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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두려움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10명의 성인이었다. 자료수집은 코로나19 두려움, 정
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천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 두려움이
정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코로나19 두려움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는 이중 매개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 예방실천은 두려움이 증가할 때 정신건강 
문제를 통한 매개효과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이 증가할 때 정신건강과 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제어 : 코로나19, 두려움, 예방, 정신건강, 수면.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on both mental health 
and sleep problems as induced by COVID-19 fears and its effects on preventive practices. The 
participants were 310 adults living in the Seoul/Gyeonggi Province. For data collec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 6) to validate the dual mediating effects.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effects 
of COVID-19 fears on the mental health problems, sleep problems and preventive practices. Both 
mental health and sleep problems had dual mediating effects in the influence of COVID-19 fears on 
preventive practices. Preventive practice has shown that the mediated effects of mental health 
problems play a strong role in instances when COVID-19 fears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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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3월 25일자 전 세계의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후 코로나19)의 현황은 확진자 125,624,676명, 
사망자 2,760,521명이었으며,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
아 순으로 확진자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 
한국의 경우는 확진자 100,276명, 사망자 1,709명으로 
집계되어 사망률 1.7%, 완치율 91.8%를 보고하였다[1]. 
2020년에 접어들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감염
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의료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
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다[2]. 이렇듯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의 확산은 일반 대중의 두려움을 증가시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유
지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4]. 특히, 코로
나19에 대한 오정보와 소문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증
폭시키고 이로 인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5]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공중보건에 있어 매
우 중요하다.

코로나19 두려움은 감염성 질병이 발생할 때 경험하
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감정으로써, 동시에 다른 심리적 
반응이나 감정,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6].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이 있는 사람들과의 접
촉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7]. 감염에 대
한 두려움은 연령 및 인종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감정 형
태이며 특정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8], 코로나19 두려움
이 증가할수록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여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든다[6]. 코로나19 두려움이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 불안, 스트
레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9]. 또한 
코로나19 두려움이 미래 경력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
는데 영향을 미쳤고,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8].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코로나19 두
려움은 우울과 불안의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4,6].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수반하는 정신건
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0-12]. 코로
나19 사태 이후 미국 국민은 평균적으로 우울 증상이 높
았고, 25% 이상에서 중증도에서 중증의 불안 증상을 보
여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였다[4]. 영국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인구유병률이 

2018∼2019년 18.9%에서 2020년 4월 27.3%로 증가
했음을 보고하였다[10]. 국내 연구에서는 온라인 정보검
색을 통해 국민의 불안 정도를 확인하였고, 코로나19 감
염으로 인한 신체 증상과 자기-보호 방법에 관한 정보검
색이 많음을 보고하였다[13]. 이렇듯 감염병의 재난 상황
에서 일반 대중이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의 정신건강 문
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수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14-17].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에서는 연구참가자의 1/5 이상이 우울 증상과 수면의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고[16], 요르단에서는 연구참가
자의 60% 이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수면 문제를 경
험하였다[17]. 3시간 이상 코로나19 발병을 우려하는 사
람은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의료종사자는 다
른 직업군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낮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
다[16].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경험했던 
경북 P지역 성인들의 경우 중증도 수준의 불면증을 경험
하였고,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 불면증 및 총 
수면시간에 악영향을 미쳤다[14]. 수면 문제는 신체 건
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
며,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면 문
제가 동반되었다[17,18]. 이렇듯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은 대중들에게 심리적 압력을 증가시켜 정신건강 문제뿐
만 아니라 수면의 신체건강 문제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염병 유행 시 확산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예방행위 실천이 중요하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밀접접촉을 통한 
집단감염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 행동지
침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19]. 선행연구에서도 마
스크 착용과 손 위생을 수행하는 것이 감염병 전파 예방
에 효과적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예방행위가 감
염성 질환의 발병을 감소시켰다[20].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예방실천을 잘 수행
하였고[21], 최신의 정확한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예방행
위(손 위생, 마스크 착용) 실천을 잘 수행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우울 및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22]. 이를 통해 코
로나19 예방실천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우울
/불안의 정신건강 문제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코로나19 예방실천과 수면 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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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면 문제의 정도를 탐색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실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확진자가 급증하여 감염병에 대한 위
기를 경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두려움, 정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두려움, 정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
체적인 목적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실천의 
차이를 확인하고, 코로나19 두려움, 정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천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
나19 두려움과 예방실천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매개효과, 수면 문제의 매개효과,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이중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각 경로별 매개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두려움, 정

