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users' perceptions of COVID-19 risk on their seeking and processing

of relevant information as COVID-19 emerges and spreads worldwide in 2019. We apply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P Model) to verify whether users’ COVID-19 related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behavi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preventive and information sharing behaviors.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about 400 of social media users. The users' perceptions of risk for COVID-19

increased their perceived insufficiency of COVID-19 information. In addition, the perceived insufficiency of users'

information form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eking and searching of information behaviors. The processing of

COVID-19 related information has increased related preventive behaviors and sharing of 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While searching for 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prompted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behaviors,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preventive behaviors. Accordingly, in order to promote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as well

as overall user health-related behaviors it can be inferred t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in addition to pursuing

releva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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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

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5월 17일 기준,

219개 국가에서 약 457만 명 누적 확진자를 발생시

키며 세계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

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판단하여전염병 경보 중 최고 위험등

급의 6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며 각 국

가별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전 세계적 협력

의 필요성을 공식 발표하였다(Organization, 2020).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게 코로나19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

한 두려움과 공포, 부정적 감정을 주로 인지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한 환경 조성

과 감염에 대한 개인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와 관

련된 정보 탐색과 습득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동

시에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정보에 취약하게 되

었다(Leng et al., 2020). 이와 같이 소셜미디어에

서 잘못된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확산은 개인을

혼란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전반적인 질서를 훼손

하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진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빠르게 생성 및 전파되는 개인의 정보 관련 행동

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개인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을 통하여 정보의 획득이 실질적인 개

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소셜미

디어에서 코로나19 관련 올바른 정보의 생성과 확

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각종 질병 및 재해 발생과 같은 위험 상황

을 극복 및 탈피하기 위하여 관련 위험정보를 탐색

하는 경향이 있다(ter Huurne et al., 2009). 이에

통제가 어렵고 친숙하지 않은 질병인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개인은 각종 위험과 걱정을 인지할 수 밖

에 없음에 따라, 개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의

탐색 및 처리를 수행할 것으로 본 연구는 예상하였

다. 이러한 정보의 탐색 시기, 처리 방법의 결정은

개인의 각종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의사소통 요소

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Kim and Kim, 2019). 즉,

경험해보지 못한 건강 위험에 대하여개인은 충분히

알 수 없음에 따라,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

여 위험과 관련한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Lambert

and Loiselle, 2007).

본 연구에서는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Risk In-

formation Seeking and Process Model, RISP)

을 바탕으로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하여 인지하는

위험 정도와 이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 추구 행동

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코로나19 관련 정

보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불충분성과 온라인

에서 개인의 코로나19 정보의 탐색 및 처리 행위

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정

보 행동이 정보활동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는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수용한 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향적인 행동으로 상시 손 씻기, 손세정제 사용

및 외출 시 마스크 사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과

같은 감염 예방 행동이다. 이와는 다르게 개인이

습득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 및

전파하는 정보 확산의 방법도 존재한다. 정보 공

유 활동은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동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 지향적 즉, 개인의 친사

회적인 예방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위험 발생에 따라 관련 정보를 처리한 결과

를 개인 차원에서의 감염 예방 행위와 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타인의 감염 예방을 도모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다양한

SNS채널을 비롯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코로나19관련 정보가 연일

실시간으로 보도 및 생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

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 획득의 주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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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온라인 환경으로 오늘날 자리 잡음에 따라,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탐색과 소셜미

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노출

되어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코

로나19 관련 정보 추구와 처리 활동이 개인의 감염

예방 행동을 증진 시키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개인의 감염 예방 행위와 더불어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각

종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로 생성 및 전파

되는 오늘날의 정보 공유 환경에 맞추어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 습득, 탐색, 공유

행동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정보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

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확장하여 사회적 이

슈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향

후 관련 연구의 확장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활동이 개인의 다양한 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밝힘에 따라, 다양한 위험

발생에 따른 개인의 정보활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행동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코로나19(COVID-19)

코로나19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개인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

한 방식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날 실천됨에 따

라, 개인의 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되는 추세이다. 비

대면 중심의 개인 생활의 변화는 이전 대비 온라인

상거래 사용 빈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의 위생

관리와 헬스케어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코로

나19 관련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발생원인

파악을 의료 및 약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메르스(MERS), 사스(SARS) 등 코로나19

