029 0.006 0.063 0.053 .110** -0.063 -.131** -.092* 

17 -0.016 -0.066 0.036 .105** -0.047 .104** -0.066 -0.056 -0.004 

18 .200** .118** -0.021 -0.073 0.053 -0.039 -.097** 0.061 0.020 

19 -.278** -.155** .144** .081* .077* .146** .167** .194** .325** 

20 -.269** -.176** .199** .102* -0.035 .175** 0.065 0.046 .209** 

21 -.258** -.186** .106* .149** -0.053 .117** .169** 0.072 .168** 
* p<.05, **p<.01, *** p<.001 



 

44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1   
        

11 .250** 1  
        

12 .088* .296** 1 
        

13 0.049 -0.049 .212** 1 
       

14 -.110** -.190** -.233** 0.004 1 
      

15 -.112** -.169** 0.012 .209** .443** 1 
     

16 -.141** -.187** 0.004 .207** .437** .844** 1 
    

17 -.117** -.117** 0.000 0.032 .539** .554** .573** 1 
   

18 0.021 -0.044 -0.022 0.020 -.078* -0.068 -.112** -0.063 1 
  

19 .140** .234** .274** -0.028 -.204** -.237** -.212** -.106** -.104** 1 
 

20 0.071 .155** .197** .155** -.214** -.122** -.132** -.164** -0.078 .460** 1 

21 0.028 .088* 0.025 .096* -.171** -.173** -.200** -.145** -0.061 .365** .501** 
* p<.05, **p<.01, *** p<.001 

 

주: 1= 소득수준(1=중간-고소득층), 2=교육수준(1=고졸 이상), 3=성별(1=여자), 4=연령층(1=고령층),  5=혼인상태(1=배우자 

있음), 6=재난유형(1=사회재난), 7=재난 전 정신질환(1=하나 이상 존재), 8=생명 및 건강 위협(1=경험), 9=미충족 의료 

경험(1=경험), 10=주택 및 사업장 파손 정도, 11=재난으로 인한 이주/별거 경험(1=경험), 12=가구의 경제적 위기 수준, 13=구호 및 

복구 정보(1=획득), 14=경제적 지원 충분성, 15=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16=심리지원 충분성, 17=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 

18=사회적 지지, 19=외상 후 스트레스(2017), 20=외상 후 스트레스(2018), 21=외상 후 스트레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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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1. 소득수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중 저소득층(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은 

41.1%(287명), 중간-고소득층(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은 

58.9%(412명)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6>와 같다. 두 집단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𝜒2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간 성별과 재난 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은 여자가 54.4%(156명)로 남자 45.6%(131명)보다 많았고, 

중간-고소득층은 남자가 51.9%(214명)로 여자 48.1%(198명)보다 

많았다. 두 집단 모두 사회재난(저소득층 9.8%, 중간-고소득층 

11.4%)보다 자연재난(저소득층 90.2%, 중간-고소득층 88.6%)을 겪은 

비율이 높았다.  

두 집단간 연령, 혼인상태, 재난 전 정신질환에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저소득층의 평균연령은 62.9세, 중간-고소득층의 

평균연령은 53.5세로 저소득층의 평균연령이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연령층으로 보면, 저소득층은 고령층(50.9%)이 많았던 반면, 

중간-고소득층은 비고령층(76.2%)이 많았다.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저소득층 56.1%, 중간-고소득층 73.8%), 배우자가 

없다는 응답(저소득층 43.9%, 중간-고소득층 26.2%)보다 높았으나 그 

비율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재난 전 정신질환을 하나 이상 앓거나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이 12.5%로 중간-고소득층의 

4.9%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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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득수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저소득층 

(N=287) 

중간-고소득층 

(N=412) 
p-value 

 N % N %  

성별     0.101 

남자 131 45.6 214 51.9  

여자 156 54.4 198 48.1  

연령 (Mean (SD)) 62.9 (15.08) 53.5 (16.02) <0.001*** 

18~29세 16 5.6 42 10.2  

30대 12 4.2 35 8.5  

40대 14 4.9 72 17.5  

50대 50 17.4 109 26.5  

60대 84 29.3 86 20.9  

70세 이상 111 38.7 68 16.5  

연령층     <0.001*** 

비고령층 141 49.1 314 76.2  

고령층 146 50.9 98 23.8  

혼인상태     <0.001*** 

배우자 없음 126 43.9 108 26.2  

배우자 있음 161 56.1 304 73.8  

재난 유형     0.488 

자연재난 259 90.2 365 88.6  

사회재난 28 9.8 47 11.4  

재난 전 정신질환     <0.001*** 

없음 251 87.5 392 95.1  

하나 이상 36 12.5 20 4.9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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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수준에 따른 재난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소득수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은 <표 7 

>와 같다. 두 집단간 재난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test 와 𝝌𝟐 test 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재난 피해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위기 수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저소득층은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재난 피해의 수준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p-value> 0.05).  

두 집단의 재난 회복 자원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호 

서비스와 복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은 중간-

고소득층(59.2%)에서 저소득층(51.2%)보다 높았다. 국가가 제공한 

구호서비스 충분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경제적 

지원의 충분성과 환경 및 시설 지원의 충분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중간-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보건의료와 심리지원 충분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p-value<0.05). 사회적 지지 수준은 중간-

고소득층(44.55점)이 저소득층(39.31점)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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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득수준에 따른 재난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저소득층 

(N=287) 

중간-고소득층 

(N=412) p-value 

  N % Mean (SD) N % Mean (SD) 

