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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재난정보와 건강에 한 정보를 찾고 추구하는지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구체 으로, 재난  건강에 해 어떤 정보요구가 있는지, 어떤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찾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정보 이용에 한 신뢰  불만과 그에 따른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해 20세 이상의 일반시민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 재난에 한 정보추구행태, 건강에 한 정보추구행태, 도서 의 역할이라는 

주제항목 아래 45개의 질문문항을 구성하여 질의하 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으로 재난상황에 한 정보와 

염병으로 인한 건강에 한 정보를 정부나 공공단체가 제공할 때, 시민들의 기본 요구를 심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특히 어떤 미디어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만족도와 

신뢰감에 향을 주는지, 요한 공  정보채 이자 시스템  하나인 도서 은 재난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언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general citizens’ information needs, seeking 

and uses about both disaster and health information in the middle of disaster of COVID-19 

pandemic: what kinds of information they need, what kinds of information sources they use, 

which channels and media they use to learn the information, etc. To achieve the goal, the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for general citizens over the age of 20. The survey is composed 

of 45 questions including four topics—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both disaster and health, and the roles of public information organizations such as libraries 

in the middle of disaste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research discusses and suggests that 

what kinds of information should be supplied and in what manners, and which media or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used when the governments or public organizations provide the information 

regarding disaster and health, and what roles public information organizations such as libraries 

should play in the middle of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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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1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

진자가 나온 이후 세계 인 유행과 함께 국

내에서도 확산이 속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3일, 정부에서는 2009년 신종인풀

루엔자(이하 신종 루)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

가 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 다. 

한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 으로 지속되면

서 정부에서는 이에 응하기 해 확진자수와 

집단감염의 정도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하여 2020년 11월 7일 이후 기존의 거리두기 단

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코로나19

라는 감염병에 응하고 있다(박은주, 2020; 질

병 리청, 2020; 최 슬, 임성수, 2020).

발병 기 당시,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만 여

겨졌지만 감염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인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기에 이르 다. 시민들

은 이러한 재난상황에 보다 극 이고 정

으로 응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해당 질병에 

한 정보가 많지 않고 감염률 한 매우 높아

서 심리 으로 공포, 불안을 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서 으로도 사회  거리두기와 외출 

삼가 등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코로나 블

루, 코로나 드, 코로나 블랙과 같은 정서  

불안의 증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의 장기화로 인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정, 이한녕, 2020).

이처럼 국가재난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상황

에서 국가에서는 코로나19와 련된 홈페이지

를 따로 개설하여 운 하고 있고(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국민 

개개인에게 지속 으로 재난문자를 송하는 

방법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자 황과 주의사

항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서는 감염자에 한 정보, 방법에 한 구체

인 정보도 지속 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감염의 우려로 인해 비 면 서비스를 실시하면

서 련 정보 제공도 더 다양화되고 있다. 구체

으로 코로나19에 한 정보만 해도 감염에 

한 방책으로 확진자의 신상, 확진자 감염 경

로 등 확진자에 한 정보, 변이 바이러스, 백신 

등 질병 자체에 한 정보, 검사를 한 선별진

료소, 생활․사회  거리두기로 인한 마스크 착

용의 의무화, 공공시설의 입장 제한(모임  행

사 제재, 등교 인원 제한, 다 이용시설 집 제

한) 등이 있다. 한 정부에서는 생활 측면에서

도 감염을 낮추기 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방역 지침을 실시하면서 ‘언택트’, ‘비 면’ 문화

가 자리 잡고, 이로 인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문

화생활, 운동생활, 학습에 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련 정보의 제공에 있어 지역별로 

방역 실시 여부와 방법, 감염병  재난 사항에 

한 세부 조치 여부가 모두 다르다. 뿐만 아니

라 개개인(연령, 직업  상황 등)에 따라 필요

로 하는 정보의 종류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넘쳐나는 국가 재난문자 가운데서도 정말 필요

로 하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은 여 하고, 

복되는 잉여 정보 처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한승혜, 2020). 이는 정부가 재난  감염

병과 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받는 이용

자들, 즉 일반 시민들이 작 의 재난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지, 이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지에 한 구

체 인 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일방 인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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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문제의 근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 재난정보와 질병에 해 그리고 건강정보에 

해 일반 시민들의 정보요구는 구체 으로 무

엇인지, 어떤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

는지, 어떤 방법으로 련 정보를 이용하는지, 

정보의 신뢰도와 만족도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한 연구 질문들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궁극

으로 이 연구는 재난상황에 한 정보와 염병

으로 인한 건강에 한 정보를 정부나 공공단체

가 제공할 때, 이용자의 요구를 심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특히 어떤 시스

템을 이용하는 것이 략 으로 효과 인 방법

인지, 요한 공 인 정보채 이자 제공기  

의 하나인 도서 이 이 재난상황에서 어떤 역할

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조사하여 제언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정보공 자 입장이 아닌 이용자인 

일반시민들의 정보행태조사에 기반하여 정보서

비스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기 한 기 자료 제

공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감염병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기생충으로 인한 병으로, 

빠른 속도로 리 되어 유행되는 질병들을 

의미한다(KMLE, 2004). 최근 발병한 감염병의 

특성으로는 신종 루, 메르스, 코로나19처럼 해

외 감염병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이러한 해외 감염병의 확진자

가 매년 300명 이상이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해외 감염병의 경우 국가 간의 교

류가 많은 오늘날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으로 

동시에 향을 미치는 특징을 지닌다(장해, 박

주식, 이경식, 2020).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의 감염을 통해 나타나는 호흡기 증후

군으로 비말, 을 통해 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감염증

이다.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에서 기

존에 겪은 바 있는 2002년 증 성호흡기증후

근 사스(SARS), 그리고 2015년 동 호흡기증

후군 메르스(MERS)와 유사한 이 있지만 이

에 비해 력과 속도가 훨씬 높고 무증상 

감염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질병 리청, 

2021).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21일 국 후베

이성 우한시에서 특정 수산물 시장 련 폐렴환

자 27명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재까지 유

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정희 외, 2020).

