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2 한국언론학보65권5호(2021년10월)

1)2)3)4)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관계 측정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의지각비교를통해

이완수 동서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교수
최명일 남서울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유재웅 을지대학교홍보디자인학과교수

Estim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COVID-19 Pandemic Information 
Channel Use, Risk Perception, and Behavioral Response 
A Comparison of Personal and Collective Perceptions*

Wan Soo Lee**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Myungil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Namseoul University)

Jae Woong Yoo****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and Design, Eulji University)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differences in the pathways and influences of usage of channels for 

communication on the global COVID-19, risk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 at the personal and 

collective levels. A response sample t-test was first performed to estimate differences in related 

variables at the personal and collective levels, and a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ablish the 

pathways and influences among the relevant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ersonal-level 

analysis,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used the Internet mainly to find information about COVID-19 

risks, but predicted that other people primarily used social media, newspapers, and television. In terms 

of social communication as a means of acquiring information,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individual respondents and others. Respondents also predicted that others would perceive the risks 

associated with COVID-19 to be greater than they did. In terms of behavioral response, they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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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others would avoid contact with others and express a stronger sense of anger toward 

government policies compared with themselves. At the personal level, comparative analysis of 

pathways and influences between risk perceptions and preventive behaviors according to information 

channel showed higher levels of TV viewing, conversations with others, and Internet usage to be 

associated with stronger perception of COVID-19 risks. Stronger risk perception was associated in turn 

with increased avoidance of interpersonal contact and anger toward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pandemic. In the collective-level analysis, higher levels of TV viewing, conversations with others, 

and social media usage were associated with stronger perceptions of COVID-19 risks. Risk perception 

was also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voidance of interpersonal contact and anger toward 

government policies at the collective level. An examination of moderating effects to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variable pathways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between social media usage 

and the risk perceptions of others, rather than those of the individual respond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COVID-19, information channels, risk perception, behavioral response, 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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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면, 이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찾는다(Wang et al., 2020).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정보의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주로 매스 미디어에 의존한다(김영욱, 2014;

Van Bavel et al., 2020). 특히 사람들은 위험 이슈가 불확실할수록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된다. 뉴스 수용자들이 일상적 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에 적극 나서는 것도 특정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하나·황유리·정세훈, 2021; Westerman, Heide, Klein, &Walther, 2008).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COVID-19)는 바이러스 질병재난의 하나로 직접적인 경험이

어려운 불확실한 영역에 속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신문이나 TV 등 전통매체, 그리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한다(Wang et al., 2020). 따라서 대중들은 감염

병유행에 대한위험을지각하는과정에 개인적인경험과함께미디어가 전달하는사회적정보로

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이보람·서경현, 2021; 전종우, 2021). 사람들이 대화 방식

으로 나누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도 결국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관련 미디어를 많이 이용 할수록 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수준이 더 올라

가거나 위험인식 역시 더 커진다(Reintjes et al., 2016). 위험인식이 커지면 행동반응에 변화

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Witte, 1992). 이 과정에 사람마다 자신이 선택하는 정보 이용채널과

이에 따른 위험인식과 예방행동은 달라진다(Zhao & Wu, 2021). 선행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사람들이 위험상황을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보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파악하며

(Kasperson & Kasperson, 1996), 위험인식이나 예방행동이 위험 평가대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이완수·최명일·유재웅, 2020; Snyder & Rouse, 1995). 하지만

위험상황에서 정보 이용채널에 따라 사람들의 위험인식과 예방행동이 어떻게약화또는강화되

어나타나는지에대해서는별로알려져있지않다.

이 연구는 정보수용자가 이용채널에 따라 코로나19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이어떠한차이를

보이는지살펴봄으로써이러한 공백을메워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크게두가지 연구문

제를살펴보는데 그목적을두었다.첫째는 코로나19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그리고예방행동이나 예방정책평가가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따라어떤차이가있는지알

아보겠다. 둘째는 코로나19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선택이 위험인식, 그리고 이 위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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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예방행동과 예방정책평가에미치는확산경로와영향이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다. 이 연구는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y)(Kasperson et al., 1988), 비개인적 영향 가설

(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Mutz, 1998), 그리고 병행과정 확장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을 적용해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에 따른 사람들의 위험인식 수준

과 행동반응간의 확산경로를검증해 보고자 한다.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은 위험이 어떻게생

성되어, 사회적으로 확장되며, 궁극적으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되는지에 대한 위험의

확산과정과 기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김영욱, 2014).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정보에 대해 개인 자신이 평가하는 결과와 그 개인이타자들의생각에 대해 간접 평가

하는 결과 사이에차이가 존재하는지를살펴보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이완수 등, 2020). 병행과

정 확장모델은 공포나 불안과 같은 위험인식이 위험관련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

는데도움을주는이론틀을제공한다(Popova, 2012).

우리는 이들 세 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위험정보 채널의 이용과 확산,

그리고평가와 대응이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따라어떻게다르게 나타나는지실증데이터

를통해비교분석해보겠다.

2. 이론적논의

1) 정보채널과 위험인식

위험인식은 주로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Slovic,

2000). 개인차원의 위험 확산은 대인 커뮤니케이션과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화의 정

도가 많을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또한 커진다(김영욱, 2014; Binder, Scheufele, Brossard,

& Gunther, 2011).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위험정보에 대해서

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만으로충분히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관련 정

보를탐색하거나 수집한다. 사람들이주변 사람들과대화를통해 특정정보를공유하는 경우에도

그출발은 매스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에근거하는 경우가 많다(Woo & Chen, 2016). 현대 사

회에서 사람들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매개체가 매스 미디어

이다(Zhao &Wu, 2021). 기존의 많은선행연구들도미디어이용을통한정보획득과 위험인식

사이에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김여라, 2010; 김영욱, 2014; 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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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용국, 2016; Leiss, 1996). 근래에는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대중화로 미디어생태

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신문, TV, 그리고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뿐만아니라, 인터

넷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뉴 미디어를 정보원으로 적극 활용한다(Sundar & Nass, 2001;

Van Bavel et al., 2020).