와 유사한 신규 전염병의 등장은 개인의 정보활

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Son and

South-Winter, 2018). 메르스가 확산되는 시점에

서, 성별과 개인의 소득 수준은 개인의 메르스 관련

정보 탐색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개인의 교육 수준은 높고, 연령은 낮을수록 메르스

정보 탐색 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19). 또한 메르스가 전파되는 시기에

개인의 정보 획득 욕구가 강해지며 이는 예방 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Yoo et

al., 2016). 이와 같은 개인의 정보 탐색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개인의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치며 소

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에 개인의 노출 정도가 증가

할수록 위기의식을 증가시켰다(Choi et al., 2017).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19 역시 개인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가 관련 정보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정보 획득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관련 정보 탐색과 처리

행동이 어떻게 수행되는 지를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P Model)

위험 상황에서 위험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

정을설명하는 ‘위험정보탐색처리 모델(Risk Infor-

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P)’은

정보 탐색 및 처리 과정을 보여 주는 휴리스틱 체계

모델(Heuristic-Systematic Model, HSM)과 커뮤

니케이션 행위가 위험에 대한 신념, 태도, 예방에 미

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 통합적으로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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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Griffin et al., 1999, 2004; Yang et al.,

2014). 휴리스틱 체계 모델은 상황별로 어떤 정보

처리 목적을 가지는지에 따라 휴리스틱 경로를 채택

하기도 하고 체계적인 경로를 채택하는 것을 설명한

다. 또한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을 예측하는 행위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실제로 행

동을 수행하는지 판단하는 지각된 통제감에 의해 결

정됨을 설명한다(Hovick et al., 2014).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개인은 이미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보만을 활용하여 가볍게 상황을 처리하는 휴리스

틱의 성향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에 반하여 충

분한 시간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판단을 지향하여 선택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도 존재한다는 것이다(Finucane et al., 2000).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인지된 위험에 영향을 미침을 전제

로 하며, 인지된 위험의 정도를 위험의 심각성에 대

한 인지와 그 위험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 혹은 공

동체에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지의 두 요인으

로 접근한다(Slovic et al., 2004). 즉, 일반적인 환

경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정보 처리 프로세스와는

다르게 개인에게 주어진 위기의 상황을 전제로 한

다(Yang et al., 2014). 따라서 개인은 해당 위험에

대한 인지로 인하여 정보의 불충분성을 자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구성된

다. 이러한 조건 즉, 개인이 인지하는 정보 불충분

성, 정보원의 신뢰도, 개인적 특성 등이 개인의 정

보 탐색과 처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Yang et al., 2014). 또한 개인의 자기 효능

감, 신뢰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인지된 위험 성격,

감정적 반응, 정보의 주관적 규범 정도의 차이가 정

보 불충분성의 인지 수준의 차이를 일으킨다(Xiao

et al., 2014). 위험정보 탐색 처리 모델의 개념 중

정보의 주관적 규범은 정보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

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동

기의 한 종류이며, 자기 효능감은 위험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과 원하는 정보를 개인이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Brinker et al., 2020). 나아가

개인의 사회적 문화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징, 정치

철학 등의 개인적 특성 역시 개인의 인지된 위험

및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ter Huurne et

al., 2009; Xiao et al., 2014). 개인의 위험 인지는

자기방어 기제를 자극하거나 사회적 동기 요인을

자극하게 되고 이를 통해 관련 정보의 적극적 탐색

이나 정보의 체계적 처리 필요성을 형성하게 된다

(Griffin et al., 2004). 즉, 개인의 위험 인식에서 기

인하는 감정적인 반응과 주관적인 규범이 정보의

불충분성(information sufficienc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러한 정보의 불충분성이 개

인의 정보 탐색과 처리에 대한 수행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아가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개인이

어떠한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함에 따라, 위험과 연

관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지가 그 이후에 이어질 위험방지 행동을 설명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이다