감염병 상황 속에서의 정보 달  정보이용

에 한 국내 선행연구는 2010년  이후 해외에

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인 신종 루, 메르스 등과 

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련 연구

들도 시작되었다. 주로 신문방송, 즉 언론학 는 

고학 분야에서 감염병에 한 정보 달에 

한 연구들로 미디어의 역할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한 감염병 방에 

한 정보 달에 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활빈 외, 2018; 유선옥, 

박계 , 나은 , 2010; 유우 , 정용국, 2016; 이

경진 외, 2017; 장해, 박주식, 이경식, 2020).

구체 으로 김활빈 외(2018)는 ‘O1-S-R-O2-R 

커뮤니 이션 매개 모델(O1-S-R-O2-R Com- 

munication Mediation Model)’을 용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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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루라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정보

에 한 정보를 수집할 때도 일반 사람들은 다

른 어떤 매체보다 매스미디어를 먼  이용하는 

환경으로 변화한 것에 집 하 다. 사람들이 

건강에 한 정보를 추구할 때 미디어가 어떤 

향력을 행사하는지에 해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하고 이를 일상 속 사람들과의 화를 통해 그 

정보습득의 과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있음을 밝

혔다. 이 일련의 과정은 ‘ 험’에 한 자각과 

방 행동에까지 향을 미치게 됨을 밝 냈다. 

정보원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인터넷보다는 신

문,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더 높았고,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가 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감염

병은 사람들이 험성에 해 잘 지각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 후 정보처리 략 

과정을 거쳐 험 인식이 형성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했다.

유선욱, 박계 , 나은 (2010)은 신종 루의 

심각성과 방행동이 공포감과 심리  반발감, 

행동의도와 방 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연구 결과, 공포감이 많이 형

성되고 구속감, 억압감 등 심리  요인이 은 

메시지일수록 사람들의 방행동의도( . 올바

른 손 씻기, 기침  수 등)가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유우 , 정용국(2016)은 신종 감염병에 한 

정보원으로 매스미디어가 주가 된다는 , 감

염병 기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 이션이 개

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속하게 타인과 화

한다는 에 주목하 다. 특히 인커뮤니 이

션에 집 하여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심으로 

메르스 련 인커뮤니 이션이 메르스 련 

매스미디어 노출과 메르스 방행동의도 사이

에서 어떤 매개(혹은 조 )역할을 하는지 검증

하 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기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기 때

문에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방행동에 해 높은 실천 의도를 보 음을 밝

혔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는 다른 정보원에 비

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커뮤

니 이션보다는 면을 통해 련 정보에 한 

인커뮤니 이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방

행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

에서 유우 과 정용국(2016)도 신종 감염병의 

발생 시 그에 한 일반 의 정보요구와 추

구는 가 르게 상승하고, 높아진 정보요구를 충

족하기 해 매스미디어를 정보원으로서 극

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재차 확인하 다. 일반 

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채 은 매우 다양

해졌으나 감염병 기 상황에서 활용되는 주요 

정보원은 매스미디어인 것을 밝혔다.

이경진 외(2017)는 결핵의 감염 험에 한 

인식을 인지  차원, 정서․감정  차원에서 살

펴보았다. 인지  험 인식   자기 

험 인식, 조건  험 인식이 정보추구, 이슈 부

각 인식, 방 행  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밝혔다. 한 ‘걱정’이라는 부정  감정  정

서 요인이 방 행  의도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한 결과, 자신의 험 인식이 높아질 경우 

방 정보를 요하게 여기고, 메시지 수용자가 

방 행 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이 된다는 것

을 알려주는 등 자기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반

하면 정보의 유용성과 방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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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박주식, 이경식(2020)은 해외 감염병

의 방행동을 제안하기 해 ‘건강신념모델

(Health Belief Model)’의 인지  요인과 감정

 요인( . 자기효능감, 공포)을 분석하 다. 해

외 감염병 방을 한 효과 인 커뮤니 이션 

방식으로는 방행동의 혜택을 강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공포감을 이용하여 방효과를 높여  

수 있음을 밝 냈다. 그러나 반 로 이 공포감으

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그 피로감은 심각

할 것이다. 사스(SARS), 메르스(MERS) 당시 

빠른 감염과 , 많은 수의 격리자, 불확실성, 

사망의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환자들

이 불안을 경험한 것에서 보아 코로나19로 인

한 한 정신 인 피로가 심각할 것이다(이희

정, 이한녕, 2020). 

이상 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감염병에 

한 정보를 추구할 때는 신뢰도의 측면에서 

신문, 방송, 뉴스 등 통 인 매스미디어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을 통해 험을 

자각하고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재확인하

고 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 단

순히 방 행 를 알리는 것보다는 본인도 감

염될 수 있다는 공포, 불안 등의 감정  요소를 

통한 방 행 의 홍보가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2.2 재난

2.2.1 재난 상황에서의 커뮤니 이션

재난  안 리 기본법(2021)에 의하면 재

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래 재난

은 자연 상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에만 사용했

으나 사회에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형

사고까지도 재난의 범 에 포함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

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설, 한 ,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화산활동 등 자연 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되며, 사회재난은 화재, 붕

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감염

병의 방  리에 한 법률(2021)에 따른 

감염병 는 가축 염병 방법(2020)에 따른 

가축 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감  리에 

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

해로 규정되고 있다(가축 염병 방법, 2020; 

감염병의 방  리에 한 법률, 2021; 재

난  안 리 기본법, 2021).