미디어 이용과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위험인식이높아진

다는 사실을 보고해 왔다(김영욱, 2014; Kasperson et al., 1988). 연구자들은 이런결과에

대해 미디어가 위험요소를 자주 다룸으로써 이 위험요소에 대한 가용성(availability)이 일반

공중의사고(思考)를지배한다고설명한다(Tversky &Kahneman, 1974). 이는달리말하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Wahlberg & Sjoberg, 2000).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여러 위험 사례에 대해 미디어 이용

이 많을수록 위험인식이높아진다는 “미디어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예를 들어야외에

서 흑곰을 만나 변을 당할 위험에 대한 인식(Gore, Siemer, Shanahan, Schuefele, &

Decker, 2005), 야생동물멸종에 대한 위기의식(Hart, Nisbet, & Shanahan, 2011), 핵에

너지에 대한 위험인식(Yeo et al., 2014), 빈발하는 연무에 대한 중국인의 위험인식(Wu &

Li, 2017),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위험인식(You & Ju, 2020),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Brown, Coventry, & Pepper, 2021) 등은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위험정보와 위험

인식간의관계를살펴본대표적인연구사례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이

가운데 어떤채널이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더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밝혀본연구는

없다. 일부 선행 연구는 신문이 사람들에게비교적쉽게노출되며, 건강정보를 전파하고건강

주제와 문제를 자주 다룸으로써감염병을 통제하고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

한다(Morton & Duck, 2001; Tchuenche & Bauch, 2012). 하지만 매체환경이 바뀐최근

에는 사회적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매스 미디어 가운데 신문의 영향력이약화되는 대신에, 포털

과 함께 TV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근래에

들어포털,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TV매체는여전히강력한

정보전달 매체로 평가된다. 닐슨과 그의 연구 동료들(Niesen, Fletcher, Newman,

Brennen, & Howard, 2020)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6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뉴스나 정보이용 매체를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TV를 가장 많이 이

용했다. 이소은과오세욱(2020)의 국내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코로나19 정보를 접하는 1순위로

지상파TV를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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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미디어는 공중들의 위험인식을 지각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Bomlitz &

Brezis, 2008; Snyder & Rouse, 1995). 이런가운데 코로나19 질병 관련 정보를 소셜 미디

어를 통해 주로 얻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Addi et al., 2020). 질병 위험에 대한 교

육기능은 일반적으로 TV채널또는 전용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마스크착용, 손씻는 방법, 집에머무르기와 같은 보건

예방을 상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완수, 2021). 매스 미디어는 코로나19 팬데믹발생

이후에는이처럼핵심적인정보, 해석, 그리고교육기능을한다(Tsoy et al., 2021).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질병재난에 대한 정보는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

스타그램등여러 소셜 미디어에 의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소

은·박아란, 2020; Cinelli et al., 2020). 일부 연구를 보면, 소셜 미디어의 이용 정도가메르

스 사태(Choi, Yoo, Noh, & Park, 2017), 지카바이러스 위험상황(Wirz et al., 2018), 그

리고 코로나19 위험상황(Cinelli et al., 2020; Hussain, 2020)에 대해 시민들의 위험인식

수준에비중 있게영향을미친다.닐슨등(2020)의연구에서도코로나19 관련정보의주요이용

매체는 인터넷 TV에 이어 소셜 미디어가 그뒤를 이었다.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급변하는 위

험상황 정보를 TV와 라디오같은 전통 미디어가충분히 제공하지못한다고생각하는 시민일수

록소셜미디어에보다의존하는경향을보인다(Tai &Sun, 2007).

엔지, 양, 그리고비시와나트(Ng, Yang, & Vishwanath, 2018)는 전통 미디어노출보

다 소셜 미디어노출이 사회적 위험인식을 더강화시킨다고말한다. 소셜 미디어는 공중들이쉽

고, 자유롭게정보를얻을 수있는 가장잘알려져있는매체의하나이다. 코로나19봉쇄기간동

안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팬데믹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편리한 도구를 제공한다. 오늘날

주요대중매체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는 ‘친구’, ‘친구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 관

련정보를확산하는매개역할을함으로써사람들은위험에대한타인의여론을더광범위하게탐

지한다(Van Bavel et al., 2020). 소셜 미디어가 특정 문제를 과도하게생산, 유통하면 사람들

은자연스레관련 정보에 많이노출되고,타자들의행동을더많이탐색할수밖에없다. 결과적으

로 소셜 미디어는 잘못된 코로나19 정보를 전파하고, 잠재적으로 위험인식을 만들어 내며

(Cinelli et al., 2020; VanBavel et al., 2020), 나아가예방행동에영향을미친다(Liu, 2021).

2) 위험정보와 위험인식의 사회적 확산기제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재난이퍼져나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이론의 하나가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y)이다(Kasperson et al., 1988). 전통의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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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이론들이 커뮤니케이션과정의한 부분에집중했다면, 위험의 사회적확산이론은 위

험이 어떻게생성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김영욱, 2014). 한 마디로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

은 위험이생성, 확산, 그리고 반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설명해주는 해석틀

이라고할수 있다. 위험의사회적확산이론은공중들이 어떤위험은더크게느끼고, 어떤위험

은무시하는 지에 대한 경로를 제시해준다(Zhao & Wu, 2021).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은 정

보처리과정, 개인적 반응, 사회적집단행동이 위험의 사회적 경험을형성하고, 그로 인해 위험에

대한대응으로이어지는과정을보여주는유용한분석틀로볼수있다(Renn, 1991).

위험의 사회적 확산과정은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정보의 전달메커니즘과 정보전달에 따

른 사후적 반응메커니즘을 통해설명된다(Kasperson et al., 1988). 여기서 정보 전달메커

니즘은 미디어가 직접생산해 전달하는 정보와 이를 사람들이후속적으로 전달하는 간접 정보로

구성된다. 정보 전달메커니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변수에는 정보의 양, 정보의 속성, 정보의

극화(dramatization)정도, 그리고 정보의 상징적인 함의 등이 포함된다(Kasperson et al.,

1988). 이에 반해 반응메커니즘은 위험정보에 대해 위험회피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

타나는지보여준다(Zhao &Wu, 2021). 위험의확산기제는결국개인이나집단이위험 정보를

생산하거나 서로 주고받으면서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해당정보를 해석하거나 사회

문화적맥락에부합해추론하는것으로볼수있다(김영욱, 2014).

