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Gyeonggi Daily Report – 14

   Data as reported by 4 March 2020 

   http://www.gidcc.or.kr/gypd-type/covid-19-daily-report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14호

http://www.gidcc.or.kr/gypd-type/covid-19-daily-reports/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14호 주요 내용

   

경기도 COVID-19 확진자 93명(2020.01.26.-03.02.) 역학 분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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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OVID-19 확진자 93명(2020.01.26.-03.02) 역학 분석(II)

2020.01.26.부터 03.02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COVID-19 확진자 93명에 대한 기초 통계를 전국 확진자 통

계와 비교함. 또한 일자별 확진자수와 증상발현자수를 비교하여 증상발현 후의 환자 발견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검토하고 소요된 일수 평균과 분포를 분석함. 감염경로, 임상경과, 유행 클러스터 등에 대한 분석

은 역학 분석(Ⅱ)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최종 통계는 수정될 수 있음

1) 전국과 경기도 환자 성/연령 분포 비교

- 전국 확진자 4,812명의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이 62.4%로 높았으나 경기도에서는 남성이 59.1%로 반대 양상을 보임

- 연령분포에서도 경기도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전국에서는 20대가 가장 많고 30대는 네 번째로 많은 

연령대임

- 이와 같이 전국과 경기도의 환자 양상이 다른 것은 전국 환자의 89.1%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 환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대구, 경북 이외 환자의 특성이 경기도와 유사할지 아니면 지역별 차이가 

있을지는 중앙 정부의 분석이 필요할 것임

그림 2. 전국 COVID-19 

확진자(3.3일 00시 기준, 4,812명) 

성별 분포(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그림 1. 경기도 COVID-19 

확진자(2020.01.26.-03.02) 성별 분포

그림 3. 경기도 COVID-19 

확진자(2020.01.26.-03.02) 연령 분포
그림 4. 전국 COVID-19 확진자(3.3일 00시 기준, 

4,812명) 연령대별 분포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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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확진자의 일자별 확진자수와 증상발현자수

그림 5. COVID-19 경기도 확진자(2020.01.26-03.02) 93명 일자별 확진자수와 증상발현자수 

3) 경기도 확진자의 증상발현 후 확진일까지의 기간 분포

- 93명 확진자의 증상발현 후 확진일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4.05일이었으며 최소 0일에서 최대 14일까지 

분포함

- 5일 이하가 79.2%로 선별검사, 확진자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가 지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6. COVID-19 경기도 확진자(2020.01.26-03.02) 93명 증상발현 후 확진까지 소요기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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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 3. 4. 10시 기준)

- 전날보다 2,092명 추가 환자 보고되어 93,012명(전일 대비 2.2%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3,165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3.4%

표 1. 국가별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2020.3.4. 기준,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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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확진일 기준 중국 외 지역 유행곡선 (2020.3.2. 기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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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전날과 동일하게 총 80,151명 환자 보고

- 지역별로는 후베이성(Hubei) 67,217명(사망 2,834명 포함), 광둥성(Guangdong) 1,350명(사망 7명 포함),

  허난성(Henan) 1,272명(사망 22명 포함), 저장성(Zhejiang) 1,213명(사망 1명 포함), 후난성(Hunan) 1,018명

(사망 4명 포함) 순으로 발생

  ※ 중국 내 지역별 발생현황은 WHO Situation Report(3.3.) 참조

□ 중국 외 지역 (2020.3.3. 기준)

- 총 12,155명 환자 보고(다이아몬드 프린세스, 706명), 그 중 215명 사망

- 그 외 국가 및 지역에서 2,091명의 추가 환자가 보고, 그 중 47명 사망

국내 발생현황

□ 전국 (2020.3.4. 1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은 오전 10시에 배포되는 오전 9시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전일 대비 1,116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보고되어 총 5,328명(41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대구 924명, 경북 150명, 경기 9명, 서울 8명, 부산 5명, 광주 4명, 충남 4명, 울산 3명, 인천 2명, 강원 2명, 대전 1명, 충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 전일 9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131,379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02,965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28,414명이 검사 진행 중임

그림 8.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현황 추이(20.3.4.9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9.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현황 누적(20.3.4.9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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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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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3.4. 0시 기준)

□ 경기도 확진자 세부현황

확진환자의 경기도민 접촉자 현황

격리중 1,993

격리해제 2,565

계 4,558

확진환자 현황

확진환자(격리중) 92

퇴원자(격리해제) 9

사망자 1

 계 102

연
번

전국
번호 성별 출생

연도 발생경위 확진
일자 격리병원 퇴원 지역

1 환자3 남 ’66 입국 후 증상발현 명지병원 
격리·발견 1.26 명지병원 2.12. 고 양

2 환자4 남 ’64 입국 후 증상악화 능동감시 중
폐렴확인 1.27 분당서울대병원 2.9. 평 택

3 환자12 남 ’71 일본 확진 환자 접촉자 2.01 분당서울대병원 2.18. 부 천
(중국인)

4 환자14 여 ’80 12번 환자 배우자 2.02 분당서울대병원 2.18. 부 천
(중국인)

5 환자15 남 ’77 4번 환자와 동일 비행기 탑승 2.02 국군수도병원 2.24 수 원

6 환자17 남 ’82 싱가포르에 학회 참석,
1. 24. 입국 후 증상발현 2.05 명지병원 2.12. 구 리

7 환자20 여 ’78 15번 환자 밀접접촉자 2.05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병원(2.19)

2.24 수 원

8 환자25 여 ’46 26번 환자 모친, 동거
(2.22.퇴원→ 2.28. 재확진)

2.09
2.28 분당서울대병원 시 흥

9 환자26 남 ’68 중국에서 입국 후 동거인 확진 (25번 환자 
아들) 2.0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 흥

10 환자27 여 ’82 중국에서 입국 후 동거인 확진 (25번 환자 
며느리) 2.0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 흥
(중국인)

11 환자28 여 ’89 3번 환자 밀접접촉자 2.10 명지병원 2.17. 고 양
(중국인)

12 환자32 여 ’09 20번 환자 자녀 2.18 분당서울대병원 수 원

13 환자140 여 ’88 31번 환자와 같은 장소에 머무름 2.20 명지병원 김 포

14 환자162 남 ’87 140번 환자의 배우자 2.21 명지병원 김 포

15 환자246 여 ’83 31번 환자 접촉자 2.2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 천

