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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위험인식과 관련 정보탐색이 코로나19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문제제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
염병,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폐기물,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Beck, 2007). 2021년 1월 20일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규모로 확장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화, 밀집화, 난개발, 대규모 인구 이동 등은 기
대와는 다르게 국지적으로 발생한 감염병이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즉 국지적
위험이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은 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등의 방법으
로 결국 종식되겠지만, 그전까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외출자제, 마스크쓰기, 거리두기와 같
은 방역수칙준수를 통해 사회공동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방역수칙행동에 대한 피로감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예
방행위가 발생 초기에 비해 다소 느슨해지는 모습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영향력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예방행위 모형개
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감염병 예방행위의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행위는 건강신념모형과 위
험정보탐색처리과정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건강신념모형은 감염병과 같은 위
험에 대한 예방행위를 위험에 대한 지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구성개
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반면 위험정보탐색처리과정모형은 감염병과 같은 위험의 적극적
예방행위 중의 하나가 관련정보탐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위험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
정을 인구학적 속성, 위험대한 인식, 위험에 따른 정서적 반응, 주변 사람들의 기대 등을 중
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난, 장기화가 된 시점에서 코로나19 예
방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건강신념모형과 위험정보탐색처리과정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을 중
심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신념모형의 인지된 심각성과 자기효능감과 위험
정보탐색처리과정모형에서 사용되는 정서적 반응, 주관적 규범, 정보추구행위, 그리고 낙관
적 편견을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반응을 공포,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의 개별정서로 세분화해 개별정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에
서 예방행동에 필요한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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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과 문헌연구
1) 코로나19와 위험인식
위험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위험 예방행동이 달라
진다. 당면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면 예방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
방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김활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헌,
2018). 따라서 위험 예방행동은 위험자체에 내재된 객관적 속성보다는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위험의 대상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자력, 미세먼지,
기후변화, 감염병(메르스, 신종플루) 등이 위험원으로 주요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원자력, 미
세먼지, 기후변화는 심각한 위험이지만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대형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병은 감염범위가 넓고 사망자가 발생
함에 따라 발생 즉시 대형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과거에 발생했던 감염병에 비해 기간, 범위, 사망자수
등에서 위험규모나 위험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상황(2021년 3월 12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확진자수는 95,176명이고 사망자는 1,667명, 치명률은 1.7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2021년 3월 12일 기준), 전 세
계 확진자수는 119,013,461명이고 사망자는 2,638,123명, 치명률은 2.22%으로 국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염특징을 국내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종플루(2009년-2010년)는
70만7천명 감염에 사망자 192명, 치명률은 0.037% 정도였고, 메르스(2015년)는 치명률은
20.4%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감염자수는 186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표를 볼때
코로나19는 신종플루보다는 치명률이, 메르스보다는 감염자수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
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에 알려진 신종코로나19의 감염자 및 사망자 특성을 살펴보면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질병관리본부 2021년 2월 22일 정례브리핑), 60대의 치명률은 1.32%,
70대는 6.40%, 80대 이상은 20.69%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났다. 또한 인구밀집도
가 높은 수도권과 낮은 비수도권 간 확진자수도 차이가 있는데(질병관리본부 2021년 2월 22
일 정례브리핑), 수도권은 51,855명(65%), 비수도권은 28,526명(35%)로 2021년 2월 기준 수
도권의 인구(26,062,069명)가 비수도권(25,762,073명)보다 0.6%(30만여명) 많은 점을 고려하더
라도(행정안전부) 수도권의 코로나19의 확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술했듯이 코로나19의 감염 속성과 이후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
식은 과거 감염병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연령과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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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원으로서 감염병 예방행위의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예방행위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수칙 준수
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과 예방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으로서 정부는 손씻기, 마스크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 최초 발생 후 최초 백신접종까지 1년여가
지났고 또 최초 백신접종부터 집단면역에 다다를 수 있는 70%선까지 접종되기까지는 1년여
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그 시기까지는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이런 점
에서 감염병 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감염병 맥락에 진행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커뮤니케이션분야의
연구는 주로 미디어 이용 변인을 추가해 예방행위의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즉 미
디어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행위가 텔레비전, 포털,