위험정보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일차적 원인은 미디어에 의한 과도한 정보 유통에서 찾아진

다(Mazur, 1984). 미디어가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표현을 반복적으로내보내거나, 갈등적요

소를강조하면 정보 수용주체들의 위험지각은증폭된다(이완수, 2021). 예를 들어 미디어가 위

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보도하거나, 부정적 속성으로 다루면 위험에 대한 공중의 반응은 한층

강화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위험정보는 개인, 집단, 조직, 그리고 사회와 같은 다양한 위험 관

련 주체들에게 전달되며, 서로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인식을 만들어낸다(김영욱, 2014;

류현숙, 2020). 현대네트워크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나 인식은 특정단위집단

에머물지 않는다. 대신여러 경험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 구성원들은 위험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 도 하지만, 미디어 보도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소셜미디어를통한커뮤니케이션도포함)를통해간접경험을하기도한다.

위험관련 주체들은 위험정보에 반응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위험

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정보 확산기제는 크게 개인차원과 사회차원에서 작동한다

(Renn, Burns, Kasperson, Kasperson, &Slovic, 1992). 개인차원에서 위험 확산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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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대화횟수와 함께 관심, 주목, 비교, 해석, 평가, 추정의 정도가

위험인식의크기를 결정한다(Binder et al., 2011). 이에 반해 사회차원의 위험성은조직(예:

기업, 대학 등)이나 사회의 가치, 기준, 기대, 규범에 부합하는쪽에맞춰져집단적으로움직인

다(Palm, Bolsen, & Kingsland, 2021; Van Bavel et al., 2020). 위험의 사회적 확산과

정 이론은 정보의 전달경로와 위험정보의 영향력이 개인적차원과 사회적차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보여준다(Zhao &Wu, 2021). 개인적차원에서는개인적경험이나가치에따라 위험인

식이형성되는데 반해,집합적차원에서는집단구성원들이어떤위험인식을갖고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여론의 성격을 반영한다(Renn et al., 1992). 이 과정에 매스 미디어가 중요한 매개 역

할을한다.

개인차원에서의 위험인지와 공포는 결국 사회적 확산기제를 통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위험인식과 사회적 공포로 자리잡는다(류현숙, 2020). 위험정보의 확산경로를 보면,

위험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위

험인식은 위험관련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영향력을강화시킨다(김영욱, 2014). 위험은 위험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 미디어를 통한 위험정보 구성, 그리고 위험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의해석방식에의해사회라는공간속으로확산되어나간다고볼수있다.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위험인식은노출된 정보 이용채널에 따라강화

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Renn et al., 1992). 예컨대 소셜 미디어는 공중의 위험인식증

감에 따라 위험의 사회적 인식을형성하는 “사회적 확산정거장(social amplification station)”

기능을한다(Tsoy et al., 2021).오늘날대표적인대중매체의하나인소셜미디어는위험의사

회적 확산이론관점에서 보면 위험정보의 주요한 전달매체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소

셜 미디어를 경유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위험의 사회적 확산이론을 적용해살펴본일부 연구도

있다.엔구엔과엔구엔(Nguyen &Nguyen, 2020)은소셜미디어공간에서코로나19 위험정보

가폭증함에따라오류와허위정보, 그리고비시민적정보가혼란스러운사회적공론장을지배하

며, 이에따라대중들의불안과공포에따른행동역시과도하게촉발된다고강조한다.

3) 위험주체별 위험인식에 대한 평가

사회적 위험정보는 주로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과집단을 통해 전파내지 확산되어 나간

다. 사람들은 위험정보를 개인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존해 얻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매스 미디어가 전달해주는 정보에 의존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매스 미디

어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 개인 자신의 평가와 주변의 이웃사람들이 느끼는 평가 간에차이가



410 한국언론학보65권5호(2021년10월)

존재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Davidson, 1983; Mutz, 1992). 사람들은 정보가 불확실하고,

위험할수록타인들이 그정보를어떻게 수용하고, 평가하는지에관심을갖는다. 정치커뮤니케이

션학자인머츠(1992)는개인자신의경험에 기초하는“개인적평가”와매스 미디어가형성한여

론에 기반하는 “비개인적 평가” 간에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밝혀왔다. 머츠는 이를 “비개인적

영향 가설 (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로명명하고 매스 미디어가 실제 경험에 기초

하는 개인 자신의 직접 평가와멀리떨어져 존재하는익명의집합적 다중에 대한 간접 평가 간에

서로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한다.비개인적 영향가설은 개인이타자의태도, 신념, 경험을 지

각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으로설명한다(이완수·최명일·유재웅, 2020). 매

스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생각하고(what to think)’, ‘어떻게생각하는(what to think

about)’데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경험하고 있는지(what

others are thinking about and experiencing)’를추론하는데 있어서는 그효과가 상대적으

로큰것으로알려져있다(서정근·정일권, 2012; 서희정·양승찬, 2019;Mutz, 1998).

사람들은 일상의 위험 상황에서 타인들(others)의 태도, 신념,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

(Cialdini & Goldstein, 2004).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개인적 영향을 실증적으로검증한 연구는드물다. 이런가운데 이완수·최명일·유재웅(2020)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를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적용해 개인 자신의 평가와타인들의

생각에 대한 평가를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 자신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덜심각하게 받아

들였지만, 타인들은 경제위기를 더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라고추정해 서로차이를 보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위기상황에 대해 개인 자신이타인들보다 상대적으로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낙관

적편향성(optimism bias)”을 이론적으로 확인했다고밝혔다. 이소은과오세욱(2020)은비개

인적 영향 가설을 직접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예방행동에 있어 사람들은

자신이다른사람들보다더잘수행하고있다는조사결과를얻은바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코로나19 위험정보에 대해자신과타인들이 서로 다르게평가한다는 가정

을 제 3자효과 이론(the third-person effect theory)을 적용해입증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Liu & Huang, 2020; Yang & Tian, 2021). 제 3자효과는 사람들이 “타인의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이비슨(Davison,

1983)이 제안한 이론이다. 제 3자효과 이론은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위험정보에 대해 자신

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양과티안(Yang & Tian, 2021)은 제

3자효과 이론을 통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이용할 때 개인 자신이타인들에비

해 더 세심하게오류여부를살펴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리우와후앙(Liu & Hu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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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 3자효과 이론을 적용해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영향을측정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과

멀리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특히 개인

이모바일 소셜네트워킹앱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을 때 자신과타자 간의 지각 불일치가 가장

높았다고밝혔다. 이들의연구결과는정보 이용채널에따라위험인식이 개인적차원과사회적차

원에따라다를수있음을시사해준다.