(Griffin et al., 2004; Hmielowski et al., 2018). 이

는 개인의 위험 지각이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불

충분성을 인지시키는 촉발 요인으로, 이를 바탕으

로 정보 탐색과 처리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하여 최

종적으로 관련 위험의 방지 및 감소를 위한 노력으

로 개인이 예방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의 위험 상황에서 위

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의 적용은 개인의 인지된 위

험, 주관적 규범, 위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개인

의 정보 탐색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보

의 불충분함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ubner and

Hovick, 2020). 이외에 기후변화 위기의 환경에서

Ho et al.(2014)은 기존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

에 미디어 이용 효과를 추가하여 미디어 이용이 개

인의 위험지각과 더불어 부정적 감정에도 영향을

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이 개인의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위험 관련 정보를 탐색과 처리하는 과정

에 있어 개인의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에 대한 태도

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기존

에는 개인이 정보의 불충분성을 인지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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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개인의 위험 지각 이외에 친구, 가족 등의

주변인이 관련 이슈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거나, 개

인에게 기대하는 정보의 수준이 높을 때 주로 형성

된 것과는 다르게 사회, 환경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Calhoun, 2012). 또한 위험의 상

황에서 개인의 위험지각은 개인의 주된 생활 배경

이 되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이 다수의 선

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Keil et al., 2000). 이러

한 위험 지각의 차이는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 환경

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같은 개인의 생활 배경에서

기안한 것으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위험

관련 정보 탐색과 처리까지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er Huurne et al., 2009).

3. 연구 모형 및 가설 수립

3.1 위험인지와 정보 불충분성

개인의 위험인지는 각종 부정적인 상황의 결과가

발생할 것 같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서 형성된다

(Slovic et al., 2004). 따라서 개인은 심각한 위험

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위험의 상황에 행동을 적응

시키거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Rimal et al., 1999). 이러한 개인의

위험인지는 앞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미디어 노

출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차별적 영향 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

thesis)은 개인적 및 사회적 수준의 위험 인지는 미

디어 유형과 미디어 장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영향

을 받음을 가정하여 사회적 수준의 위험은 뉴스 미

디어에 의하여 더 영향을 받는 것에 반하여 개인적

수준의 위험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의하여 더 영

향을 받는다(Oh et al., 2015; Yoo et al., 2020). 나

아가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는 개인 및 사회적 수준

의 위험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에 반하여 내용 중심의 콘텐츠는 위험 인지를 통

한 개인의 행동 변화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Yoo et al., 2020).

정보 불충분성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개인이 보

유한 정보에 대하여 인지하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자신감으로 정의된다(Hmielowski et al., 2018).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정보의 불충분성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보의 주관적 규

범과 감정적 반응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거나 행

동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정보 탐색을 통한 정보 확보 의지가

증가한다는 것이다(Ajzen 1991). 개인의 위험인지

는 위험 상황의 대처 및 위험 상황에서의 탈피를

위한 정확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점

에서 기인한다(Pian et al., 2020). 따라서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 상황은 관련 사항에서 탈피 및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동 변

화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정보 불충분성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는 판

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위험인지 정도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보 불충분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다음

의 가설을 제시한다.

H1. 개인이 인지하는 코로나19 관련 위험 정도가

높아질수록 정보 불충분성은 증가할 것이다.

3.2 온라인 정보 탐색 및 처리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개

인이 관련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한 태도와 믿

음을 갖고자 하는가에 따라 정보 처리 과정에 대

한 의지가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한다(Yang et al.,

2014). 정보 불충분성은 위험정보에 대한 임계치와

현재 보유지식과의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정

보에 대한 임계치와 현재 보유 지식의 차이가 큰 경

우 즉, 정보의 불충분성이 높을 때, 개인의 정보의

처리는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동시에정보탐색과정

에서도 정보가 불충분 할 때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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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활발하게 정보를 추구하는 반면에 정보가 충분

할 때는 정보의 탐색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미혜, 2016). 따라서, 개인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확

성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보 탐색 의

도를 증가시킨다.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정보

불충분성과정보탐색과처리형태에유의한상관관계

를 지지한다는 점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Griffin

et al., 1999; Hubner and Hovick, 2020; Pian et al.,

2020; ter Huurne et al., 2009; Yang et al., 2014).