신문뉴스 노출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신종플루(김여라, 2010; 김활빈·오현정·홍다
예·심재철·장정헌; Yang, 2015)와 메르스(유우현·정용국. 2016)의 맥락에서 탐색한 연구가 있
다. 매스미디어가 아닌 소셜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 사용이 위험물질 사용과 같은 위험에
대한 예방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 연구(백혜진, 2018)도 있다. 한편 참여하는 커뮤니케이
션 형태가 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도 있는데, 양(Yang, 2015)은 신종플루
예방행위에서 매스미디어 이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인간 토론은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를 감염병과 감염예방행위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탐색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 정보탐색이 예방행위와 예방행위와 관련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미혜(2016)은 위기정보탐색모형을 활용해 SNS를 통한 정보탐
색이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위험원과 감염병 맥락에서 예
방행위의도를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건강신념모형과 위험정보탐색처리과정모형을 적용하고
있었다.
3) 건강신념모형(HBM: Health Belief Model)
건강신념모형(Becker, 1977)은 개인의 건강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개인의
건강신념과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모형이 개발된 배경에는 질병의 예
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 그 이유를 밝히고 적극
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학문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장정헌·심재철,
2013).
건강신념모형은 위험과 관련된 예방행동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심각성, 취약성, 장애, 혜택,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요인을 감염병 맥락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인지된 심각성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장애와 어려움
에 대한 인식이며, 인지된 취약성은 감염위험에 노출된 정도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다. 지각된 혜택이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
한 지각이며, 지각된 장애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반 노력·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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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숙 외, 2014, Becker & Maiman, 1980; ).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건강신념모형에 예
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된 변인으로서 성공적인 예방행위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공적인 예방행위 수행을 위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거나 실행하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김승대(2019)는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해 대학생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위의도를 밝
히고자 했다. 연구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예방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예방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인식하는 위험의 심각성과
자기효능감이 예방행위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위험정보탐색처리과정모형(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건강신념모형과 함께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모형
은 감염병 예방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
이 있다. 먼저 건강신념모형은 종속변수로서 다양한 예방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RISP
모형은 다양한 예방행위보다는 정보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건강신념모형은 개인
적 차원의 인지적 신념에 주목했다면, RISP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인지적 신념 함께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 차원의 인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RISP모형은 감염병과 같은 위험정보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정서적, 사회적 요
인들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모형에서 제시하는 위험에 대한 개인의 정보처리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특성(경험, 가치, 인구
학적 속성)에 따라 위험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정서적 반응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정서적 반응은 개인 스스로 인식하는 위험정보의 양과 주변사람들이 나에 대한 위험정
보의 양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인은 위험정
보에 대해 탐색을 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위험예방을 위한 적극적
행위 중의 하나가 정보탐색이라는 점에서 RISP모형은 질병, 감염병, 기후변화 등의 즉시적,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정보탐색 및 처리과정을 설명하는데 정교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Yang,
Aloe, & Feeley, 2014).
RISP모형을 통해 위험행동을 탐색한 국내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불산
유출과 태풍의 위험인식(하서현, 김영욱, 2015),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인들의 위험인식
(순치엔롱, 조미혜, 2018), 원자력 위험인식(김효정, 2019)에 대한 정보탐색행위를 RISP모형
을 통해 실증하고자 했다. RISP모형을 감염병에 적용한 연구는 서미혜(2016)의 연구가 대표
적이다. 서미혜는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 감염병을 중심으로 개인의 위험정보탐색 및 처리
에 미치는 요인들과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RISP모형의 메르스라는 감
염병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했으며, 메르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적극적 탐색과 체계적 처리가
이후 메르스 관련 예방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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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과 정서
전술했듯이 RISP모형은 위험인식에 따라 각성되는 부정정서 반응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부정정서 반응 정도에 따라 위험정보 탐색행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김효정(2019)은 RISP모형의 핵심변인 중에 하나인 부정정서를 분노와 두려
움이라는 개별정서로 세분화해 개별 정서에 따라 정보탐색행위가 다르게 작동된다는 점을
밝혔다. 즉, 원자력 위험으로 각성된 두려움은 정보 불충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반면,
분노는 정보 불충분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위험에 대한 위험인식, 정서반응, 위험예방행위의도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도 있다.
윤선욱, 박계현, 나은영(2010)은 신종플루 메시지에 대한 공포감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실험결과 메시지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결과의 심각성이
