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보
2021년 65권 4호 106∼147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1.65.4.003
http://www.comm.or.kr

1)2)3)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19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 처리,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RISP 모델의 적용
조영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주무관
김수연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How Public‘s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Affect COVID-19 Risk
Perceptions,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and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Young-Lee Cho**
(Assistant Officer, Seoul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Soo-Yeon Kim***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edia, Arts, and Science,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existing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based on generational gaps in
understanding the domestic spread of COVID-19. It attempts to examine the effects of public’s age,
political orientation, and COVID-19 risk perceptions on their attitudes towards COVID-19 risk
communication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as well as their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by applying the RISP model. The survey was conducted in November 2020 with
107 respondents categorized as young (in their 20s), 107 categorized as middle-aged (in their 40s),
and 111 categorized as elderly (in their 60s) using panel data from a research firm in Korea.
Respondents' age affected their risk perceptions negatively. It meant that respondents in their 20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OVID-19 risk perceptions than did respondents in their 60s.
Nevertheles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various age group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orientation, COVID-19 risk communication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or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This indicates that Korean publics seek and process
COVID-19 risk communication information actively and evaluate the government’s respon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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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somewhat positively regardless of age. While respondents' political orienta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OVID-19 risk perceptions, it affecte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Those who were ‘progressive’ in political orientation we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positively. The COVID-19 risk perceptions of respondents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information seeking and systematic processing positively, while it impacted
their heuristic processing negatively. Respondents' risk perception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information avoidance. It meant that high risk and unprecedented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the COVID-19 hardly made publics avoid COVID-19 information. While respondents'
systematic processing significantl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their information seeking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Respondents' risk perceptions indirectly affecte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positively through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Particula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high-risk perceptions
of young publics in their 20s, and risk communication for them should be well-planned and targeted
to alleviate their high-risk percep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apply RISP
model to understand how public's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affect COVID-19 risk perceptions,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an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Keywords: Risk communication, COVID-19, Age, Political orientation, RIS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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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1년 1월 28일 기준으로 전 세계 218개 국가에서 약 1억 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중 2백만여 명이 사망하였다(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19로 인한 위
험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질병의 확산만큼이나 코로
나19에 대한 공중의 위험 인식은 정치, 경제 등 정책 결정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 쟁점화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한 예로, 2020년 8월
1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였지만,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지침을 무
시하고 광화문집회를 강행하였고, 결국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치적, 세대 간 갈등을 심
화시켰다(오주현, 2020. 9. 8).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진 검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와 같이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하기에, 공중의 이해와 합의 등 공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위험커뮤니케이션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위험커뮤니
케이션은 위험 과정이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이해 뿐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의 문제 공유와 연대를 이루어내는 것으로(김영욱, 2014),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박상표‧조홍준, 2010).
개인의 위험 인식은 심리, 사회,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에(Slovic, 2000),
같은 위험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회·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심리적으로 다
르게 느낄 수 있다. 새롭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의
습득은 필수적이며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는 중요하다(McComas, 2006). 위험 인식과 정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모델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모델은 위험 판단에 관여하는 감정과 정보, 행동을 예측하는 종합적인 모델로(김영욱․김
영지․김수현, 2018), 위험 인식에 따라 위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지, 회피하려고 하
는지와 그 정보의 처리를 체계적으로 하는지, 주변적 처리를 하는지 위험 인식과 정보 처리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Huang & Yang, 2018). 위험 인식과 위험 정보의 추구 의도에 관한 선
행연구들은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며 체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주장
했었다(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이경진․진범섭․최유석․한정석, 2017).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험 인식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리서치가 2020년 6월 중순 진행한 조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 20대, 30대, 40대
로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 위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성현정, 2020). RISP 모델에서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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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관련한 경험, 정치적 성향,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위험 인식에 대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RISP 모델을 설명하는데 다른 선행 변인들에
비해 그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Yang, Aloe, & Feeley, 2014a). 그러나 이 연구는 코로
나19라는 신종 감영병에 대한 위험 인식에 RISP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기에, 연령이라는 가장 기
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의 상황에 대해 가장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20대와 60대(최유정‧최샛별, 2013),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세대인 40대
(윤호우, 2020. 10. 24)를 중심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감염병 위험 이슈에 대해, 연령과 정
치 성향 같은 사회문화적, 개인적 특성이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지금까지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중의 정치 성향을 RISP 모
델에 적용해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기존에
RISP 모델을 활용한 연구는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를 최종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으나[예를 들면, 환경 문제(Kahlor, Dunwoody, Griffin, Neuwirth, & Giese, 2003), 자
연재해(Griffin, Yang, ter Huurne, Boerner, Ortz, & Dunwoody, 2008), 불산 유출과 태
풍(허서현‧김영욱, 2015), 기후변화(김영욱 외, 2018), 지진(이혜규‧백혜진, 2019)], 최근 들어
연구의 실무적인 함의를 더하기 위해 관련 예방 행동과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등으로 변인을 연
결시켜 확장하기도 하였다(김효정, 2019).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RISP 모델에서의 정보
탐색과 체계적 처리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까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위험과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중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주로 그들의 심리적 상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코로나19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
과 감염에 대한 걱정, 우려, 불안 등 두려움의 정도, 국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Dryhurst et al., 2020; Gerhold, 2020; Honarvar et
al., 2020; Qiu et al., 2020; Shiina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 경로, 증상, 예방 행동에 대한 지식, 잘못된 믿음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되었다
(Honarvar et al., 2020; Narayana et al., 2020; Shiina et al., 2020). 코로나19의 위험 인
식에 대한 국외 연구는 2020년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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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허스트 등(Dryhurst et al., 2020)은 3월부터 4월까지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스페인, 이
탈리아, 스웨덴, 멕시코, 일본, 한국 10개 국가 6,99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정도, 감
염 가능성, 코로나19가 본인, 가족, 친구, 나라에 미칠 영향 정도, 감염 후 건강의 심각성, 코로나19
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지식, 경험, 사회적 증폭, 친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많은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덜 위험하게 느꼈고, 위험 인식과 건강 예방 행동은 크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응답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걱정은 많이 하지만 감염에 대한
우려 수준은 낮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Gerhold, 2020). 시이나
등(Shiina et al., 2020)은 2020년 3월말, 일본에서 코로나19 인식과 불안의 정도가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응답자의 13.3%는 코로나19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10.7%는 전혀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고, 11.7%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염려
수준이 낮았고, 10.8%는 감염이 되어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었다. 감염에 대한
지식수준과 불안 정도가 낮은 이들은 대략 전체 응답자의 10%정도였는데 그들은 젊었지만, 대부분
의 연령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적절한 예방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기에 정부의 교육과 정보 제공의 시급함이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정보의 접근성 수준도 낮았기에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호나바르 등(Honarvar et al., 2020)은 이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 Rosenstock, 1974)
에 기초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행동, 위험 인식 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남성일수록, 교육 수
준이 낮을수록, 나이든 사람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행동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렇게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한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관찰된 주
요한 양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며(Dryhurst et al., 2020;
Gerhold, 2020; Honarvar et al., 2020),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
록 위험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며(Honarvar et al., 2020; Narayana et al., 2020; Qiu et al.,
2020; Shiina et al., 2020),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행동과 연관이 있
다는 것이다(Dryhurst et al., 2020; Lee & You, 2020).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왜 여자가 남
자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의 위험 인식 관련한 많은 선행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 인식이 높다고 밝혔었
다(Flynn, Slovic & Metz, 1994; Steger & Whitte, 1989; Sten, Dietz & Kalof, 1993).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성역할(Steger & Whitte, 1989)과 관련하여 여성, 특히 자
녀가 있는 여성은 양육자(Sten et al., 1993)로서 위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며, 위
험을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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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들을 시간 추이별로 살펴보면,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2020년 2월 말, 코로나19의 위험 인식과 예방 행동 등에 대해 응답자 중 감염 가능성이 ‘높거나 낮
지 않다.’ 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1.3%, 인지된 심각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48.6%, ‘매우
높다.’는 비율도 19.9%에 달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예방 행동 의도가 높아져 위험 인식과 예방 행동의
실천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Lee & You, 2020).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 집
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3월 진행된 부산 시민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 조
사에는 응답자의 81.1%가 코로나19 확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감염 우려
(71.2%)보다 주변 사람의 감염(82.4%)을 더 우려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안감(59.3%)
을 느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 반응(29.4%)이 발생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황선윤,
2020. 3. 23). 다시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대로 내려온 4월 중순에 진행된 조사에는 경기도민 10
명 중 1.4명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전 조사처럼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가
자신 뿐 아니라 주변으로의 전염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훈 외, 2020). 그러나 경기
연구원이 4월 말 전국 17개 광역시･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응답자의 90%는 코로
나19가 독감 수준으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76.3%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이은환, 2020).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와 비교적 안정
적으로 관리되던 8월 제주도민 625명에게 코로나19의 의미를 물은 결과, ‘위기(41.9%)’가 가장 많
았고, 다음은 ‘두려움(27.8%)’, 세 번째는 ‘변화의 기회(26.1%)’, ‘일상적’이라는 답변도 3.8%로 확
인되었다(위영석, 2020. 9. 21). 이처럼 우리나라 공중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을 심각하
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확산 수준에 따라 위험을 느끼는 정도와 정부에 대한 평가가 유동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질병 자체에 대한 심각성은 낮으나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는 취약성은 조사 대
상자의 반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독일이나 이란 등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결과로 주변 사람에게 전
염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이 높았다(황선윤, 2020. 3. 23). 이러한 우려는 정신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인 예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Lee & You, 2020). 또한,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코
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이은환, 2020).