재난 피해 

생명 및 건강 위협       0.918 

경험하지 않음 157 54.7  227 55.1   

경험 130 45.3  185 44.9   

미충족 의료 경험       0.086 

경험하지 않음 252 87.8  378 91.7   

경험 35 12.2  34 8.3   

주택 및 사업장 파손   1.73(0.74)   1.65(0.82) 0.172 

재난으로 인한 이주/별거       0.397 

경험하지 않음 234 81.5  346 84.0   

경험 53 18.5  66 16.0   

가구의 경제적 위기   0.72(1.09)   0.72(1.09) 0.986 

재난 회복 

자원 

구호 및 복구 정보 획득        0.036* 

획득 147 51.2  244 59.2   

획득하지 못함 140 48.8  168 40.8   

경제적 지원   2.02(0.86)   1.98(0.88) 0.502 

보건의료 지원    2.25(0.81)   2.38(0.99) 0.046* 

심리지원    2.18(0.80)   2.33(0.99) 0.036* 

환경 및 시설 복구 지원   2.22(0.91)   2.19(1.02) 0.664 

사회적 지지   39.31(7.62)   42.55(7.9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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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는 <표 8 >와 같다. 3년 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저소득층(2017년 27.75, 2018년 22.59, 2019년 

21.23)에서 중간-고소득층(2017년 17.19, 2018년 12.68, 2019년 

12.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점차 감소하였다. 

 

표 8.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저소득층 중간-고소득층 
p-value 

N Mean SD N Mean SD 

2017 287 27.75 18.28 412 17.19 17.72 <0.001*** 

2018 177 22.59 19.43 287 12.68 15.88 <0.001*** 

2019 197 21.23 18.80 309 12.32 14.52 <0.001*** 
*
 p<.05, **p<.01, ***

 p<.001 

 

 

4. 교육수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은 39.9%(279명)가 중졸 이하였으며, 

60.1%(420명)은 고졸 이상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두 집단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𝜒2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성별, 평균 연령, 재난 전 정신질환 여부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재난 유형과 혼인상태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중졸 이하 66.3%, 고졸 이상 66.7%) 

배우자가 없는 경우(중졸 이하 33.7%, 고졸 이상 33.3%)보다 많았다. 

재난 유형은 자연재난(중졸 이하 87.1%, 고졸 이상 90.7%)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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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더 높았다. 

중졸 이하는 여자의 비율(63.1%, 176명)이 높은 반면, 고졸 이상은 

남자의 비율(57.6%, 242명)이 높았다. 평균연령은 중졸 이하가 (69.1세) 

고졸 이상(49.5세)보다 높았다. 연령층으로 보면 중졸 이하는 고령층의 

비율(68.1%)이 높았던 반면, 고졸 이상은 비고령층의 비율(87.1%)이 

높았다. 재난 전 정신질환을 앓거나 진단받은 비율은 중졸 이하가 14.7% 

(41명), 고졸 이상이 3.5% (15명)이었다.  

 

표 9. 교육수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졸 이하 

(N=279) 

고졸 이상 

(N=420) 
p-value 

 N % N %  

성별     <0.001*** 

남자 103 36.9 242 57.6  

여자 176 63.1 178 42.4  

연령 (Mean (SD)) 69.1 (10.85) 49.5 (14.49) <0.001*** 

18~29세 2 0.7 56 13.3  

30대 3 1.1 44 10.5  

40대 4 1.4 82 19.5  

50대 39 14.0 120 28.6  

60대 77 27.6 93 22.1  

70세 이상 154 55.2 25 6.0  

연령층     <0.001*** 

비고령층 89 31.9 366 87.1  

고령층 190 68.1 54 12.9  

혼인상태     0.922 

배우자 없음 94 33.7 140 33.3  

배우자 있음 185 66.3 280 66.7  

재난 유형     0.130 

자연재난 243 87.1 381 90.7  

사회재난 36 12.9 39 9.3  

재난 전 정신질환     <0.001*** 

없음 238 85.3 405 96.4  

하나 이상 41 14.7 15 3.5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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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수준에 따른 재난경험과 정신건강 

교육수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은 <표 

10 >와 같다. 두 집단간 재난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 와 𝝌𝟐 test 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재난 피해 수준을 살펴보면, 미충족 의료 경험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은 중졸 이하(14.3%)가 

고졸 이상(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명 및 건강 위협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고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주택 및 사업장 파손 수준, 재난으로 인한 이주 및 별거 경험, 

가구의 경제적 위기 수준은 중졸 이하에서 고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두 집단의 재난 회복 자원에는 대부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고졸 이상 (41.99점)에서 

중졸 이하(40.07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난 구호서비스 및 

복구과정에 관한 정보 획득,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심리지원 충분성, 

환경 및 시설 복구 지원 충분성은 중졸 이하 집단이 고졸 이상 집단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경제적 지원 

충분성은 고졸 이상 집단이 중졸 이하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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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육수준에 따른 재난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중졸 이하 

(N=279) 

고졸 이상 

(N=420) p-value 

  N % Mean (SD) N % Mean (SD) 

재난 피해 

생명 및 건강 위협       0.672 

경험하지 않음 156 55.9  228 54.3   

경험 123 44.1  192 45.7   

미충족 의료 경험       0.001** 

경험하지 않음 239 85.7  391 93.1   

경험 40 14.3  29 6.9   

주택 및 사업장 파손   1.72(0.89)   1.66(0.71) 0.339 

이주/별거       0.918 

경험하지 않음 231 82.8  349 83.1   

경험 48 17.2  71 16.9   

가구의 경제적 위기   0.81(1.06)   0.66(1.01) 0.064 

재난 회복 

자원 

구호 및 복구 정보 획득        0.356 

획득 162 58.1  229 54.5   

획득하지 못함 117 41.9  191 45.5   

경제적 지원   1.97(0.89)   2.01(0.04) 0.572 

보건의료   2.36(0.91)   2.30(0.93) 0.421 

심리지원   2.30(0.88)   2.25(0.94) 0.452 

환경 및 시설   2.26(1.00)   2.15(0.95) 0.080 

사회적 지지   40.07(7.71)   41.99(8.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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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는 <표 11>와 같다. 3년 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중졸 이하(2017년 25.06, 2018년 20.25, 

2019년 19.60)에서 고졸 이상(2017년 19.17, 2018년 13.83, 2019년 

13.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점차 감소하였다. 

