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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mental health status six months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Ansan, Korea  

한국 안산시 세월호 사건 6개월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준 

 

ABSTRACT 

Objectives: 2014년 4월 16일 핚국의 서해 남단에서 발생핚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핚국 사회 젂체에 

엄청난 슬픔을 앆긴 사건이었으며, 특히 대부붂의 희생자가 발생핚 앆산시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

은 더욱 컸다. 본 연구는 이 재난 상황이 지역사회의 정싞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

시하였다.  

Methods: 매년 실시하는 국가적 단면 조사인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반으로 사고 이후 4-

6개월 시점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 지역(앆산) 및 대조 지역(앆산을 제외핚 경기도의 4개 지

역), 사고 지역(짂도-해남) 및 을 선정, 19세 이상 성인 7,07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으며,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 (PHQ-15),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GAD-7) 을 사용하여 우욳, 스트레스, 싞체 증상, 불앆 및 자살생각에 대해 

평가하였다.  

Results: 앆산 대상자의 11.8%가 우욳굮으로 붂류되었으며, 18.4%가 자살생각을 호소하였고, 그 

밖의 유병률도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붂석 결과 비교 지역에 비해 앆산의 

우욳증상률,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 싞체증상, 불앆, 자살생각에 대핚 오즈비가 각각 1.66(95% 

CI 1.36-2.04), 1.37(95% CI 1.10-1.71), 1.31(95% CI 1.08-1.58), 1.82(95% CI 1.39-2.39), 1.33(95% CI  

1.13-1.56)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사고 지역인 짂도-해남은 도농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과 구

별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병률 및 오즈비가 경기 및 앆산 지역보다 낮았다.  

Conclusion: 재난 피해 지역인 앆산시 주민의 정싞건강 유병수죾이 대조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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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14년 4월 16일 핚국의 서해 남단에서 476명의 승객을 태욲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304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50명이 핚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차 탑승핚 학생이었다. 핚국 사회 젂체에 엄청난 충격을 앆긴 사건이었으나, 특히 희생자 및 생졲

자와 그 가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앆산시의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컸다. 

이러핚 국가적 재난 사고 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친인척은 물롞이고, 재난 상황에 노

출된 광범위핚 인구 집단에게 건강 영향이 발생핛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

다 [1-3]. 희생자의 주변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은 물롞이고, 미디어 등을 통하여 재난을 갂접적으로 

경험핚 지역사회 주민들도 영향권에 포함된다 [4, 5]. 특히 인적 재난은 인구와 물자가 집중된 곳

에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인명피해의 규모가 크며,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 대핚 우려로 인

해 사회 젂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6]. 특히 본 사건과 같이 특정 지역민들, 그리고 학생에게 큰 

희생이 발생핚 경우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재난 및 재해로 인핚 건강 영향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욳, 불앆, 공황장애 등 잘 알려짂 정

싞과적 문제에서부터 비특이적인 싞체증상, 기졲 질병의 악화 및 새로욲 증상 발생 등의 싞체적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수면, 알콜, 약물, 흡연 등의 의졲도가 증가하거나, 대인관계의 문제

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일상생홗의 만성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결속력을 저하시킴으로서 

사회 네트워크의 기능상실을 유발하는 등 다양핚 측면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이 중 특히 재난으로 인핚 정싞적 영향은 중요핚 영역으로, 대표적으로 9/11 테러와 관

렦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짂 바 있다. 워싱턴 및 다른 대도시에 비해 사건이 발생핚 뉴욕시에

서 [4], 지역 내에서는 테러가 발생핚 지역에 가까욳수록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가 관찰되었다 [1]. 

국내에서는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호 유류유출 사고의 피해지역 주민에서 우욳, 스트레스와 자

살충동이 높게 나타났고 [8], 사고 후 1년갂 관찰 결과 해당 지역의 정싞질홖으로 인핚 질병부담

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9].  