2) 위험 정보 탐색 처리(RISP) 모델
위험 정보 탐색 처리(RISP) 모델은 개인이 위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며 처리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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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모델로 개인적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감정, 주관적 규범, 정보 불충분성, 정보 탐색과 회피,
처리 방식 등에 대해 이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모형이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특히, 위험 정보에 대한 탐색과 처리 태도가 핵심적인 변인으로 위험 인식에 따라 위험 정보
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지, 피하려고 하는지와 그 정보의 처리를 체계적으로 하는지 혹은 주변
적 반응을 보이며 어림짐작으로 주변적 처리를 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한다(Huang & Yang,
2018). RISP 모델에 따르면, 개인들은 정보 충분성에 대한 심리적인 필요로 위험 정보에 대한 적
극적인 탐색과 체계적 처리를 한다(Yang et al., 2014a). 이 모델은 이글과 체이큰(Eagly &
Chaiken, 1993)의 휴리스틱-시스메틱 정보처리과정 모델(The Heuristic-Systematic Model)
과 슬로빅(Slovic, 1987)의 심리측정 방법, 에이젠(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등 위험 판단에 관여하는 감정과 정보, 행동을 예측하는
종합적인 모델이다(김영욱 외, 2018). RISP 모델에서 휴리스틱-시스메틱 정보처리과정 모델은 위
험 정보의 처리 부분에 활용되고, TPB는 행동에 대한 태도의 형성이 행동 수행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주관적 규범 등의 변인과 관련이 있다(차유리‧조재희, 2019).
RISP 모델은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 예방접종, 자연재해, 환경 등 다양한 위험 인식과 정보
의 탐색과 처리에 적용하여 검증되어왔으며(Yang et al., 2014a), 국내외에서 다양한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추구와 처리 태도 나아가 관련 행동을 예측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위험 요인들[메르스(서미혜, 2016), 원자력 발전(김효정, 2019), 미세먼지(구윤희 외,
2020; 차유리‧조재희, 2019)]에 RISP 모델을 적용한 실증적 연구들은 다양하였다. 서미혜
(2016)는 메르스 관련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가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특
히 SNS 이용량에 따른 고(高), 저(底) 두 집단 비교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SNS 이용이 메르
스에 대한 위험 지각을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동인으로 작용해 정보
의 체계적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미혜(2016)는 SNS 이용 정도에 따라 나눈
집단 비교를 통해 SNS 이용이 메르스에 대한 위험 인식이 부정적 감정으로 관계되어 지는 것을
완화하고, 정보의 체계적 처리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김효정(2019)은 RISP 모델
의 지역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서울 지역 보다 원자력 인근 지역 주민이 위험 인식, 감정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위험 정보 탐색 처리 경향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김효정(2019)은 RISP 모델
에서 ‘부정적 감정’을 ‘분노’와 ‘두려움’으로 세분화해 개별 감정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반면, 분노가 클 때
는 오히려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감소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과 서
울시민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관련 지역 주민의 관여도와 위험 인식, 감정적 반응이 서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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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구윤희 등(2020)은 RISP 모델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위험 인식과 부정적
감정 반응이 관련 정보의 탐색과 처리를 거쳐 미세먼지 예방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부정적 감정이 미세먼지 캠페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 개인적 특성(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RISP 모델은 위험 인식이나 감정, 주관적 규범, 행동과 태도 등 여러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가장 선행하는 변수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위험과 관련된 경험이나 개인이 중요시하
는 가치,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물론 인구통계학적 요소도 이에 해당된다(김영욱 외, 2018). RISP
모델에서 과거의 위험과 관련한 경험, 정치적 성향,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위
험 인식에 대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Yang et al., 2014a). RISP 모델은 정보 불충분성
으로 개인들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를 설명하는데, 정보 불충분성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특정 위험
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반응이 있다(Yang et al., 2014a). 선행 연구는 여성일수록, 소수
인종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과거 위험과 관련한 경험이 있을수록, 정보 불충분성이 크다고 주장
하였다(Griffin, Neuwirth, Dunwoody, & Giese, 2004). 연령은 위험 인식 연구에 있어서 주
요한 변인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같은 연령 집단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같은 역사 경험을 통해 동
질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s)’ 또는 ‘코호트효과(cohort effects)’를 관
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Mannheim, 1970). 기존의 위험 인식과 연령에 대한 연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경험과 위험 가능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란, 2011).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RISP 모델을 설명하는데 다른 선행 변인들에 비해 그 설명력이 낮
았던 것은 사실이지만(Yang et al., 2014a),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영병에 대한 위
험 인식에 RISP 모델을 적용하여 알아보는데 있어, 연령이라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2020년 3월 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위험 인식, 불안과 우울증
을 조사한 결과, 노인 연령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지
만,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을 낮게 인식하고,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 건
강은 전체 연령층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Bruine, 2020).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코로나19의 위험을 덜 심각하게 인식하였지만(Gerhold, 2020), 이란에서는 나이든
사람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행동 수준이 낮았고(Honarvar et al., 2020), 중국에서는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Qiu et al., 2020).
이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위험 인식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보면, 연령이 높을
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나 위험 인식이 항상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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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험 인식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한국리서치가 2020년 6월 중순 진행한 조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 20
대, 30대, 40대로 순으로 나타났다(성현정, 2020). 기존의 위험 인식과 연령에 대한 연구는 연
령이 높을수록 다양한 위험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영란, 2011), 60
대의 위험 인식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보다 코로나19의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는 조
사 결과(성현정, 20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1>을 설정하였다.