크게 제시될수록 공포감이 커지고 공포감이 커질수록 예방행위의도가 잘 일어났다.
최근 연구(장사랑, 손애리, 2020)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해 정서적 반응은 분노와 공포의
정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사랑과 손애리는 FGI를 통해 면접 참여자들이 코로나
19를 개인적 차원의 위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
자들은 코로나19를 생물학적 위협만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세계적 위기’, ‘집단감염
의 위협’ 등 사회적 맥락에서 코로나19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짜증’, ‘스트레스’
와 같은 정서와 함께 ‘두려움’, ‘걱정’, ‘불안’, ‘조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6) 낙관적 편견(Optimistic Bias)
와인스타인(Weinstein, 1980)이 개념화한 낙관적 편견은 다음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한다. 첫
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불행한 사건을 겪을 확률이 낮다고 지각한다. 예를 들어, 자
신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나 교통사고, 절도 등을 당할 가능성을 평균 확률 이하로 지각함
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타인에 비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
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사건을 겪을 확률이 크다고 믿는다(한미정, 1998; Perloff,
1983; Weinstein, 1983). 이러한 가정을 포함하는 낙관적 편견은 수용자들이 부정적 사건 또
는 질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예방 행위나 처방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기도 한
다. 즉, 낙관적 견해가 비현실적으로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질병 등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예방 행동이나 위기 극복 노
력을 게을리 하게 된다(한미정, 1988; Weinstein, 1980, 1989).
실제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낙관적 편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외의 연구에서 금연(Dillard, McCaul, & Klein, 2006), 성행위(Burger & Burns,
1988), 피부암((Bränström, Kristjansson, & Ullén, 2006)의 맥락에서 낙관적 편견이 발생하
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연구, 특히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에이즈(차동필, 2004; 김봉철,
최양호, 최명일, 2006; 손애리 외, 2009), 암(이동숙, 2003; 손영곤, 이진우, 장지영, 2011), 신
종플루(장정헌·심재철, 2013) 등의 질병에 대해서 낙관적 편견이 발생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낙관적 편견과 관련 행동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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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과 동료들(Cho et al., 2012)은 신종플루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자기보호 행동과 유의미
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에이비스 등(Avis et al., 1989)의 연구에서
도 낙관적 편견을 갖는 사람은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 평가를 받은 후 지각된
위험을 바꾸는 것에 더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전술했듯이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는 감염 특성을 살펴보면, 감염률은 비수도권보다는 수
도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명률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노년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특성은 개인의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변인(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 낙관적 편견, 주관적 규범, 정부추
구행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감염되고 또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낙관적
편견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별, 연령, 거주지역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
낙관적 편견, 주관적 규범, 정부추구행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 또한
장기간 사회의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관적 편견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낙관적 편견이 발생하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HBM(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과 RISP모형(주관적 규범, 정보추구
행위)에 포함된 변인과 낙관적 편견 및 정서요인(공포, 분노, 슬픔, 즐거움)이 코로나19 예방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HBM 요인, 정서요인, RISP요인은 코로나19 예방행위의도에 각각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법론
1)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가 시작된 2021년 2월 9일의 코로나19 상황은 다음과 같다. 3
차 유행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는 시점이었다. 신
규 국내 일일 확진자는 300명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고 전체 국내 누진 확진자는 81,487명
수준이었다. 누적사망자는 1,482명이었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
단계를 유지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수도권은 오후 9시, 비수도권은 오후 10시로 영업
시간 제한이 있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경계했던 시점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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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시작이 2월26일로 계획된 시점이며 접종이 이미 시작된 해외에서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되었던 시점이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성별과 연령별로 균등하게 배
분하는 균등할당표집으로 전국표본을 추출했다. 본 연구에서 균등할당표집을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대한 성별, 연령별 태도와 인식을 고루 반영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전체 26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3.88세(sd=13.86)으로 나
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31명(49.1%), 여자가 135명(50.9%)로 남자가 약
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52명(19.5%), 30대가 54명(20.2%), 40
대가 53명(19.9%), 50대가 55명(20.6%), 60대가 53명(19.9%)으로 각 연령대의 비중이 20%
안팎으로 맞춰졌다. 그 외 설문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대졸이 128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47.9%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고졸(45명, 16.9%), 전문대졸(34명, 12.7%), 대학원
이상(35명, 13.1%) 순으로 높은 비중이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성별, 연령대, 학력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N=267)
구분
세부구분
빈도
남자
131
성별
여자
136
20대
52
30대
54
연령
40대
53
50대
55
60대
53
고졸
45
전문대졸
34
학력
대학재학
25
대졸
128
대학원 이상
35
수도권
170
거주지역
비수도권
97