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재난 상황은 국가에

서 법 으로 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

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감염병도 재난으로 간

주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추구와 련된 이  연구

들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의 불안함, 걱정 등 부

정  감정에 집 하여 련 이론과 모델을 

용하여 이 부정  감정이 정보추구와 정보탐색

에 어떤 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 다(구윤희, 

안지수, 노기 , 2020; 김용순, 최돈문, 2020; 

허서 , 김 욱, 2015). 

구체 으로 구윤희, 안지수, 노기 (2020)은 

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을 활용하여 정

보 처리 과정을 기존 모델에서 확장하여 미세

먼지 험인식이 험 방의도에 향을 미치

는지를 연구하 다. 미세먼지와 련된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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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 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화, 

불안감, 우울감 등 부정  감정 반응이 정보처

리 과정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 다. 즉, 정보의 불충분성은 유의미하지 않

았고, 부정  감정에 집 하여 방을 한 

략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 임을 확인하 다.

김용순, 최돈문(2020)은 설문조사를 통해 코

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기경보에 한 상황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해 ‘공 상황 이

론’을 용하여 기경보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 다. 연구 결과, 신뢰도 측면에서 공식

으로 발표한 정부의 방책을 더 선호하 으며, 

기경보 단계에 따른 방책을 세분화하여 제

시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 냈다. 

허서 , 김 욱(2015)은 책임성에 따라 공

이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

성 여부에 따라 책임성이 있는 인재와 책임성

이 없는 자연재해에 해 사람들은 어떻게 험 

정보를 처리하고 탐색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해 RISP 모델을 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책임성 있는 험에서는 험에 한 부

정  감정은 낮아지고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

껴도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주변 으로 처리하

는 경향을 보 다. 반면 책임성이 없는 험에

서는 험인지와 기 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부정  감정이 높아지고,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 정보를 체계 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인

해 발생한 피해를 이고 원래 모습으로 시설 

 자원을 회복하기 해 재난 리를 실시한다. 

한 재난으로 인한 잠재 인 험과 이로 인

해 나타나는 부수 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발생 요인들을 리하며 해당 정보를 체계 으

로 통제하고 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

라서 재난상황에서 정부 등 공공기 에서 제공

하는 정보가 더 큰 향력이 있기에 국가에서

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응하기 한 련 조

치가 행해지고, 재난안 법에 따르면 재난 리

책임기 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기 리 매

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할 뿐 아니라 이 내용을 

잘 달하여야 한다. 특히 재난으로 분류되는 

감염병의 경우는 발생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한번 발생할 경우 국가 으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에 한 기 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에 한 정보를 공신력 있게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2.2 재난상황에서의 도서  응

재난과 련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연구

는 소수이지만 재난 비와 련한 도서  서

비스 황과 재난정보의 리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

기화되면서 도서 의 휴   서비스 제한이 

이루어져 이에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서 계의 코로나19에 한 연구가 기인 만

큼 도서 계의 응과 그 황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성원, 2020; 노 희, 장로사, 

2020; 박태연, 오효정, 2020; 유혜은 외, 2020; 

이미숙, 이재윤, 이승욱, 2020; 장우권, 2020). 

구체 으로 김성원(2020)은 코로나19에 한 도

서 의 응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고

려사항을 제안하 다. 노 희, 장로사(2020)는 

코로나19 응조치에 해서 공공도서  사서

의 인식에 해 연구하기 해 설문조사를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를 상으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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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응에 해 기술하 다 한 박태연, 오

효정(2020)은 신문기사와 트 터를 통해 도서

 련 토픽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서 계 동향과 이에 한 이용자들의 반응들

을 분석하 지만 이용자의 직 인 정보요구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유혜은 외(2020)는 포

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학도서 의 감염병에 

한 황과 처방안을 분석하 고, 이미숙, 

이재윤, 이승욱(2020)도 등포문화재단 등

포구립도서 을 심으로 비 면 서비스의 사

례를 기술하 다. 장우권(2020)은 포스트 코로

나 상황에서 거 국립 학교 도서 을 상으

로 이들의 응방안과 서비스 황을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 다.

2.3 재난상황 속에서의 정보추구

‘정보추구(information-seeking)’는 정보요

구의 달성을 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의식

으로 입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정보추구는 정보요구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정보요구의 개

념과 하게 련되어 있다. 즉, 정보추구는 

재의 상태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

고 이에 따라 변화를 창출하려는 자극화된 행동

이다. 재의 지식상태로는 어떠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불확실

한 상태를 감소시키려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Case & Given, 2016).

‘ 험정보탐색처리 모델(이하 RISP 모델, RISP: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은 

험 상황에서 험 정보를 사람들이 어떻게 탐

색하고 처리하는지에 한 과정을 설명하는 모

델이다. RISP 모델은 정교화 가능성 모형, 휴리

스틱-체계 정보처리 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

합한 것으로 험 상황에서의 정보처리에 해서 

살펴보기 한 모델이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그림 1>은 허서 , 김 욱

(2015) 논문에서 차용된 것으로, Griffin, Dunwoody, 

Neuwirth(1999)가 제안한 RISP 모델에서의 

<그림 1> 험정보탐색처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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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 간의 계를 잘 정리하여 보여 다. 

체 으로 감정  반응과 정보의 주  규범

이라는 변수가 정보의 불충분성에 향을 끼치

고, 정보의 불충분성이 최종 으로 정보의 탐

색․처리에 미치는 향들을 설명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정보의 불충분성’은 정보의 임

계치와 재 지식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정보

의 임계치는 정보에 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재의 정보의 양이 험을 악할 만

큼 충분치 않다고 느낄 때, 정보의 불충분성을 

느끼는 것이다. 정보의 불충분성은 감정  반

응과 정보의 주  규범의 향을 받는다. 