H1: 공중의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다.

RISP 모델에 따르면,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의 개인의 가치도 위험 인식과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독립 변인이 될 수 있다(김영욱 외, 2018; Yang et al., 2014b). 김
영욱 등(2018)은 RISP 모델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정보 추구와 처리를 알아보았는
데,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문화이론의 개념 중에서 개인주의와 평등
주의 그리고 한국인의 집단적 문화와 연관이 있는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을 통제 변수로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평등주의와 사회적 체면, 개인적 체면은 정보의 회피, 체계적 처리와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은 정보의 탐색과 피상적 처리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체면은 정보 회피와 피상적 처리에 정(+)적 상관관계를, 개인적
체면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의 탐색과 처리는 사회문화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쇼버그(Sjoberg, 1998)는 위험 인식에 대한 세계관 이론(Douglas & Wildavsky,
1983)과 정치 성향, 신뢰 등의 변인을 활용해 36개의 위험에 대한 인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개
인의 정치 성향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개인의 정치 인식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핵 발전(이영애‧이
나경‧이현주, 2013; Slovic et al., 1991)과 지구온난화(Leiserowitz, 2006) 관련 이슈가 있다.
1989년 미국 네바다 주에 핵폐기물 폐기장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위험 인식과 의사 결정, 신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당시 핵 폐기장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였던 기관인 에너
지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매우 낮았고, 이는 정치적인 걸림돌이 되어 방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Slovic et al., 1991). 이영애, 이나경, 이현주(2013)는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지역 이미지 손상과 주민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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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이익 발생을 염려하였다고 밝혔다. 이때, 보수 정치 성향의 주민은 방폐장 유치를 반대할
가능성이 진보 성향 주민보다 약 3.8배 높았는데, 이는 보수 정치 성향의 주민이 방폐장의 위험을
더 높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바, 비사로, 블룸(Inbar, Pizarro & Bloom,
2009)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진보적인 성향보다 낙태, 동성애 결혼과 같은 도덕적 순
수성과 관련된 이슈에 혐오적인 감정과 더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과 정치 성향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에
서는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멕시코와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Dryhurst et al., 2020).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얻은 지역 별 트럼프 유권자 비
율을 정보(MIT Election Data Science and Lab)를 토대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를 검토하고, 코로나19 관련 구글 건강 정보(Google Health Trends)
검색 이력을 지역 별로 분석한 결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
대적으로 코로나19 위험을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Barrios & Hochberg, 2020). 그러
나, 국내에서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기에(유수인, 2020.
2. 21; Dryhurst et al., 2020), 아래 이에 관한 <연구가설2>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관한 <연구문제1>을 설정하였다.

H2: 공중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코로나19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다.
RQ1: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은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4) 건강신념 모델(HBM)에서의 위험 인식
건강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질병과 관련된 신념이 질병 예방 행동과 행동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1950년대 미국의 공공 보건 서비스 방향이 질병의 치료
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다양한 질병 예방 연구에 활
용되면서 발전되어 왔다(Rosenstock, 1974). 건강신념 모델에서 건강 예방 행동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크게 지각된 위협, 행동 수행에 관련한 혜택과 장애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지각된 취
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s),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로 구성되었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1974). 이중 지각된 취약성은 질병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건강 위협으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민감성과 위험성이고, 지각된 심각성은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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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질병의 심각성을 치료하기 힘든 정도, 죽음의 가능성, 고통 정도를 뜻하며,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심각성은 지각된 위협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Janz & Becker, 1984). HBM은 위와 같은
4가지 건강 신념을 중심으로 결핵을 비롯하여 암, 고혈압, 에이즈 등 다양한 질환과 관련한 건강 행
동을 예측하는데 활용되어왔다(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질병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고, 신종 감염병과 관련하여서는 신종플루(유석조‧정현주‧박현순, 2010), 해외 감염
병(장해 외, 2020)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해, 박주식, 이경식(2020)은 HBM을 적용하여
해외 감염병 예방행동의도의 요인과 외적행위단서로서 SNS 구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지각된 취약성을 제외하고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혜택, 지각된 장애가 해외 감염병 예방행동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SNS 구전의 조절효과는 지각된 혜택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석조, 정현주, 박현순(2010)이 해외 신종 감염병 신종인플루엔
자 예방 행동을 건강신념 모델과 백신 부작용 보도의 영향을 함께 분석했을 때는 지각된 취약성과
지각된 혜택이 높을수록 건강 예방 행동인 백신 접종 의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병관, 오현
정, 신경아, 고재영(2008)이 인플루엔자 예방 미디어 캠페인의 효과를 건강신념 모델을 적용해 예
방 행동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심각성과 개연성, 이득과 자기효능감이 예방 수칙
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미디어 캠페인이 인플루엔자 예방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못하였으나 신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HBM에서 활용된 지각된 위협 차원을 코로나19의 위험 인식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고
자 하였다. 코로나19의 위험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Dryhurst et al., 2020; Gerhold, 2020;
Honarvar et al., 2020; Narayana et al., 2020; Qiu et al., 2020; Shiina et al., 2020)들도
실질적인 질병의 심각성과 감염 가능성 등을 지각된 위협의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RISP 모델은 건강
관련 위험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정보 처리를 다루지만,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위험 인식에 대한 접근 또한 일반적인 위험과는 달리 직접적으
로 건강과 관련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그 질병이 건강에 미치는 정도나 사망률, 감염의 가능성이나 경로, 감염재생산
지수, 유행 지역, 일일 확진자수와 같은 감염 상황 등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취약성을 판단하는 기
준이 상당 부분 새로운 정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RISP 모델을 중심으로 질병에 위
험 인식과 정보 처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에 대한 HBM의 일부 변수들에 집중하였다.