 

표 11.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중졸 이하 고졸 이상 
p-value 

N Mean SD N Mean SD 

2017 279 25.06 18.45 420 19.17 18.48 <0.001*** 

2018 190 20.25 18.69 274 13.83 16.98 <0.001*** 

2019 204 19.60 17.84 302 13.21 15.69 <0.001***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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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잠재성장모형 분석 

1.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최적의 변화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2차년도 변화모형을 각각 분석하였으며 6 ,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세 가지 모형 모두 𝜒2  검정 결과가 p-value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TLI, CFI, RMSEA 를 이용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의 경우 TLI < 0.9, CFI < 0.9, RMSEA > 0.1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형변화 모형과 

2차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선형변화모형은 TLI = 0.900, CFI = 0.950, 

RMSEA = 0.078, 2차년도 변화모형은 TLI = 0.951, CFI = 0.975, 

RMSEA = 0.055 로 2차년도 변화모형의 모형적합도 수준이 더 높았다. 

따라서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은 최종적으로 2차년도 

변화모형으로 채택되었다. 

표 12. 전체 집단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의 무조건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𝝌𝟐(df) p-value TLI CFI RMSEA 

무변화 73.364(6) <0.001 0.736 0.736 0.127 

선형변화 15.700 (3) 0.001 0.900 0.950 0.078 

2차년도 변화 9.284(3) 0.026 0.951 0.975 0.055 

 

 

6  앞서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평균을 확인하였을 때, 1차년도와 2차년도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3차년도 변화모형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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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2차년도 변화모형은 <그림 

4>와 같이 측정변수에 대한 초기치의 경로계수는 모두 1로 제약하였고, 

변화율의 경로계수는 0,1,1로 제약하였다.   

 

그림 4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모형 

 

전체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 추정치는 <표 13>와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의 평균은 

0~88점 범위에서 21.52점(p-value<0.001)으로, 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artial PTSD, IES-R-K 18~24점)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초기치의 분산은 197.8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value<0.001)이었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수준에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율의 평균은 -5.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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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0.001)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 5.08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분산은 85.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value<0.001)이었는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변화율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65.54(p-value<0.0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은 

재난경험자는 낮은 재난경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모형의 추정치 

모수(parameter) Mean (SE) Var (SE) 

초기치 21.52 (0.71)*** 197.83 (21.17)*** 

변화율 -5.08 (0.74)*** 85.20 (24.66)*** 

초기치-변화율 간 상관관계 -65.54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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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2.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 다집단 분석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이 소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앞서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을 2차년도 

변화모형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2차년도 변화모형에 대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𝜒2(df)=22.708(7)(p-value=0.002), 

TLI = 0.867, CFI = 0.922, RMSEA = 0.057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15>의 기저모형). 이에 2차년도 변화모형을 최종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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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양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각각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 추정치는 <표 14>와 같다. <그림 5>은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는 저소득층의 평균이 27.75으로 중간-

고소득층의 평균 17.19보다 높았다. 즉, 2017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기치의 

분산이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두 집단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경우, 저소득층의 평균이 -5.73, 중간-고소득층의 평균이 

-4.49로 저소득층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더 가파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의 초기값의 평균 차이가 변화율의 평균 차이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2차년도(2018년)와 3차년도(2019년)에도 

저소득층의 외상 후 스트레스 평균이 중간-고소득층의 외상 후 

스트레스 평균보다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 분산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두 집단에서 개인마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치와 변화율은 두 집단에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고소득층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간-

고소득층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은 재난경험자는 낮은 

재난경험자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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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의 추정치 

모수 (parameter) Mean(SE) Var(SE) 

저소득층   

초기치 27.75 (1.08)*** 182.51 (29.59)*** 

변화율 -5.73 (1.18)*** 77.76 (34.22)* 

초기치-변화율 간 상관관계 -32.01 (26.10) 

중간-고소득층   

초기치 17.19 (0.87) *** 162.78 (24.04) *** 

변화율 -4.49 (0.94) *** 88.25 (28.97) ** 

초기치-변화율 간 상관관계 -80.07(22.54) *** 
*
 p<.05, **p<.01, ***

 p<.001 

 

 

그림 5.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차이 

 

두 집단 간 초기치와 변화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기저모형)을 두 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 평균을 모두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𝜒2 차이검증 결과가 매우 

유의하였으며(∆𝜒2 (df)=71.336 (2), p-value<0.001), 적합도 지수도 

27.75 

22.02 22.02 

17.19 

12.70 12.70 

2017 2018 2019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변화

전체 저소득층 비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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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집단 간의 

적어도 하나의 잠재 성장 요인(초기치 또는 변화율)이 다름을 

의미하므로, 기저모형을 초기치 평균만을 고정한 모형, 변화율 평균만을 

고정한 모형과 비교하였다. 기저모형과 비교하여 초기치 평균을 고정한 

모형은 𝜒2  차이검증 결과가 유의하였으며( ∆𝜒2 (df)=55.224 (1), p-

value<0.001), 모든 적합지수에서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반면, 

변화율의 평균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은 𝜒2  차이검증 통계량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𝜒2 (df)=0.668 (1), p-value=0.414), 

기저모형보다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이를 정리하면,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변화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15.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차이 

모형 𝝌𝟐 (df) p-value TLI CFI RMSEA 

기저모형 22.708(7) 0.002 0.867 0.922 0.057 

초기치, 변화율 

평균 고정모형 
94.044(9) <0.001 0.440 0.580 0.116 

초기치 평균 

고정모형 
77.932(8) <0.001 0.482 0.655 0.112 

변화율 평균 

고정 모형 
23.376(8) 0.003 0.886 0.924 0.053 

 

 

3.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요인 다집단분석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모형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 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한 기저모형과 