퍼센트
49.1
50.9
19.5
20.2
19.9
20.6
19.9
16.9
12.7
9.4
47.9
13.1
63.7
36.3

2) 각 변인의 측정 및 문항 신뢰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코로나19 건강예방행위와 코로나19 백신접종의도이며 종속변인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대, 거주지역)과 인지된 심각성, 자기
효능감, 주관적 규범, 정서각성이 포함되었다. 인구학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은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19 건강예방행위
건강예방행위는 응답자 개인이 평소 코로나19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 및 보건 차원의
예방행동을 인지적 노력을 들여 스스로 수행할 의지 정도를 의미한다. 3개월 이내에 다음의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 형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건강예방행위척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설문
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했다. 측정항목에는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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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다’,
‘나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내가 있
는 공간을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이다’의 4문항이 포함되었다
(크론바흐 α = .819).
(2)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심각성’은 건강을 해치는 질환에 결렸을 때 개인이 지각하게 되는 신체적 그리고 사
회적 심각성으로 정의된다. 인지된 심각성 측정을 위해 Rimal 등(2009)의 연구와 홍다현과
전종우(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는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이다”, “누군가 코로나19에 노출되면 심
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심각한 질병 중의 하나이다”, “코로나19는
그 어떤 질병보다 치명적이다.” 등의 4문항이 포함되었다(크론바흐 α = .823).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 능력에 대해 믿는
신념으로 정의된다.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장정헌과 심재철(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감염
병 예방수칙에 대한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변형해 사용했다. 최초 측정항목에는
“나는 나의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마스크 착
용과 손씻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사회적 거리두
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세 문항이 포함되었으나 백신접종
관련 항목이 신뢰도(.635)를 저해하고 있어 해당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두 항목이 분석에
포함되었다(크론바흐 α = .700).
(4) 낙관적 편견
낙관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나와 타인에게 발생할 위험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하는 절대
적 판단지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을 개인수준과 타인수
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송해룡, 김찬원, 김원제(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
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였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위험인식을 묻는 항목에
는 “나에게 코로나19는 심각한 문제이다”, “나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나는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느낀다”의 세 문항이 포함되었다(크론바흐 α=829). 타인 위험
인식을 묻는 항목에는 개인 위험인식 항목에서 사용된 “나는”을 “다른 사람들은”로 바뀐 내
용이 동일한 문항수로 포함되었다(크론바흐 α=.810). 낙관적 편견은 타인 위험인식에서 개인
의 위험인식을 뺀 값으로 값이 클수록 낙관적 편견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 정서
응답자 개인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반응하여 겪는 부정적 정서의 정도다. 에크만(Ekman,
2003)의 7개 보편적 정서 중 팬데믹 상황에서 각성될 수 있는 부정정서인 공포, 분노, 슬픔
의 정서에 대해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에는 “나는 코로나19를 떠올리면 공포감이 든다”, “나
는 코로나19를 떠올리면 분노감이 든다”, “나는 코로나19를 떠올리면 슬픔이 든다”의 세 문
항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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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응답자 개인이 코로나19 위험 예방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
해지는 압력을 지각한 정도로 정의된다. 측정을 위해 김수진과 차희원(2016) 연구에서 사용
된 ‘주관된 규범’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에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에게 중요
한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실천하길 바랄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코
로나19예방행위를 실행할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예방행위를 효과적이
라고 생각할 것이다’ 등의 4문항이 포함되었다(크론바흐 α=.918).
분석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본 분석에 앞서 측정된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 <표 2>에서 보듯이 먼저
HBM 변인인 인지된 심각성(M =4.20, SD=0.68)과 자기 효능감(M =4.03, SD =0.59)의 평균은
4.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서요인은 분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공포,
슬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즐거움은 1.37(SD =0.81)로 낮게 나타났다. RISP요인은
주관적 규범이 4.40(SD =0.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추구행위는 3.97(SD =0.66)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예방행위의도의 평균은 4.48(SD =0.52)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변인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
낙관적 편견
공포
분노
슬픔
즐거움
주관적 규범
정보추구행위
예방행위의도

<표 2>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4.21
4..21
0.04
3.59
3.73
3.45
1.37
4.40
3.97
4.48