개인은 현재 가진 지식의 양이 필요하다고 느끼

는 정보의 양보다 적다고 느낄 때 동기 요인이 발

생하여 관련 정보 탐색 및 정보 처리에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이게 된다(ter Huurne et al., 2009; Zhao

and Cai, 2009). 따라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는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체계적인 처리

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

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정보가 충

분하다고 느낄 때는 주변적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

고, 추가적인 정보의 획득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Deline and Kahlor, 2019; Zhang et al., 2013).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이 제시하는 정보 불충분성

과 정보탐색 및 정보 처리 행동간의 관계는 메르스

(Choi et al., 2017; Kahlor, 2010; Seo, 2016; Yoo

et al., 2016), 미세먼지(구윤희 외, 2020; 차유리, 조

재희, 2019)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어진 선행

연구를 통하여 지지된 바 있다.

최근 정보 습득 채널이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 집

중됨에 따라, 과거 사람들의 주된 정보 원천인 종이

신문, 전문 서적 등에 대한 개인의 접근 의지 및 의

존성은 줄어들고 있다(Zha et al., 2015). 특히, 온라

인을 통한 정보 탐색과 처리는 기존의 오프라인 정

보획득채널에비하여시간과장소의제약이적다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Choudhury and Karahanna,

2008).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과 학습은

개인이 정보 추구에 대한 의지를 주로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기존의 종이신문, 전문 서적 등을모두 포

함하여 포괄적으로 개인의 정보 탐색과 처리의 행동

변화를 살펴본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온라인을 통한

정보탐색과처리로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

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정보의

불충분성은 관련하여 온라인 정보 탐색 및 처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각각 제기한다.

H2. 개인이 인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불충분

성이 높아질수록 온라인 정보 탐색 행동은 증

가할 것이다.

H3. 개인이 인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불충분

성이 높아질수록 온라인 정보 처리 행동은 증

가할 것이다.

3.3 정보 공유와 예방 행동

코로나19와 같은 건강의 위협 상황에서 정보를

수용한 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적극적인 형태로 상시 손 씻기, 손세

정제 사용과 같은 개인위생 관리와 외출 시 마스

크 사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과 같은 예방 행동

이다(Yoo et al., 2016). 이와는 다르게 개인이 습

득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전파하는 정

보 공유의 방법도 존재한다. 정보 공유는 코로나

19 관련 다양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다는 점에

서, 타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위험 상황에

서 관련 정보를 탐색 및 처리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은 개인 수준의 예방 행동과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본 연

구는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위험정보 탐색처

리 모델 기반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정보탐색과

처리 행동을 최종 종속 변인으로 분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정보 관련 행동들이 추가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 탐색과 처리 행동이 타인에

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공유 행위와 예방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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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위험 인식이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

보 탐색처리 모형의 활용은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

는 것에 반하여 위험 인식과 부정적 감정이 건강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계획된 행동 이론과 건강신념

모형 등 건강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로 꾸준히 검

증되어 왔다. 특히, 유방암에 대한 위험 인식이 건강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Didarloo et al.,

2017) 위험 지각 태도와 규범이 자궁경부암 예방 행

동 의도를 증진시킨다는 점(조성은 외, 2011)이 밝

혀짐에 따라, 건강 위험 인지는 개인의 관련 건강

활동 및 예방 행동을 증가시킨다. 최근에는 메르스

관련 정보탐색 의도가 높고, 관련 정보에 대하여 개

인이 체계적으로 처리할수록, 메르스 예방을 위한

방지 행동 의도가 더 높아짐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서미혜, 2016).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탐색

의도가 높을수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

도가 증가하였다(Yang et al., 2014). 이외에 기후

변화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예방 행동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개인의 정보 처리, 탐색 행동은 예방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Meijnders et al., 200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코로

나19 관련 온라인 정보 탐색과 처리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관련 예방 행동은 증가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을 각각 제시한다.

H4. 개인의 온라인 코로나19 관련 정보 탐색 행동

이 증가할수록 정보 공유는 증가할 것이다.