16 환자347 남 ’96 싱가폴, 말련 방문, 2.7.입국 2.22 명지병원 부 천

17 환자360 남 ’59
서초확진자 이천 직장동료
2.16. 과천 신천지 집회 참석

2.22 분당서울대병원 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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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국
번호 성별 출생

연도 발생경위 확진
일자 격리병원 퇴원 지역

18 환자361 남 ’99 군인, 대구 방문(2.10~2.14) 2.22 국군수도병원 포 천

19 환자362 남 ’56 서울 택시기사, 30번 환자 접촉자 2.2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 양

20 환자1244 남 ’69 경기도17번(360번) 환자 접촉자
2.16. 과천 신천지 집회 참석 2.22 국군수도병원 이 천 

21 환자441 여 ’59 246번 환자 동거인 2.2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 천 

22 환자574 남 ′97 군인. 2.15~2.17 대구 방문자 2.2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평 택

23 환자565 남 ‘80 경기도15번(246번) 환자 남편 2.2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 천

24 환자649 남 ′53 대구 거주자, 수원 팔달구 보건소 
선별 2.23 국군수도병원 수 원

25 환자392 남 ′66 대구 거주자, 김포 보건소 선별 2.2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김 포

26 환자488 여 ’68 347번 환자 접촉자 2.2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 천

27 환자647 여 ’18 경기도13번(140번) 경기도14번(162
번) 환자의 자녀 2.23 분당서울대병원 김 포

28 환자610 여 ’93 31번 환자 접촉자 2.2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용 인

29 환자433 여 ’54 대구 거주자, 수원 팔달구보건소 2.23 국군수도병원 수 원

30 환자652 남 ’95 경기도18번(361번) 환자의 접촉자 2.2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포 천

31 환자651 남 ’98 경기도18번(361번) 환자의 접촉자 2.2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포 천

32 환자653 남 ’97 경기도18번(361번) 환자의 접촉자 2.2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포 천

33 환자760 남 ‘86 수원 확진자 자녀 2.2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 원

34 환자761 여 ‘55 강릉 확진자의 장모 2.2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파 주

35 환자762 남 ‘85 2.16. 대구결혼식 참석, 확진환자 접촉자 2.2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파 주

36 환자753 남 ‘85 2.15~16. 대구 방문자, 시흥경찰 2.24 명지병원 부 천

37 환자835 남 ‘86 2.16. 과천 신천지 집회 참석 2.2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 양

38 환자798 여 ’85
2.16. 과천 신천지 집회 참석
경기도 37번의 배우자

2.2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 양

39 환자875 남 ’84 식도 정맥류 출혈로 내원,
최종확진 2.24 명지병원 사망

2.25.
남양주
(몽골)

40 환자1155 여 ’64 원인불명폐렴으로 내원,
최종확진 2.2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부 천

41 확인중 남 ’84 유증상자, 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 2.2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김 포

42 환자893 남 ‘94 2.16.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2.25 명지병원 성 남

43 환자927 여 ‘85 유증상자, 선별진료소 검사 후
확진 2.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안 양

44 확인중 남 ’53 유증상자, 국립경찰병원
검체, 최종확진 2.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평 택

45 환자1013 남 ’81 2.8~10대구방문, 유증상자 
동수원병원 선별 2.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27. 수 원

46 환자937 남 ’57 2.15~16대구방문, 유증상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선별 2.25 명지병원 이 천

47 환자1177 남 ’73 유증상자, 한림대성심병원 
선별, 최종확진 2.2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안 양

48 환자1184 남 ’56 188번 환자의 접촉자
2.16. 과천 신천지 집회 참석 2.2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 천

49 환자1227 남 ’81 경기도 37번(835번) 환자의 접촉자
2.16. 과천 신천지 집회 참석 2.2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 원

50 환자1250 여 ’47 31번 환자의 접촉자 2.2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남양주

51 환자1251 남 ’42
대구거주자, 상기(50번)

환자 배우자
2.26 국군수도병원 남양주

52 환자1402 남 ’85
유증상자, 용인 수지구

보건소 선별, 최종확진
2.26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용 인

53 환자1292 여 ’94
2.19~24 대구방문, 박애병원 

선별, 최종확진
2.26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평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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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국
번호 성별 출생

연도 발생경위 확진
일자 격리병원 퇴원 지역

54 환자1225 여 ’85
2.20일 발열 및 기침 등으로 

광명시보건소 선별, 최종확진
2.26 명지병원 광 명

55 환자1279 남 ’93
188번 환자의 접촉자

2.16. 과천 신천지 집회 참석
2.2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과 천

56 환자1264 남 ’92
188번 환자의 접촉자

2.16. 과천 신천지 집회 참석
2.2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과 천

57 확인중 남 ’89
02.17~21일 구미 출장, 발열

및 기침 등 증상, 최종 확진
2.2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 성

58 환자1753 여 ′90 경기도 52번 배우자 2.2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용 인

59 환자1798 여 ’82
서울 노원구 확진자의

접촉자
2.2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수 원

60 환자1752 남 ’82 경기도 47번(1177번) 환자의 접촉자 2.2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파 주

61 환자1744 남 ’79 경기도37번(835번) 환자의 접촉자 2.2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수 원

62 환자1747 남 ’69
경기도 52번(용인 수지 확진자)의 

접촉자(직장동료)
2.2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용 인

63 환자1725 여 ’95 안동 확진자의 접촉자 2.2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용 인

64 확인중 여 ’46

은평 성모병원 간병인, 가래 

및 오한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

2.2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고 양

65 환자2733 남 ’69
2.17일 대구 방문, 발열 및 

인후통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
2.27 성남의료원 수 원

66 환자1981 남 ’75 경기도46번(937번) 환자 접촉자 2.2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 천

67 환자1980 남 ’70 경기도46번(937번) 환자 접촉자 2.27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 천

68 환자2022 남 ’85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 2.27 성남의료원 성 남

69 환자2736 여 ’71 경기도37번(835번) 환자 접촉자 2.2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 성

70 환자1892 여 ’96 경기도47번(1177번) 환자 접촉자 2.2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고 양