경로계수를 모두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에 대하여 𝜒2  차이검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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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두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𝛥𝜒2(df)=61.972(32), p=0.001). 이는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경로에서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와 같다. 재난피해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충족 의료 경험과 가구의 경제적 위기였다. 저소득층 

내에서는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초기 격차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간-고소득층 내에서도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나,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속도가 빨라서 집단 내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R.=-3.024). 두 

집단에서 재난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높았으나, 경제적 위기가 심각했던 사람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속도가 빨라서 2차년도에는 경제적 위기 수준에 

따른 집단 내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위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 혹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재난당시의 생명의 

위협이나 재난으로 인한 상해/질병 경험은 저소득층에만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명 및 건강 위협을 경험한 사람의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시간이 지나도 집단 내의 초기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으로 인한 생명 및 건강위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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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R.=-2.051). 거주지와 사업장의 파손 정도는 

중간-고소득층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파손의 정도가 클수록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이로 인한 집단 내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격차는 유지되었다. 거주지와 사업장 파손이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과 중간-

고소득층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재난으로 인한 이주나 별거 

경험은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난 회복 자원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모두 구호와 

복구 관련 정보 획득여부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변화량에는 영향을 미쳤다. 구호 및 복구 관련 정보가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도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모두에 영향을 미쳤는데, 보건의료 지원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았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속도가 보건의료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서 더 느려서 

2차년도에 집단 내 격차가 줄어든 반면, 중간-고소득층의 경우는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에 따른 집단 내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모두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심리지원, 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중간-고소득층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초기치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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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소득수준에 따른 조건모형 다집단 분석 결과 

 
변수 간 경로 

저소득층 중간-고소득층 
C.R. 

B S.E. β B S.E. β 

재난 

피해 

생명 및 건강 위협 → PTS 초기치 8.134*** 2.098 0.299 2.63 1.673 0.102 -2.051* 

생명 및 건강 위협 → PTS 변화량 -4.491 2.334 -0.264 -2.97 2.002 -0.155 0.495 

미충족 의료 경험 → PTS 초기치 9.74** 2.969 0.235 16.654*** 2.754 0.358 1.707 

미충족 의료 경험 → PTS 변화량 2.927 3.303 0.113 -11.183*** 3.295 -0.323 -3.024** 

주택 및 사업장 파손 → PTS 초기치 1.102 1.34 0.06 3.174** 1.045 0.203 1.219 

주택 및 사업장 파손 → PTS 변화량 -0.034 1.491 -0.003 -0.851 1.25 -0.073 -0.42 

재난으로 인한 이주/별거 → PTS 초기치 0.69 2.68 0.02 2.824 2.285 0.081 0.606 

재난으로 인한 이주/별거 → PTS 변화량 -1.491 2.981 -0.068 -3.576 2.734 -0.138 -0.516 

가구의 경제적 위기 → PTS 초기치 2.706* 1.2 0.217 2.276* 0.956 0.177 -0.281 

가구의 경제적 위기 → PTS 변화량 -4.99*** 1.335 -0.638 -3.662** 1.144 -0.381 0.755 

재난 

회복 

자원 

구호 및 복구 정보 획득 → PTS 초기치 -1.405 2.009 -0.052 -1.445 1.622 -0.056 -0.015 

구호 및 복구 정보 획득 → PTS 변화량 7.268** 2.235 0.428 4.698* 1.941 0.242 -0.868 

경제적 지원 충분성 → PTS 초기치 -2.586 1.367 -0.164 0.161 1.07 0.011 1.582 

경제적 지원 충분성 → PTS 변화량 -1.358 1.521 -0.138 -0.547 1.28 -0.051 0.408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 PTS 초기치 -4.714* 2.1 -0.281 -2.852* 1.438 -0.22 0.731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 PTS 변화량 5.423* 2.336 0.517 3.133 1.721 0.324 -0.789 

심리지원 충분성 → PTS 초기치 1.226 2.112 0.072 -0.586 1.483 -0.045 -0.702 

심리지원 충분성 → PTS 변화량 -3.184 2.349 -0.3 -1.15 1.775 -0.119 0.691 

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 → PTS 초기치 1.085 1.241 0.073 -0.311 1.086 -0.025 -0.846 

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 → PTS 변화량 0.068 1.381 0.007 -2.342 1.3 -0.249 -1.271 

사회적 지지 → PTS 초기치 0.008 0.125 0.004 -0.259** 0.094 -0.16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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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 PTS 변화량 0.185 0.139 0.166 -0.024 0.112 -0.02 -1.169 

통제 

변수 

성별 → PTS 초기치 1.317 1.897 0.048 3.875** 1.492 0.151 1.06 

성별 → PTS 변화량 5.282* 2.111 0.31 -2.381 1.785 -0.125 -2.772** 

연령층 → PTS 초기치 0.692 1.919 0.026 -3.368 1.766 -0.112 -1.557 

연령층 → PTS 변화량 2.579 2.135 0.152 4.242* 2.113 0.189 0.554 

혼인상태 → PTS 초기치 4.454* 1.994 0.163 3.455* 1.713 0.119 -0.38 

혼인상태 → PTS 변화량 -6.913** 2.219 -0.404 -4.187* 2.049 -0.193 0.903 

재난 유형 → PTS 초기치 4.221 4.435 0.093 9.835*** 2.978 0.245 1.051 

재난 유형 → PTS 변화량 8.866 4.934 0.31 -0.623 3.563 -0.021 -1.559 

재난 전 정신질환 유무 → PTS 초기치 7.678** 2.888 0.188 10.131** 3.479 0.17 0.542 

재난 전 정신질환 유무 → PTS 변화량 1.435 3.213 0.056 -7.572 4.163 -0.171 -1.713 
* p<.05, **p<.01, *** p<.001 

주: 외상 후 스트레스는 PTS(Posttraumatic stress)로 표기함 

모형적합도 차이: 𝛥𝜒2(df)= 61.972 (32), p=0.001; C.R.=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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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년도 변화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𝜒2 =21.03 (df=7, p-value=0.004), 