H5. 개인의 온라인 코로나19 관련 정보 탐색 행동

이 증가할수록 예방 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H6. 개인의 온라인 코로나19 관련 정보 처리 행동

이 증가할수록 정보 공유는 증가할 것이다

H7. 개인의 온라인 코로나19 관련 정보 처리 행동

이 증가할수록 예방 행동은 증가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표본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

하는 성인 412명을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5월 29

일까지 약 4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

였다. 표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약 49.3%,

여성이 50.7%였으며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까지 전체 표본의 약 20%의

비율로 각각 표본을 확보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

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의 <표 1>

과 같다.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성 203(49.3)
여성 209(50.7)

연령

20～29 82(19.9)
30～39 84(20.4)
40～49 84(20.4)
50～59 82(19.9)
60대 이상 80(19.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66(16.1)
대학교 재학/졸업 296(71.8)
대학원 재학/졸업 50(12.1)
Total 412(100.0)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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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념 측정항목 참고문헌

위험 인지
(PR)

나는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한다.
나는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두렵다.

Champion
et al.
(2004)

정보
불충분성
(II)

나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다.
나는 누군가에게 코로나19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습득한 정보가 부족하다.

Deng et al.
(2015)

온라인
정보 탐색
(OIS)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찾아볼 것이다.
나는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한다.

Deng et al.
(2015)

온라인
정보 처리
(OIP)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 그 내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나는 내가 접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
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Deng et al.
(2015)

정보 공유
(IS)

나는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게시한다.
나는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나는 인스턴트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를 통하여코로나19 관련 정보를공유한다.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등)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포스팅한다.

Hsu and Lin
(2008)

예방행동
(PB)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세정제를 자주 사용했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었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많은 곳을 가능하면 가지 않았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들과 악수를 하지 않았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Yoo et al,
(2016)

<표 2> 측정 변수 및 문항

4.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고자, 총 6가지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을 구

성하였다. 해당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들을 기반

으로 다음의 <표 2>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본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수

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은 (1)‘매우 그렇

지 않다’에서 부터 (7)‘매우 그렇다’에 걸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모형을 대상으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reliability), 집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대한 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다.

측정 문항의 신뢰성은 복합 신뢰도(CR, Compo-

sitiv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복합 신뢰도이 0.7 이상인 경

우,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평가한

다(Fornell and Larcker, 1981). 이에 본 연구에 사

용된 모든 문항의 복합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은

각각 기준 값인 0.7과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각 문항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총 24개의 문항에 대한 각각의 신

뢰도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을 통

하여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 문항과 같이

여러 항목들을 이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Cronbach α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의 신뢰

도를 검증한다. Cronbach α는 주로 해당 값이 0.7

일 경우, 분석에 큰 문제가 없음에 따라 수용 가능

한 척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Gefen et al.,

2000; Hoa et al., 2019). 이를 통하여 본 연구 모형

의 척도들 역시 0.723에서 0.951로 나타남에 따라,

설문 문항들 사이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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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CR AVE

위험 인지
(PR)

PR1 0.759

0.809 0.874 0.636
PR2 0.888
PR3 0.723
PR4 0.810

정보 불충분성
(II)

II1 0.936

0.707 0.764 0.532
II2 0.737
II3 0.769
IS1 0.931

온라인 정보 탐색
(OIS)

IS2 0.923

0.919 0.943 0.807
IS3 0.913
IS4 0.821
IP1 0.884

온라인 정보 처리
(OIP)

IP2 0.886

0.927 0.948 0.821
IP3 0.931
IP4 0.922
IS1 0.934

정보 공유
(IS)

IS2 0.951

0.954 0.966 0.878
IS3 0.921
IS4 0.942
PB1 0.743

예방행동
(PB)

PB2 0.874

0.879 0.912 0.675
PB3 0.848
PB4 0.801
PB5 0.838

<표 3> 측정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결과

Factors PR II OIS OIP IS PB
PR 0.797
II 0.237 0.729
OIS 0.383 0.580 0.898
OIP 0.352 0.510 0.192 0.906
IS 0.070 0.207 0.012 0.086 0.937
PB 0.343 0.262 0.438 0.495 -0.167 0.822

<표 4>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집중 타당성은 검증 대상 변수에 대한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값이 0.7 이상이 되어야하는 동시

에그요인적재량이그외의변수들에대한교차요인

적재량보다 커야 집중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Gefen and Straub, 2005; Srite and Karahanna,

2006).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문항의 요인 적재량

은 기준 값인 0.7을 모두 초과함에 따라, 집중 타당

성을 확보하였다(Chin, 1998).