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천 간의 관계를 탐색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2021년 2월 1일자 국내 지역별 확진자 통계를 보면, 

서울 24,263명(30.9%), 경기 19,895명(25.3%), 대구 
8,317명(10.6%), 경북 3,022명(3.8%) 순으로 나타나 서
울과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발병률을 기록
하였다[1]. 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으로, 선정기준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60세 성인으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의 주요 분석방
법을 위한 안정된 표본 수로 최소 200명 이상을 요구하
고 있다[23]. G-Power 3.1.9.2 프로그램에서 통계기법
은 다중회귀분석,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95, 독립변수의 수를 17개로 설정했을 때, 최소 
208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명 온라인 설문
을 통해 수집된 310명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최소 표

본 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19 두려움
코로나19 두려움은 Reznik 등[24]이 대학생을 대상

으로 개발한 Fear of COVID-19 Scale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문항은 영어에 능숙한 간호학과 교수 1인이 번
역하였고, 번역본을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과정
생 1인이 역번역하였다. 이후 번역본과 역번역본을 비교
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최종 번역본을 완료하였다. 도구개
발 경험자 3인이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코로나19 두려움 측정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리적 반응(3문항)과 정서적 반응(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평정하였
고, 점수의 범위는 7점에서 35점으로 총합 점수가 높을
수록 코로나19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Reznik 등
[24]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1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2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는 미국의 ‘Cornell 의학지수’에서 출발

하여 Derogatis [25]가 개발한 Symptom Checklist-90- 
Revised (SCL-90-R) 측정도구를 Park 등[26]이 대학생
을 대상으로 보완한 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SI-18은 신체화(6문
항), 우울(6문항), 불안(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평정하였고, 점수
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으로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정
신건강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26]의 연구에
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9였고, 본 연구에
서는 .96이었다. 

2.3.3 수면 문제
수면 문제는 Lee [27]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수면

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면의 질 측정
도구는 28문항이며, 주간 기능장애(12문항), 수면 후 회
복(4문항), 잠들기 어려움(4문항), 일어나기 어려움(3문
항), 수면 만족도(3문항), 수면유지의 어려움(2문항)의 6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점수를 평정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28점에서 
1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져 수면 문
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7]의 연구에서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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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값은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3.4 코로나19 예방실천
코로나19 예방실천 측정을 위하여 Salman 등[28]과 

Ferdous 등[22]이 개발한 COVID-19 Preventive 
Practice Scale을 사용하였다. Salman 등[28]은 6문항, 
Ferdous 등[22]은 7문항으로 코로나19 예방실천 도구
를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정도구에서 중
복된 문항을 검토한 후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사용을 위해 메일을 통해 원저자의 허락을 받았고, 영어
에 능숙한 간호학과 교수 1인이 번역을 수행한 후 번역
본을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과정생 1인이 역번
역하였다. 이후 번역본과 역번역본을 비교하는 과정을 반
복하여 중복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번역본을 완료하였
다. 도구개발 경험자 3인이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
증하여 10문항을 선정하였다. ‘전혀 하지 않음’ 0점에서 
‘항상 실천함’ 3점으로 하여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고,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코로나19 예방실천을 잘 수행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3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대학에서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승인번호: 2-1040781-A-N- 
012021003HR). 자료수집은 2021년 2월 4일부터 10일
까지 일주일간 진행하였고, 자료수집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면대면 설문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무기명 설문조
사로 온라인상에서 ‘동의란’에 표기를 하면 설문이 진행
하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사전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여 설
문조사에 대한 설명문을 공지한 후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가 제
시된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제시하였고, 동의서에 체크를 
하면 설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발송하였다. 
연구대상자 설명문에는 대상자가 설문 응답에 대한 동의 
철회 및 중단에 대한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
단할 수 있고 참여 중단 및 철회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
이 없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다른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설문자료는 3년간 보관
한 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 성별, 연령, 학력, 경제 수준, 코로나19 
확진 여부 등을 적는 인구학적 정보에 관한 항목이 있으
며, 거주지와 전화번호 정보를 통해 중복 참여자가 없는
지 확인하였다. 모든 설문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음료 쿠
폰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
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수들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수
행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관계
는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연구변수 간
의 구조적 관계는 PROCESS Macro Version 3.3 
(Model 6)을 사용하여 이중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붓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산
출하여 매개효과(indirect effect)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29].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거주지는 서울 138명(44.5%), 경기도 172명
(55.5%)이었고, 성별은 남자 133명(42.9%), 여자 177명
(57.1%)이었다. 연령은 최소 20세에서 최대 60세로 평
균 36.70세(±10.39)였고, 연령 그룹은 20∼29세 98명
(31.6%), 30∼39세 97명(31.3%), 40∼49세 68명
(21.9%), 50∼60세 47명(15.2%) 순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245명(79.0%)으로 많은 분포를 보
였고, 종교가 있는 경우 152명(49.0%), 없는 경우가 
158명(51.0%)이었다. 월 소득수준은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이 155명(50.0%)으로 동일하였고, 직업을 
가진 경우가 213명(68.7%)이었다. 동거 가족이 있느냐
는 질문에 81.6%(253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코로
나19 밀접접촉에 대한 질문에 84.5%(262명)가 접촉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탐색 
시간은 30분 미만이 170명(54.8%), 30분 이상은 101명
(32.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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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FCoV MHP QS P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Residence
Seoul 138(44.5) 21.81±6.50 3.10