선행 연구들에근거해 볼 때 평가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선택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과 위험인식 간에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위험상황에

직면하면, 다른 사람에비해 자신은덜위험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낙관적편향성”을 보

인다는 점을밝혀왔다(Fragkaki, Maciejewski, Weijman, Feltes, & Cima, 2021). 사람

들은진화론적으로 부정적인정보에대해자신이 다른사람보다충분히잘걸러내고이를효과적

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LeDoux, 2012; Mobbs, Hagan,

Dalgleish, Silstone, & Prevost, 2015). 하지만낙관적편향성은 부정적 감정을 회피할 때

에는 도움이되지만(Strunk, Lopez, & DeRubeis, 2006), 질병 감염과 같은 위험상황에빠

질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든다(Sharot, 2011). 따라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비개인적 영향”이나 “제 3자효과”를 적용

해살펴보는것은보건증진을위한사회적여론을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4)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그리고 정책평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평가가 어떻게 행동반응 변화로 이끄는지살펴

보는 학술적작업은 중요하다(Jahangiry et al., 2020). 코로나19에 대한 행동반응을설명할

수 있는 몇몇 보건이론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행과정 확장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이하 EPPM)을 적용해살펴보고자 한다. EPPM은 위험인식을 바

탕으로 개인의 행동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Maloney et al.,

2011; Witte, 1992).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예방행동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살펴보는데 EPPM을 적용해 볼 수 있다(Jahangiry et al., 2020). 이모델은 위험인

식을분석하여개인에게권장되는건강행동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EPPM에 따르

면 사람들은 위험상황에노출되면두가지 인지평가(cognitive appraisals), 즉위험상황에 대

응하는권장사항의효능과 인식된 위협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Jahangiry et al., 2020). 사람

들은위험과 관련된인식된위협과위험대응의효능에대한평가를통해 자신의위험반응을결정

한다(Witte, 199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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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위해두가지 위험 통제또는 공포통제 대응 중 하나를 행동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

인다(Zhao & Wu, 2021). 개인의 동기가 위험 통제일 때,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예: 보호동기)에 대해생각한다. 이와는 달리, 공포통제프

로세스는내부 관심사(예: 감정및생리적 반응)를 통제하는데 보다 중점을둔다. 물론EPPM

의 이론적출발은 미디어 정보에 의한 위험인식과 행동변화를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사

람들은 일상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해 위험인식이 결정되며, 나아가 예방행동

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EPPM 이론을 위험 정보요소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Jung, & Brann, 2014).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질병재난의 경우 미디어가 제공하는 위

험정보에따라위험인식을거쳐최종적으로행동반응변화로나타날것으로가정해볼수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위험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인식이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해 왔다(김여라, 2010; 김활빈·오현정·홍다예·심재철·장정

헌, 2018; 유우현·정용국, 2016; Heydari et al., 2021; Wise, Zbozinek, Michelini, &

Hagan).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살펴보면 정보 확산의 매개 역

할을 하는 미디어 이용 변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다수발견된다. 스코펠리티, 패칠리, 그리고

아퀴노(Scopelliti, Pacilli, & Aquino,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TV 시청이

위험에 대한 공포지각을높이고손씻기, 마스크끼기, 접촉회피, 그리고 사회적격리와 같은 예

방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지앙, 황, 샤, 고쉬, 그리고브라우어(Jiang, Hwang, Shah,

Ghosh, &Brauer, 2021)의연구에서도 미디어 이용노출이 사람들의 위험인식을고양시킴으

로써사회적 거리두기를촉진시키는 등 코로나19 예방행동을낳는다.1) 메르스 이슈에 대한 매

스 미디어와 예방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대인또는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하는지를검증한

유우현과정용국(2016)은온라인커뮤니케이션은그 관계를매개하지못했으나, 매스미디어노

출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을매개해 예방행동 의도를높인다는사실을 확인했다. 양(Yang, 2015)

은 미국 동북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종플루백신 접종에 대한 행동 의도를 알아보기 위

해건강신념모델(HBM)과계획된 행동 이론(TPB)에 기반한 변인들을 가지고검증한 결과,

매스미디어 이용은예방행동의도에영향을끼치지못했으나사람들간의건강문제토론에는정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김여라(2010)가 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설문조사

1) 헤이다리와그의연구동료들(Heydari et al., 2021)은미디어이용에따른예방행동에대한영향을측정하지는않
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기존지식,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위험인식이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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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보면, 신종플루(H1N1)에 대한 미디어 이용은건강보호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못했지만, 개인의심리적 보호동기로서심각성과취약성, 대처효능감과 자기효능감 같

은 매개 변인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이 위

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미디어 정보채널이

위험인식에영향을더미치는지밝힌예는많지않다.

위험에 대한 수용자의 행동반응에 있어 미디어 변인이 미치는효과가크다는견해도 있고,

반대로 대인간 토론과 같은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김활빈 등,

2018). 어느쪽이든위험정보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이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수용자

행동이 강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치넬리와 그의 연구 동료들(Chinelli et al.,

2020)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확산이 위험인식을높이고, 예방행동에강하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말한다. 다른선행연구(Palm, Bolsen, &Kingsland, 2021)에서도백신접종에대한

미디어의 정보 제시프레임은백신 접종의 위험성에 부정적또는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위험인

식), 나아가백신접종의향(예방행동)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질병재난에 대한 위험인식의 정도는 정부의 예방정책신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캐스퍼슨등(Kasperson et al., 2003)은 사회적 확산위험 개념틀(SARF)모형을

통해 정부와 일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위험의증폭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전영환, 목진

휴, 그리고김병준(2016)은원자력에대한개인의위험인식과정부신뢰간의관계에대한실증연

구를 통해 개인 위험인식이낮을수록 정부신뢰는높아지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고밝혔다. 달리

이야기하면, 개인의위험인식이높아지면, 정부정책에 대한신뢰도가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신종위험이나 미래위험과 같은 과거에 경험하지못한 위험이슈의 경우 불확실성이크기 때문에

공중의 위험인식과 공포감이 실제 이상으로 커지고, 이는 정부의 정책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영향

을 미칠수 있다(류현숙, 2020). 따라서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은정부의코로나19 예방정책에대한신뢰도수준에영향을미칠것으로가정해볼수있다.

