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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Humidifier disinfectant is a biocidal product used in the water tanks of humidifiers to 
prevent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Although there are a huge number of cases of reported humidifier 
disinfectant-related health effects across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their numbers are distribu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gion.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nrollment cases who reported 
humidifier disinfectant-related health effect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on 6,240 subjects who experienced humidifier disinfectant-related health 
effects and who enrolled their cases which is conduct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We examine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enrolled cases based on sixteen administrative divisions and assessed the: 1) 
crude number; 2) proportional rate; and 3) age-standardized proportional rate of enrollment by region.

Results: When we examined the crude number of enrollments by region, the highest number were in 
Gyeonggi-do Province (n=1,896), followed in order by Seoul (n=1,405), Incheon (n=436) Busan, Daegu, 
Gyeongsangnam-do Province, Daejeon, Chungcheongnam-do Province, Gyeongsangbuk-do Province, 
Jeollabuk-do Province, Gwa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Gangwon-do Province, Jeollanam-
do Province, Ulsan, and Jeju-do. When we examined proportional rate of the regional enrollment (cases 
per 100,000 population), Daejeon (n=16.2) was the region with the highest rate, followed in order by 
Gyeonggi-do Province (n=16.1), Incheon-do Province (n=15.9), Seoul, Daegu, Gwangju, Jeollabuk-do 
Province, Chungcheongnam-do Province, Busan, Chungcheongbuk-do Province, Gangwon-do Province, 
Gyeongsanbuk-do Province, Gyeongsangnam-do Province, Ulsan, Jeju-do, and Jeollanam-do Provi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order in terms of crude numbers. However, when we examined the age-standardized 
proportional rate of regional enrollment (cases per 100,000 population), their ranked distribution is consistent 
with the crude rate.

Conclusions: This study observed that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enrolled cases who reported humidifier 
disinfectant-related health effects is inconsistent with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proportional rate of 
enrollment cases, which may be caused in part by the volume of the inherent population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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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ㆍ Humidifier disinfectant is a biocidal 

pro duct used in water tank of humi-
difier. 

ㆍ Plentiful enrollment cases reported 
humidifier disinfectant-related health 
effects.

ㆍ The cases are distributed all over the 
country, but highly concentrated in 
certain regions.

ㆍ Regional cases depends on the po-
pulation density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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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1년 봄, 서울 소재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임산부

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인한 사

망이 발생하였다.1)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폐 손상의 원인

을 규명하는 역학조사 및 동물실험을 통해,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를 사용할 때 첨가하는 살균제(Humidifier disinfectant, 
HD)와 연관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도출되었다.2,3) 이는 세

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생물제(Biocide) 사건이자 우리나

라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환경보건 사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1)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내의 물때, 박테리아 및 곰팡이와 같

은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 유해한 세균 번식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1994년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출시되었다.4)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주요 화학적 성분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 염화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2ethoxy) ethoxy-
ethyl guanidine chloride, PGH),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chloromethylisothiazolinon, 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ethylisothiazolinone, MIT)이 사용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5-

7) 이러한 성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동물 실험 결과, 흡입된 

가습기살균제의 화학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 세포를 손상시

키며 이러한 영향이 누적되어 폐 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

났다’라고 발표하였다.8) 이에 따라, 2011년 11월 정부는 가습

기살균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수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1) 가

습기살균제는 첫 출시 이후 2011년 말까지 약 48종의 제품이 

출시되어 약 980만 개 정도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 바 있으므

로,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9) 변지은 등

(2016)의 연구에 따르면, 894만 명이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며 그중 95만 명이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

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0)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구제

하기위해, 환경부는 건강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까지 

건강피해 신고 접수 사례가 7,458건에 이르며 그중 사망자는 

1,657명으로 보고되고 있다.11) 건강피해 신고자 수의 연령분포

는,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 연령군에서 높게 집계되고 있다.12) 이는 

동일한 노출이라도 건강영향에 민감한 취약집단이기에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신고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추정된다.13,14) 건강피해 신고자 수의 지역적 분포 또한 지역

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주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

도권 지역에 신고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2)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신고자 수의 단