TLI=0.900, CFI=0.942, RMSEA=0.054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18>의 기저모형).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 추정치는 <표 17>와 같다. <그림 6>은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는 중졸 이하의 평균이 

25.06로 고졸 이상의 평균 19.17보다 높았다. 즉, 중졸 이하의 

2017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고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초기치와 분산이 유의하므로, 두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율은 중졸 이하의 평균이 -4.64, 고졸 이상의 

평균이 -5.46으로 고졸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더 가파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의 분산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두 집단에서 개인마다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치와 변화율은 두 집단에서 유의한 수준의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은 재난경험자는 낮은 재난경험자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가 큰 폭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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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의 추정치 

모수 (parameter) Mean(SE) Var(SE) 

중졸 이하   

초기치 25.06 (1.10)*** 189.03 (30.45) *** 

변화율 -4.64 (1.21) *** 109.43 (36.09) ** 

초기치-변화율 간 상관관계 -62.50 (27.55) * 

고졸 이상   

초기치 19.17 (0.90) *** 190.47 (25.57) *** 

변화율 -5.46 (0.93) *** 68.58 (28.04) * 

초기치-변화율 간 상관관계 -69.15 (22.50) ** 
*
 p<.05, **p<.01, ***

 p<.001 

 

 
그림 6.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차이 

 

두 집단 간 초기치와 변화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기저모형을 초기치와 변화율 평균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과 비교한 결과, 𝜒2  차이검증 결과가 매우 

유의하였으며( ∆𝜒2 (df)=30.101(2), p-value<0.001), 적합도 지수도 

나빠졌다. 기저모형을 초기치 평균만을 고정한 모형, 변화율 평균만을 

고정한 모형과 비교한 결과, 초기치 평균을 고정한 모형의 𝝌𝟐  차이검증 

25.06 

20.42 20.42 

19.17 

13.71 13.71 

2017 2018 2019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의 변화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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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유의하였으며( ∆𝜒2 (df)=16.823(1), p-value<0.001), 모든 

적합지수에서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변화율의 평균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형의 𝝌𝟐  차이검증 통계량은 유의하지 않았으며(∆𝜒2 (df)=0.292(1), 

p-value=0.589), 기저모형보다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즉,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변화율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8.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차이 

모형 𝝌𝟐 (df) p-value TLI CFI RMSEA 

기저모형 21.029 (7) 0.004 0.900 0.942 0.054 

초기치, 변화율 

평균 고정모형 
51.131 (9) <0.001 0.767 0.825 0.082 

초기치 평균 

고정모형 
37.852 (8) <0.001 0.814 0.876 0.073 

변화율 평균 

고정 모형 
21.321 (8) 0.006 0.917 0.945 0.049 

 

 

5.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요인 다집단분석 

외상 후 스트레스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모형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모형의 기저모형과 경로계수 제약모형에 대하여 𝜒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𝛥𝜒2(df)= 66.64(32), p<0.001). 즉,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 

간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어떠한 경로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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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영역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명 및 건강 위협과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의 

경제적 위기였다. 재난 당시의 생명의 위협 혹은 재난으로 인한 

질병/상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생명 및 건강 위협을 경험한 사람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속도가 생명 및 건강 위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빨라서 

2차년도에 집단 내 초기 격차가 줄어든 반면, 고졸 이상 집단에서는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명 및 건강 

위협이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 모두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 

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초기 격차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충족 의료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졸 이하의 경우 가구의 경제적 위기 수준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졸 이상 집단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위기 수준이 높은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다. 두 집단 

모두 가구의 경제적 위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속도가 빨랐다. 가구의 경제적 위기 수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와 사업장의 파손 정도는 고졸 이상 집단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거주지와 사업장 파손 정도가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C.R.=2.069). 고졸 이상 집단에서, 주택 및 사업장의 파손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으며, 이러한 

초기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으로 인한 

이주 및 별거 경험은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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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난 회복 자원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호 및 복구 정보 획득, 보건 의료 지원 

충분성이었다.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에서 구호서비스 및 복구 

관련 정보를 획득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속도가 느렸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며, 초기치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상 집단에서는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이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인식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속도가 느렸다.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이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은 중졸 이하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환경 및 

시설 복구가 충분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았으며, 시간이 지나더라도 초기치의 격차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및 시설 복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고졸 이상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았으며, 시간이 지나도 

외상 후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지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R.=-3.542). 심리지원 충분성은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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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교육수준에 따른 조건모형 다집단 분석 결과 

 
변수 간 경로 

중졸 이하 고졸 이상 
C.R. 