판별 타당성은 구성 개념 사이의 상관계수 값의

대각선 축에 표시되는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이 다른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보다 높은 지

의 여부로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바탕으로 판별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

분산추출 값이 모두 상관관계 제곱보다 큼에 따라

판별 타당성 수용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표 4>를

통하여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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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성 개념간 관계 경로계수 t값 표준 편차 결과

H1 위험인지 → 정보 불충분성 0.338*** 6.728 0.050 supported
H2 정보 불충분성 → 온라인 정보 탐색 0.580*** 14.529 0.040 supported
H3 정보 불충분성 → 온라인 정보 처리 0.510*** 11.540 0.044 supported
H4 온라인 정보 탐색 → 정보 공유 0.334*** 4.651 0.072 supported
H5 온라인 정보 탐색 → 예방 행동 0.123 1.692 0.073 not supported
H6 온라인 정보 처리 → 정보 공유 0.178* 2.260 0.079 supported
H7 온라인 정보 처리 → 예방 행동 0.398*** 5.037 5.037 supported

<표 5> 가설 검증 결과

Note. ***P < 0.001, *p < 0.05.

4.3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험정보 탐색

처리 모델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지된 위험과 정보

불충분성의 관계를 밝히고 각각 정보 탐색 및 정

보 추구 행동이 관련 정보 정보공유 및 예방 행위

인 결과론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주요

한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수립된 총

7개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Smart PLS 3.7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지는 정보 불충

분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밝혀졌다( = .338, p <0.001). 또한 코로나19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정보의 불충분성은 각각

관련 정보의 탐색( = .580, p < 0.001)과 처리 행

위( = .510, p < 0.001)를 증가시켜 가설 2와 가설

3이 각각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개인

의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정보의 처리 행동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유( = .178, p < 0.05)

및 개인 스스로의 예방 행동( = .398, p < 0.001)

을 증가시켰다. 이에 반하여 개인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탐색 행동은 정보 공유 행동( = .334, p <

0.001)은 증가시키는 것에 반하여 개인의 예방 행동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가

설 5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코로나19 환경

에서 코로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관련 정보 추

구 활동이 증가하여도 실제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스스로의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알수있다. 최종적으로, 구조모형분석을통하

여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탐색하여 그 요인들

과의 관계를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바탕으로

밝혔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주로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이 관련 정보를 어떻게

찾고 처리하는지 분석한 것에 최적화된 연구 모델

로서,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정보관련 행동 역시 위험정보 탐색처

리 모델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학술적, 실무적 기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탐색 및 처리의

행동과 더불어, 개인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를 공유하는 동시에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의

종속변수를 확대하여 의의가 있다. 즉, 연구 가설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개인의 인지된 코로나19의

위험 정도는 관련된 개인의 지각된 정보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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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가시켰다(H1).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개인

의 정보관련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정보 불충분성

은 각 행동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요인이었음이 밝

혀져 기존의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을 적용한 다

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H2, H3). 또한

코로나19 관련하여 개인이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온라인에서의 정보 추구와 처리

행위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H4, H6). 그러

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처리 행위가 예방 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H7)에 반하여 정보 탐

색 행위는 개인의 감염 예방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5)는 점에서 기존의 위험정보 탐

색처리 모델의 결과와는 상이함을 보여준다.