순 분포를 확인한 것으로, 이는 1)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수가 이들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 2) 

혹은 해당지역의 인구밀집도 및 높은 인구수에 기인하여 관찰

된 현상인지, 3) 혹은 해당지역 고유의 인구 연령 분포(10세 미

만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 비율)에 기인하여 관찰된 현상인지 

확인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2, 3, 4차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

한 건강피해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1) 지역별 신고자 분포, 2)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 3)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

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을 분석하여, 지역별 편차에 대해 심

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2011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이하, 노출피해 신고자) 총 6,880

명 중 실제 조사가 진행되어 인구학적 정보를 보유한 6,567 

명을 연구대상(1차(361명), 2차(169명), 3차(669명) 및 4차

(5,368명))으로 하였다(신고 철회 및 연락 두절 등 피해 신고자

의 개인 사유로 조사 불가ㆍ지연 자는 본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

음. 추가적으로, 4차 신고자이나 조사가 5차에 이루어진 경우 

(2020년 9월 25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

별법」 이후 조사) 5차 신고자로 집계되어 본 데이타에 포함되지 

않음). 

본 연구는 노출피해 신고자의 연령과 거주지역에 기반한 연

구로서, 건강피해가 발생한 나이가 불분명한 경우(283명), 태

아사망자로 주민등록 상 나이가 없는 경우(29명), 16개 시도 

거주자로 분류가 불가한 경우(해외 거주자, 15명)를 제외한 총 

6,240명을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 6,240명에 대해, 노출피해 신고자의 거주

지역(신고 지역)을 16개 시도 행정구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으로 분류하였다(본 

연구는 노출피해 당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판매 종료 이후인 2012년 7월 1일 신규 설치된 세종시

는 별도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 당시 거주지가 세종시인 

경우는 충남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지역별 신고자 수 분포, 지

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을 산정하였다.

첫 번째로, 지역별 신고자 수는 신고자 수(Crude number)와 

백분율(%)을 표기하여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Crude pro-
portional rate of the enrollment)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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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자 수의 높고 낮음이 해당지역 거주자 수의 높고 낮음

의 원인에 기인하여 관찰된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구

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은 지역별 인구 수(n) 대비 지역별 신고

자 수(n)의 분율을 계산한 후, 10만 명당 노출피해 신고자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rude proportional rate of the enrollment        (1)

=
Regional enrollment (n)

×105 =
지역별 신고자 수(n)

×105

Regional population (n) 지역별 인구 수(n)

지역별 인구 수는 16개 시도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적용하

였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 중 가장 많

은 신고자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2011년(881건(14.1%)) 기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출처: 통계청(http://kostat.go.kr/))를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

(Age-standardized proportional rate of the enrollment)을 계산

하였고, 이는 지역별 피해 신고자 수의 높고 낮음이 해당지역 고

유의 인구 연령 분포에 기인하여 관찰된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

함이다.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은 표

준 인구 수(n) 대비 지역별 연령표준화 신고자 수(n)의 분율을 

계산한 후, 10만 명당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백도명 등 (2019)12)에서 제시한 방법 활용]. 

Age-standardized proportional rate of the enrollment      (2)

=
Age-standardized regional enrollment (n)

×105=
연령표준화 신고자 수(n)

×105

Standard population (n) 표준 인구 수(n)

이 때, 연령표준화 방법은 직접법을 사용하였고, 연령표준화 

신고자 수(Age-standardized regional enrollment)는 지역별 신

고자의 연령군별 신고자율을 표준 인구의 연령별 인구 수(n)에 

곱하여 계산하며, 표준 인구 수(n) 대비 지역별 총 연령표준화 

신고자 수(n) 분율을 계산한 후, 지역별 10만 명당 노출피해 연

령표준화 신고자율을 계산하였다. 위의 과정에서 피해 신고자

의 나이는 건강피해(질환 발생 혹은 해당질환으로 사망)가 발

생한 연도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지역별 노출피해자 신고

자수 분포,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 및 지역별 인

구대비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QGIS (version 2.8.2)를 이용하였다.