(.002)
41.36±18.13 3.67

(<.001)
64.86±14.94 2.98

(.003)
23.62±4.96 -0.18

(.854)Gyeonggi-do 172(55.5) 19.45±6.80 34.61±14.22 59.57±16.05 23.72±4.41

Sex 
Male 133(42.9) 21.06±6.59 1.26

(.207)
36.14±15.60 -1.37

(.172)
61.20±15.21 -0.70

(.485)
23.41±5.15 -0.84

(.400)Female 177(57.1) 20.08±6.88 38.72±16.94 62.47±16.19 23.88±4.24

Age (year)

20∼29 a 98(31.6) 18.80±5.99
3.54

(.015)
a<d

36.68±15.19
0.73

(.535)

61.24±15.23
0.74

(.531)

22.93±4.78
3.02

(.030)
30∼39 b 97(31.3) 20.87±6.67 37.60±15.76 61.24±13.95 23.28±4.40

40∼49 c 68(21.9) 21.25±7.17 36.81±17.07 61.74±17.26 24.93±4.45

50∼60 d 47(15.2) 22.21±7.32 40.74±19.10 65.04±18.10 24.26±4.87
Education High school 65(21.0) 21.54±6.52 1.39

(.164)
44.71±17.76 4.02

(<.001)
68.60±15.18 7.26

(<.001)
22.03±5.00 -3.26

(<.001)University 245(79.0) 20.22±6.82 35.73±15.52 60.16±15.46 24.11±4.46
Religion Have 152(49.0) 19.32±6.97 -3.06

(.002)
34.87±15.19 -2.93

(.004)
58.99±16.35 -3.26

(.001)
24.30±4.49 2.30

(.021)Don’t have 158(51.0) 21.64±6.37 40.25±17.12 64.75±14.68 23.08±4.74
Occupation Have 213(68.7) 20.87±7.02 1.42

(.156)
37.71±17.14 0.17

(.866)
62.43±15.59 0.84

(.403)
23.77±4.46 0.52

(.604)Don’t have 97(31.3) 19.69±6.13 37.39±14.72 60.81±16.17 23.47±5.07
Economic status
(10,000won)

< 300 155(50.0) 19.14±6.51 -3.62
(<.001)

36.52±13.84 -1.18
(.240)

60.28±15.33 -1.84
(.067)

23.37±4.36 -1.17
(.242)≧ 300 155(50.0) 21.86±6.76 38.71±18.59 63.57±16.06 23.99±4.92

Living together No (alone) 57(18.4) 20.53±6.29 0.03
(.973)

37.82±15.53 0.11
(.914)

60.82±14.65 -0.58
(.560)

23.49±4.33 -0.33
(.739)Yes 253(81.6) 20.49±6.88 37.57±16.62 62.17±16.02 23.72±4.73

COVID-19
closely contact

No 262(84.5) 20.01±6.86 -3.01
(.003)

35.21±15.07 -6.41
(<.001)

60.86±15.93 -2.81
(.005)

24.15±4.56 4.29
(<.001)Yes 48(15.5) 23.17±5.59 50.73±17.31 67.73±13.52 21.10±4.35

COVID-19
information search 
time

Never a 39(12.6) 16.59±6.20 20.17
(<.001)
a<b<c

34.00±15.22 13.98
(<.001)

a,b<c

60.95±14.83 13.52
(<.001)

a,b<c

21.92±5.90 3.33
(.037)

a<b
< 30min b 170(54.8) 19.61±6.20 34.41±15.27 58.39±15.37 24.03±4.09

≧ 30min c 101(32.6) 23.50±6.74 44.40±16.73 68.26±14.93 23.76±4.89
FCoV=Fear of COVID-19; MHP=Mental health problems; QS=Quality of sleep; PP=COVID-19 preventive practice. 