표준편차
0.67
0.60
0.80
0.94
0.98
0.97
0.81
0.54
0.66
0.52

2) 연구문제 1: 성별, 연령, 거주지역 따른 위험인식, 낙관적 편견, 예방행위의도의 차이
<연구문제 1>에서는 인구학적 속성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수도권 vs. 비수도권)에 따라 독
립변인(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 낙관적 편견, 주관적 규범, 정보추구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산분석결과 성별을 제외한 다른 인구학적 속성에 따른 독립변
인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 정보추구
행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인지된 심각성은 여성(M =4.30, SD =0.64)이 남
성(M =4.11, SD =0.68)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 [1, 265]=5.784, p=.017, η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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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인지된 심각성
자기 효능감
낙관적 편견
주관적 규범
정보추구행위
*p<.05

<표 3> 성별에 따른 독립변인의 차이
남자
여자
전체
F
평균(SD ) 평균(SD ) 평균(SD )
4.11(0.68) 4.30(0.64) 4.21(0.67) 5.784**
4.12(0.64) 4.29(0.56) 4.21(0.60) 6.035
0.09(0.82) -0.01(0.78) 0.04(0.80) 1.183
4.35(0.56) 4.46(0.52) 4.40(0.54) 2.780*
3.86(0.70) 4.07(0.61) 3.97(0.66) 6.454

p

.017
.015
.278
.097
.012

η2

.021
.022
.004
.010
.024

3) 연구문제 2: 낙관적 편견
낙관적 편견 측정에 사용된 타인에 대한 위험인식의 평균은 4.02(SD =0.82)이고, 본인에 대한
위험인식 평균은 3.98(SD =0.83)로 나타났다. 두 항목 간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t(267)=-0.77, p=.444로 본인이 생각하는 타인에 대한 위험인식과 본인의 위험인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코로나19에 대해 타인에 비해 본인은 감염 가능성
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인 낙관적 편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4) 연구문제 3: HBM, 낙관적 편견, 정서요인, RISP의 예방행위의도에 대한 영향력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표 4> 참조). 먼저 인지된 심각
성은 다른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낙관적 편견(r=-.170)과 즐거움
(r=-.230)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모든 변인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
능감은 공포(r=.182)와 분노(r=-.170)의 정서, 주관적 규범(r=-.522)과 정보추구행위(r=-.328)
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즐거움(r=-.271)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낙관적
편견은 공포(r=-.209), 분노(r=-.127)의 정서, 정보추구행위(r=-.133)와 모두 부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공포의 정서는 분노(r=437), 슬픔(r=437)의 정서와 주관적 규범(r=259), 정보추
구행위(r=431)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분노의 정서 역시 슬픔(r=445), 주관적 규범
(r=283), 정보추구행위(r=336)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슬픔의 정서는 주관적 규범
(r=169)과 정보추구행위(r=28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반면, 즐거움의 정서는 주관적 규
범(r=-.378)과 정보추구행위(r=-.178)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주관적 규범과 정보추
구행위(r=468)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낙관적 편견과 즐거움의 정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인들은 서로 정
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인지된 심각성, 공포와 분노와 같은 정서각성이 증가할수록 낙관
적 편견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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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1. 인지된 심각성 - **
2. 자기 효능감 .385 **
3. 낙관적 편견 -.170**
4. 공포
.554**
5. 분노
.449**
6. 슬픔
.285
7. 즐거움
-.230****
8. 주관적 규범 .497**
9.* 정보추구행위
.562
p< .05, ***p< .01, ***p< .001

<표 4>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2
3
4
5
6
7
8
.003
.182**** -.209**** - **
.170 -.127 .437** - **
.074 -.104 .437 .445
-.271**** .072 -.034** -.119** .064** - **
.522** -.109* .259** .283** .169** -.373** - **
.328 -.133 .431 .336 .281 -.178 .468