B S.E. β B S.E. β 

재난 

피해 

생명 및 건강 위협 → PTS 초기치 5.702* 2.207 0.206 4.998** 1.722 0.18 -0.251 

생명 및 건강 위협 → PTS 변화량 -7.253** 2.49 -0.355 -3.049 2.041 -0.182 1.306 

미충족 의료 경험 → PTS 초기치 11.475*** 2.912 0.292 14.93*** 2.961 0.274 0.832 

미충족 의료 경험 → PTS 변화량 -3.601 3.286 -0.124 -6.141 3.51 -0.187 -0.528 

주택 및 사업장 파손 → PTS 초기치 0.907 1.248 0.059 4.415*** 1.146 0.227 2.069* 

주택 및 사업장 파손 → PTS 변화량 0.826 1.409 0.072 -0.8 1.359 -0.068 -0.831 

재난으로 인한 이주/별거 → PTS 초기치 2.343 2.836 0.064 2.788 2.184 0.076 0.124 

재난으로 인한 이주/별거 → PTS 변화량 -3.183 3.201 -0.118 -3.312 2.589 -0.149 -0.031 

가구의 경제적 위기 → PTS 초기치 1.742 1.203 0.134 2.918** 0.969 0.213 0.761 

가구의 경제적 위기 → PTS 변화량 -5.046*** 1.357 -0.526 -2.959* 1.148 -0.358 1.173 

재난 

회복 

자원 

구호 및 복구 정보 획득 → PTS 초기치 -3.105 2.116 -0.111 -2.267 1.599 -0.082 0.316 

구호 및 복구 정보 획득 → PTS 변화량 5.925* 2.387 0.288 6.503*** 1.896 0.389 0.19 

경제적 지원 충분성 → PTS 초기치 -2.626 1.392 -0.169 0.824 1.085 0.052 1.955 

경제적 지원 충분성 → PTS 변화량 -0.945 1.571 -0.082 -1.175 1.286 -0.122 -0.113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 PTS 초기치 -5.62** 2.09 -0.371 -1.408 1.508 -0.094 1.634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 PTS 변화량 1.749 2.358 0.157 4.243* 1.788 0.472 0.843 

심리지원 충분성 → PTS 초기치 1.786 2.167 0.114 -1.917 1.521 -0.131 -1.399 

심리지원 충분성 → PTS 변화량 -1.231 2.446 -0.107 -1.956 1.802 -0.221 -0.238 

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 → PTS 초기치 2.621* 1.258 0.191 -1.52 1.088 -0.105 -2.489* 

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 → PTS 변화량 -2.324 1.42 -0.23 -0.636 1.289 -0.073 0.88 

사회적 지지 → PTS 초기치 0.109 0.129 0.061 -0.453*** 0.093 -0.264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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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 PTS 변화량 -0.093 0.145 -0.07 0.213 0.11 0.206 1.679 

통제 

변수 

성별 → PTS 초기치 1.083 2.17 0.038 2.712 1.513 0.097 0.616 

성별 → PTS 변화량 -0.605 2.448 -0.029 0.572 1.794 0.034 0.388 

연령층 → PTS 초기치 -3.207 2.142 -0.109 0.203 2.208 0.005 1.109 

연령층 → PTS 변화량 6.717** 2.417 0.309 -1.102 2.617 -0.044 -2.195* 

혼인상태 → PTS 초기치 -1.00 2.217 -0.034 4.986** 1.645 0.17 2.168* 

혼인상태 → PTS 변화량 -4.491 2.501 -0.209 -4.94* 1.95 -0.279 -0.142 

재난 유형 → PTS 초기치 4.367 3.636 0.106 11.051** 3.447 0.232 1.334 

재난 유형 → PTS 변화량 7.444 4.103 0.246 -4.398 4.086 -0.153 -2.045* 

재난 전 정신질환 유무 → PTS 초기치 9.958*** 2.806 0.256 7.377 4.00 0.099 -0.528 

재난 전 정신질환 유무 → PTS 변화량 -5.357 3.166 -0.187 1.004 4.742 0.022 1.116 
* p<.05, **p<.01, *** p<.001 

주: 외상 후 스트레스는 PTS(Posttraumatic stress)로 표기함  

모형적합도 차이: 𝛥𝜒2(df)= 66.64(32), p<0.001; C.R.=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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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논의 

1.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1) 재난 피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재난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을 

파악한 후,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재난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획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난경험자의 재난 피해 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을 비교하였을 때, 재난 피해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재난경험자의 소득수준이 재난 

피해수준의 예측요인이 아니었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Flores, et al., 2020).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과 고졸 

이상인 집단 사이에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에 차이가 존재했다. 미충족 

의료 경험은 중졸 이하(13.5%)에서 고졸 이상(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졸 이하 집단의 평균 연령이 69.1세, 고졸 이상의 

평균 연령인 49.5세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연령의 효과라고 예측가능 

하다. 노인은 재난 이전부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Ngo 

Ehren, 2001). 

 

(2) 재난 회복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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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회복 자원의 경우, 저소득층이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회복 

자원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호서비스 및 복구 관련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에서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심리지원 충분성 인식이 

중간-고소득층보다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구호 및 복구정보의 획득, 

구호서비스 충분성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저소득층이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중졸 

이하 집단이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높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Norris et al., 2005; Jukić  et al., 2020). Lowe, 

Chan, & Rhodes(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은 재난과 같은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후 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난 

이전의 사회적 지지는 재난 이후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참여자들 중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은 재난 

이전에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에 앞서, 전체 연구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을 파악하였다.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G. Bonanno and Mancini (2012)7가 

 

7  저자들은 ‘외상 사건(traumatic event)’이라는 용어 대신 ‘잠재적 외상 사건 

(potentially traumatic event; PTE)’라는 용어를 이용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충분한 회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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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난 등의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의 

감소폭이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의 감소폭보다 컸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 양상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단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정신건강을 회복(recovery)한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폭은 1차 조사(14개월 후)와 2차 

조사(30개월 후)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후의 감소폭은 

그보다 작았다 (3차 조사: 43개월 후, 4차 조사: 54개월 후) (Sakuma et 

al., 2020). 쓰나미 경험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기간 추적 조사한 

Johannesson, Arinell, and Arnberg (2015)의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감소한 집단의 회복과정은 몇 년이 지나도 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되었다(조사 시기: 재난 후 1년, 3년, 6년).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3차년도 조사 이후 정신건강 

변화궤적을 추가적으로 예측해본다면, 변화폭이 (1차 년도와 2차 년도 

조사의 변화폭만큼) 크지는 않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물질남용 등의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Foa, Stein, & McFarlane, 2006), 뇌졸중(Chen et al., 2015), 

하부 호흡기 증상(lower respiratory symptoms) 등의 발현(Kotov et 

al., 2015)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을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재난 이후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은 중간-고소득층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으며, 변화율에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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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두 집단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가 시간에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2017년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PTSD 감별 절단값(24/25) 이상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도 partial PTSD 수준(당장 치료를 요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찰 및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었다 (은헌정 외, 

2005; 박지선, 2015).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중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으며, 변화율에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크거나 작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보다는 

작았다.  