5)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정보 탐색과 정보 처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핀 등(Griffin et al., 1999)의 RISP 모델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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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를 종속변인으로 삼으며, 개인적 특성, 위험 인식, 감정 반응, 주관적 규
범, 정보 불충분성, 커뮤니케이션 채널 인식, 정보 수집 능력 인식 등 주요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보의 탐색은 탐색과 회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 탐색은 미디어, 사람과 사람
간 대인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하
고, 반대로 정보 회피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뜻한다(구윤희 외,
2020). 사람들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더 또는 덜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
는 불충분성이 탐색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에 주목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하기도 한다
(Griffin et al., 1999). 불확실성 관리 이론(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UMT)에 의
하면, 불확실성이 주어졌을 때, 이를 평가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불확
실성의 관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그 중에 가장 널리 연구된 전략은 정보의 탐색이다
(Hogan & Brashers, 2009).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진단과 치료 방법의 계획을 세우면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기도 하며,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희망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또 기존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재의 불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회피하기도 한다(Barbour et al., 2012).
위험 정보의 처리는 주어진 위험 정보를 꼼꼼하게 되새기며 체계적으로 처리하는지 혹은 깊
이 생각하지 않고 주변적으로 하는 지로 구분할 수 있다(Huang & Yang, 2018). 체계적
(systematic) 처리는 결정을 내릴 때 조심스럽게 비교하고 이미 내린 결정 정보도 자문해 우선순
위를 정하기도 한다(Trumbo, 2002). 그러나, 위험 정보에 대한 주변적 처리는 경험적으로 판단
하는 주변적(heuristic) 정보 처리로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Wei, Zhao, Wang, Cheng, & Zhao, 2016), 주어진 메시지나 사실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 최근의 경험에 의존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차유리‧조재희, 2019).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관련 연구는 위험 인식과 부정적 감정, 정
보의 불충분성 그리고 주관적 규범과의 영향 관계를 연구하는데 집중하였다(구윤희 외, 2020;
서미혜, 2016; 순치엔롱‧조미혜, 2018; 허서현‧김영욱, 2015).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으로 어
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Ajzen, 1991). 허서현과 김영욱(2015)
이 태풍에 대한 위험 인식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위험 인식이 부정적인 감정을 거쳐 정보 불충
분성과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서미혜(2016)는 메르스에 대
한 위험과 정보 처리, 방지 행동의 관계에 대해 SNS 이용 고 집단과 저 집단을 나누어 연구한
결과, SNS를 적게 하는 집단은 기존의 RISP 모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메르스에 대한 부정적
인 감성이 정보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적극적인 정보 활동의 결과로 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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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방지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반면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없이 바로 메르스
방지 행동을 취하거나 관련 정보를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메르스 방지 행동을 하는 두 가지의 상
이한 모습을 동시에 보였다. 순치엔롱과 조미혜(2018)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위험 인식
과 정보 탐색 처리 및 확산에 대해 연구한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 인지하는 위험이 클수록 부정
적인 감정이 커졌고, 부정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도 높아졌으며, 부정적인 감정이 높
을수록 사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불충분성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
불충분성은 정보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
보를 탐색하였지만,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정보 불충분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정보가 적기 때문에 정보의 처리 활동과는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세먼
지의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과 처리에 대해 연구한 구윤희 외(2020)의 결과도 순치엔롱과 조미
혜(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위험 인식은 부정적 감정과 정보 불충분성에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감정은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다만 정보 불충분성
에 있어서 정보 처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탐색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정보 불충분성을 거치
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 반응만으로도 정보의 탐색과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감정의 높은 정(+)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한 선행 연구
결과들[태풍(허서현‧김영욱, 2015), 메르스(서미혜‧2016), 사드 배치(순치엔롱‧조미혜, 2018),
미세먼지(구윤희 외, 2020)]을 토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환경에서 정보 불충분성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정보 탐색과 처리 의도에 대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의 측정에 있어서 일부 선행 연구는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를 세부
적으로 나누어 검토하기 않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고 하는지와 처리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만 측정(구윤희 외, 2020; 순치엔롱‧조미혜, 2018)하였거나 정보의 탐색이라는 변인에 탐
색과 회피의 문항을, 정보 처리의 변인에 체계적 처리와 주변적 처리를 함께 넣어 측정(허서현‧김영
욱, 2015)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유사한 메르스에 대해 연구한 서미혜(2016)처럼
정보의 탐색과 처리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탐색과 회피, 체계적 처리와 주변적
처리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보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탐
색에 관한 <연구가설3>과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가설4>를 설정하였다.

H3: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코로나19 (a)정보 탐색에 긍정적(+) 영향을, (b)정보 회피에 부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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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코로나19 정보의 (a)체계적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b)주변적 처
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
공중은 위기 상황에서 위험 인식에 따라 위험관리자인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주목하고 평가한다(할
타르 어뜨후·김태형·문명재, 2019). 불안정성이 높은 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위험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지만(정진성 외, 2010),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는 위험의 결과와
처리 방식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얻어 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조광덕‧김중백, 2018). 따라서 코로나19 위험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사회적으
로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이다. 국가마다 코로나19 확산의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은 국민에게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되었다.
본래 RISP 모델의 최종 변인은 정보 탐색과 처리이지만, 최근에는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
리 태도와 함께 최종적으로 정보 공유와 확산 의도(김효정, 2019; 순치엔롱‧조미혜, 2018), 건
강을 위한 피해 예방 행동 의도(김영욱 외, 2018; 이경진 외, 2017; 서미혜, 2016; 차유리‧조
재희, 2019),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Fischer & Glenk, 2011; Yang et
al., 2014a)등을 연구에 접목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RISP 모델을 활
용해 위험 정보의 탐색 처리와 개인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예측된 이슈의 현저성과 기후변화 정보를 탐색하려는 태도, 정보의 체계적 처리가 관련 정책 지
지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특히, 기후변화 관련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를 장려하는
것이 정책 지지를 이끄는 중요한 길임을 확인하였다(Yang et al., 2014a). 피셔와 글렌크
(Fischer & Glenk, 2011)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 선호와 신뢰 등은 위험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 의도와 관련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정보 탐
색과 체계적 처리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5>를 설정하였다.