71 환자1949 여 ’87 서울 강남구 확진자의 접촉자 2.27 성남의료원 성 남

72 환자2181 남 ’61
유증상자, 2.22일 가래 및 근육통 등 

증상발현
2.28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안성병원
화 성

73 환자2514 여 ’79 경기도49번 (1227번) 환자 접촉자 2.28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화 성

74 환자2286 여 ’32
대구거주자, 2.24일 아들집

(평택) 방문, 최종확진 
2.2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평 택

75 환자2416 여 ′80
2.13~15일 대구 방문, 오한 

및 근육통 등 증상 발현
2.2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시 흥

76 환자2179 여 ’45
대구거주자, 2.26일 딸집 방문, 

발열 및 기침 등 증상 발현
2.2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 천

77 환자2180 남 ’46
대구거주자, 2.26일 딸집 방문, 

발열 및 기침 등 증상 발현
2.2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 천

78 환자2933 남 ’00
신천지 교회(예배) 참석(대구),

31번 환자 접촉자
2.28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이 천

79 환자3760 남 ’97 청주공군부대 확진자 접촉자 2.28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 양

80 환자3029 여 ’97
유증상자, 가래 및 인후통 등 

증상 발현, 보건소 선별
2.2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 원

81 환자3599 남 ’63 수원 영통 확진자의 접촉자 2.2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오 산

82 환자3041 여 ’66 경기도 81번 확진자의 접촉자 2.2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오 산

83 환자3068 여 ’78 화성 확진자의 접촉자 2.2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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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
번

전국
번호 성별 출생

연도 발생경위 확진
일자 격리병원 퇴원 지역

84 환자3079 여 ’05 화성 확진자의 접촉자 2.2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화 성

85 환자3446 남 ’90
유증상자, 발열 및 오한 등 증상 발

현, 의료기관 선별
2.2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 흥

86 환자3083 남 ’74 화성 확진자의 접촉자 2.29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수 원

87 환자3300 여 ’07 화성 확진자의 접촉자 2.2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화 성

88 환자3583 남 ’73

2.22~23일 처갓집 모임 참석, 

대구 확진자(31번 확진자 접촉자)의 

접촉자

2.29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남양주

89 환자3663 남 ’81
188번 환자의 접촉자 (2.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석)
2.2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과 천

90 환자3558 여 ’76 1747번 환자의 접촉자 (배우자) 3.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용 인

91 환자3780 남 ’74
19.9.20~20.2.20일까지 대구 일시적 

거주, 대구 확진자의 접촉자
3.1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고 양

92 확인중 남 ’97 3029번 환자의 접촉자 3.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 원

93 확인중 여 ’65 2736번, 3599번 환자의 접촉자 3.2 성남의료원 수 원

94 확인중 남 ’56
2.22일 감기 등 증상발현, 호흡곤란

으로 한양대구리병원 내원, 최종확진
3.2 순천향대부천병원 남양주

95 확인중 여 ’84 2.24일부터 발열 증상으로 3.2일 선별
진료의료기관 내원, 최종확진 3.3 성남의료원 용 인

96 확인중 여 ’74 2736번 환자의 접촉자 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 원

97 확인중 여 ’09 2736번 환자의 접촉자 3.3 성남의료원 수 원

98 확인중 남 ’81 4235번 환자의 접촉자 3.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남양주

99 확인중 여 ’58 4235번 환자의 접촉자 3.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남양주

100 확인중 남 ’98 부대 내에서 생활 중 발열 등 증상발현
으로 국군수도병원 선별진료, 최종확진 3.3 국군수도병원 용 인

101 확인중 남 ’79 2.21일 발열 및 인후통 등 증상 발현, 
선별진료의료기관 내원, 최종확진 3.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용 인

102 확인중 여 ’76 2.21일 발열 및 인후통 등 증상 발현, 
선별진료의료기관 내원, 최종확진 3.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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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뉴스 

□ 국외

- 코로나 103명 美, 연방 차원 비상사태 검토

- 사망 6명 중 4명은 요양원 노인들, 워싱턴 등 15개 주에서 확진자 나와

- 한국행 모든 입국편 발열검사...여행 제한 확대될 수도

- 시진핑 “코로나 근원 연구하라”...발원지 논쟁 가열

- 역유입 확진자 잇따라 방역 비상, 한국발 입국자 격리비 부담키로

- 아프리카까지 번지는 코로나...中 교류 많아 숨은 감염자 많을 듯

- 아프리카 6개국서 확진자 11명 보고, 코로나 검사 54개국 중 24곳만 가능

□ 국내

- 대구 신천지→고위험군 시민으로...검진 우선순위 바꾼다

- 고령자 2명 사후 확진, 중대분, 고위험군부터 의료 투입

- 대구 확진자 1,800여명 병상대기, 내주 생활치료센터 2,000실 확보

- 약 5% 위중환자 대책 시급, 시도별 증상ž병상 정보 시스템 필요

- “보건용 없다면 면 마스크 쓰세요”...달라진 마스크 사용 권고

- 야외, 환기 잘 되는 실내에선 굳이 마스크 쓸 필요 없어

- 신천지 유증상자 절반 검사...대구 68% 양성, 그 외는 1.7%

- 신천지 통한 감염 56%, 20대 비중 가장 높고 여성은 62% 육박

- 정부, TK외 신도 1.7%만 양성으로 지역 집단감염 가능성 낮아

- 사망 31명 중 30명이 기저질환자...의심, 포착 어렵고 병세 급속 악화

- TK 생활치료센터 늘린다지만 의료인력 충원 없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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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동향 

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조사(2차)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보도자료

코로나19 한달여 국민여론, 현장대응엔 ‘박수’, 국가리더십·언론엔 ‘질타’
서울대 유명순교수팀, 1천명 2차설문…질본·공공의료·지자체 “신뢰”상승, 청와대·언론 하락