한, 감정  반응은 정보에 한 걱정, 불안의 감

정으로 정보의 불충분성이 더 높아지며, 정보

를 더 극 으로 찾고, 체계 으로 처리하도

록 한다. 정보의 주  규범은 정보에 한 사

회  압박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정보 탐색을 통

한 지식 습득의 열망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구윤희, 안지수, 노기 , 2020; 서미혜, 2016; 

허서 , 김 욱, 2015; 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과 

련 정보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용자가 어떤 정보를 취하는지에 한 설명이 

가능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부정  감정의 

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일반 시

민들의 정보추구행태에 한 설명이 가능할 것

이다.

재난상황에서의 정보처리과정을 악하기 

해 RISP 모델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체

으로 ‘부정 인 감정’에 집 하여 연구 상이 

험을 인지하거나 방행동을 하는 데 얼마나 

향을 미치고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한 상

계를 분석하 다. 표 인 국내연구의 

로, 구윤희, 안지수, 노기 (2020)은 RISP 모델

을 활용하여 사람들은 미세먼지 험인식에 

해서 화, 불안감, 우울감 등 부정  감정 반응이 

정보처리 과정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을 확

인하고, 이러한 향이 미세먼지 험인식이 험 

방의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 다. 서미

혜(2016)는 2015년 메르스 발병으로 련 사람

들이 질병과 련된 정보처리와 방 련 행동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허서 , 김

욱(2015)은 험 RISP 모델을 용하여 자연

재해에 해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성 여부

에 따라 부정  감정의 계와 정보처리를 어떻

게 하는지 알고자 하 다.

일반 으로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은 험과 

을 타계하기 해 정보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때 격양되는 부정  감정과 정보의 신뢰성 유무, 

정보의 충분 혹은 불충분성 등이 정보추구행태에 

향을 미치게 된다(허서 , 김 옥, 2015).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  감정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RISP 모델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하 으며, 부정  감정에 따른 정보의 불

충분성과 정보의 신뢰도, 인지된 정보의 수집 

능력에 한 요소를 반 하여 조사연구를 진행

하고자 하 다. 한 재난상황에서의 정보추구

행태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이루어진 

은 없었으므로 이용자가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한 연

구가 더 구체 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라는 구체 인 재난 상황에서 정보이용자가 어

떤 내용의 정보를 그리고 그것을 왜 원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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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구체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이 확산되어 국내법상 ‘사회 재

난’으로 구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련 법령

에 따라 국가는 재난에 한 방과 응을 해

야 한다.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방  리에 

한 법률(2021)에 따르면 “국민 건강에 해

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방  리를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유지에 이바지한다

는 입법목   취지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

반 국민들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방  

리 등에 한 정보와 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 감염병 환자의 이

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   자 황

에 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이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

행연구에서 밝 진 내용과 더불어 정보이용자들

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는 것을 원하고, 

어떻게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달

되는 것이 최선인지를 본 연구를 통해 밝 내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재난정보 달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재난 상황에 

해 그리고 코로나19 질병에 한 건강정보에 

해 시민이 어떻게 정보를 찾고 이용하고 처

리하는지를 연구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연

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난 상황에 해 그리고 건강

에 한 정보에 해 정보추구자는 어떤 정

보를 원하고, 왜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가?

∙[연구문제 2] 재난 상황에 해 그리고 건

강에 한 정보에 해 정보추구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왜 그 매

체나 경로를 선택하는가?

∙[연구문제 3] 재난 상황에 해 그리고 건

강에 한 정보에 해 정보추구자는 습득

한 정보와 수단에 해 만족하고 신뢰하는

가? 만족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재난 상황에서 정보추구자

는 주요 정보채 이자 미디어로 도서 에 

기 하는 서비스와 역할은 무엇인가?

3.2 연구방법

3.2.1 데이터 수집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을 심으로 재난에 

한 정보와 건강에 한 정보에 해 일반시

민들은 어떤 정보를 원하고, 정보를 얻기 해 

사용하는 시스템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만족도 여부와 공

인 정보기 이자 채 로서의 도서  역할에 

한 인식을 악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2월 10일~20일까

지 으며, 데이터 수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

법  소규모의 집단에서 차 확 하여 표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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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는 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

을 이용하여 20  이상의 일반시민을 상으로 

온라인 배포 조사 방식을 통하여 총 105명의 설

문 내용을 수집하 다.

설문 문항의 주제는 크게 인구통계학  특

성, 재난에 한 정보추구행태, 건강에 한 정

보추구행태, 도서 의 역할로 총 4개의 항목 하

 4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구체 인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다. 설문 문항은 김정

아, 장혜란(2016), 김활빈 외(2018), 이경진 외

(2017), 장해, 박주식, 이경식(2020), 허서 , 김

욱(2015)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구성하

고, 특히 RISP 모델에서의 주요 변수들 이를테

면 부정  감정, 정보원의 신뢰  만족도의 근

거 등에 한 내용 한 질문에 포함하여 정보

추구행태  특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

사하고자 하 다.

(1) 인구통계학  특성: 응답자 개인의 특성

으로,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수집한 문항인 

성별, 연령, 직업으로 구성하 다. 한 기  질

환의 여부와 재난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지에 해서 조사하 다. 이는 재난

이 그 특성상 험의 경험 여부나 험을 인지하

고 있는지에 향을 받기 때문이며, 코로나19가 

감염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 질

환 여부는 미국질병통제 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에 

따라 연령과 상 없이 코로나19 유발 바이러스

로 인한 증 질환 고 험군에 속하는 질병 여

부를 체크하 다.

(2) 부정  감정: 정보를 찾을 때, 이들의 부

정  감정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분

석하고자 하 다. 험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  

감정  지배 인 4가지 감정인 우울, 불안, 두려

움, 분노를 심으로 구성하 고, 측정 정도는 

심각도를 3으로 하여 재 감정 상태를 측정하

다(임인재, 나은  2020). 이와 더불어 RISP 

모델에 따라 응답자들의 재난 상황에 한 부정

 감정의 정도를 묻고, 신뢰도와 만족도, 지식 

습득에 한 열망을 설문문항에 포함하 다.