Table 1. Difference in Measured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1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두려움, 정신건
    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코로나19 두려움은 대상자의 거주지역
(t=3.10, p=.002), 연령(F=3.54, p=.015), 종교(t=-3.06, 
p=.002), 경제수준(t=-3.62, p<.001), 밀접접촉(t=-3.01, 
p=.003), 정보탐색 시간(F=20.17, p<.001)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
우, 경제 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밀접접
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19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50대가 20대에 비해 코로나19 
두려움이 컸고, 코로나19 정보탐색 시간은 30분 이상 찾
아보는 그룹이 30분 미만 그룹보다, 30분 미만인 그룹이 
전혀 보지 않는 그룹에 비해 코로나19 두려움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거주지역(t=3.67, 
p<.001), 교육(t=4.02, p<.001), 종교(t=-2.93, p=.004), 밀
접접촉(t=-6.41, p<.001), 정보탐색 시간(F=13.9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
우, 코로나19 밀접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정신건강 문
제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코로나19 정보탐색 
시간은 30분 이상 찾아보는 그룹이 전혀 보지 않는 그룹
과 30분 미만인 그룹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수면 문제는 거주지역(t=2.98, p=.003), 
교육(t=7.26, p<.001), 종교(t=-3.26, p=.001), 밀접접촉
(t=-2.81, p=.005), 정보탐색 시간(F=13.5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코로나 
19 밀접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 수면의 질이 낮게 나타
났다. 사후검증 결과, 코로나19 정보탐색 시간은 30분 
이상 찾아보는 그룹이 전혀 보지 않는 그룹과 30분 미만
인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실천은 연령(F=3.02, p=.030), 교육
(t=-3.26, p<.001), 종교(t=2.30, p=.021), 코로나19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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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HP QS PP

Min. Max. M±SD Skewness Kurtosis
r(p)

FCoV .59(<.001) .47(<.001) .06( .295) 7 35 20.50±6.77 0.12 -0.96

MHP .64(<.001) -.34(<.001) 18 77 37.61±16.40 0.62 -0.75

QS -.26(<.001) 28 101 61.93±15.76 0.06 -0.85

PP 11 30 23.68±4.65 -0.48 -0.50

FCoV=Fear of COVID-19; MHP=Mental health problems; QS=Quality of sleep; PP=COVID-19 preventive practic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Research Variables                                    (N=310)

Model DV IV (reference) B SE β p R2 F(p)

1 MHP

Education (High school) -5.49 1.83 -.14 .003

.433 38.57
(<.001)

Religion (Have)    0.15 1.49 .01 .921

COVID-19 closely contact (No) 10.22 2.02 .23 <.001

COVID-19 information (Never)

   < 30min -3.17 2.26 -.10 .163

   ≧ 30min -0.58 2.50 -.02 .818

FCoV 1.28 0.11 .52 <.001

2 QS

Education (High school) -2.59 1.77 -.07 .145

.445 34.57
(<.001)

Religion (Have)    1.59 1.42 .05 .263

COVID-19 closely contact (No) -3.38 2.00 -.08 .093

COVID-19 information (Never)

   < 30min -3.32 2.16 -.11 .125

   ≧ 30min -0.08 2.39 -.01 .975

FCoV 0.33 0.13 .14 .012

MHP 0.51 0.05 .53 <.001

3 PP

Education (High school) 0.79 0.60 .07 .190

.272 14.06
(<.001)

Religion (Have)    -0.62 0.48 -.07 .201

COVID-19 closely contact (No) -1.70 0.68 -.13 .013

COVID-19 information (Never)

   < 30min 1.14 0.73 .12 .122

   ≧ 30min 1.93 0.81 .20 .017

FCoV 0.26 0.04 .38 <.001

MHP -0.12 0.02 -.43 <.001

QS -0.04 0.02 -.14 .035

DV=Dependent variable; IV=Independent variable; FCoV=Fear of COVID-19; MHP=Mental health problems; QS=Quality of sleep; PP=COVID-19 
preventive practice.