3. 연구문제

사회적 질병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식은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형성되며, 이용하는 정보 채널

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위험인식 수준이나 예방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Liu,

Zhang, & Huang, 2020; Piltch-Loeb et al., 2021).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위험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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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들이 접하는 위험에 대한 정보 채널별 이용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Slovic, 1987). 이러한 논의에비춰볼 때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위험상황에놓

이면 일차적으로 매스 미디어에 의존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미디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이는 달리말하면, 사람들이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과태도혹은 행동에 미치는 정

보채널별효과가다르다는뜻이다. 하지만기존연구들은 사회적위험상황에서사람들이 이용하

는 주요커뮤니케이션 채널이무엇인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따라 위험인식이나 행동에

어떤차이가 나타나는지충분히살펴보지 않았다. 예컨대오늘날에는 전통미디어이용보다 소셜

미디어 이용빈도가 더 많다. 소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과거에는 주로 직접적으로 이뤄졌지만,

오늘날에는온라인을통해간접적으로이뤄진다.

미디어 선택행위의 이런사회적 변화는 개별미디어가 사람들의 위험인식과 이에 따른 행

동반응에어떻게 다르게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는 문제를제기한다.무엇보다 코

로나19와 같은 사회적격리기간 동안에는 매스 미디어가 주요한 정보원 기능을 수행한다(Liu,

Zhang, & Huang, 2020)는점에서 개별정보이용채널에 따라 위험인식과행동반응에 미치는

효과를검증해볼필요가있다.아울러기존연구에서다루지 않았던내용이코로나19에대한정

보 이용채널, 정보 이용채널별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이 평가대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연구자들은 정보이용채널과위험인식, 그리고예방행동에대

해 개인과타인들이내리는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해 왔으나(Cialdini &Goldstein,

2004; Liu & Huang, 2020; Yang & Tian, 2021),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이슈에

적용해 실증적으로검증해본연구는 없다. 우리는 이런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개인적 위험인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분노가 개인 자신이 직접 평가하는 “개인적차원”과 개인 자신의 관점에서타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집합적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확산경로와 영향 관계가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

따라어떻게 다르게나타나는지살펴보겠다. 이연구는이러한 문제의식을바탕으로다음과 같이

연구가설과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코로나19에대한개별정보이용채널, 위험인식, 그리고행동반응평가는개인적차

원과집합적차원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정보이용채널과위험인식, 그리고행동반응평가사이의관계는개인적

차원에서어떻게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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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코로나19 정보이용채널과위험인식, 그리고행동반응평가사이의관계는집합적

차원에서어떻게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코로나19정보이용채널과위험인식, 그리고행동반응평가간경로와영향의정도가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따라어떻게다른가?

4.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데이터는온라인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20~69세)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

해 수집됐다. 성별, 지역별인구비율을 기준으로비례할당하여온라인조사업체에서활동하고

있는패널들에게설문조사참여메일을보냈다. 1,063명이 접속했으며, 이가운데633명이응답

했다. 부실한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된 5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79명의 응답결과를 대상

으로분석했다. 구체적인응답자의특성은아래 <Table 1>과같다.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2일부터 16일까지약 2주 동안진행되었다. 이 기간은 코로나19

가 국내에서처음발생(2020년 1월 20일)한초기단계로 감염자가급격하게증가함에 따라 사

회적관심이높았던시기였다. 이 시기는특히코로나19가대구·경북등 지역사회로확산됨에따

라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질병관리청에서 구분하고 있는 감염병 위험단계(관심-주의-경계-

심각) 중에서 가장높은 수준인 ‘심각단계’에 해당된다. 연구자들은 코로나19에 관한 미디어 보

도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 국민적관심이높은이시기를 정보이용채널별위험인식과 행동조사

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판단했다. 이 기간은 코로나19가발생한초기단계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이로 인해다양한미디어 이용이나주변사람들과의활발한대인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

던시기로 평가된다(이완수 등, 2020). 우리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습득하기 위한움직임이

활발했던이 시기를 주요정보 이용채널, 위험에 대한심리적 반응, 그리고 예방행동또는 예방

정책평가 사이의 인과 관계뿐만아니라, 개인적·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기

로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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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인

이 연구에 이용한 변인은 정보이용 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평가로 구성하고모두리커

트 7점척도(①매우 그렇지 않다-⑦매우 그렇다)로측정했다.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은 ‘주변

사람과의 대화’, ‘신문’, ‘TV’, ‘인터넷’, ‘소셜 미디어’ 5가지요인으로 구성하고, 코로나19 정보이

용 정도 수준을측정했다. 위험인식은 코로나19의 위험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를측정하

였다. 행동반응은두가지요인으로측정했다. 하나는 예방행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리고

예방정책에 대한 정서적 평가로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분노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

식으로 측정하였다.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을 단일문항으로 구성한 이유는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측정하는 경우에단일문항으로측정한 경우와 다중문항으로측정

한 경우를비교했을 때, 응답결과의 정규성(normality) 등에큰차이가 없다고판단했기 때문

이다(Maestas & Pollock, 2010). 이 연구는 특히온라인조사라는 방법론적상황과설문참여

자의응답피로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단일문항으로측정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평가대상(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 따라측정변인 사이의 확산경로와

변인별효과를비교분석하는데목적을두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정도(개인적

차원)와 개인의 관점에서타인들이 어떻게생각하는지에 대한 간접 평가의 정도(집합적차원)로

각각나눠질문했다. 구체적인측정문항은 <Table 2>와같다.

Number % Number %

Gender
Male 292 50.4 Region of

regience

Daegu/
N. Gyeongsang

287 49.6

Female 287 49.6 Other 292 50.4

Age

20–29 99 17.1
Daily news
consumption

0–1 hours 233 40.7

30–39 105 18.1 1–2 hours 178 31.1

40–49 131 22.6 3+hours 162 28.3

50–59 139 24.0

Education

No college 97 16.8

60–69 105 18.1
Currently enrolled
in college

38 6.6

Monthly
Income

0–2.99M 250 43.2 College graduate 377 65.1

3–4.99M 176 30.4
Graduate
enrollment/
degree

67 11.6

5M+ 153 26.4

Political
identification

Conservative 97 16.8

Progressive 159 27.5

Moderate 323 55.8

Table 1. Respond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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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1) 연구가설 1의 결과

연구가설 1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이용 선택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

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분노가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 따라 유의미한차이를 보이는

지살펴보았다. 이를위해대응표본 t-test(paired t-test)를통해분석했다(<Table 3> 참조).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의 경우에 신문(개인=3.33, 집합=3.58, t= -5.66, p <

.01), TV(개인=5.87, 집합=5.98, t = -2.91, p < .01), 소셜 미디어(개인=4.28, 집합

=4.65, t = -7.09, p < .01)는 개인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평가했

다. 이에 반해 인터넷(개인=5.97, 집합=5.75, t = 6.53, p < .01)의 경우에는 개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비해 더 많이 이용한다고 평가했다.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과

타인간에대한평가사이에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개인=5.04, 집합=5.56, t=-12.11, p < .01)과 함께 사

회적 거리두기(개인=5.61, 집합=5.89, t = -6.58, p < .01),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

한분노(개인=4.47, 집합=4.91, t = -10.41, p < .01)에 대해서는모두개인 자신보다 다

른사람들이더민감하게영향을받고반응할것이라고평가했다.