Fig. 1. Crude number of the enrollment who reported HD-related health effects (n=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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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노출피해 신고자의 지역별 분포
본 연구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

자 총 6,240명의 거주 지역을 16개 시도로 구분한 지역적 분

포를 시각화하여 Fig. 1에 제시하였다. 노출피해 신고자가 가

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1,896명(30.4%)이었으며, 

이어서 서울이 2위로 1,405명(22.5%), 인천이 3위로 436명

(7.0%)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358명), 대구(292명), 경상

남도(261명), 대전(243명), 충청남도(223명), 경상북도(218명), 

전라북도(200명), 광주(166명), 충청북도(157명), 강원도(154

명), 전라남도(113명), 울산(79명) 순이었으며, 노출피해 신고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39명(0.6%)이었다.

2. 지역별 인구대비 10만 명당 노출피해 신고자율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의 지역별 분포가 

해당지역의 인구 수에 기인된 현상인지 확인해보고자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노출피해 신고자율을 시각화하여 Fig. 2에 제

시하였다.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이 가장 높은 지

역은 대전으로 10만 명당 16.2명이었으며, 이어서 경기도가 2

위로 16.1명, 인천이 3위로 15.9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13.9명), 대구(11.7명), 광주(11.5명), 전라북도(10.8명), 충청

남도(10.8명), 부산(10.2명), 충청북도(10.2명), 강원도(10.1명), 

경상북도(8.1명), 경상남도(8.0명), 울산(7.0명), 제주도(6.9명) 

순 이었으며, 노출피해 신고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로 10만 명당 5.9명이었다.

단순히 신고자 수로만으로 비교하였을 때(Fig. 1), 지역별 노

출피해 신고자 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높게 집계되었기

에 수도권 지역에 노출피해 신고자가 밀집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Fig. 2)을 확

인하였을 때, 인구 10만 명당 노출피해 신고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이 아닌 대전(16.2명)이었으며, 이는 피

해 신고자 수로 집계했을 때(Fig. 1) 16개 지역 중 7위(전체 신

고자 수의 3.9%)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경상남도의 경

우, 신고자 수가 여섯 번째(전체 신고자 수의 4.2%)로 많은 지

역이었으나(Fig. 1) 지역의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은 인

구 10만 명당 8.0명으로 16개 지역 중 열세 번째(Fig. 2)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

자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 지역별 신고자 수에 기반한 지역 집

중도는 해당지역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에 기반한 지역 

집중도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역별 인구대비 10만 명당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

고자율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의 지역별 분포

가 각 지역 고유의 연령 분포에서 기인된 현상인지 확인하고

자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을 

Fig. 3에 제시하였다. 지역별 연령표준화의 단계별 계산과정

Fig. 2. Crude proportional rate of the regional enrollment who reported HD-related health effects i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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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고찰

은 Supplementary Tables S1~S16에 제시하였다. 지역별 인구대

비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

로 10만 명당 16.2명이었으며, 이어서 인천이 2위로 16.1명, 경

기도가 3위로 15.9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14.3명), 대구

(12.1명), 광주(11.4명), 전라북도(10.9명), 부산(10.7명), 충청

남도(10.5명), 강원도(10.3명), 충청북도(10.1명), 경상북도(8.3

명), 경상남도(7.9명), 울산(7.3명), 제주도(6.8명) 순이었으며,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10만 명

당 6.0명이었다.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Fig. 2)과 지역별 인구대

비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Fig. 3)의 결과를 비교하였

을 때,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과 연령표준화 신고자율 모

두 대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인천 지역이 각각 인

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 2, 3위, 연령표준화 신고자율 3, 2

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과 연령표

준화 신고자율 모두 경상남도, 울산, 제주도 및 전라남도에서 

낮게 확인되었다. 즉,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 해당지역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에 

기반한 지역 집중도와 연령표준화 인구대비 신고자율에 차이

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 

신고자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출피해 신고자가 많은 연령대

(10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많은 비율로 거주하는 등의 지역 내재적 인구분포 특성

에 기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실제 

노출피해 신고자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는 이 지역에서 가습기살균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판매

되었거나 건강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

지만 해당 지역의 제 3의 인구특성 원인에 의해 신고자율이 높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본 연구의 강점 및 제한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강점이 있다. 첫 번째, 본 연구는 2011년

부터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초기 신고자

부터 가장 최근 신고한 피해자까지 포함된 연구로, 현재로서 이

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 단순한 노출피해 신고자 수가 아닌 ‘분율

(proportional rate)’ 개념과 ‘연령표준화’ 개념으로 접근하여 노출

피해 신고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다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였다. 