구분 설문내용 문항 수

인구학  통계 성별, 연령, 직업, 거주 지역, 기  질환, 코로나19에 한 감정,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10

재난상황에 한 

정보추구행태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요구 

15
재난 상황에서 정보 추구 시 이용하는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 습득한 정보에 한 만족 여부

재난 상황에서 습득한 정보에 한 신뢰 여부

건강정보에 한 

정보추구행태

건강 정보에 한 요구 

12
재난 정보 추구 시 이용하는 시스템 

습득한 건강 정보에 한 만족 여부

습득한 건강 정보에 한 신뢰 여부 

도서 의 역할

평소 생각하는 도서 의 역할

8재난 상황에서 도서  이용 여부

재난 상황에서 도서 이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와 역할

<표 1>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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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요구: 요구는 [연구문제1]과 연

된 범주로, 재의 불완 하고도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기 해서  정보상태가 부족하다는 것

을 깨닫고 처음으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조사하기 한 것이다(Case & Given, 2016). 재

난 상황에 해 그리고 건강에 한 정보에 해

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왜 그 정

보를 얻으려고 하는지에 해 수집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4) 정보 이용: [연구문제2]와 련된 범주로, 

실제로 정보추구자가 정보를 수집할 때의 행

들에 한 문항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 검색어, 이용 방법 등에 해 조사하고

자 한다.

(5) 정보 처리: 정보추구행태의 단에 향을 

미치는 정보의 불충분성과 정보의 신뢰도, 정보의 

처리 혹은 회피 여부에 해 조사하고자 한다.

(6) 도서 의 역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공공 정보기   공공도서 이 재난 상황

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해서 조사하기 한 범주이다. 평소 인식하고 있

는 도서 의 역할에 한 기 와 지 의 재난 상

황에서 도서 에 기 하는 역할과 서비스에 어

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3.2.2 데이터 분석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한 모든 과정은 

KSDC(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E-Stat 3.0을 통해 분석하고 정리하 다. 인구

통계학  특성을 비롯한 단수 는 복수 선택형 

문항에 해서는 명목 척도로 구성하 고, 데이

터를 분석할 때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 다. 감정의 상태와 같이 4  

척도인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에서는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인 수치와 표 편차를 

통해 분포도를 측정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설문 문

항과의 계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과의 

향 계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검증하 으며, 

유의한 결과만 본 연구에 제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는 여성(77.14%)가 주를 이루었

다. 연령 는 20 가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직

업군으로도 학(원)생과 주부가 가장 많았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응

답하 다(<표 2> 참고). 애  연령과 성별들을 

균등한 표집으로 표본을 수집하지 못했고, 그

로 인해 연령별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4.2 정보 요구

재난 상황에서 가장 얻고 싶은 정보는 확진자 

황, 이동동선 등 반 인 코로나19 황에 

한 정보가 높았고, 두 번째로 거리두기, 다 이

용시설 집제한, 과태료부과 등 코로나19에 

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한 정보를 얻기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질병에 한 정보, 즉 

지 의 재난 상황에 한 원인이 되는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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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4 22.86

여자 81 77.14

연령

20 43 40.94

30 19 18.10

40 20 19.05

50 20 19.05

60  이상 3 2.86

직업

학(원)생 24 22.85

사무직 20 19.04

업주부 19 18.09

기타 11 10.48

기술직 10 9.53

자 업 9 8.57

교육직 6 5.71

문화 술직 2 1.91

보건․의료직 2 1.91

매/서비스직 2 1.91

지역

․세종․충청도 76 72.38

서울․인천․경기도 16 15.24

경상도 7 6.67

라도 4 3.81

강원도 1 0.95

제주특별자치시 1 0.95

계 105 100

<표 2>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

구분
1순 2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반 인 코로나19의 황에 한 정보 63 59.99 7 6.67

코로나19 질병과 련된 정보 7 6.67 17 16.19

코로나19 감염에 응할 수 있는 정보 11 10.48 18 17.1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해 도움을 주는 지원에 

한 정보
5 4.76 18 17.14

코로나19에 한 방역지침 10 9.52 24 22.85

코로나19의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 스, 우울, 코로나 블루 

등 심리 상태 리와 련된 정보
4 3.81 4 3.81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로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

님들을 한 육아 정보
1 0.95 4 3.81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로 인한 교육 정보 3 2.86 3 2.86

코로나19로 인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정보 1 0.96 7 6.67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운  제한 등으로 인한 건강 리와 

련된 정보
0 0 3 2.86

계 105 100 105 100

<표 3>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요구(1): 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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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질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해 국가  공

공기 이 어떻게 응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질병  재난 응 방침에 한 가이드라인 정

보를 얻기 원했다. 이 두 종류의 정보를 최우선

으로 알기 원하는 근본 이유는 새로운 최신

정보를 갱신하고 이를 통해 심리  불안과 걱

정을 해소하길 원했다. 이외에도 개방형 질문

에 한 답으로는 재 재난상황에 한 응

을 해서인데 구체 으로 학습과 육아에 한 

정보와 이에 따른 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

게 운 을 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에 

방하기 해 등의 의견도 같은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다(<표 4> 참고).

건강에 한 정보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서의 확진자수,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에 한 

정보 요구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염병에 어떻

게 응하는 것에 한 정보보다는 감염병 상

황과 단계 악하는 것에 더 큰 심을 보

다(<표 5> 참고). 

건강 정보를 얻고 싶은 가장 큰 동기 한 

단계 감염병 상황 악을 한 최신의 정보를 

갱신과 이를 통한 심리  안정을 한 것이 가

장 컸다(<표 6> 참고).

4.3 정보 요구 해결 방법

재난상황에 한 정보와 건강과 련된 정보 

모두를 추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구, 즉 

매체는 핸드폰, 태블릿PC를 통한 인터넷이 가

장 높았다(<표 7>, <표 8> 참고).