-감염 가능성 “높다” 5명중 1명꼴로 증가세…“무증상 감염 두렵다” 38.3%서 57.7%로 늘어

-“내 지역 위기극복·회복 잘할 것” 57.5% “못할 것” 7.6%…“지역·일터 대책 마련 참여의향” 77.2%나

-1차 조사보다 분노 상승…무기력·울분감·의심/두려움·정보집착 등 스트레스 관리 필요성 증가 

-대구·경북 주민, 10여 개 감정촉발요인 두드러져…경로공개·권고위반자 처벌 “찬성” 압도적

-20대 자가격리 부정정서 41.9% 최고…자가격리시 도움줄 사람 “없다” 27.9% 

○ 코로나19 사태가 45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국내 확진 초기 1차 국민 인식 조사에 이어, 감염병 위기경

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진행된 2차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연구팀은 지난달 25일부터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총괄한 유 교수는 

“신종감염병이 초래하는 위기상황의 대응은 보건당국, 언론, 시민사회가 모두 관여하는 다주체 활동인데, 

그 핵심에 효과적인 위기소통이 있다. 본 조사는 원활한 사회적 위기소통을 촉진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 문항은 ∆ 인구사회·건강 변수 ∆시민/사회의 코로나19 경험과 

평가 ∆사회·심리방역의 5개 요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응답자의 인식·기대·정보와 소통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설계됐다. 

※ 조사 영역 (대범주만 요약)

배경변수 시민/사회 경험과 평가 사회·심리 방역 5개 요소
인구학적 변수 일상변화 위험 인식

사회경제적 변수  감정·스트레스 경험 효능감
건강 수준 행동변화 신뢰

감염병 대응 평가 정보수요·이해역량(리터러시)
방역대책 손실/편익 평가 위기소통

영역 1: 시민/사회의 경험과 평가

[일상변화] 신종코로나로 인해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차의 10.2%에서 4.2%로 줄었고, 

일상의 완전한 정지(=0)와 변화 없음(=100) 사이에서 절반 이상의 일상 정지를 시사하는 50점 이하 응답자가 

1차 조사 때 48.0%에서 59.8%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는 여성이, 보수가, 대구·경북 지역이, 

판매/영업/서비스직이 상대적으로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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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경험]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으로는 1차 조사 때는 불안(60.2%)이 압도적이었고 공포

(16.7%), 충격(10.9%), 분노(6.8%)가 뒤를 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불안(48.8%)에 이어, 분노가 21.6%로 

대폭 상승, 눈길을 끌었다. 충격(12.6%), 공포(11.6%), 슬픔(3.7%), 혐오(1.7%)가 뒤를 이었다. 분노를 느꼈다는 

응답은 20대,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에서의 비율은 낮지만, “슬픔”을 느낀다는 응답이 

1차 1.6%에서 3.7%로 늘어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또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난 후 불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는 “커진 편”, “매우 커졌다”가 

각각 44.3%, 40.8%로 무려 85.1%가 불안이 더 커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교수는 “이런 결과들은 위기소통에 시사점이 큰데, 전염병 출몰 초기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국민감정의 

양상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사망자가 늘고, 중요한 예방수단으로 권고한 마스크를 구할 수 없고,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다른 시민의 소식을 접하며 느끼는 불안은 불만 및 불신과 결합하는 것이기에 

초기 불안에 대응하는 소통과 차별화된 더욱 세심하고 특히 책무성이 강화된 위기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스트레스 경험] 연구진은 신종감염병이 초래하는 위기상황에 맞춰진 스트레스의 측정도구가 단기에 개발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안으로 최근 <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가 제시한 “감염병 스트레스” 요소 (무기력, 의심/

경계심, 정보집착)를 검토하기로 했다. 무기력은 외상후울분장애 19개 문항 중 무기력과 울분감 등 7개, 

의심/경계심의 경우는 ‘상황별 두려움’ 질문, 정보집착은 ‘자주, 직접’ 정보를 찾는 정도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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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안” 울분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경험 수준을 (0점~4점) 질문했을 때 두드러진 결과는 

대구·경북 지역의 스트레스 경험 수준이 전 문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그렇다 65%, 전체 58.1%), ‘직업이나 

가정에서 이전처럼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일’ (그렇다 63.9%, 전체 51.5%) ‘내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일’(55.6 %, 전체49 %), ‘내가 보기에 아주 정의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일’(76.3% 전체 

67.4%), ‘내 감정에 상처를 주고 상당한 정도의 울분을 느끼게 하는 일’ (71.2%, 전체 60.5%)이었다. 

 

<그림> 울분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스트레스

  정보집착은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뉴스를 얼마나 자주, ‘직접’ 찾아봤는가”를 묻는 

정보탐색 행위를 다루는 문항를 활용했다. 조사결과 1차 평균이 3.34점인데 반해 3.70점으로 증가하였으며, 

분포 별로는 “자주” 찾아봤다는 응답 비율이 1차 49.5%에서 74.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끝으로 의심/

경계심에서는 “내 주변에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낀다”를 

통해서 본 결과, 1차 평균 3.1에서 이번 조사에서 3.47로 증가했다.  

  유 교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 대책과 위기소통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표면적인 점검이기는 하나, 이번 조사로 일상깨짐을 경험하고 있는 일반국민들,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정신·심리 건강 위협 수준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미루면 안 될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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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본 조사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을 “개인예방행위”, 대중교통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자제, 모임취소/종교행사 불참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분류,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마스크 “가끔” 

“자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97.7%로 1차 조사 때 81.2%보다 16.5%p 늘어났고,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거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99.3%를 기록했음. ‘대중교통 이용 자제’ 

75.4%, ‘도서관·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78.3% 를 기록했다.  ‘모임 취소, 종교행사 등 불참’ 

88.9%, ‘외출 자제’ 93%가 “가끔”, “자주”, “항상” 해당 행동을 했다고 답했다. 개인 수준의 예방행동은 거의 

완벽한 준수율을 보이고, 사회적 접촉을 자제하는 행동 또한 높게 나타나 현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실천 중인 것을 엿볼 수 있다. 