세 번째,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지역별 노출피해 신고자수 분포,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 분포 및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

율 분포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 Age-standardized proportional rate of the regional enrollment who reported HD-related health effects i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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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는 고려해야할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 번

째, 본 연구에서 노출피해 신고자의 지역(주소지)은 피해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집계하였기에 노출피해가 발생할 당시의 주소

지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사로 인한 주

소지 오 분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신고자들이 일괄적으로 

피해신고자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일괄적으로 피

해신고자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

며, 두 가지 방향이 혼재된 형태의 이사 사례들이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오 분류(misclassification)는 특별한 방

향성이 없는 비차별적 오 분류(Non-differential misclassifica-
tion)의 가능성이 크기에, 실제보다 관찰 값이 귀무가설(null) 
방향으로 관찰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실제 거주지와 

행정 등록 상 거주지 차이에 의한 주소지 오 분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위와 동일한 이유로 비차별적 오 분류의 가능

성이 클 것이라 추정한다. 두 번째,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의 지역별 분포가 지역의 사회경제학적 차이에 

기인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가습기살균제를 비교적 많이 사용했고, 해당 지역에 소

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거주자 비율이 비교적 높아 해당 지역

에 피해신고자들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자녀가 

영유아인 결혼 초기 부부 층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많이 사용

했다는 보고들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

해 신고자의 지역별 분포가 지역의 인구분포 차이에 기인된 현

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의 지역 분포가 ‘지역

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의 지역 분포와 거의 일치한 결

과를 보였기에, 지역의 인구분포 차이에 기인하여 해당 지역에 

피해신고자들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 번째,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 수의 지역별 분

포를 연구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 분포, 노출자 수 

분포, 피해자 수 분포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

으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신고’라는 것은 사용, 노

출 정도, 피해 정도, 신고의 적극성 및 용의성 등이 포함된 복합

적인 행위이자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 행위이다. 네 번째, 본 

연구는 16개 시도 분류에 기반한 지역별 신고 분포를 연구한 

것으로, 더 작은 단위(시군구)에 기반한 세분화된 지역 분포를 

관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신고자 개인정보 데이

터의 이용 제약에 의한 것으로, 향후 자세한 지역정보 데이터가 

확보되면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전국적으로 불

특정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이례적인 특성의 환경보건 사건인 

반면, 기존의 국내외 환경참사들은 주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피해라는 차이가 있어, 본 연구의 피해신고자들의 지역별 분포

를 기존 사례와 비교하여 고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1~4차(2011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가습

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역별 신고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인구 수 및 해

당지역 고유의 연령 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편차를 분석하였다. 

노출피해 신고자 수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전체 중 

59.9%의 신고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에 거주하였으며, 지역별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 및 연령

표준화 신고자율을 확인하였을 때는 대전이 가장 높은 노출피

해 신고자율을 갖은 지역으로 노출피해 신고자 수에서 7위로 

집계되었던 것 과는 대조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노출피해 신고자 수에 기반한 집중

도와 해당지역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율에 기반한 집중도

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해당지역 인구대비 노출피해 신고자

율에 기반한 지역 집중도와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에 기반한 지

역 집중도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지역 인구

규모는 크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노출피해 신고자율이 비

교적 낮은 지역의 경우, 단순 집계로는 신고자 수가 높게 관찰

될 수 있었다. 반면 지역 고유의 연령분포 차이에 기인하여 신

고자 수가 높게 관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인구대비 신고자율 및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을 살펴보

았을 때 수도권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

로 차이가 있고, 특히 전남,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의 인구대비 

신고자율 및 연령표준화 신고자율이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관찰의 원인은 이들 지역의 피해구제 정보 접근성 

및 신고 접근성이 낮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신고체계 

및 피해구제 등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 전국적으로 균등한 정보

전달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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