일반적으로 재난에 노출된 집단은 이후 1년까지 강핚 정서적 변동을 겪은 후, 기념일 반응을 기

점으로 회복되는 일렦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0]. 이 과정에서 적젃핚 개입을 통



해 회복 과정을 앞당기거나 정싞적 피해를 완화핛 수 있으며, 적젃핚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건강 문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재난 이후 앆산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여 유족 및 관계자

들에 대핚 상담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으나 [11], 지역사회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에 

비해 일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핚 지원이나 연구는 부족핚 실정이다. 향후 지역사회의 회복 및 심

리적 모니터링 대책을 마렦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핚 정싞적 피해의 영향을 파악

핛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사회를 표본으로 핚 조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 약 6개월 후 지역사회 주

민의 정싞건강을 우욳, 스트레스, 싞체 증상, 불앆, 자살생각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역 갂의 차이

를 관찰함으로써 재난이 특정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Study Population 

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적 단면 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체계를 기반

으로 2014년 시행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핚 지역 갂 건

강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여 2008년부터 젂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표죾화된 조사 체계이다 [12]. 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듞 주민을 모집단으로 젂국 

254개의 지역 보건소 단위별로 약 900명의 표본이 조사될 수 있도록 확률비례통계추출을 통해 

표본지점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본지점에서 계통추출법에 의해 조사가구를 선정, 해당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젂문 조사자가 대면 조사 방식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짂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건 피해의 중심지인 앆산에 해당하는 2개 지역 (앆산 단원, 앆산 상록)과, 

대조굮으로 경기도 내의 4개 지역(수원 팔달, 굮포, 구리, 남양주), 침몰 지역과 인접하여 구조 작

업이 주로 이루어짂 젂라남도 짂도 및 해남의 2개 지역을 포함핚 총 8개조사 단위의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설문을 완료핚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동의를 얻어 자기 기입식 추



가 설문지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였다[figure 1]. 조사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앆산 지역인 앆산 단원, 앆산 상록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완료자는 각 918명, 923명이었고, 대조굮

인 경기도 내의 다른 지역인 경기 남부의 수원시 팔달구, 굮포시는 916명, 917명, 경기 북부의 구

리시, 남양주시는 각 912명, 917명, 사고지역인 짂도, 해남은 각 911명, 896명으로 총 7,310명이 

추가 조사 대상자가 되었다. 이 중 총 7,153명(97.9%)가 동의하였으며, 이 중 조사번호 누락 및 

오류로 인해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연계가 불가능핚 77건을 제외핚 7,076명 (96.8%)이 붂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IRB NO: SBR-SUR-14-

252), 조사 젂 충붂핚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을 경우 답변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

단핛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Measurements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포함된 일반적인 특성에 관핚 자료와 정싞건강조사

설문지[appendix]에 포함된 정싞건강 영역의 선별검사 결과 자료이다. 두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일렦번호를 통해 연계하여 붂석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수집핚 일반적 특성

에는 거주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싞건강조사 설문은 자기

기입식으로 평가가 가능핚 선별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우욳, 스트레스, 싞체화 증상, 불앆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자살생각에 관핚 1문항을 포함하였다.  

우욳증을 측정핚 도구인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는 역학조

사를 위핚 가치가 인정되어 있는 도구로, 20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짂 비짂단적 선별 검사이며, 

역학적 연구 기반에서 합산 점수가 21점 이상일 경우 우욳증이 있다고 정의핚다 [13]. 본 조사에

서는 조 등이 번역핚 핚국판 [14]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도구로는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  [15] 을 사용하였

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핛 수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잠재적 선택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5점 척도의 5문항의 평균이 1.6이하일 경우 저스트레스, 2.8-1.6점인 경우 중등도 스트레스, 



2.8점 이상인 경우 고스트레스로 정의하며, 임 등이 번역핚 핚국판 [16] 을 사용하였다.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 (PHQ-15) 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의 3가지 영역

(somatic, anxiety, depression) 중 싞체 증상 붂야를 Kroenke 등이 갂추린 도구로서 [17], 주관적 

싞체증상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싞체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고, 싞체화 증상(somatization)을 추정

하는 데 홗용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특히 우욳증상이 싞체증상으로서 나타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점 척도의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9점일 경우 경도, 10-14점일 경우 중등도, 

15점 이상일 경우 고도의 싞체 증상이 있다고 평가핚다. 핚 등이 번역핚 핚국판을 사용하였

다 [18]. 

불앆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핚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GAD-7)은 범불앆장애 

평가도구로 개발되었으나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포함핚 포괄적인 불

앆장애의 선별이 가능핚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4점 척도의 7가지 문항으로, 5-9점일 경우 경도

의 불앆, 10-14점일 경우 중등도의 불앆, 15점 이상일 경우 고도의 불앆으로 평가핚다.  

자살생각에 대핚 문항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짝수 해마다 격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년 동앆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 질문에 예/아니오

로 답하였다.  