[나/사회/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평가] 연구진은 “위기대응은 언제나 상호적이고, 사회적”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했고,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수준 평가를 ‘나 자신’, ‘정부’ ‘우리사회(일반국민)’로 나누어 동일 

척도(4점)로 질문했다.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나 자신>우리사회(일반국민)> 정부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잘하고 있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나 자신”으로, 72.7%가 “어느 정도 잘 대응”, 12.7%가 “아주 잘 대응”

한다고 응답, 전체 85.4%가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정부 당국의 대응은 57%가 잘 대응한다고 답했고 43%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사회’는 긍·부정 반응이 각각 62.7%, 37.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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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정부 위기대응 평가] 정부의 위기대응을 영역별로 평가하도록 질문한 결과, (공항, 항구 등)의 

검역을 ‘잘 하고 있다’가 49.2%로 1차 조사 때의 41.1%보다 8.1%p 증가했다. 방역은 1차조사 때의 43.8%보다 

14.1%p나 증가한 57.9%가 긍정 평가를 했다. 1차조사 때는 못한다(37.9%)는 의견이 잘한다(29.9%)는 응답보다 

많았던 ‘정부부처간 의견 조정’도 잘한다가 39.4%, 못한다가 30.6%로 역전된 모습을 보였다. 중앙정부-

지자체 간 조정도 긍부정 의견이 각각 30.0, 36.7%에서 39.8%, 29.4%로 변화, 여론이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 

‘언론 대응’도 잘한다, 못한다는 의견이 각각 31.4, 30.6%로 2월초 조사 때의 22.8, 38.4%보다 호전된 모습을 

보였고 ‘대국민 위험소통’도 긍부정 의견이 37.4, 32.2%로 31.6, 35.8%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외교적 조정’은 긍·부정 의견이 각각 25.5, 48.6%로, 1차 조사 때의 26.9, 42.6%보다 소폭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코로나19는 문제의 주 경계가 국내 병원에 그어져 있던 메르스 사례와 달리, 

발원지 이슈 등 시작부터 코로나19는 탈경계/초국가(transboundary crisis) 위기의 속성을 보였고, “자국민 

보호”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책무성(accountability) 발휘가 정부당국 및 사회의 위기대응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형성한 것 같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제외교적으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과정과 

성과가 국민 여론과 신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방역대책 손실/편익 평가]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논란이 있는 대책들을 각각 손실과 

편익을 비교해보도록 질문한 뒤 확인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중국전역의 입국제한”에 대해서는 “편익이 

크다”는 쪽이 44.2%로 가장 많았고 “반반”이 31.4%, “손실이 크다”가 24.4%를 차지했다. 이 질문에는 

“손실이 크다”에는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가장 많은 지지 의견(39.5%)을 비쳤고 보수(19.4%), 중도(17.4%) 

성향 응답자는 낮은 지지의견을 보였다. 반대로 “편익이 크다”에는 보수(53.4%) 성향 응답자들이 가장 

동조했고, 중도(45.3%), 진보(31.9%) 성향 응답자 순으로 지지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위험성 인식 외 감염병 대응 대책에서도 정치성향이 개입하는 지점이 드러났다. 그 외 대학들이 

자체로 유학생을 격리토록 강제하자는 ‘국내 중국유학생의 강제 자율격리’ 역시 “편익이 크다”가 58.9%로 

가장 많았고 “반반” 30.2%, “손실이 크다”가 10.9%순이었다. 



- 17 -

  최근 ‘의사나 보건당국의 권고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시민처벌’, ‘확진 지역 일괄 학교 휴업’, ‘현재의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수준’을 둘러싼 공론 또한 활발하다고 보고 질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해당 대응법에는 ‘편

익이 크다“는 의견이 각각 77.3, 70.7, 78.9%로 손실이 크다를 앞질렀다. 결과에 대해 유 교수는 “일부는 

정부의 행보와 같은 방향에서, 일부는 반대의 방향에서 국민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보인다. 큰 위협, 긴급

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만들어진 위기상황에서 대응법을 둘러싸고 이견과 논쟁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조건에서 협력을 끌어내는 위기 리더십과 협력적인 위기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영역 2: 사회·심리 방역 5개 요소  

요소1: 위험인식

[인지된 위험성] 2월 첫째 주에 비교할 때 현재 국민이 인지하는 코로나19 위험성은 높아졌다.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자는 12.7%에서 19.8%로 상승했고 “낮다”는 1차 조사 때의 42.7%에서 

29.2%로 감소했다.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 등 피해가 “ 심각하다”는 인식은 68.9%로, 1차 조사 때의 

73.8%보다는 낮아졌지만,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와 협력조사로 진행한 2월 2주차 조사 결과인 57.5%보다는 

다시 11.4%p 높아진 것이다. 치명률이 34%대를 기록한 메르스의 1/10 이하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다는 

정보는 계속 전달되지만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 소식이 잇달아 알려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질환 심각성과 지역사회 취약성]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감염 확산 국면을 맞아, 코로나19가 

“질환으로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이 감염에 얼마나 취약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추가로 질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7%가 코로나 19가 심각한 질환이라고 인식했으며, 56.4%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시군구 단위)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0) 감염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84.5%가 거주 지역이 코로나 19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광주/전라, 강원/제주 지역은 취약하다는 인식이 각각 47.6%, 42.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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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촉발요소] 위협요소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여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감정촉발요인

(outrage factor)의 측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인식이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 

확인됐다. 

  코로나19가 ‘자발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라는 것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5%에서 55.3%로 증가하고 

‘나에 의해 통제 가능하다’는 항목은 “그렇지 않다” 응답이 10.6%에서 27.1%로 크게 늘었다. ‘중국은 

교류해도 우리가 별 혜택을 얻지 못할 나라이다’ 항목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28.7%에서 32.3%로 증가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참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진 응답도 

76.0%에서 87.9%로 증가했다. 특이하게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하다’는 생각은 64.0%에서 38.8%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주로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결과로 보인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는 ‘보건당국이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을 하거나, 감염 환자들이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게 

외부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함으로써 초래된 위험’이라는 생각은 62.4%에서 74.2%로 확연한 

증가가 감지됐다. ‘나와 내 가족이 특히 영향을 받게 될 위험요인’이라는 생각도 45.6%에서 56.0%로 늘어났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초래된 위험’이라는 생각도 76.0%에서 83.2%로 증가했다. 

  이런 감정촉발이 개인적인 심리반응만이 아니란 점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거의 전 요소의 영향력 점수가 

높게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된 감정촉발 요인 15가지 중 무려 9가지에서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전국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나와 내 가족이 특히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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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될 위험요인’이라는 인식에 무려 70.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전국 평균은 56%였다.  