H5: 코로나19에 대한 (a)정보 탐색과 (b)체계적 처리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중의 정치 성향이 정부 정책 평가와 같이 공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에(김영태, 2012), 정치 성향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21년 2월 한국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알아보았을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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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 대응 평가가 확연히 다름이 나타났었다(김현, 2021. 1. 21).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75%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반면, 중도층은 58%, 보수
층은 37%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나 가능성보다 정치 성향이 가장 정보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각되었다(김현, 2021. 1. 21.).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 성향에 따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연구가설6>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
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정치 성향 차이가 나는 현실(윤호우, 2020. 10. 24)을 반영하여, 연령
에 따른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관한 <연구문제2>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재난 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의
<연구문제3>을 설정하였다.

H6: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RQ2: 공중의 연령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RQ3: 공중의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의 가설들을 종합하여 모형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Figure 1. A proposed model with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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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은 RISP 모델의 다양한 종속 변인들(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과 처리)과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를 설명하는 주요 독립 변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20대와 60대(최유정‧최샛별, 2013),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40대(윤호우, 2020. 10. 24)를 현재 국내에
서 연령에 따른 정치 성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2020년 11월 초4),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각 연령대별 성비를 비
슷하게 배정하는 할당표집을 적용하였고, 20대 107명, 40대 107명, 60대 111명 총 325명
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 측정 문항

(1) 코로나19 위험 인식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건강신념 모델의 지각된 위협 차원을 활
용하였다. 국내에서 결핵에 대한 건강신념 모델 연구에 활용(고지하나, 2011; 조성은‧신호창‧유
선욱‧노형신, 2012)된 지각된 심각성에 관한 3개 문항과 지각된 취약성에 관한 6개 문항을 포함
한 총 9개 문항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결핵 대신 코로나19를
넣고, “나는 ~ 라고 생각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개인의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지각된 심각성은 “나는 코로나19가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3개 문항(Cronbach’s α ＝ .81), 지각된 취약성은 “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한 6개 문항(Cronbach’s α ＝ .88)으로 구성되었다(M = 4.73,

SD = 0.96).

4) 2020년 11월 초 국내 코로나19 확산 현황은 10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100명 이내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로 완화되었으나, 11월에 접어들면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의 발생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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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성향
이 연구에서 정치 성향은 현실 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 정당 선호와 지지로 정의하였으며, 유연‧
금희조‧조재호(2020)를 따라, “귀하의 정치 성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 보수적이다. ~ 4 = 중도 ~ 7= 진보적이다.” 7점 척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하도록
하였다(M = 4.20, SD = 1.13).

(3)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대한 문항은 메르스 관련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가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서미혜(2016)의 연구에서 위험 정보 탐색 행동과 위험 정보 처
리 행동을 측정하는 전 문항을 가져와 메르스 대신 코로나19를 넣어 수정하였고, 기존 측정 문
항 앞에 “나는”을 추가해 질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코로나19 정보 탐색은 “나는 코로나19
와 관련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를 포함한 3문항(Cronbach’s α ＝ .91)(M =
5.14, SD = 1.04), 코로나19 위험 정보 회피는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더 이상 알
고 싶지 않다.”를 포함한 3개 문항(Cronbach’s α ＝ .90)(M = 2.61, SD = 1.25), 코로나
19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접하면 그 내용을 꼼꼼히 읽
는다.”를 포함한 3개 문항(Cronbach’s α ＝ .91)(M = 4.96, SD = 1.08),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는 “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하면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대충 훑어본
다.”를 포함한 3개 문항(Cronbach’s α ＝ .85)(M = 3.09, SD = 1.27)이다. 총 12개의 문
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4)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대응 단계에 해당하
는 상황 전파 체계, 비상대책기구의 실시간 운영, 초동조치 골든타임 확보 총 세 가지를 평가 지
표(김향기‧박길수‧정종수, 2018)와 2007년 소방방채청이 발간한 ‘재난관리체계등의 평가 방법
연구’에서 부처별 재난관리 활동 평가를 위한 공통지표 중 ‘재해 대응’ 단계를 상황관리, 정보체
계, 연구 및 개발 총 세 가지 항목(한국비시피협회, 2007)으로 나눈 것을 종합해, 코로나19 재
난 상황에 맞춰 상황 전파 및 정보 체계, 비상대책기구 운영 등 상황관리, 초동조치, 연구 및 개
발 총 4개 항목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언 도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 대응 평가 중 상황 전파 및 정보 체계에 대해서는 정보의 축적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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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과 함께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소통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신뢰,
신속한 공개, 투명성, 위험 인식에 대한 경청, 계획 다섯 가지 원칙 준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
록 총 6개 문항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에도 “나는 ~ 라고 생각한다.”라는 문구를 앞
뒤로 추가해 개인적인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내적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 측정 결과
믿을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α ＝ .96)(M = 4.93, SD = 1.23).

3) 사전 조사
2020년 10월 연구자의 지인을 통한 편의표집으로 20대 7명, 40대 8명, 60대 14명 총 29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최종
적으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경험을 묻기 위해 ‘경험 없음’, ‘코로나
19 검사(확진자 접촉)’, ‘코로나19 확진’ 3문항에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 전화 상담’, ‘자가 격
리’, 기타 주관식 문항을 추가해 답변을 다양화하였다.