구분
1순 2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최신의 정보를 얻기 해 60 57.14 57 54.29

심리 인 불안, 걱정 등을 해소하기 해 25 23.81 22 20.95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기 해 10 9.52 18 17.15

평소에도 습 으로 항상 찾았던 정보여서 6 5.71 2 1.90

기타 4 3.82 6 5.71

계 105 100 105 100

<표 4> 재난상황에서의 정보요구(2): 정보를 요구하는 동기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거주지의 확진자수, 확진자의 이동경로 70 66.67

바이러스의 감염 정도, 변이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한 정보 14 13.34

백신에 한 정보 8 7.62

코로나19 무료검사, 의료보험 등 의료지원에 한 정보 6 5.71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 ․선별진료소 5 4.76

감염에 응하기 한 방법 1 0.95

기타 1 0.95

계 105 100

<표 5> 건강에 한 정보 요구(1): 정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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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최신의 정보를 얻기 해 67 63.81

심리 인 불안, 걱정 등을 해소하기 해 32 30.47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기 해 4 3.81

평소에도 습 으로 항상 찾았던 정보여서 0 0

기타 2 1.91

계 105 100

<표 6> 건강에 한 정보 요구(2): 정보를 요구하는 동기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인터넷을 이용하여 찾는다. 94 89.52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 찾는다. 11 10.48

계 105 100

<표 7> 재난 정보 추구 시 이용하는 미디어 

구분 빈도 백분율

인터넷을 통해 기사, 상, 블로그 등을 찾아본다. 81 77.14

행정기 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18 17.14

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2 1.91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2 1.91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궁 한 내용을 물어본다. 1 0.95

책을 통해 찾아본다. 0 0

기타 1 0.95

계 105 100

<표 8> 건강 정보 추구 시 이용하는 미디어 

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 해서 

느끼는 부정  감정을 조사하 을 때 ‘불안’이 

심각할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우울, 두려움, 분

노 등의 감정은 체 으로 보통 상태인 것으

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응답자들은 재의 재난 상황으로 인한 불

안, 우울, 두려움, 분노 등 부정  감정을 해소

하는 방법으로는 화, 드라마, 능, 스포츠 등

을 시청함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문제 해결, 즉 

부정 인 감정의 원인이 되는 문제나 환경을 

변화시키기 한 응 방안(problem-focused 

coping)을 찾기보다는 부정  감정 그 자체에 집

하고 이를 해소하는 응방안(emotion-focused 

coping)이 압도 으로 많았다(Lazarus & Folkman, 

1984). 개방형 질문의 답에는 맛있는 음식 먹기, 

간단한 산책, 노래듣기, 기도 등 종교활동이 있

었는데 이 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시에 부정  감정 

에서도 두려울 때는 화, 드라마, 능, 스포

츠 등을 시청하여 해소하는 경우가 부분이었

지만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가족, 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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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없음 보통 심각 매우 심각 M SD

불안 17 33 44 10 3 0.877

우울 32 34 34 5 2 0.902

두려움 25 47 26 7 2 0.860

분노 29 33 31 12 2 0.988

<표 9> 부정  감정에 한 해결 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화, 드라마, 능, 스포츠 등을 시청한다. 41 39.05

컴퓨터, 핸드폰을 이용해 게임, 인터넷 서치, SNS 등을 한다. 26 24.76

가족, 지인과의 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17 16.19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숙면, 명상 등). 17 16.19

기타 4 3.81

계 105 100

<표 10> 부정  감정에 한 해결 방법 

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표 11> 참고).

부정  감정을 해소하기 해서 음악, 

화, 도서, TV 로그램 등의 추천을 가장 필

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의 근원 이

고 문 인 해결 방법 의 하나인 문가

의 조언을 구하고 극 인 문제해결을 한 

방법은 다소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고).

코로나19 상황에 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 한 만족도 여부에서 

체로 만족하고 있었고(72.38%), 만족의 이

유로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

만을 간략히 그리고 신속히 얻는 에서 만족

도를 보 다. 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찾은 정

보에 해서는 신뢰를 하고 있고, 신뢰의 여부

에는 정보의 출처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4> 참고).

구분

부정  감정을 해소하기 해 취하는 방법

χ(p)가족, 지인과
화

화, 드라마, 
능, 스포츠 
등 시청

게임, 인터넷, 
SNS 서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기타

두려움

없음 1.90 8.57 4.76 7.62 0.95

22.01
(0.037*)

보통 10.48 14.29 11.43 7.62 0.95

심각 0.95 14.29 7.62 0.95 0.95

매우 심각 2.86 1.90 0.95 0 0.95

체 16.19 39.05 24.76 16.19 3.81

*p<0.05

<표 11> 부정  감정(두려움)의 정도에 따른 해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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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음악, 화, 도서, TV 로그램 등에 한 정보를 

알고 싶다.
72 68.57

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거나 상담 정보를 알고 싶다. 15 14.2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 과의 연결, 소개 등에 한 정보를 알고 싶다. 6 5.71

기타 12 11.43

계 105 100

<표 12> 부정  감정 해소하기 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

문항

재난 상황에서 찾은 정보 건강에 한 정보

만족 신뢰 만족 신뢰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76 72.38 75 71.43 78 74.29 76 72.38

아니오 29 27.62 30 28.57 27 25.71 29 27.62

계 105 100 105 100 105 100 105 100

<표 13> 재난 상황에서 찾은 정보와 건강 정보에 한 만족  신뢰 여부 

구분 문항 빈도 백분율 계(%)

만족

필요한 핵심 정보만 얻을 수 있다. 43 56.58

76

(100)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나 매체가 다양하다. 26 34.21

습득한 정보가 문성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다. 6 7.89

기타 1 1.32

신뢰

정보의 출처가 문성을 가지고 있다. 52 69.34

75

(100)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게 밝 졌다. 15 20.00

정보제공자가 정확한 사실만을 달한다. 7 9.33

기타 1 1.33

<표 14> 재난 상황에서 찾은 정보에 한 만족과 신뢰 이유 

국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재난정보를 체 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이는 

RISP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

과와 유사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신뢰하지 않는 일부 이용자(28.6%)

가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불신하는 이유로 각 

매체마다 혹은 지방자치 단체마다 재난정보  

응방법에 한 내용이 상이하다는 에서 제

공되는 정보의 진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15> 참고). 