  감정촉발 요인 조사 결과에 대해 유교수는 “많은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위기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과 행동이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의 모든 감정촉발요인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과도한 불안 자제’를 말해온 당국과 언론이 실제로는 위협의 사회적 대처에 감정적 요인이 

작동할 여지를 키우는 역방향으로 대응 및 소통해 온 것은 아닌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가격리 인식] 연구진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자가격리’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가정, 신규 문항으로 질문했다. 조사결과 ‘감염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1.5%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가격리에 대한 긍정, 부정 정서를 –5점

(매우 부정적)~5점(매우 긍정적)으로 질문한 결과, 평균 0.01 표준편차 2.70으로 중립에 가까웠다. 

  이런 답변은 인구사회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젊은층(18~29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가격

리에 대해 부정정서 답변이 높게 (비율 41.9%)　나타나,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난 청년층의 부정적 반응을 미리 파악하고 동참을 위한 소통 노력이 별도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추가로 자가격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 가지 적어달라는 개방형 질문 답변을 정리한 결과, 

상황 자체 (외출금지)만큼 부정적인 정서(두려움, 답답함)와 전망 (감금, 감옥, 고립, 봉쇄)이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자가격리는 도리, 협조, 배려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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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2: 효능감

○ 연구진은 효능감을 개인, 지역사회, 정치영역에서 조사했다. 개인 수준의 효능감은 공중보건위기 문헌들이 

주로 채택하는 ‘예방행위 수행이 가져올 유익함’을 고려했고, 지역사회 효능감은 지역사회 위기 준비성

(community emergency preparedness) 문헌을 토대로 7개 문항을 자체 개발, 조사했다. 정치 효능감은 

국내 문헌에서 자주 쓰이는 것 중 2개 문항을 사용했다.  

[개인 수준 효능감] 조사결과, 개인 차원의 예방행위 (마스크 쓰기, 손씻기, 기침 예절) 효능감은 1차 3.56점  

2차 3.70점으로 코로나19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수준의 효능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시설, 대중교통 이용, 외출 자제, 모임취소/종교 등 행사 불참)의 경우, 도움이 된다 (95%)는 

믿음이 높게 나타나, 효능감이 실제 이행을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지역사회의 효능감] 현 시점에서 거주하는 지역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피해를 극복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믿는 효능감이 사회심리적 방역에서 중요하다고 가정하였다. 총 7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내 지역 사람들은 

필요시 자가격리등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긍정은 65%로 가장 높았고 ‘내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생기더라도 그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60.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8.6%만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경우 긍정 

답변이 45.3%로 낮고 부정적인 답변이 29.9%로 상대적으로 많아 확진자 급증세에 입원대기가 많은 이 

지역의 엄중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밖에 ‘내 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할 것이다’ ‘내 지역의 

(교육, 돌봄, 요양 등)취약시설들은 지역감염 확산에 잘 대비하고 있다’, ‘내 지역의 지자체장(시장, 군구, 

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을 잘 지휘할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57.5, 47.9, 46.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7.6, 11.3, 12.5%에 불과했다. 

[정치 효능감] ‘나는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주기 어렵다’에서는 그렇다 33.5% 그렇지 않다 

27.3% 보통이다. 39.2%였고, ‘정부는 나같은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그렇다 41.3% 그렇지 않다 

28.9% 보통이다. 29.8%로 나타났다. 정치 효능감이 있는 그룹(‘그렇지 않다’)과 없는 그룹(‘그렇다’)이 각각 

30, 40%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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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3: 신뢰자본 

[공적 주체 신뢰] 1차에 이어 감염병 대응의 공적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질문한 결과, 질병관리본부·

공공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대응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높아졌지만, 위기 리더십의 최고 단위인 

청와대와 사회적 위험소통의 거점인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소 신뢰” 49.3%, “매우 신뢰” 31.8%로 전체 81.1%가 신뢰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2월 첫째 주 조사 때의 74.8%보다 6.5%p 늘어난 것이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도 

72.6%에서 79.3%로 6.7%p 상승했고(보건소는 73.8%) 지방자치단체도 52.5%에서 55.4%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청와대는 신뢰 의견이 49.5%로 1차 조사 때 57.6%보다 8.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67.3%의 신뢰를 얻어 이달초 68.1%보다 0.8%P 하락했다. 주요 위험정보 전달기구인 언론에 

대해서는 “다소 신뢰”(36.7%), “매우 신뢰”(3.2%)로 39.9%가 신뢰의견을 보여 1차조사 때의 46.4%보다 

6.5%p 하락했다.  

[혐오표현 경험] 소통의 신뢰 자본을 고갈시키는 혐오에 관해서 혐오표현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 58.4%가 그렇다고 응답해 1차 때 60.4%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대상’은 ‘중국인’이 82.1%로 압도적으로 많고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8.9%)가 두 번째로 많은 주요 혐오 

표현 대상이 됐던 1차 조사와 달리 “중국인”(66.4%), “바이러스 감염확진자”(46.2%), “확진자가 발생한 특정

지역명”(42.9%),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41.5%),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32.7%), “조선족”(20.1), “특정 

언론이나 매체(18.8%) 등 지역, 정치, 언론 등으로 혐오 표현의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언론 매체와 정당 및 정치인은 각각 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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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두려움] 연구진은 사회적 신뢰가 낮으면, 감염 자체보다 그것이 초래할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하고, 1차에 이어 상황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봤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가중된 현 시점을 고려하여 신규 질문을 추가, 조사했다. 

  조사결과, 다양한 상황별 두려움이 드러났다. 문항 중 “내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추가로) 생길 것 같아 

두렵다”가 67.5%로 가장 높았고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난, 추가피해를 받는 것이 

두렵다”(62.6%)도 “내가 확진자가 될까봐 두렵다”의 뒤를 이었다. 

  “무증상 감염되는 것”이 57.7%, “주변에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두렵다”는 53.5%로 나타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그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이 비난이

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렵다”는 45.1%였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속한 모임에서 일정 취소를 주장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렵다”는 25.6%에 그친 것에 비해 “진단서 없이 직장이나 학교에 병가 

요청할 때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렵다”는 41.7%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서,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일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진할 추가 노력이 필요함을 엿보게 한다. 