정리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의 초기치에는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변화율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초기의 집단 간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 중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임을 

보여준다. 

 

3.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예측 

요인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모형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간-고소득층,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각각의 집단 내에서 

예측요인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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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에도 예측요인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1) 재난 피해 

먼저 재난 피해 요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생명위협이나 상해 및 질병 

경험이 있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더 높았으며, 중간-

고소득층 내에서는 생명위협이나 상해 및 질병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 모두 생명 

및 건강위협 경험이 있는 사람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에서는 생명 및 건강위협으로 인한 집단 내 

격차가 2차년도에 줄어들었으나, 고졸 이상에서는 집단 내 초기 격차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의 변화양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중간-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재난으로 인한 생명 위협, 상해 및 

질병경험은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와 관련이 있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재난 상황에 적용한다면, 생리적 욕구(부상자의 

인명구조, 식량·물 등의 생필품 제공, 안전한 대피처/주거지 확보)와 

안전에 대한 욕구(생리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는 재난 발생 후 

단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Lavin, Schemmel-

Rettenmeier, & Frommelt-Kuhle, 2012). 또한, 재난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나 부상은 정신건강에 더 강하게 혹은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Norris, Friedman, Watson, et al., 2002), 

재난응급의료에서 생명 구조와 부상 치료는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재난응급의료에서는 

재난생존자들에게 재난직후 겪을 수 있는 심리상태에 대해 알려주고, 

이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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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Ruzek, Young, Cordova, & Flynn, 

2004).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생명위협 및 상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에서는 확인되었지만, 중간-고소득층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지진, 풍수해,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인지도와 재난 대비 행동 수준이 

낮으며, 재난 경고메시지에 대한 수용, 이해, 믿음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경기도, 2019; Najafi, Ardalan, Akbarisari, Noorbala, & 

Jabbari, 2015; Fothergill & Peek, 2004) 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재난 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다.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경험이 재난경험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모두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다. 

저소득층에서는 미충족 의료 경험에 따른 집단 내 초기 격차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된 반면, 중간-고소득층에서는 미충족 의료 경험에 따른 

집단 내 격차가 2차년도에 줄어들었다. 재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은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에서도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와 관련이 있었으며, 두 집단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에 따른 집단 

내 초기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재난 후 미충족 의료경험이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의 초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이후 일부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재난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치료를 연기하거나 받지 못하였다(Kaiser 

Family Foundation, 2007). 미충족 의료 경험은 스트레스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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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재난경험자들의 미충족 의료의 원인으로는 금전적 

부담, 시간부족, 교통수단의 부재, 치료를 받을 의사, 진료소, 약국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Kaiser Family Foundation, 2007). 

재난경험자들의 의료 수요 대비 부족한 의료자원 및 의료인력도 문제로 

제기되었다(Springgate et al., 2009). 이를 본 연구결과와 함께 

생각해본다면, 재난경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미충족 

의료 경험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예: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재난 이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보건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자원을 확보·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택 및 사업장의 파손 정도는 저소득층과 중졸 이하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중간-

고소득층과 고졸 이상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중간-고소득층과 고졸 이상 집단에서 주택 및 사업장의 파손 정도가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으며, 집단 내 초기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및 

사업장 파손 정도를 주택과 기물, 사업장 파손 여부의 합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주택과 사업장의 구체적 피해정도와 피해로 인한 

일상의 변화정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택과 사업장이 개인의 자산일 뿐 

아니라 일상 생활, 생계, 개인의 정체성, 소속감과 안정감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Cox & Perry, 2011; Carroll et al., 2009), 

추후 연구에서 주택 및 사업장 파손이 재난경험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의미 해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모두 가구의 경제적 위기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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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으며, 2차년도에는 가구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집단 내 외상 후 스트레스 격차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고졸 이상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위기 수준이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울기에는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위기가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Bonanno et al., 2007; 이나빈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위기를 월평균 가구소득액과 

수익자산(부동산, 저축액 등)의 감소, 가계 부채 증가 여부의 합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된 금액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재난경험자들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재난으로 인한 손실 금액을 

측정한 De Silva and Kawasaki (2020); van der Geest (2018)의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상대적 손실이 더 컸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후속 연구에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의 손실과 보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괄적인 기준에 의한 

보상의 문제점(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보상받지 못함)과 보상의 

불충분성, 이로 인한 재난경험자들의 박탈감과 불평등 인식,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보고하였다 (강신욱 외, 2014; Mayer, 

Running, & Bergstrand, 2015). 공정한 세계에 대한 신념, 상대적 

박탈감, 재난 상황에서의 갈등은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으므로(Otto, 

Boos, Dalbert, Schöps, & Hoyer, 2006; Mishra & Carleton, 2015; 

이나빈 외, 2020), 재난경험자들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재난 지원금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van der Geest (2018)는 이에 대해, 재난 피해자들의 손실을 

절대적인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여 보상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 손실을 

고려한, 인도주의적(humanitarian)이고 필요에 기반(needs-based)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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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 재난 회복 자원 

재난 상황에서의 손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회복 자원이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 모두 구호서비스와 복구 관련 정보 획득 

여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구호 

정보를 획득 한 사람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속도가 시간에 따라 

느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에서도 나타났다. 구호서비스와 복구과정에 관한 정보와 정신 

발병에 관한 Kang(2020)의 연구에서,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구호서비스 관련 정보 획득 여부는 

PTSD 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보의 신뢰성과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집단보다 PTSD 발병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 제공의 유무가 아닌 신뢰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충분성을 살펴보았을 때,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 

인식이 높을수록 저소득층과 중간-고소득층의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저소득층에서는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으로 인한 집단 내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가 2차년도에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초기의 격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도 보건의료 지원 충분성은 낮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를 설명하였으며, 집단 내 외상 후 스트레스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충분성은 고졸 이상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변화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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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이를 정리하면, 고졸 이상 집단을 제외한 세 집단에서 

보건의료 지원이 충분하게 제공되었다고 인식할수록,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수준이 낮았다.  