Table 3. Results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N=310)

접접촉(t=4.29, p<.001), 코로나19 정보탐색 시간
(F=3.33, p=.03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정
도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코로나 
19 밀접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에 코로나19 예방실천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은 그룹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보탐색 시간은 30분 미만인 그룹이 전
혀 보지 않는 그룹에 비해 코로나19 예방실천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3.3 코로나19 두려움, 정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천 간의 상관관계 

코로나19 두려움은 평균 20.50점(±6.77)이었고, 정
신건강 문제는 평균 37.61점(±16.40), 수면 문제는 평
균 61.93점(±15.76), 코로나19 예방실천은 평균 23.68
점(±4.65)이었다. 

코로나19 두려움, 정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코로나19 두려움은 정신건강 문제(r=.59, p<.001),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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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Model Pathway        B       SE 95% CI [LLCI, ULCI]

Indirect 1 FCoV → MHP → PP -0.16 0.03 [-.22, -.10]

Indirect 2 FCoV → QS → PP -0.01 0.01 [-.04, -.01]

Indirect 3 FCoV → MHP → QS → PP -0.03 0.01 [-.06, -.01]

Differences (ΔB)

Indirect 1 - Indirect 2 -0.15 0.04 [-.21, -.08]

Indirect 1 - Indirect 3 -0.13 0.04 [-.20, -.06]

Indirect 2 - Indirect 3 0.02 0.01 [-.04,  .01]

IV=Fear of COVID-19; M1=Mental health problems; M2=Quality of sleep; DV=COVID-19 preventive practice; LLCI=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Table 4. Indirect Effect of the Mental Health Problems and Quality of Sleep                             (N=310) 

문제(r=.47,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예방실
천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건강 문제
는 수면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64, 
p<.001), 예방실천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34, p<.001). 수면 문제는 예방실천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6, p<.001).

3.4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매개효과 유의성과
    매개효과 차이 검증 

회귀분석 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1.97로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었으며,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2.75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코로나19 두려움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이중 매개효과가 있는
지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코로나19 예방실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교육, 종교, 
밀접접촉 및 정보탐색 시간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한 후 
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Model 1에서 독립변수인 코로
나19 두려움은 1차 매개변수인 정신건강 문제(β=.52,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R2=.433, 
F=38.57, p<.001). Model 2에서 1차 매개변수인 정신
건강 문제가 2차 매개변수인 수면 문제(β=.53, p<.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두려움은 2차 
매개변수인 수면 문제(β=.14, p=.012)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쳤다(R2=.445, F=34.57, p<.001). 2개의 매개변
수를 동시에 투입한 Model 3에서는 1차 매개변수인 정
신건강 문제는 예방실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β
=-.43, p<.001), 2차 매개변수인 수면 문제도 예방실천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14, p=.035). 또한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코로나19 두려움은 예방실천에 여전히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8, p<.001), 모형의 설

명력은 27.2%였다(R2=.272, F=14.06, p<.001). 연구모
형에서 경로별 계수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and pathway