4) 본 조사

(1) 조사 대상자의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징
먼저, 20대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55명(51.4%), 남성 52명(48.6%)이었고, 전체 평균 연령은
24.9세(SD = 2.69)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7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 37명(34.6%), 고졸 이하 13명(12.1%), 대학원 재학 5명(4.7%), 대학원 졸업 5명
(4.7%) 순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41명(38.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무, 기술직 32명
(29.9%), 무직도 13명(12.1%)으로 세 번째였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35명(32.7%),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 34명(31.8%), 100-200만원 미만 25명(23.4%)으로 대부분이 300
만원 미만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27명(25.2%), 경기도 22명(20.6%)으로 가장 많았다. 코
로나19 경험은 응답자 92명(86%)이 없었으며, 8명(7.5%)이 코로나19 검사 경험이 있었고 현
재 건강 상태에 대해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수준(M = 3.44, SD = 0.82)이었으며 정치 성
향은 중도(M = 4.13, SD = 1.08)에 가까웠다.
40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6명(52.3%), 여성 51명(47.7%)이었고, 전체 평균 연령
은 44.64세(SD = 2.95)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7명(7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17명(15.9%), 고졸 이하 12명(12%)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 기술직이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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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서비스직 13명(12.1%), 주부가 12명(11.2%)으로 세 번
째였다. 월 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4명(22.4%),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 23명
(21.5%), 400-500만원 미만 22명(20.6%), 300-400만원 미만이 17명(15.9%)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30명(28%), 서울 29명(27.1%)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경험은
103명(96.3%)이 없었으며,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수준(M
= 3.22, SD = 0.66)이었고. 정치 성향은 중도에 가까운 수준(M = 4.34, SD = 1.13)이
었다.
60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6명(50.5%), 여성 55명(49.5%)이었고, 전체 평균 연령은
62.87세(SD = 2.40)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40명(36%), 대학원 졸업 이상이 17명(15.3%) 순이었다. 직업은 주부 25명(22.5%), 사무, 기
술직 23명(20.7%), 은퇴자 14명(12.6%), 무직 11명(9.9%) 순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 27명(24.3%), 200-300만원 미만 24명(21.6%), 300-4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이 각각 17명(15.3%), 400-500만원 미만 15명(13.5%), 100만원 미만 11명
(9.9%)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41명(36.9%), 경기도 21명(18.9%)으로 가장 많았다. 코
로나19 경험은 110명(99.1%)이 없었으며,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
인 수준(M = 3.28, SD = 0.72)이었고 정치 성향은 중도에 가까운 수준(M = 4.14, SD =
1.16)이었다.
마지막으로, 20대, 40대, 60대 응답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정치 성향에 대해 평균의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현재 건강 상
태(F(2, 322) = 2.43, p > .05)와 정치 성향(F(2, 322) = 1.12 p > .05)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분석 방법
연구 문제와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22의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하여 20대, 40대, 60대
응답자들 간의 계수들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동일성 검정을 위한 비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 간의

χ2 검정차를 확인하였으나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사이의 χ2값 차이가 유의미하여 형태 동일성을 충
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집단분석을 행하기에는 연령별 집단의 표본수(20대
107명, 40대 107명, 60대 111명)가 총 관측변수의 수에 비해 부족했기에, 관측변수당 10배에서
20배 정도가 적정한 표본의 수라는 기준(Mitchell, 1993)에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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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총 325명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term)을 이용한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를 포함한 조절인과모델을 활용하였다.

5.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기초분석
연령대별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세대별로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 322) = 3.85, p < .05). Scheffe's test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
시한 결과 20대(M = 4.87, SD = 0.88)와 60대(M = 4.53, SD = 0.97)의 위험 인식에 유
의미한 차이(p < .05)가 확인되었지만 40대(M = 4.78, SD = 1.00)는 다른 연령대와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태도에서는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위험 정보의 탐색은 20대(M = 5.08, SD = 1.09), 40대(M =
5.05, SD = 1.02), 60대(M = 5.26, SD = 0.98) 모두 약간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2, 322) = 1.28, p > .05). 위험 정보의 회피 수준은 20대
(M = 2.66, SD = 1.34), 40대(M = 2.59, SD = 1.36), 60대(M = 2.56, SD = 1.04)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 322) = .189, p > .05).
위험 정보의 처리 태도 중 체계적 처리는 20대(M = 4.85, SD = 1.17), 40대(M = 4.96,

SD = 1.04), 60대(M = 5.06, SD = 0.99) 모두 약간 긍정적이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 322) = 1.06, p > .05).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는 20대(M =
3.10, SD = 1.31), 40대(M = 3.09, SD = 1.35), 60대(M = 3.06, SD = 1.43) 모두 약
간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 322) = .06, p > .05). 정부
의 재난 대응 평가는 20대(M = 4.70, SD = 1.23), 40대(M = 5.09, SD = 1.07), 60대
(M = 4.98, SD = 1.32) 모두 약간 긍정적인 수준이었으며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 322) = 2.97, p > .05).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왜도(-0.61~0.74)
와 첨도(-0.23~1.09)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Table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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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20s

40s

60s

Total

Variables

M

SD

M

SD

M

SD

M

SD

COVID19 Risk perception

4.87

0.88

4.80

1.00

4.53

0.97

4.73

0.96

Political orientation

4.13

1.08

4.34

1.13

4.14

1.16

4.20

1.12

Information
seeking

5.08

1.09

5.05

1.02

5.26

0.98

5.13

1.03

Information
avoidance

2.66

1.34

2.59

1.36

2.56

1.04

2.61

1.25

Systematic
processing

4.85

1.17

4.96

1.04

5.06

0.99

4.96

1.07

Heuristic
processing

3.10

1.31

3.09

1.35

3.06

1.43

3.08

1.26

4.70

1.23

5.09

1.07

4.98

1.32

4.93

1.22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processing

Public evaluation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Table 2> 참조),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체계적
처리는 가장 높은 상관계수값(r = .80, p < .001)을 보였으며,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와 정
부의 재난 대응 평가는 가장 낮은 상관계수값(r = -.11, p < .05)를 나타냈다. 연령은 위험 인
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 = -.16, p < .01), 정치 성향은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
와 정(+)적 상관관계(r = .42, p < .001)를 보였다. 위험 인식은 위험 정보의 탐색(r = .41,

p < .001),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r = .38, p < .001)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위험 정
보의 주변적 처리와 부(-)적 상관관계(r = -.15, p < .01)를 나타냈다.
Table 2. Results of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1

1. Age

-

2. Political orientation

-.018

-

3. Risk perception

-.163**

-.029

-

4. Information seeking

.071

.058

.411***

-

5. Information avoidance

-.044

-.095

.015

-.327***

6. Systematic processing

.077

.066

.380***

7. Heuristic processing

-.019

-.099

-.145**

-.482***

8. Public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078

.423***

.083

.185**

Note.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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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