둘째, 개인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의 탐색 정

도가 증가하여도 예방 행동은 증가시키지 못하는

본 연구 결과는 정보 탐색 행동은 정보 획득 행위

에만 그칠 뿐 실제 개인의 예방 행동까지 직접적으

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된 추

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

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등장한 전염병

의 하나로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자

가 현재 극히 소수임에 따라, 다수의 개인이 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정보 추구 활동

은 적극적으로 하되, 이에 대한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글

로벌 이슈에 대하여 개인이 관련 정보를 탐색할 뿐,

이를 본인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정보 탐색을

통한 정보 습득이 관련 예방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

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많은 양의 정보를 습

득할수록 관련된 행동이 실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전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Bauer and Bernroider, 2017). 다수의

선행 연구는 개인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정보 추구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획득할수록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행

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를 바

탕으로 관련 교육 및 지식 습득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관련 교육 강좌 개설 등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코

로나19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도 이러한 정보 탐색

행동이 항상 관련 감염 예방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

함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개인의 감염 예방 행동을

비롯하여 건강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관련 정

보 탐색, 학습 이외에 수반되어야 할 다양한 요인의

모색이 함께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향후 연구에

서는 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동 증진에 코로

나19 관련 정보의 학습을 바탕으로 해당 병이 개인

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의

관여도 문제를 비롯하여 개인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의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등이 영향을 미치

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질

병 관련 정보가 위협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정보가 이용자의 공포감과 보호행동을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 건강 증진 의사를 유도함을

설명하는 보호동기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질병의 위험

상황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설명하

는 위험정보탐색처리 모델과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지된 인지가 보호행동에 미치는 관계를 나타내는

보호동기이론과의 종합적 고려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메르스 등의 신종 전염병을 비롯하여 태풍,

미세먼지 등의 각종 자연 재해의 위기상황을 설명

하기 위하여 주로 적용되었던 위험정보 처리모델이

코로나19의 환경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되었음이 본

연구는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코로나19가 개인에게 위험을 인지시키는 요인임

이 확인된 것으로 향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

의 위험 인지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초기 연구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연구 수행의 필요성과 확장에 기여 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각

종 질병 및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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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형

태의 공식적인 정보 유통 채널의 개설과 운영 필요

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개인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개인의 행동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질병, 신규 전염병, 자연재해 등

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을 통하여 개인이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

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 공공기

관 및 각종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유통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

스를 비롯한 잘못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의 확

산은 개인의 공포와 두려움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가짜뉴스의 생성

과 공유를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의 마련이 이

루어져야 하다.

다섯 번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등장에 따라,

주목받는 각종 비대면(언택트)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운용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

대를 제공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

스에 대한 중요성과 사용자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

라,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대체하는 형태와 다양한

신규 비대면 서비스 모델이 동시에 대폭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라는 위험 상황이 탄

생시킨 일종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Business

Transformation)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

과는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개인의 정보 처리, 탐

색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보 행위가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는 개인의 능동적인 정보

탐색과 처리를 주로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가 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온라

인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태도가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개인의 위험 인지와 정보의 불충분

성이 관련 정보 탐색과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향후, 각종 비대면 서비스의 설계

와 개인의 수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지된 위기의

식 등의 사회적 환경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반영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의료 및 보건의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

가 위생 개선을 위한 유사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코로나19의 등장에 따라,

최근 국가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개인 감염 예방

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준수 캠

페인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능동적인 준수 의지를 고취시

키고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 행동까지 유도하기 위

해서는 관련 정보만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외의 추가적인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비

로소 개인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행동 증진과 같

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

함에 따라, 해당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본 연구 결

과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기 상

황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

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자발적 수용

의 필요성을 개인이 인지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이 접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

록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만이

생성 및 공유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다수의 사용자들은 소셜미

디어를 통하여 가짜뉴스를 사실로 착각하여 무분

별하게 수용하는 문제와 더불어 정보에 대한 지나

친 불신으로 인하여 해당 정보를 수용하지 않으려

는 사용자들의 성향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잘

못된 혹은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밝히어 그릇된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는 등의 정보

에 대한 사용자의 친사회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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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정확한 정보의 확

산은 정보에 대한 불신을 낮추고 사실 정보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보 탐색을 통

하여 감영 예방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유

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 결

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이를

탐색하고 수용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아가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고 개인의 예방행동

에도 유의한 영향을 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

는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생

성 및 공유될 수 있도록 가짜뉴스를 비롯한 부정

확한 정보를 제재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함께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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