Variable Personal Collective

Conversation
with others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conversation with others.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conversation with others.

Newspapers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newspapers.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newspapers.

TV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television.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television.

Internet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the internet.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the internet.

Social media
I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social media.

My neighbors tend to learn information about
COVID-19 through social media.

Risk perceptions
I tend to perceive COVID-19 as a personal
risk.

My neighbors perceive COVID-19 as a risk.

Social distancing
I have tended to avoid contact with others
since the pandemic began.

My neighbors have avoided contact with
others since the pandemic began.

Anger about
govt. COVID-19
policies

I feel angry abo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VID-19 response and
prevention policies.

My neighbors feel angry abo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VID-19 response and
prevention policies.

Table 2. Personal and Collectiv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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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코로나

19 정책에 대한분노사이의 관계를 개인적차원에서살펴보았다(각 변인사이의 상관관계는 <부

록Ⅱ> 참조). 이를 위해경로분석을 실시했으며, LISREL 8.53프로그램을이용했다.먼저,모

델 적합도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다(χ2(11)=57.55, p < .01, SRMR=.053,

CFI=.90, NFI=.90, RMSEA=.086). 일반적으로 경로분석에서는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

해 χ2, CFI, NFI(TLI), SRMR, RMSEA등의적합도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할것을권고한

다. CFI와NNFI는 통상적으로0.90 이상이면 양호하며, SRMR과RMSEA는0.05이하면 양

호한 적합도, 0.05~0.08 사이의 값이면 적절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Tatham, 2006).

<Figure 1>에 제시된 변인 사이의 관계를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중에

서 주변사람과의 대화(γ=.18, t = 4.21, p < .01), TV(γ=.21, t = 5.1, p < .01), 인터

넷(γ=.09, t = 2.12, p < .05) 이용이 많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위험인식이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계수의크기를 중심으로살펴본결과에서는 TV, 주변사람과의 대화,

인터넷이용의순서로위험인식에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β=.47, t = 12.97, p <

.01)와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분노(β=.30, t = 7.5, p < .01)가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준화계수를 고려했을 때, 개인적 위험인식은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분노보다

는사회적거리두기에대한영향력이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Variable
Personal Collective

t-value
Mean S.D Mean SD

Conversation with others 4.00 1.67 3.95 1.54 1.43

Newspapers 3.33 1.70 3.58 1.51 -5.66**

TV 5.87 1.18 5.98 0.98 -2.91**

Internet 5.97 1.06 5.75 1.10 6.53**

Social media 4.28 1.70 4.65 1.41 -7.09**

Risk perceptions 5.04 1.35 5.56 1.02 -12.11**

Social distancing 5.61 1.27 5.89 1.02 -6.58**

Anger about govt. COVID-19 policies 4.47 2.09 4.91 1.81 -10.41**

Note 1. **p＜ .01

Table 3.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and Collectiv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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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2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코로나

19 정책에대한분노사이의관계를집합적차원에서살펴보았다. 경로분석을실시한결과,모델

적합도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χ2(11)=49.97, p < .01, SRMR=.048,

CFI=.92, NFI=.91, RMSEA=.078). <Figure 2>에 제시된 변인 사이의 관계를살펴보

면,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 중에서 주변사람과의 대화(γ=.10, t = 2.40, p < .05), TV(γ
=.27, t = 6.54, p < .01), 소셜 미디어(γ=.09, t = 2.13, p < .05) 이용이 많을수록 코

로나19에 대한타인들의 위험인식이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의

크기를살펴본결과에서는 TV, 주변사람과의 대화, 소셜 미디어의순서로타인의 위험인식에미

치는영향이크다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타인들의 위험인식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β=
.42, t= 11.20, p < .01)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분노(β=.28, t= 6.89, p <

.01)가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고려했을 때, 타인들의 위험인식은 정부의 코

로나19 정책에대한분노보다는사회적거리두기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Figure 1. Research model analysis findings (Personal)

Note 1. χ2(11)=57.55, p＜ .01, SRMR=.053, CFI=.90, NFI=.90, RMSEA=.086
Note 2. *p＜ .05, **p＜ .01
Note 3. Non-significant paths are indicated with dotted lines.
Note 4. All path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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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문제 3의 결과

이연구에서 제안한연구모형에대해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의경로가 서로유의미한차이가

있는지를살펴보기 위하여두집단사이의 경로계수(비표준화계수)를 이용하여조절효과를분

석했다. 예를 들어, ‘주변사람과의 대화→개인적 위험’ 사이의 경로가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

사이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한공식은다음과같다.

 
  

 



Note 1. SE: Standard error, β: Path coefficient

분석결과,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의 경로계수에서 유의미한차이를 보인 경우는 ‘소셜

미디어→위험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t = -2.12, p < .05). 이 같은 결과는 소셜 미디어를 통

한 코로나19 정보이용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집합적차원이 개인적차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경로는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findings (Collective)

Note 1. χ2(11)=49.97, p＜ .01, SRMR=.048, CFI=.92, NFI=.91, RMSEA=.078
Note 2. *p＜ .05, **p＜ .01
Note 3. Non-significant paths are indicated with dotted lines.
Note 4. All path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정보이용채널과위험인식, 그리고행동반응간의관계측정 421

6. 결론과함의점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위험 커뮤니케이션맥락속에서 개인적판단과비개인적판단간에 서

로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이 연구는 위험정보에 대한 평가대상에 따라 지

각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가설에 주목해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이용채널

과위험인식, 그리고행동반응간의확산경로와영향력의차이를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으로

구분해온라인설문을통해검증했다.분석결과,먼저정보이용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이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코로나19 관련 정

보를 얻기 위해 개인 자신(개인적차원)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집합적차원)은 신문, TV,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이

용할 것이라고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보다

주변사람들이위험을더크게지각할것으로추정했다. 그리고행동반응차원에서도개인자신보

다주변사람들이사회적거리두기나정부예방정책에대한분노감을더크게표출하는등민감성

이클것으로추정했다.