.801*** -.391***

-

.679*** -.529***
-.145**

.243***

-.114*

2)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검증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조절 효과를 알
아보고자 연령, 정치 성향,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상호작용변수(우종
필, 2012)인 연령×정치성향을 생성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 모델의 적합도가 낮게 확인되
어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 MI)이용하여, 잠재변수간 경로를 추가하여 모델을 수정
하였다(우종필, 2012). 최종적으로, 정보 탐색의 오차와 정보 회피의 오차, 정보 탐색의 오차와
체계적 처리의 오차, 정보 탐색의 오차와 주변적 처리의 오차, 정보 회피의 오차와 주변적 처리
의 오차, 체계적 처리의 오차와 주변적 처리의 오차를 연결하고 최종 모델 적합도 지수는 높은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 27.089, df = 17, p > .05; RMSEA =
.043 (< .05); NFI = .968 (> .95); CFI = .988 (>.95); TLI = .974 (> .9)].
<연구가설1>은 연령과 코로나19 위험 인식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경로계수 = -.17, C.R.=
-3.05, p < .01). 정치 성향과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관한 <연구가설2>는 유의미하지 않아서 기
각되었으며(경로계수 = -.03, C.R.= -.52, p > .05),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효과에 관
한 RQ1은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경로계수 = -.05, C.R.= -.96, p > .05).
<연구가설3a>는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에 관한 것이었는데, 코로나19 위험 인식
과 정보 탐색은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 <연구가설3a>는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41,
C.R.= 8.12, p < .001).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회피에 대한 <연구가설3b>는 유의미한 관
계를 나타내지 않아 기각되었다(경로계수 = .02, C.R.= .26, p > .05).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체계적 처리에 관한 <연구가설4a>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38, C.R.= 7.40, p < .001).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주변적 처리에 관한 <연구가설4b>는 유의
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15, C.R.= -2.65, p < .01).
<연구가설5a>는 정보 탐색과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관한 것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경로계수 = -.10, C.R.= -1.41, p > .01). 체계적 정보 처리와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연구가설5b>는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25, C.R.=
2.91, p < .01). 정치적 성향과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평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6>은 긍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 지지되었다(경로계수 = .41, C.R.= 8.45, p < .001).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간접 효과는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Table 4>에서 보듯이, 연령은 유의미하지 않았지
만(연구문제2) 위험 인식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연구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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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rect Effects of Main Variables
Path

β

S.E.

C.R.

p

Result

Risk perception

-.17

0.00

-3.05

< .01

rejected

→

Risk perception

-.03

0.04

-0.52

n.s.

rejected

→

Information seeking

.41

0.06

8.12

< .001

supported

.02

0.07

0.26

n.s.

rejected

.38

0.06

7.40

< .001

supported

H

Independent
variables

→

Dependent variables

H1

Age

→

H2

Political
orientation

H3a

Risk perception

Information
avoidance
Systematic
processing

H3b

Risk perception

→

H4a

Risk perception

→

H4b

Risk perception

→

Heuristic processing

-.15

0.07

-2.65

< 0.01

supported

→

Public evaluation

-.03

0.10

-0.31

n.s.

rejected

→

Public evaluation

.25

0.10

2.91

< .01

supported

→

Public evaluation

.41

0.05

8.45

< .001

supported

H5a
H5b
H6

Information
seeking
Systematic
processing
Political
orientation

Table 4. Indirect Effects of Main Variables
RQ

Path

β

S.E.

95% C.I.

p

RQ2

Age → Public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016

.010

-.038-.001

n.s.

RQ3

Risk perception → Public evaluation of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066