이를 앞선 연구결과(생명위협 및 부상, 미충족 의료)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재난 상황에서의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의 재난의료(응급·보건) 현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재난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국내에서는 재난발생 시 예방, 구조,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현장의료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왕순주, 2014), 민간의료기관에게 공공의료적 재난의료 

지원책임을 요청하고 의존하고 있음에도 의료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전문 

재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수진 외, 2018). 또한, 재난현장에서 

신속대응 해야 하는 보건소에서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뿐, 보건소 자체의 재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조유향, 정영해, & 張弘千惠, 2018). 따라서, 재난대응에 필요한 

전문의료교육 과정 개발 및 실시, 중앙/지방정부 내 다양한 

재난보건의료 담당 기관(보건소 신속대응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 시·군·구의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 등)간의 소통 및 

협력 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 및 시설 복구 충분성은 중졸 이하 집단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 환경 및 시설 복구가 충분했다고 느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가 높았으며, 집단 내 외상 후 스트레스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기존 지원제도들이 주로 농어촌 위주의 시설복구(농경지, 

축사, 선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임기응변식 환경 복구 등을 지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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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강신욱 외, 2014; 정지범, 2014; 유현정 외, 2008). 이를 

고려해본다면, 재난 후 지역사회의 시설 및 환경복구를 수행 여부와는 

별개로 그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난경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졸 이하(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치와 변화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중간-고소득층과 고졸 이상 집단(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집단)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쳤다. 중간-고소득층과 고졸 이상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초기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집단 내 

외상 후 스트레스 격차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할 만큼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홍수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 변화에 대한 Norris et al. (200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더 낮았으며, 그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커졌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종단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 8 으로 나타났다(K. 

Kaniasty & Norris, 2008; Wang, Chung, Wang, Yu, & Kenardy, 2021).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생각해보면,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8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의 관계는 두 가지 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원인 가설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이 낮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선택 가설로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낮아진다는 것이다(K. Kaniasty & Norri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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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계층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지거나 유지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가 재난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초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족 또는 친구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만, 재난경험자 

개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면, 지역 사회 자본(복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해 도움과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보완해야 한다 (Krzysztof 

Kaniasty & Norris, 2000; 민문경, 주혜선, & 안현의, 2018) 특히,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은 재난 후 물질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Suar, Sekhar Das, Alat, & Kumar, 2017), 

이들을 위해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정보적 지지, 그리고 기본 생필품과 

생활지원금과 같은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예: 필요에 부합하는 

도움이 제공되었는가, 지원을 얻는 것이 쉬웠는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Sha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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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데이터(2017년-

2019년)을 활용하여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와 재난 회복 자원,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미충족 의료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재난 피해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재난 회복 자원의 경우 저소득층이 구호서비스 및 복구과정 

관련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심리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재난피해자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지원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형평성 

(equity)의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난경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재난 구호·지원 서비스와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재난 복구 과정에서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둘째, 재난경험자들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난의 경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며, 이는 재난경험자들에게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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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따라서, 재난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재난보건의료 

담당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집단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본을 활용하여 이들을 

위한 정서적(예: 재난경험자에 대해 공감하는 소통), 정보적(예: 

재난대피교육),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양적 요소 뿐 

아니라 질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7.3 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재난을 겪은 사람들 모두의 정신건강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재난 스트레스는 성인과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므로(Halpern & Tramontin, 2018; B. Tang, Deng, Glik, Dong, & 

Zhang, 2017), 보다 어린 연령층을 포함하여 재난정신건강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재난 회복 자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호서비스의 충분성과 사회적 지지로 확인하였으나, 

재난 구호 서비스는 민간기업,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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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 

disaster experience (damage and recovery resources), and mental 

health trajectories and related factors of disaster victims by 

socioeconomic status (SES). 

Data was drawn from 『 Long-term survey on the change of life 

of Disaster victims 』(2017-2019).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99 adults aged 18 or older, and their socioeconomic statu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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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by household income (low-income/middle- and high -

income) and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 and less/ high 

school graduate and more). The t-tests, chi-squared tests, and 

multi-group Latent Growth Model (LGM)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disaster damage by income level,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unmet medical experience by education level. As 

for disaster recovery resources, the low-income group had more 

difficulty obtaining information related to relief service and recovery 

process, and the perceived sufficiency of healthcare and 

psychological support was lower compared to the middle- and high-

income group. Social support was lower in the lower SES group 

(low-income, middle school graduate and less) than the higher SES 

group.  

Second, the initial level of post-traumatic stress was higher in the 

lower SES group than the higher SES group,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as maintained over time. In other words, the 

impact of disasters on mental health was greater and longer lasting 

for groups with lower SES. 

Third, unmet medical experience (all groups) and household 

economic crisis level (excluding middle school graduate and less) 

were related to higher level of initial post-traumatic stress, and 

perceived sufficiency of healthcare (excluding high school graduates 

and more) was related to lower level of initial post-traumatic stress. 

Social support was a factor that lowered the initial level of post-

traumatic stress of the higher SE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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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the mental health of 

disaster victims based 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of disaster victi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quit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ovide 

a sufficient level of disaster relief, support services, and 

compensation, but also to allocate resources appropriately so that 

social inequality caused by disasters does not increase further. 

Second, it is important to provide timely and sufficient level of 

healthcare services for disaster victi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a 

healthcare system to manage public health emergency (e.g., 

nurturing specialized medical personnel for disasters, preparing 

measures for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disaster-

related healthcare organizations). 

Third,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 lower SES. 

Community resources should be used to provide emotional, 

informational, and material support for them. In addition, quality as 

well as the quantity of the soc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Disaster mental health, Disaster damage, Recovery 

resources, Socioeconomic status, Multigroup Latent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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