코로나19 두려움과 예방실천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코로나19 두려움이 정신건강 문제를 
통해 예방실천에 미치는 매개효과(Indirect 1)는 95% 신
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에서 경로계수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0.16, 95% CI 
[-.22, -.10]), 코로나19 두려움이 수면 문제를 통해 예방
실천에 미치는 매개효과(Indirect 2)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B=-0.01, 95% CI [-.04, -.01]). 마지막으로 코
로나19 두려움이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이중 매
개변수를 통해 예방실천에 미치는 매개효과(Indirect 3)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03, 95% CI [-.06, 
-.01]). 3가지 경로에서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코
로나19 두려움이 정신건강 문제를 매개로 하여 예방실천
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
제의 이중매개를 통해 예방실천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ΔB=-0.13, 95% CI [-.20, -.06]), 
코로나19 두려움이 수면 문제를 통해 예방실천에 미치는 
매개효과와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ΔB=-0.15, 95% CI 
[-.21, -.08]). 즉, 코로나19 두려움이 정신건강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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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B=-0.16)
는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를 통한 이중 매개효과
(B=-0.03)보다 강하게 나타났고, 수면 문제를 통한 매개
효과(B=-0.01)보다도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두려움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통한 매개효과가 강하게 작용
함을 확인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두려움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수
면 문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특히, 서
울과 경기의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
고 있는 지역인만큼, 주민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일상
생활 속에서 예방행위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게 인식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성인의 코로나19 두려움이 정신건강 문제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두려움은 우울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 결과[8,9,30]와 일치하였다. 즉, 코
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수록 무력감이 증가
하고 능동적 의지가 상실되면서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30].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
자인 여자, 아시아인, 히스패닉계, 외국 태생인 경우에서 
코로나19 두려움과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한 관련이 있었
다[4].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과 기혼자, 해고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코로나19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4], 본 연구에서는 50대가 20대에 비해 코로나19 두려
움이 높았고, 종교가 없는 사람, 경제 수준이 월 300만원 
이상인 사람, 밀접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사람일수록 코
로나19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추후에는 코로나19 두
려움에 취약한 집단을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될 필요가 있으며, 취약한 대상자를 위한 중재개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두려움이 정신건
강 문제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올바른 지식과 대처행위를 정확하
고 빠르게 전달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성인의 코로나19 두려움이 수면 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신건강 문제에 의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두려움이 수면 문제에 영향
을 미치는 결과를 분석한 문헌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선행연구에서 코로나19시기에 성인들이 경험
한 불안 정도가 증가할수록 수면의 질이 낮게 나타나[14]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시기에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불면증을 경험할 확
률이 1.50배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불면증 발생이 1.58배 증가하였다[15]. 그리고 심
각한 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
성이 8.95배나 높게 나타났다[17]. 이처럼 불안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고 유지되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 만족도
가 감소하고, 이러한 수면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
를 경험할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도 우울과 불안의 정
신건강 문제가 수면 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고, 정신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코로
나19 두려움도 자신이나 가족이 전염될 수 있다는 과도
한 걱정으로 인해 수면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적절히 다루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
한 적절한 중재가 요구된다. 

성인의 코로나19 두려움은 예방실천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이중 매개효과를 
통해 부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코로
나19 대유행 초기에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독감 관련 
불안보다 높게 나타났고,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부터 강박
적인 손씻기 증상이 증가했음을 보고할 만큼, 감염에 대
한 두려움은 안전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7].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서도 두려움이 예방실천을 증
가시키는데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
제와 수면 문제가 발생하면 코로나19 두려움이 예방실천
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본 연구
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우울과 불안의 정신건강 문제
가 클수록 예방실천을 덜 수행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22]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수면 문제와 예방실천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성인의 
55.1%가 코로나19 예방실천을 잘 수행하였고, 그중에서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행위는 93.8%가 수행한다고 보고
하였다[21]. 이에 반해 대학생의 36.5%가 올바른 예방실
천을 수행한다고 보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지식
과 태도가 높은 것에 비해 예방실천이 낮은 것에 대한 우
려를 표하였다[28]. 국내 연구에서도 일반 대중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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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으나 감염 예방행위 실천은 
낮게 측정되어 이전의 감염병 유행과 다른 양상을 보인
다고 하였다[31].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코로나19 두려움
이 예방실천을 증가시키는데 작용하지만, 두려움이 증가
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였고, 증가한 정신건강 문
제가 수면 문제를 증가시켜 오히려 예방실천을 감소시키
는 이중 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행위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두려움
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매개효과가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시대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보
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4,10-13], 국민의 정신건
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정부는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
스를 확충하고, 자살이나 중독 문제 및 정신질환으로 이
환되지 않도록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방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
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2,5], 일반 대중의 공중
보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32].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은 코로나19 예방실천의 증진을 위하여 자
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생활 속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한하여 조사하였기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 표본 추출의 
편향 가능성이 있고, 자가 보고식 설문으로 인해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결과의 해
석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과 정신건강 및 수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질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대상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조사하는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신종전염병 예방실천 행위와 정신건강 문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종전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
반 성인을 대상으로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두려움이 정신건강 문제, 수면 문제 및 예방실
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코
로나19 두려움이 예방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
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중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개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
해 코로나19 두려움이 증가하면 성인은 예방행위 실천에 
있어서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 문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우울과 불안의 정신건강 문제가 강
력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 대중
의 코로나19 두려움이 예방실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및 수면 문제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
로나19와 같은 신종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두려움이 증가
할 때,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예방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교육
을 확대 운영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파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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