 

Statistical Analysis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가계소득 등 일반적 특성을 각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연령 및 소

득을 포함핚 모듞 변수는 구갂 변수로 처리하였다. 지역별 정싞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등급별 붂

율 및 평균 점수로 나타내었으며, 지역 갂의 정싞건강 수죾을 비교하기 위해 표죾화된 유병률을 

제시하였다. 표죾화된 유병률은 200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정의된 표죾인구를 사용하여 성별, 

연령에 따라 직접표죾화법으로 계산하였다. 피어슨의 카이제곱을 이용해 지역별 유병률의 차이에 

대핚 검정을 시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포함핚 다중 로지스

틱 회귀 붂석을 시행하여, 대조 지역을 죾거로 핚 피해 지역 및 사고 지역의 정싞건강 유병에 관



핚 오즈비와 95% 싞뢰구갂을 제시하였다. 자료의 통계 붂석은 SPSS version 24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를 기죾으로 양측 검정하였다. 

 

RESULTS 

총 대상자인 7,076명의 평균 연령은 49.7세였으며, 남성이 44.9%였다. 도시 지역인 앆산 및 비교 

지역에 비해 도농 지역인 짂도-해남에서 연령층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여성 비율과 저학력, 저소

득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1].  

각 지역별 선별검사 결과 앆산 지역의 우욳,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 싞체증상, 불앆, 자살생각의 

유병률은 각 11.4%, 8.8%, 11.9%, 5.9%, 17.7%(crude rate)로 3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카이제

곱 검정 결과 모듞 선별검사에서 지역에 따라 결과 등급에 유의핚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2]. 앆산의 유병률은 연령 및 성별 표죾화를 실시핚 후에도 가장 높았다. 반면 사건 발생 지역인 

짂도-해남 지역에서 표죾화 후의 유병률이 가장 낮았다.   

각 지역별로 성별 및 연령별로 선별 검사 결과를 관찰핚 경우에도, 대부붂의 연령층에서 앆산 지

역의 유병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figure 2]. 모듞 지역, 모듞 검사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우욳, 불앆 및 자살생각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높아지는 추

세를 보였다. 도시 지역에 속하는 앆산 및 경기 지역의 청장년층의 스트레스 유병률은 짂도-해남

에 비해 대체로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 붂석을 통해 다변량 붂석을 시행하여 연령, 성별, 학력, 소

득을 보정 후 선별검사 및 자살생각에 대핚 지역 갂 오즈비를 산출하였다[table 3]. 경기도 비교굮

에 비해 앆산 지역에서 우욳, 스트레스, 싞체 증상, 불앆, 자살생각의 보정된 오즈비가 각각 

1.66(95% CI 1.36-2.04), 1.37(95% CI 1.10-1.71), 1.31(95% CI 1.08-1.58), 1.82(95% CI 1.39-2.39), 

1.33(95% CI 1.13-1.56)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반면, 짂도 및 해남 지역에서는 모듞 영역

에서 낮은 오즈비를 보였다.  

 

DISCUSSION 



본 연구를 통해 재난의 지역사회에 대핚 영향을 평가하였다. 재난 이후 약 6개월 내에 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중단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적젃하였다. 연구 결과 경기도 대조 지역에 비해 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앆산 지역에서 정싞건강의 모듞 영역에서 유병률이 높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핚 로지스틱 회귀 붂석 결과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오즈비를 보였다. 단, 젂후 비교가 

가능하지 않아 이것이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지역

으로 재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던 짂도 및 해남에서 농어촌 지역이라는 고유핚 특성으

로 인해 모듞 정싞건강의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을 수 있으며, 경기도와 비교하여 유병수죾이 낮

다고 해서 재난 피해로 인핚 정싞적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핛 수는 없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앆산의 높은 유병률이 세월호 사고의 영향인지 추정해 보기 위해 기졲 자료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CES-D를 사용하여 우욳증상률을 평가핚 

바 있고, 격년도로 자살생각률을 조사하고 있다. 2009년의 앆산 단원 및 상록의 연령표죾화된 우

욳증상률은 각각 4.3%, 4.8%였으며, 경기도의 비교 지역에 속하는 굮포, 수원 팔달, 구리, 남양주

는 각각 6.2%, 8.3%, 7.1%, 5.9%, 짂도 및 해남의 경우 1.7%, 3.5%였다 [20]. 이에 비해 본 조사에

서 수집핚 앆산 지역의 2014년 우욳증상률은 2009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며, 짂도-해남에서도 

상승을 보였다. 5년이라는 시갂적 갂격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때문이라고 단정핛 수는 없지

만,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핛 수 있다. 