독립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1.00～1.85의 범위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가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별독립변인들이 코로나19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
다. RISP모형과 건강신념모형의 변인을 혼합해 먼저 개인의 인구학적 속성을 투입하고, 이
어서 건강신념모형에 포함되는 변인인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낙관적 편견을 투
입했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RISP모형의 정서를 개별정서로 세분화해 부정정서인 공포, 분
노, 슬픔과 함께 긍정정서인 즐거움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 네 번째 모형에서는 RISP모형
의 주관적 규범과 정보추구행위를 포함시켰다.
코로나19 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을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는 <표 5>과 같다.
모든 변인이 포함된 최종 모형4는 60.1%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 중 HBM 요인은 예방행위
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체 변량의 39.4%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RISP
요인은 15.1%, 정서요인은 5.5%, 인구학적 요인은 2.1%의 변량이 나타났다.
모형1의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β=.144, p<.05)만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여성
이 남성보다 높은 예방행위의도 경향을 보였다. 모형2에서 HBM 요인과 낙관적 편견을 포
함시켰을 때, 인지된 심각성(β=.319, p<.001), 자기효능감(β=.406, p<.001), 낙관적 편견(β
=-.101, p<.05) 모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낙관적 편견은 낮을수록 예방행위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정서요인을 포함한 모형
3에서는 즐거움(β=-.222, p<.001)만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즐거움이 낮을
수록 예방행위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ISP요인을 투입한 모형4에서 투입된
RISP요인인 주관적 규범(β=.438, p<.001), 정보추구행위(β=.179, p<.01) 모두 유의미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규범과 정보추구행위가 높을수록 예방행위의도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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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코로나19 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의 영향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변수
β
β
β
β
*
.144
.026
.013
.020
인구학적 성별(더미)
연령
.031
.048
.069
053
특성 거주지역(더미)
.031
.004
.012***
.014**
HBM 인지된 심각성
.319***
.349
.155
요인과 자기효능감
.406***
.355***
.179***
낙관적 낙관적 편견
-.101*
-.100*
-.080*
편견
공포
-.097
-.120
분노
-.001
-.109
정서
요인
슬픔
-.007***
-.032**
즐거움
-.222
-.050***
.438 **
RISP 주관적 규범
요인 정보추구행위
.179
F2
1.865
28.212***
20.920***
31.885
R2
.021
.394
.450
.601
.010
.380
.428
.582
adjR
ΔR 2
.021
.373
.055
.151
*p< .05, ***p< .01, ***p < .00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난, 장기화가 된 시점에서 코로나19 예
방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건강신념모형과 위험정보탐색처리과정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을 중
심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신념모형의 인지된 심각성과 자기효능감과 위험
정보탐색처리과정모형에서 사용되는 정서적 반응, 주관적 규범, 정보추구행위, 그리고 낙관
적 편견을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반응을 공포,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의 개별정서로 세분화해 개별정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예방행위의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
는데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위험연구에서 보고되는 낙관적 편견
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서는 코로나19 예방행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적 편견이 낮을수
록 예방행위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건강신념모형인 인지된 심각성과 자기효능감은 코
로나19 예방행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방행위의도를 예측하는데
부정정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긍정정서인 즐거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즐거움이 낮을수록 예방행위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ISP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정보추구행위는 코로나19 예방행위의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다음의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예방행위의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타났으나 연령대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지역적으로는 수
도권에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로는 청년층보다는 노령층에게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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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언론을 통해 부각된 부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에 진행된 연구(정애리·홍은주, 2020)를 보면, 감염예방행위 수행의도에서는 젊은층에 비해
노년층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김
승대, 2019; Jones & Salathe, 2009; Quah & Hin-Peng, 2004; Tang & Wong, 2004)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험과 건강에
대한 예방행위는 통상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인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낙관적 편견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통상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낙관적 편견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코로나19가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타인뿐만 아니라 개인
에게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낙관적 편견은 해
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속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동숙, 2004). 이러한 점에서 낙관적 편견은 한국과 같은 집단주
의 속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명시적 위험보다는 잠재적 위험에서 발생하고, 혹은 위험이 발
생하고 그 위험이 대규모로 지속될수록 낙관적 편견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흥미롭게도 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예측하는 개별정서로는 공포,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정서가 아니라 즐거움의 긍정정서로 나타났다. 통상 위험과 예방행위 연구에서 정서를
매개변인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의 가지고 있는 특성상 부정정서가 일반적으로 포함
이 된다. 예를 들어, 김효정(2019)는 RISP모형을 변형해 원자력 위험으로 각성되는 분노와
두려움의 개별정서가 위험정보 인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위험
에 개별부정정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개별부정정서가 아닌 긍정정서가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보통 팬데믹 초기상황에서는 관련 정보의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으로 인해 공포 상황이 발생하지만, 펜데믹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생 생활과 영업 침해,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증가와 이로 인한 방역정책강화 등은 분노의 정서를 각성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도 및 관련해 안타까운 사연의 언론 보도
등은 슬픔의 정서를 각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팬데믹이 상황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일상생
활의 침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정정서는 공포, 분노, 슬픔의 개별정서로 존재하기 보다는
이러한 부정정서가 통합된 즐겁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
과는 팬데믹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정정서 측정과 함께 긍정정서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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