이어서 정보이용 채널에 따른 위험인식과 행동반응 간의 확산경로와 영향 관계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 할수록

각각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문과 소셜 미디어는

Path

Personal Collective

t-valueUnstandardized
coefficient

S.D
Unstandardized

coefficient
S.D

Conversation with others→Risk perceptions .18 .04 .10 .04 1.41

Newspapers→Risk perceptions .01 .04 .02 .04 -.18

TV→Risk perceptions .21 .04 .27 .04 -1.06

Internet→Risk perceptions .09 .04 .07 .04 .35

Social media→Risk perceptions -.03 .04 .09 .04 -2.12*

Risk perceptions→Social distancing .47 .04 .42 .04 .88

Risk perceptions→Anger about govt.
COVID-19 policies

.30 .04 .28 .04 .35

*p＜ .05

Table 4. Analysts of Personal and Collective Path Coefficie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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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신에게 코로나19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 채널로 평가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높아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정부

의코로나19 정책에대한정서적분노가더커졌다.

집합적차원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록,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코로나19 위험을 더크게 지각할 것이라고추정했

다.집합적차원에서위험인식과행동반응과의 관계를추정해본결과에서도주변사람들은 코로

나19에대한위험인식이높을수록 사회적거리두기를하거나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대해분노

감표출이클것으로추정했다. 위의 논의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개인적차원에서는 인터

넷이, 집합적차원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각각 코로나19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채

널로추정하고있는점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 위험인식,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에 대한분노사이의 경로와 영향관계가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 따라 어떤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셜 미디어와 위험인식 간의 경로에서집합적차원이 개인적차원보다 영

향력이큰것으로나타난반면, 나머지경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몇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정보를 얻기 위한 채널 이용정도에 대해 개인 자신과 주변 사람들 간에 지각의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자신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평가한 가운데, TV, 소셜

미디어, 주변사람들과 대화, 그리고 신문매체의순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더 자주 얻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개인자신의 관점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는TV매체를 가장우선

으로꼽은 가운데, 인터넷, 소셜 미디어, 주변 사람들과 대화, 그리고 신문매체의순으로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더 자주 얻을 것이라고추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분석결과에서 한 가지흥미로

운 점은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용채널순서에서 신문, 주변 사람들과 대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

의 경우는 개인 자신과 주변 사람들 간에차이가 없었으나 TV와 인터넷 매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로차이를 보였다. 즉, 개인 자신은 주요정보 이용채널로 인터넷을꼽은 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TV를주요정보이용채널로추정평가하고있는점이다.

둘째, 코로나19 정보 이용채널분석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대목은 개인 자신 보다 주변 사

람들이 신문, 소셜 미디어, 그리고 TV채널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추정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이 연구만으로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비교해

신문이나 TV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평소의 미디어 이용습관을 평가과정에

드러낸것으로추론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도 개인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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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용하고,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각해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이용채널 선택에 대한 개인 자신과타인들에 대한 평가 간에차이를밝힌본연구는메시지

효과에치중해온기존의비개인적영향가설또는제3자효과이론을정보이용채널로확장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위험

을더크게느낄것으로추정한 점이나위험인식에대한행동반응의 결과로써사회적거리두기나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해 주변사람들이 더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추정한 점도 주목

할 만하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은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자신

이타인들보다 더똑똑하고, 더 현명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뒷받침해 준다. 사람들

은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상황에노출되었을 때 개인 자신이타인들보다 상황을 더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서 비개인적 영향 가설이나 제 3자 효과이론이 제기해 온 “상대적 낙관주의 편향

(comparative optimism bias)”을경험적으로확인해준다.

셋째, 코로나19 위험정보의 확산경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위험인식이 예방행동이나 예방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을뒷받침해 준다. 위험의사회적 확산이론은위험정보가어떤경로를거쳐전파되는지의 과

정을 보여주는 이론적틀로본연구에서는 정보채널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르며, 행동반응 역시

다르다는점을 확인했다. 기존의사회적 위험확산이론을적용한 연구에서는정보채널에따라 위

험인식에 미치는차별적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반해본연구는 위험이

슈에대한 사회적확산이론을적용함에있어 정보채널에따라위험상황에대한심리적태도와행

동반응에미치는영향의차이를관찰해볼필요가있다는시사점을제시했다.

넷째, 주변사람들과의대화나TV 시청이개인적,또는집합적차원모두에서코로나19 위

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핵심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에 미치는 주요확산경로는 주변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을수록,또

TV 시청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이슈에

대해서는 TV가여전히강력한효과 매체임을보여준다. 이에 반해 신문매체는 어떤경우에도코

로나19 위험인식에영향을미치지못해 인쇄매체의사회적쇠락을보여준다. 이 같은결과는영

국 로이터 연구소가 코로나19 직후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세계 6개국

국민을대상으로실시한인식조사결과와일치한다(Nielson et al., 2020).

다섯째, 위험인식 정보매체로써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차이를 확

인한 점도흥미로운발견이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위험인식 과정에 개인 자신은 인터넷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로부터 더 영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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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추정하고 있는점은정보매체의 특성에따라자기친화적인 정보채널을달리선택한다는

사실을보여준다. 개인들은인터넷을통해 자신에게필요한위험정보를 주도적으로, 그리고선택

적으로 소비하는데 반해,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로타인들과의 관계망속에서 소셜 미디어에 의존해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 위험인식의 정도

가 결정된다고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미디어의 간접효과나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살펴보는 이론(예:제 3자효과) 연구에서는 개별미디어의효과를분석하고, 어떠한차

별점이 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비개인적 영향 가설이나 제 3자효과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대부분 개별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디어 이용”이라는범주

안에서 자신과타인에 미치는효과의차이를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 등장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환경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위험 커뮤니케이션환경에서는 정보 채널

별효과를구분해관측할필요가있다는함의점을얻을수있었다.

여섯째,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개인적, 비개인적차원모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분노로 나타난 점은 위험에 대한 지각과효능감에 따라 행동반응 변

화가나타난다는 사실을확인해준다.즉, 코로나19와같은 위험상황에서개인의행동동기가 위

험을 통제하는데맞춰질 때,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예:대인 접촉회피)이나 정서적 평가(예:예

방정책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는 병행과정 확장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인식은 개인적, 집합적

차원모두에걸쳐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정책에 대한 정서적분노보다 개인의안전과 직접 관련

되어있는물리적사회적거리두기에더크게영향을미쳤다.