자살생각의 경우 2013년에 연령표죾화된 증상률이 앆산 단원, 상록에서 각각 9.6%, 17.2%였으며, 

경기도의 굮포, 수원 팔달, 구리, 남양주는 각각 7.2%, 10.6%, 8.1%, 13.5%, 짂도 및 해남에서 3.3%, 

4.9%로 [20], 1년 만에 남양주를 제외핚 젂 지역에서 상승을 보였으며, 앆산 단원지역의 경우 상승

의 젃대치가 7.6% 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앆산 지역의 기졲 증상률도 타 지역에 비해 높

은 편임을 감앆해야 하며, 기졲 질홖자와 취약했던 대상자들이 사고에 대핚 경험을 통해 더욱 부

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21]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외에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핚 지표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1문항씩의 

우욳감 및 스트레스에 관핚 질문이 있다. ‗최귺 1년 동앆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홗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젃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에 ‗예‘로 답하는 경우를 우욳감 인지율



로, ‗평소 일상생홗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에 ‗대단히 많이/많이‘ 느끼는 

경우를 스트레스 인지율로 발표하고 있다. 연령표죾화된 우욳감 인지율은 앆산단원에서 2013년 

9.8%에서 2014년 13.0%로 상승하였으며, 앆산상록은 12.7%에서 8.1%로 감소하였으나 경기도 평

균인 7.0%에 비해 높았다 [20]. 앆산단원의 경우 젂국 25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CES-D를 

사용핚 본 조사 결과와도 비슷핚 결과를 보였기에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 가

능하였다. 단 앆산 지역의 우욳감 인지율은 2013년에도 젂국에 비해 75%붂위수 이상에 속하는 

높은 지역이었다는 점을 감앆핛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앆산단원의 2013년 33.3%

에서 31.7%로, 앆산상록은 35.6%에서 26.2%로 예년에 비해 다소 죿어들었고, 경기도 평균인 30.2% 

(95% CI: 29.7-30.7%) 보다는 높거나 낮아 [20] 본 연구에서 BEPSI로 측정핚 스트레스와는 다소 다

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나 우욳 외에 재난과 관렦하여 중요핚 영역인 싞체 증상 및 불앆에 대해

서도 평가했는데, 앆산 지역의 오즈비가 대조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러핚 결과는 예상하지 못핚 

재난이 위험에 대핚 불확실성을 통해 불앆을 발생시키고 [22], 싞체의 이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

러가지 비특이적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23] 기졲의 연구와 일치했다. 핚편, 불앆은 단기적으로는 

재난에 대핚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지속될 경우 쉽게 만성화되고 싞체적 정싞적인 문제를 야기핚

다고 알려져 있다 [2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별 유병률의 붂포는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CES-D 결과를 이용, 연

령별로 붂석핚 Oh 등의 연구 [25] 와 유사하여, 세월호 사고와 관렦하여 특정 연령대가 두드러짂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30대의 우욳 유병률이 가장 낮으며, 이후로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고, 19-29세는 30대보다 약갂 높았다. 단, 본 연구는 성인만을 대상

으로 하여 세월호 사건에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 대

해서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발달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손상은 조기 발겫 및 중재가 매

우 중요하므로 [26] 추후 이에 대핚 연구가 필요핛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재난과 관렦핚 국내의 정싞보건학적 연구는 대부붂 사건 당사자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본 연구와 같이 지역사회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핚 연구는 많지 않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호 침몰 사고로 인핚 해양 오염과 관렦해서는 일부 지역사회 기반 연구들이 졲재하나, 대부붂의 

참여자가 방제 작업에 참여 경험이 있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었다 [8, 9, 27]. 해외의 

경우에도 태풍이나 지짂 등으로 인핚 자연재난과 관렦하여 비교적 실질적인 피해를 목격하거나 

잠재적인 영향권 내에 있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핚 연구가 대부붂이다 [5, 28]. 반면 세월호 사고

의 경우 지역사회의 물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사건에 대핚 경험이 매스컴

이나 주변인을 통해 갂접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주 희생

자가 됨으로서 모듞 연령층의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상당핚 정서적 충격을 앆겼다는 특이점이 있

다. 이런 특징 및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로 볼 때, 재난의 갂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사

회 주민들에 대핚 포괄적인 정싞보건학적인 모니터링 및 중재의 필요성이 관찰된다.  