  1차와 공통된 문항은 비교를 시도했는데, 1차 대비 점수 증가 폭은 “무증상 감염에 대한 두려움”(0.38점), 

의심증상이 있으나 자가신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0.37점), 주변의 비난이나 피해에 대한 두려움

(0.15점)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상황에서 주변의 지지가 취약하면 감염병이 초래할 피해의 크기는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것 이상이 된다고 가정, ‘자가격리/환자격리시 가사, 돌봄, 일 등을 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물었다. 답변 중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란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고, 

“3-4명”이 10.6%이었다. “5명 이상”은 불과 3.3%인 것이 비해 “아무도 없다”는 응답자가 27.9%나 돼, 

이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의 하나로 떠오를 수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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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익 보호와 인권 보호] 신뢰자본 관련하여 연구진은 최근 확진자 동선공개 수준 등 비판적 입장과 

철저한 방역의 실효라는 긍정적 입장 사이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두 개의 질문을 각각 개발했다. 

조사결과, “방역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로 미뤄둬야 한다”에는 78.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 대책의 결과는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진술에 

44.3%가 동의해서, 강력한 방역 우선 기조가 더 컸지만 무리한 방역대책이 낳을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도 

감지됐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감염병에 관한 법과 제도는 고정값이 아니며, 이런 국민의견 수렴 자료를 

축적하고 소통을 거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참여] 위기 속에서 시민은 수동적인 지침 수용자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과 지역의 여건에 그런 

대응지침을 수정하고 활용하는 가장 능동적인 위기대응의 주체다. 연구진은 이를 감안, “심각” 단계 진입과 

새로운 방역 대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조사결과, “귀하의 지역이나 직장과 학교등 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안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구성원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다수인 69.6%를 차지하여, 참여 촉진의 

사회적 노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이나 직장학교등 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안 마련과 의견수렴이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의견수렴이나 대응안 마련에 참여하실 의향’을 묻는 질문에 77.2%가 “있다”고 대답, 

지역 단위 대응에 대한 국민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중앙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방역지침을 통보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탈피, 지역과 집단 여건에 맞춰 새 방역 전략을 

공유하고 참여를 도모하는 소통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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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4: 정보 수요·정보 이해역량(리터러시)

요소5: 위기소통

[국민의 의미형성] 본 조사 직전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최고로 상향됐고, 이런 의사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절한 결정(3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전적으로 적절한 

결정(34.2)이 다음으로 높았음.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70.5%가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위기소통과 관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심각” 으로 위기 수준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시민/

사회가 보건당국과 상이하게 기대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감염병 위기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으므로, 코로나19 사태는 더 빨리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조기종식 전망) 와 “감염병 위기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으므로, 코로나19 사태는 종결까지 더 오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장기전 전망)”의 

두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각각 묻고, 어느 쪽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조사결과, 심각단계 

결정=조기종식이란 기대전망에는 그렇다 40.8%, 보통이다 22%, 그렇지 않다 37.2%이, 심각단계 의사결정

=장기전이란 기대전망에는 그렇다 74.5%, 보통이다 17.9%, 그렇지 않다 7.6%로 나타났다 (조기종식 동의 

평균 3.01점, 장기전 준비 동의 평균 3.99점). 

  유교수는 “당국과 시민사회의 상황에 대한 상호이해가 중요하다. 만일 이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조급하게 

“빨리 잡겠다”는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는 것은 장기전으로 이해하고 준비 중인 국민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크며, 차근히 대신 계속 작더라도 “성과”를 내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작은 승리(small victory)를 축

적하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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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정보제공과 소통] 보건당국의 정보제공과 소통에 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정부의 ‘신속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1차 조사 당시 43.1%에서 59.1%로 증가했고, ‘못하고 있다’는 

24.7%에서 1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56.9, 52.9%로 1차 조사 때의 38.6, 35.8%보다 대폭 상승했다. 못한다는 응답은 각각 15.7, 

22.3%였다.  

 [언론의 소통평가] 국민 신뢰가 하락한 언론의 소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한 뉴스소비자들

의 생각을 알아봤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신문과 인터넷 기사 끝에 ‘1339’ 연락처 등 개인대응 정보를 

첨부하는 것’에 무려 91.4%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반대 의사는 8.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설문 개발에 

함께 참여한 한림대 주영기 교수(미디어스쿨)는 “자살보도에서 국내 언론이 자발적으로 이런 개인 대응 

정보나 지원기관 연락처를 기사 말미에 제공하는 것을 관행화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보도에서도 쏟아지는 기사들 끝에 이런 대응 정보 제공을 필수화하면 건강 위험에 처한 개인과 사회에 

위험인식과 대응 효능감의 균형을 잡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을 유발하는 ‘악몽’ ‘패닉’ 등의 뉴스 제목은 언론의 순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진술에는 67.7%가 “매우 동의” 혹은 “약간 동의”라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32.3%에 달해, 

눈길을 끄는 제목달기에 익숙해진 뉴스 소비 행태를 반영했다. ‘뉴스량은 지나치게 많지만 비슷비슷해서 

내용이 빈약하다’에는 84%가 찬성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 취소, 시장 경기 위축 등 사회경제적 

여파를 알리는 기사가 많은 것은 개인과 사회의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에는 81.1%가 동의 의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주교수는 “신규 확진자 소식이나, 사회경제적 여파 보도는 모두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알리는 ‘네거티브 진단(diagnosis) 기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신종 바이러스의 불확실성, 다양한 

바이러스의 속성 등을 다루는 지식 심화 기사를 개발하고 대응 현장의 어려움, 개선방안 등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건설적 처방(prognosis) 기사’ 아이템을 균형감 있게 개발, 전달하는 것도 

위기 대응에서 언론이 고려해야 할 측면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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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해역량(리터러시)] 연구진은 코로나19 관련, 최근 지적되는 인포데믹스(infodemics)는 정보

(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정보바이러스가 실제 질병바이러스처럼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인포데믹스 현상은 정보량이 과도하게 넘쳐 개인과 사회의 위기 대응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정보의 불균형, 내용적 부적절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겠기에 언론의 보도내용을 간접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전염병 정보이해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94.1%), ‘내 지역 확지자수’(87.9%), ‘사망자수’(93.7%) 등 바이러스 감염현황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수치 정보는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치명률(64.6%), 바이러스 인체 밖 생존기간

(50.6%),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의해 걸리는 독감 치명률(30.2%) 등 합리적 대처를 위한 정보 이해력 

혹은 바이러스 리터러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주요 정보원인 뉴스 보도의 

내용이 ‘네거티브 진단 기사’에 치우치고 ‘건설적인 처방 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보의 불확실성]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고,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인 것과 관련, 

국민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들도 주어졌다. ‘감염병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할 때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면 이전 지식은 얼마든지 맞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72.2%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감염병 상황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을 조심해야 한다’에도 87.1%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불확실한 이슈에 대해 어느 부분이 

불확실한지, 무엇이 당국이 파악을 못한 것인지를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에도 90%가 “동의

한다”고 했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정적인 말로 사안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리더는 오히려 못미덥다’는 

점에도 76.1%가 동의했다. 