이 연구가 주는 현실적 시사점은무엇보다 팬데믹 상황을 공중 보건이나건강자체의 문제

가아니라,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할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사람들은 팬데믹 관련

정보를 주로 대인또는 대중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얻으며, 이 과정에 위험인식과 행동반응

이결정되기때문이다. 우리는이연구에서사람들이코로나19 관련정보를얻는 주요채널을체

계적으로살펴봄으로써코로나19 위험상황과행동반응에효과적으로대응할 수있는커뮤니케이

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개인 자신은물론주변의 사람들도 TV나 인터

넷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결과는 TV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건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할필요성을 제기해준다. 아울러 최근새로운 대중 정보 매

체로 등장한 소셜 미디어의 이용 정도를 개인 자신은물론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높게 평가한

점 역시 현실적 시사점을 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TV 공익광고를내보

내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물결효과(ripple effect)”를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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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해사회적캠페인을지속적으로펼칠필요가있다.

언론역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문제를 다룰때 불안, 공포와 같은 위험표현이나 상

황을 지나치게 과장 보도함으로써사회적 위험성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규범적 보도태도가필요

하다.언론은 코로나19 보도과정에 사실적 보도, 객관적 보도, 과학적 보도,권위있는 정보원활

용과같은헬스저널리즘의원칙을 지키는자세가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채널로 인터넷, TV,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지목하고

있는 점은 이들 매체들이 사회적 위험 정보전달 과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

라서 이들 정보 매체들이 코로나19 위험상황을 과도하게또는 잘못보도하지 않도록 사회적 위

험정보에 대한 기자및시민교육을강화시킬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험정보인 인포데믹(infodemic)의 사회적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이완수, 2021). 소셜 미디어를 통해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인포데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질병 자체인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Cinelli et al.,

2020; Islam et al., 2020). 정부또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되는 코로나19 인포데믹에 대한 매체별영향을 가늠해살펴봄으로써개별정보매체 특성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영향력, 정책적 위험통제,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사회적토론, 그리고 코로

나19 리터러시교육등을보건역학정책수립과정에고려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정보 소비자들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위험인식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낙관적편향성”을갖게되고, 이에 따라사회적거리두기나백신 접종과같은예방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무시할 수 없다(Van Bavel et al., 2020). 본연구가검증

했듯이, 개인 자신은 코로나19 위험정보에노출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비해 실제 위험인식을

과소평가하며, 이런결과에따라스스로사회적거리두기에둔감할수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차원과집합적차원에 따라 서로차이가 있음을밝혀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

나19 질병재난에 대한 정보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확산경로와 관계성을 “위험

의 사회적 확산이론”(Kasperson et al., 2003; Nguyen &Nguyen, 2020), “비개인적 영향

가설”(Mutz, 1998), 그리고 “병행과정 확장모델”(Jahangiry et al., 2020)을 통합적용해살

펴보았다는점에서 이론적기여점이있다.즉, 코로나19 위험정보가 어떤채널경로를거쳐사회

적으로 전파되는지, 이들 정보 전달경로가 평가주체인 개인차원과집합차원에 따라 어떤차별성

이 있는지, 위험인식에는 서로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위험인식이 평가주체에 따라 행동변

화에미치는영향의차별성은어떠한지를커뮤니케이션맥락차원에서체계적으로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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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연구는몇가지 한계점도 있다. 첫째, 정보 이용채널의 어떤속성이 위험인식에

영향을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파악하지못했다. 이연구는정보 이용채널과이용정도만을살펴

보았기때문에 각채널별정보취득이유에 대해서는확인할수가없었다.둘째, 코로나19 위험인

식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지못한 신문의 경우 사람들이모바일이나 인터넷상으로 신문을 이용

하는지, 아니면 종이신문을 이용하는지를밝히지못한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단일문항으로 각 변인을측정했기 때문에 경로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후속 연구에서는 정교한 변수측정을 통해 구조방정식(SEM)을 실시하

거나 뉴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심층인터뷰(FGI) 등과 같은 질적분석을 시도해 정보 이용채널

에 따른 위험인식과 행동반응을좀더 체계적으로살펴볼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인식에 미치는

정보채널 측정에서 종이신문 대신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상 신문으로 측정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필요도 있다. 넷째, 연구결과에영향을 미칠수있는코로나19에대한지식수준이나백신

접종 실시 등 다양한요인을분석과정에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

채널에 따라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인을투입해측정결과의설명력을높일필

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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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측정변인사이의상관관계

A B C D E F G H

Conversation with others (A) .24** .01 .05 .19** .17** .03 .18**

Newspapers (B) .23** .02 .09* .23** .07 .02 .14**

Television (C) .05 .07 .30** .12** .30** .25** .04

Internet (D) .03 .01 .23** .32** .19** .20** .04

Social media (E) .24** .20** .11** .23** .17** .12** .09*

Risk perceptions (F) .18** .06 .24** .14** .05 .42** .28**

Social distancing (G) .05 .07 .26** .18** .06 .48** .26**

Anger about govt. COVID-19 policies (H) .22** .16** .06 -.01 .11* .30** .22**

Note 1.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variables at personal level (below diagonal) and collective level (above diagonal).
Note 2. *p＜ .05, **p＜ .0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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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정보 이용채널과 위험인식, 
그리고 행동반응 간의 관계 측정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의 지각비교를 통해 

이완수

(동서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교수)

최명일

(남서울대학교광고홍보학과교수)

유재웅

(을지대학교홍보디자인학과교수)

이 연구는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용 채널, 위험인식, 그리고 예방행동 변인 사

이의 경로와 영향이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관련 변인이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관련 변인 사이의 관계 경로와 영향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위험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주변 사람들은 신문, TV와 함

께 소셜 미디어를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써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는 개인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행동반응에 있어서도 개인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감을 더 크게 표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보 이

용채널에 따른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사이의 확산 경로와 영향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경

우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할수록 각각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더 커졌다. 나아가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대인 접촉회피가 커졌으며,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분노도 커졌다. 집합적 차원의 경우 TV시청을 많이 할수록, 주변사람들과 대화를 많

이 할수록,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코로나19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집합적 차원에 있어서도 위험인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분노에 정적으로 영향

을 미쳤다. 그리고 측정 변인 간의 경로가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개인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 이용 채널별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사이의 관계가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점을 논의했다.

핵심어 : 코로나19, 정보채널, 위험인식, 예방행동, 비개인적 영향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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