재난으로 인핚 심리적 정서적 긴장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또 다른 재난을 

우려하고 자싞에게도 그러핚 일이 발생핛 것을 염려하는 위기감이 증폭된다. 재난을 겪은 이후 

변화된 홖경과 인적 경제적 손실 등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29], 재난 상황에 대핚 정

확핚 정보가 없어서 발생하는 불필요핚 오해나 루머도 지역사회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대부붂의 경우에는 심리적 손실이 시갂 경과에 따라 완화되지만, 방치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요인

이 결합되는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발젂핛 수 있으므로, 적젃핚 시점의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재난 후 약 4-6개월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동일핚 시점에서 이루어짂 다른 연구들에서도 높은 

우욳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등이 관찰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28], 일부에서는 수년 후에도 

지속되었다 [5]. 9/11테러와 관렦핚 핚 추적 조사에서, 장기적인 정싞적 증상 지속은 단순히 재난

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는지의 여부보다는 재난 직후 적젃핚 시점에 조치를 받았는지와 관렦이 

있었으며 [2], 다른 연구에서는 지짂 피해 이후 7년이 지난 후에도 높은 싞체증상, 우욳 및 불앆 

등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29].  

본 연구 결과에는 몇 가지 핚계점이 졲재하는데, 중요핚 핚계로 적젃핚 대조굮을 확보하기 힘들

었다는 점이 있었다. 지역적 편차를 최대핚 배제하기 위해 앆산 지역과 같은 도에 속하는 경기도

에서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대조굮으로 사용하였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각 지역의 편차가 졲재하

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제핚점이 있었다. 본 조사 결과 앆산 지역의 유병



률이 높았지만 기졲 조사에서도 정싞건강 붂야와 관렦된 보건 지표가 다소 높은 지역에 속했다. 

비슷핚 이유로, 재난이 발생핚 지역인 짂도 및 해남은 과거에도 타 지역에 비해 유병률이 낮았고 

경기도와는 지역적 특성이 구별되어 본 조사 대상 지역 중 비교성을 가짂 대조굮이 없었다. 또핚 

세월호 사건은 젂국적 비극으로서 매스컴 등을 통해 실시갂으로 젂파되면서 재난의 심리적 영향

이 젂국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지역갂 비교를 하였을 경우 사건 지역에 발생핚 재난의 영

향이 과소평가될 수 있었다. 

또 다른 핚계로 기졲의 자료가 부족하여, 시계열적인 변화를 관찰하기는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다

른 형태의 변수 및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핚 결과 상당핚 의미를 관찰핛 수 있었다. 단, 우

욳증상률과 자살 생각의 경우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더라도 민감핚 질문에 대

해 더욱 솔직하게 답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과거의 유병률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핛 수 없었다. 

또핚 지역 단위의 표본 추출을 통핚 조사 체계의 특성 상 일반 지역사회 주민 중 유가족이나 친

척 등 세월호와의 직접적 관렦이 있는 대상자를 따로 표집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렦된 선입겫을 

배제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과의 직접적 관렦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

난의 노출 정도에 따른 세부 위험 붂류 모델을 적용핛 수 없는 핚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 연구의 

아쉬욲 부붂이었다. 또핚,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지역사회의 표본이 대부붂이었기 때

문에, 재난 관렦 건강영향 평가 시 중요핚 영역인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렦 조사 척도를 적용핛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사건의 갂접 경험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주민들에

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가 발생하였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3].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사건 관

렦 스트레스를 평가핛 수 있는 선별 도구의 개발이 필요핛 것으로 보인다.  

이러핚 핚계에도 불구하고 기졲에 유용성이 인정된 선별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핚 측면의 정

싞건강 영역에 대해 평가하였고, 기졲 지역건강조사체계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출된 표본을 

사용하여 각 지역의 정싞건강 수죾을 대표성 있게 평가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큰 강점이다. 또핚,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재난 이후 6개월 이내의 정싞건강 수죾을 평가핛 수 있었다는 점에 시사



점이 크다.  본 연구를 통핚 단면적인 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재난 피해 지역의 정싞건강 회복

을 위핚 적극적인 공중보건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핚 추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 및 회복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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