질병  건강에 한 정보에서는 체 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고, 만족의 이유로는 다양하

고도 많은 정보가 아닌 핵심 정보만 간단히 얻

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나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에 

해서도 체로 신뢰하고 있었고, 정보 출처

의 문성이 가장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16> 참고). 이 한 RISP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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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빈도 백분율

매체마다 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 19 63.34

정보제공자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달하는 경우가 많다. 7 23.33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3 10.00

기타 1 3.33

계 30 100

<표 15> 재난 상황에서 찾은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구분 문항 빈도 백분율 계(%)

만족

필요한 핵심 정보만 얻을 수 있다. 31 39.74
78

(100)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나 매체가 다양하다. 31 39.74

습득한 정보가 문성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다. 16 20.52

신뢰

정보의 출처가 문성을 가지고 있다. 51 67.11
76

(100)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게 밝 졌다. 14 18.42

정보제공자가 정확한 사실만을 달한다. 11 14.47

<표 16> 건강 정보에 한 만족과 신뢰 이유 

기반으로 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정보원의 

신뢰와 만족의 이유와 동일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재난상황에서의 도서관 역할과 

서비스 

응답자들이 평상시에 도서 의 역할, 즉 존

재 목 이 공공의 정보서비스 기 이라기보다

는 단순히 자료나 정보를 여해 주는 곳으로 

제한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17> 참조).

재난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모든 응답자

(96.16%)는 도서 에서 코로나19에 해서 정

보를 찾거나 이를 해 사서의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다(<표 18> 참조).

이러한 결과는 도서 을 통해 재난 상항과 

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와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도서 에서 이용자들이 인

지할 정도로 재난 상황에 한 정보제공이나 

구분 빈도 백분율

도서, 자문헌, 비도서 등의 자료나 정보 제공 역할 77 73.34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기 으로서의 역할 13 12.38

열람실, 세미나 등의 공간 제공의 역할 8 7.62

문화 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의 역할 6 5.71

기타 1 0.95

계 105 100

<표 17> 응답자들의 평소 도서 의 역할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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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빈도 백분율

4 3.81

아니오 101 96.16

계 105 100

<표 18> 도서 에서 코로나19에 해 정보를 찾거나 도움을 받은 여부

련 홍보에 극 이지 못했고 이용자들 한 

재난과 련된 공신력 있는 정보를 도서 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 하고 있지 않음이 드

러났다(<표 19> 참고). 

재난 상황에서 도서 에서 얻기를 기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비 면 서비

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비 면 서비스 

한 매우 제한 인데 부분 도서 출에 집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도서  휴  상황에

서도 도서 의 비 면 서비스는 최소한 지속해

야 할 근거가 된다(<표 20> 참고).

재난 상황에서 도서 의 역할에 해서 문

화기 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많았고, 지역커

뮤니티 기 으로서의 역할이 두 번째로 많았

다. 그러나 재난 정보에 한 정보제공을 공신

력 있게 달해 주는 기 으로서 도서 에 

한 기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고). 

구분 빈도 백분율

도서 에서 련 정보를 제공하는지 몰랐다. 60 59.41

도서  외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나 경로가 많다. 30 29.7

도서 에 자료는 많지만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기가 어렵다. 6 5.94

도서 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 2 1.98

기타 3 2.97

계 101 100

<표 19> 도서 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책딜리버리, 도서무인 출반납 등 비 면 도서서비스 제공 37 35.24

코로나19에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인터넷 정보 등 자료  정보 제공 25 23.81

비 면을 통한 문화 로그램 진행  문화생활에 한 정보 제공 등 문화서비스 

제공
25 23.81

재난에 한 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8 7.61

돌 서비스, 비 면교육서비스 등 육아  교육 서비스 제공 8 7.62

기타 2 1.91

계 105 100

<표 20> 재난 상황에서 원하는 도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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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문화기회 제공 등 문화기 으로서의 역할 41 39.05

지역커뮤니티 기 으로서 지역과 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 38 36.19

재난상황에 한 최신 정보 제공 역할 20 19.05

피시설로서의 역할 5 4.76

기타 1 0.95

계 105 100

<표 21> 재난 상황에서 원하는 도서 의 역할

4.5 인구통계학적 속성별 차이 분석

체 응답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본

인이 찾은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 한 응

답은 30명(28.57%)이었다. 제공받은 재난정보

를 신뢰하지 않지만 계속 이용하는 이유에 

해서는 연령 별로 차이가 있었다(<표 22> 참

조). 특히 40  이상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

을 모르거나, 다른 안을 찾을 수 없어 계속

으로 기존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에서 도서 이 우선 으로 해야 할 

역할은 연령 별  20 , 50 가 나머지 연령

와 차이가 있었다(<표 23> 참조). 부분의 

연령 는 지역커뮤니티 기 으로서 지역과 

련된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했지만, 20 는 문

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문화생활을 많이 하던 20 가 코로나19 

감염의 방지를 한 사회  거리두기 시행으

로 문화생활에 제약이 생기면서 요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50 는 재난 상황에서 도서

이 제일 우선시해야 하는 역할로 재난 상황에 

하여 최신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4>는 지역별로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

요로 하는 정보에 한 결과이다. 체 으로 

코로나19 재난 상황 시에 확진자 정보, 이동 동

선 등의 반 인 황에 한 정보를 가장 필

요로 했다.