  특히 ‘이견이 있더라도 다양한 전문가/기관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신종감염병 상황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다’에 90.5%가 압도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유 교수는 “이런 결과는 지속해서 자료를 축적할 

경우,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공적 위기소통 관련자들에게 평가와 개선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서도 단정적인 말보다 지금 상황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더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협력적인 위기소통을 위한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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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정보수요, 정보접근성, 정보탐색 행위]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탐색은 1차 3.34점, 이번 조사 3.70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 별로 살펴보았을 때 1차에 비해 이번에는 자주 찾아보았다는 비율이 

49.5%에서 74.8%로 증가했다. 1차 조사 때처럼 대상 미디어를 특정하지 않고, ‘직접 찾은 코로나19 정보 

신뢰도’를 물은 결과, 평균은 3.67점이며, 신뢰하는 편(58.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0.5%는 

코로나 19 정보가 필요도 대비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28.8%였고, 특히 30대와 20대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정보 접근 수월성은 응답자의 56.9%가 수월하다고 응답했다.

○ 연속 진행한 조사결과에 대해 유 교수는 “지난 40여 일 우리 사회는 매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항하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열 중 일곱은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품게 되었다. 2월 첫 주에 비해 일상의 파행 정도도 상당하고 이 사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나와 내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감정촉발과 단기적으로 울분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상승도 감지된다. 초반의 불안 위주 감정에서 분노와 슬픔이 더해지고, 소통 속에서 등장하는 

혐오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조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은 열거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큰 폭의 일상변화, 더 높은 분노 경험, 더 강력한 감정촉발과 더욱 심각한 

위험인식, 더 많은 스트레스 경험, 소통에서 더 많은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있고,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 

등 지역의 효능감은 낮다. 회복과 치유는 사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노력해야 가능하다. 지역사회의 정신

심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  

     비슷비슷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합리적인 위험 판단을 도울 바이러스 정보 인지도는, 집착에 가깝게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감염현황 정보인지도에 비해 미약한 것도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정보 노출을 통해서 

점점 더 사태가 심각하고, 더 위험하다고 여기게 되다 보니, 인권 보호나 취약층 돌봄과 사회적 연대나 

특정 방역 대책이 불러올 손실과 편익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함보다는 우선 강력한 대책을 선호하는 태도의 

경향성도 감지되는 것 같아 앞으로의 많은 도전과제를 던진다. 

     동시에 연속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게 되는 점들도 확인했다. 국민은 현장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 공공 및 민간의 인력들, 지자체 단위의 노력에 높은 신뢰를 보이며, 무엇보다 내가 

속한 지역과 지역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방행동을 준수하고 경우에 따라 큰 불편을 감수하며, 지역 안

에서 감염 확산이 초래할 수 있는 의료·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효능감이 높았던 

것이 고무적이다.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현 국면에서, 우리에겐 사회심리적 방역, 연대, 동참이라는 새로운 의미형성 

노력, 곧 위기소통이 필요하다. 정보와 소통의 눈금을 더 정교하게 맞추도록 체계적인 증거수집과 분석도 

필요하다. 그동안의 조사에서 드러난 긍정적인 면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줄여가면서, 국민을 

구경꾼으로 만들며 지역 참여를 촉진하지 못하는 소통을 지양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위기대응이 아니면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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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COVID-19 발생 국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모음
(2020.02.22.기준) 

■ 이용 방법

○ 주로 정부 홈페이지이나 정부가 아닌 경우도 있음

○ 인터넷 번역기(예, 구글 크롬 번역)를 이용하면, 영어/한글로 내용을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이 더 자연스러움

○ 영어사용 국가가 아닌 국가의 홈페이지에, 따로 영문 페이지가 있더라도 해당국 언어 쪽으로 들어가서 번역하여야 

더 많은 정보가 나옴

   - 홍콩, 독일 등은 내용 거의 동일

○ 해당국 언어로만 되어 있으며 PDF 파일로 제공된 정보는 온라인 pdf 파일 번역 프로그램으로 번역 가능

   - 단, 그림 파일로 되어 문자인식이 안되면 불가능

http://www.moh.gov.my/index.php/pages/view/2019-ncov-wuhan
http://www.salute.gov.it/nuovocoronavirus
http://behdasht.gov.ir/
http://moh.gov.kh
http://www.mohp.gov.eg/
http://www.health.gov.lk/moh_final/english/index.php


오만 https://www.moh.gov.om/ar/corona

크로아티아 https://zdravstvo.gov.hr/

오스트리아 https://www.sozialministerium.at/

아프가니스탄 https://moph.gov.af/

알제리 http://www.sante.gov.dz/

브라질 https://www.saude.gov.br/

조지아 https://www.moh.gov.ge/ka/

그리스 https://www.moh.gov.gr/

북마케도니아 http://zdravstvo.gov.mk/  

노르웨이 https://www.fhi.no/sv/smittsomme-sykdommer/corona/

루마니아 http://www.ms.ro/

스위스 https://www.bag.admin.ch/bag/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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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nte.gov.dz/
http://zdravstvo.gov.mk/
http://www.m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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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 방법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 홈페이지에 오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현황(매일 업데이트)

  - 전국 및 경기도의 최신 발생현황, 확진자 역학조사 요약, 검사현황, WHO상황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i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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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침 및 참고자료 모음

 - 배포되는 대응지침과 관련지침, 참고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 일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국외와 국내 발생현황, 이슈와 참고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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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제작한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20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