.032

.008-.137

< .05

Figure 2. Summary of hypotheses tests.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shown in this figure.
(***p < .00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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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연구는 RISP모델을 적용하여 20대, 40대, 60대 응답자의 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우선, 연령은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쳐, 연령이 낮을수
록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표본 중에서는 구체적으로 20대의 위험 인식이 상대적
으로 높았으며(M = 4.87), 그들의 위험 인식은 60대(M = 4.53)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성현정, 2020)에서
60대의 위험 인식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는 결과
와는 상이하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30대 다음으로 20대가 가장 높게 우려
하였으며, 60대 이상의 우려는 가장 낮았고(이승진, 2020a), 2020년 8월에는 감염 가능성 즉
지각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30·40대의 고위험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난 결과(이승진, 2020b)와 비슷한 경향이다. 따라서 2020년 11월 실시한 설문 결과에 기반한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대의 위험 인식이 높아지고 그들이 처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도우, 2020. 9.
23). 그들이 사회·물리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물론 모임조차 가
질 수 없으며 경제 악화로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다른 위험 인식이 자
리 잡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Taylor-Gooby, 2001).
이 연구에서 20대, 40대, 60대 응답자들의 코로나19 위험 정보에 대한 탐색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회피는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 세대별 차이가 없었다.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약간 긍정적인 수준으로, 위험 정보의 주변적 처리는 부정적인 수준이었으며,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는 약간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 세대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20대, 40대, 60대가 모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시행하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진지한 태도로 따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비교적 성공적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의 기저에 있음(류현숙, 2020)을 확인
시키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20대, 40대, 60대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은 모두 중도적 성향으로 나타
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겪은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현
재의 60대는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40대는 가장 진보적이며, 20대는 보수적이지는 않을 가
능성이 높다는 주장(김석호, 2020. 2. 17)과 다른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정치 성향은 현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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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의 진보와 보수 정당 선호와 지지로 정의하였으며, “귀하의 정치 성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 보수적이다. ~ 4 = 중도 ~ 7= 진보적이다.” 7점 척도에서 어
디에 해당하는지 답하도록 하였었는데,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중도를 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20대 전체 응답자(n = 107) 중 65명(60.7%), 40
대 전체 응답자(n = 107) 중 53명(49.5%), 60대 전체 응답자(n = 111) 중 55명(49.5%)이
모두 4점인 중도를 택하였고 이러한 경향성으로 결국 세 연령대의 정치 성향의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처럼 리서치 회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5점이나 7점 리커트 척도를 활
용하여 정치 성향을 알아보았던 최근의 선행 연구들(김수정‧정연구, 2017; 김학량, 2021; 박현
경‧임희영, 2021; 유연 외, 2020)의 결과들을 확인하여 본 결과, 이 연구의 결과와 상당히 비슷
한 정치 성향 분포가 확인되었다. 한 예로, 박현경과 임희영(2021)이 2021년 2월 서울시민들의
정치 성향에 따른 공공의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000명의 리서치 회사 패널을 대상으로 그들
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았을 때, 중도가 53.8%로 가장 많았고 진보는 27.9%, 보수는 18.3% 순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령대별로 정치 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이 연
구의 표본이 대표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공중들의 정치 성향이 실제로 중도가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연구에서 연령과 정치 성향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정치 성향은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부의 코로나
19 재난 대응 평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정부
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일반적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띄는 정부를 평가할 때 진보와 보수 집단 간 태도가 뚜렷한 차
이를 보이며(안혜정·이민주·정태연, 2012), 진보와 보수 간 정책선호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최창용·최슬기, 2018)와 맥을 같이 하며, 이러한 경향이 코로나19에 대한 재
난 대응 평가에서도 잘 드러났음을 의미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
험 인식을 알아보면서 RISP 모델에서 가장 선행요인으로 관심을 가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연령과 사회문화적 변인들 중 정치 성향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연령만이
위험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코로나19 정보의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이와 관련한 정보의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 적극
적임이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정보 회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적 처리와는 부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지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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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Honarvar et al., 2020; Narayana et al., 2020; Shiina et
al., 2020)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위험 정보 탐색은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인 반면,
정보 회피는 정보에 대한 기피(Yang et al., 2014a)인데 이 연구에서 위험 인식이 정보 회피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높은 위험성과 일상의 큰
변화를 감안할 때 일반 공중들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회피 경향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뜻
으로 해석된다. 위험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정보에 대한 논리적이며 깊이 있는 정보 처리를 뜻하
지만 정보의 주변적 처리는 인지적 보다는 피상적인 정보의 처리를 뜻하는데(Yang et al.,
2014b), 위험 인식은 체계적 처리에는 긍정적으로, 주변적 처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메르
스에 관한 서미혜(201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흥미롭게도, 정보 탐색은 정부의 코
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정부의 코로
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보 탐색은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며,
체계적 처리는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처리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Yang et al., 2014b).
정보 탐색은 정보의 불충분성과 연관성이 있는데(Hogan & Brashers, 2009) 메르스(서미혜,
2016)의 경우에도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없이 바로 메르스 방지 행동을 취
하거나 관련 정보를 숙고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 정보 불충분성에 대해 직접 측정하
지는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충분한 상황(오주환, 2020. 8. 31)에서는 정
보 탐색보다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체계적 처리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까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를 통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
응 평가에 대한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 정보에 대한 체계
적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태도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다. 이는 위험 인식이 정보의 탐색과 처리와 같은 인지적인 자원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가 인지적 자원의 참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Yang et al., 2014a)를 지지한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연령은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 처리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1년 넘게 지속되며 일반 공중들이 전례 없는 일상
(마스크 쓰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인식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
식, 정보의 탐색과 처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를 RISP 모델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는 데 그 이론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연령은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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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RISP 모델에서 다른 선행
변인들에 비해 그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결과(Yang et al., 2014b)를 어느 정도 지지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RISP 모델의 주요 변인들인 위험 정보의 탐색(탐
색과 회피)과 처리(체계적 처리와 주변적 처리) 중에서 위험 정보 회피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의미
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에 위
험 정보 회피라는 변인이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변인으로 확인된 결과로 해
석된다. 특히, RISP 모델의 주요 변인들 중 체계적 처리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까
지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는 위험 정보에 대해 꼼꼼하며 이성적인 태도를 취할
때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HBM의 지각
된 위협 차원을 접목하여 코로나19 위험을 측정하였기에 이와 관련한 탐색적 의의가 있다. 그 동
안 HBM을 활용해 결핵(고지하나, 2011), 에이즈(장해 외, 2020)와 같이 보다 익숙한 질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해 HBM을 적용하였
기에 향우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HBM 관련 이론 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이론적 의
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RISP모델에 HBM의 변수를 일부 연계하여 질병 관련 위
험의 인식과 정보 처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RISP모델을 보다 정교화 하였으며, 향후에도
RISP모델을 활용하여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연구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커뮤니이션에 대해 실무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고연령층으로 한정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20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급격한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불안과 심리적 영향
을 줄일 수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민감한
젊은 세대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나 소셜미디어를 포함해 온라인을 통한 소통 창구, 캠페
인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시로 체온을 체크하고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자가 진
단을 하는 것처럼 위축된 심리에 대한 상담과 상태의 확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교육부나 대
학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에 관련한 변화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
기보다 직접적인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코로나19 정보 탐색과
처리 태도, 정부에 대한 준수한 평가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역
의 파트너로서 이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등 정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소통한
다. 셋째,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코로나19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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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위험 인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리더의 메시지를 관리하고, 방심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연령별로 정치 성향이 다를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이 세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이 연구의 표본이 리서치 회사의
패널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비확률표집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문항을 활
용한 한계점일 수도 있다. 이영화와 전승우(2015)는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3개월 전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투표 참여 광고가 대통령 선
거 투표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때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11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0점(매우 진보)부터 10점(매우 보수)에 답하도록 단일 문항을 이용하였
으며, 그 외 10개 정책 이슈(외교 안보,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재벌개혁, 집단소송제, 복지, 환
경, 교육, 호주제, 미디어법)에 대해 4점 척도(1점:매우 보수 ~ 4점:매우 진보)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수집 후, 정치 성향에 대한 단일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10개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의 평균값과 정치 성향 단일 문항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고(r = -.55, p < .001) 측정값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정치 성향에 대한 단일 문항보다는 이영화와 전승우(2015)처럼 복수 문항을 활용하
여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치
적 갈등 요인을 부각시키는 원인 중에 미디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박주현, 2020), 위험
에 대한 영향력과 국민의 인식은 언론 메시지 프레이밍을 통한 재구성의 영향이 높기 때문에(김
영욱·이현승·이혜진·장유진, 2015),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 인식과 관련하여 언론과
미디어를 주요한 변인으로 설정하거나, 관련 연구를 함께 검토하여 결과 해석에 활용할 수 있다
면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20대는 현재 90
년대 생으로 이론적으로 연령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기존의 연령 연구를 통해 구분
의 기준이 되는 정체성도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
은 연령 집단의 공통된 특성을 찾고, 구분하며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령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는데, 연구 대상이 2020년 당시 20
대, 40대, 60대만을 포함하였기에 전 연령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
능하면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여 표본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기존
의 입증된 모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그리고 위험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요소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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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가져와 변수로 설정하였기에 탐색적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위험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하여 그 연구 결과를
비교한다면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코로나19 예방 행동
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실무적인 함의는 훨씬 커질 것이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예방 접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행동 의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미치는 위험 인식과 정보 탐색과 처리 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
으로 코로나19 예방 행동을 촉진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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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조영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주무관)
김수연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부교수)
이 연구는 국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정치, 세대와 같은 기존의 사회적 갈등에 주목하여, RISP 모델
을 적용하여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코로나19 위험커뮤니케이션 정보의 탐색
처리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 리서치
회사 패널인 20대 107명, 40대 107명, 60대 111명 총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20대
의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의 위험 인식은 낮게 나타나 두 연령대 간 유의미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20대, 40대, 60대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은 모두 중도적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고, 정치 성향은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
가에만 영향을 미쳐,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코로나19 위험 인식은 정보 탐색과 체계적 처리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주변적 처리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정보 회피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정보의 체계적 처
리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정보 탐색은 정부의 코로나19 재
난 대응 평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공중의 코로나19 위험 인식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를
통한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 대한 간접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 정보에 대한 탐색과 처리를 하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중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인 연령과 사회문화적 특징인 정치 성향이 그들의 코로나
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과 처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평가까지
미치는 영향을 RISP모델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위험 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 연령, 정치성향, RISP 모델

공중의 연령과 정치 성향이 코로나19 위험 인식, 위험 정보의 탐색 처리, 정부의 재난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