구분

재난 정보를 신뢰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이유

χ(p)많은 사람들이 

해당 정보 이용

신뢰하는 정보를 

찾을 시간 부족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모름
기타

연령

20 16.67 20.00 10.00 0

26.38

(0.049*)

30 6.66 3.34 0 0

40 3.34 0 13.33 0

50 10.00 0 6.66 3.34

60  이상 0 0 6.66 0

체 36.67 23.34 36.65 3.34

*p<0.05

<표 22> 연령 별 재난 정보를 신뢰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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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난 상황에서 도서 의 우선 인 역할

χ(p)피시설 

역할

 최신정보 

제공 역할

문화센터 

역할

지역커뮤니티

기  역할
기타

연령

20 0.95 7.62 21.90 9.52 0.95

27.22

(0.039*)

30 2.86 0.95 6.67 7.62 0

40 0 2.86 6.67 9.52 0

50 0.95 7.62 3.81 6.67 0

60  이상 0 0 0 2.86 0

체 4.76 19.05 39.05 36.19 0.95

*p<0.05

<표 23> 연령 별 재난 상황에서의 도서  역할 차이

구분

재난 상황 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χ(p)
황

질병
정보

감염 
응

경제 
지원

방역
지침

부정
감정
리

육아
지원

교육
정보

문화
생활

지역

․세종․충청 40.95 5.72 10.48 0.95 7.62 2.86 0.95 2.86 0

205.60
(0.00*)

서울․인천․경기 10.47 0 0 2.86 0.95 0.95 0 0 0

경상도 5.73 0 0 0.95 0 0 0 0 0

라도 0.95 0.95 0 0 0.95 0 0 0 0.95

강원도 0.95 0 0 0 0 0 0 0 0

제주도 0.95 0 0 0 0 0 0 0 0

체 60.00 6.67 10.48 4.76 9.52 3.81 0.95 2.86 0.95

*p<0.05

<표 24> 지역별 재난 상황 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5. 결 론

5.1 요약 및 정리 

본 연구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일

반시민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요구하고 찾고 

이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재난 상황속에서의 

도서  역할과 서비스 방안에 해서 제안하고

자 하 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시민들은 재난과 건강에 한 정

보를 찾기 원했고, 주로 모두 거주지역에서 확

진자의 이동경로, 확진자 수 등 반 인 코로

나19의 황에 한 정보요구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고, 방법, 백신 등 감염에 응할 수 있

는 정보에 한 요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신의 정보를 얻기 한 것도 있었지만 

감염에 한 심리 인 불안에서 련 정보요구

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습득한 재난정보와 건강정보에 해서 

모두 만족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족의 근거는 필요한 핵심 정보만 얻은 것에 

한 요인이 가장 높았고, 신뢰 여부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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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의 문성, 즉 정부기 에서 매스미

디어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라는 것이 신뢰에 

가장 큰 향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해서 느끼는 

불안, 우울, 두려움, 분노 등 부정 인 감정 

에서 불안감이 가장 컸으며, 이런 부정 인 감

정을 해소하기 해 화, 드라마, 능, 스포츠 

등을 시청하여 해소를 하는 경우가 부분이었

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부정 인 감정에 하

여 도움받기 원하는 방식은 TV 로그램, 

화, 도서, 음악 등에 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것

이 압도 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평소에 도서 에 해서는 자료  정

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 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재난상황에서 정보제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 이라는 인

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도서 에

서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사 에 

인지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도서 에서 련 

정보를 찾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에서 도서 은 비

면 도서 출서비스를 제공해  것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었고, 지역 문화기 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원할 뿐 아니라 지역의 커뮤

니 이션 기 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것을 

기 하고 있었다.

5.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

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해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안하

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재난상황에서 최신의 정보를 

그리고 필요한 정보량만을 구비하여 달해  

것과 이와 함께 감염에 한 심리 인 불안을 

일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기   도서 을 비롯한 공  정

보기 에서 재난정보와 건강정보를 제공할 때

는 감염 상황 혹은 감염병과 련한 최신 정보

를 즉각 으로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통해 감

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

다. 한 사람들에게 감염 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 주어 감염에 한 심리  

불안을 여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들은 정보의 문성과 신뢰도 여부

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상황 속에

서는 다른 매체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국가기

이 제공하는 정보에 해 문성과 신뢰성에 

한 검토없이 직 으로 높은 만족도와 신뢰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 을 

비롯한 공  정보기 에서는 제공하는 정보가 

국가기 의 공인을 거쳐 제공되는 정보인 것, 즉 

정보원의 ‘출처’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

서 이 주요한 정보제공 기 으로서 재난 련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 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문성과 신뢰성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인구학  특성상 40  이상 실버 세

들은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원을 신

뢰하고 있지도 만족하고 있지 않음에도 달리 다

른 정보원을 이용하거나 정보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 기존의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음이 확인

된 바, 이들을 해 정보원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한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 즉 

이 연령 에 맞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방안들을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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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람들은 코로나19에 한 부정 인 감

정이 들 때, 화나 TV를 통해 부정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도서 에

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문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 으로 거듭나야 한다. 

도서 에서도 부정 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

움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도 제공하여 교육기 의 기능도 수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학  특성에

서 20 는 다른 연령  보다 도서 이 재난상황

에서 문화기 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높은 기 감을 보이는 바, 이들을 한 비 면

을 문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필

요해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의 표본의 인

원이 한정 이며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등

을 다양하게 포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상을 다양하게 하고 표본의 크기를 확 할 뿐 

아니라 질  연구방법도 함께 사용하여 재난 상

황에서의 정보추구행태에 있어서 각 요인에 

한 원인을 악하고, 부정  감정과의 향 계 

한 심도있게 악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일럿 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계속되는 후속연구에

서는 재난상황에서의 정보요구와 이 요구에 기

반한 정보제공 방법과 방향에 해 구체 인 논

의와 방법들이 제시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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