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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기간 동안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COVID-19 Pandemic은 국
가재난관리체계에대한재정비와대부분의국가시민들이바이
러스를포함한재난에대한경각심을크게바꾸어놓았다. 우리
나라는 2020년전반기에는감염자증가율이세계에서높은편이
었지만, 국가및시민들의적극대처로 K-방역이라는용어가생
겨날 정도로 방역체계 모범 사례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1].  
  한승조등의연구에의하면이러한 COVID-19가인류에부여
하는재앙의수준이전쟁과유사함을전쟁의원칙, 이론, 전쟁사
례를들어설명한바있다[2]. 14세기에발생한흑사병으로인해
유럽인구의 30% 가량이희생되면서봉건사회가붕괴되고민족
국가가등장하였다. 또한 15세기말에는천연두로인해잉카문
명이 소멸되는 결과가 있었고, 근대에 들어서도 스페인 독감이
세계 1차 대전 종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존재한다[3]. 
  국가차원에서 COVID-19를포함한국가재난관리체계는현대
사회에서 주로 미디어를 통해 개개의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
다. 따라서 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되는 재난 관련 정보에 따라
시민들은 재난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혹은 문제점
이있는지는알게되고, 비정상적인작동을인지하면사회불안
감이 높아진다. 국가가 주도하는 재난관리와 같은 정책들은 시
민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특히 COVID-19와같이사회적거리두기의필요성이절실할경
우에는 더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인논제는정량적분석방법으로우리나라에서연구가추
진된바가적고, 특히 COVID-19 Pandemic이지속되고있는상
황에서는 극복 주체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박동균은 COVID-19가진행중인 2020년에연구를수행하여, 
K-방역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하고성공적인극복을위해서는
정부를포함한 모든 기관의 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이필
요함을 제시하였다[1]. 최상옥의 연구에서는 뉴노멀(New 

Normal)-코로나 시대에 위기관리를 위해 법령, 재난 대응체계, 
재난관련교육를포함한거버넌스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극복 주체의 신뢰도가 시민이
느끼는 안전을 포함한 사회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분석을위해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가 진행된다.

2. 이론적 논의2.1 국가 재난관리체계
  재난(Disaster)은 홍수, 가뭄,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
(Natural Disaster)와 폭발, 화재, 붕괴 등을포함하는사회재난
(Social Disaster)으로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줄수있는것을말한다[5]. 사회재난은감염병이나, 가축
전염병, 미제먼지에의한피해도포함되기때문에 COVID-19도
사회재난의 일부로 구분된다. 
  재난의 특성은 크게 불확실성(Uncertainty), 누적성
(Accumulation), 복잡성(Complexity)으로보고있으며[6], 이중
에서국가재난관리체계및시민들의재난불안감에크게영향
을 미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또한 복잡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하는재난은시민의생명과재산뿐만아니라국가경제적인
측면의 악영향,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저하, 국가 공권력
투입에따른안보및치안의일시적인공백등을수반하기때문
에복합재난(Hybrid Disaster)의개념이일반화되고있는추세
이다[7].
  COVID-19 Pandemic 상황에서 국가 재난관리는 "Living 
with Disaster" 개념이적용되고있고, 사회적거리두기가이러
한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관리조치이다. 재난과 안전관리를 법
률로정의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재난 예방과발
생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재난 대책의 목적이며, 

COVID-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극복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시민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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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기본적인책임은정부를포함한국가로기술하고있
다[8].
  재난관리의과정은기본적으로 "예방및대비 - 대응 - 복구"
의사이클을따르며, 기본원칙 3가지는다음과같다[5]. 첫째, 재
난관리는정부뿐만아니라국가내의모든기관및구성원의참
여와관심이필수적이다. 둘째, 공공기관외민간기관의참여는
대응 및 복구를 가속화한다. 셋째, 재난의 특성 중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인해중앙집권적인관리보다는분권형관리가효과
적이다. 
  시스템이론(System Theory) 측면에서주로시스템의에러나
사고와 연관된 법칙 중에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 재
난관리과정중예방및대비의필요성과연관된다[9]. 2020년에
COVID-19가 국내에서 감염자들을 유발하는 과정도 이러한 하
인리히법칙과관련이있다. 즉, K-방역이효과적으로인정되고
있긴하지만, 초기의외국인의국내입국을강하게방지하는대
책이 미흡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2.2 재난극복 해결 주체의 신뢰도
  재난관리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재난극복의 우선적인 주체는
정부를포함한국가기관임은분명하다. 한승조의연구에의하면
국가기관중정부의재난관리신뢰성에는정부가제공하는재난
정보의신뢰수준, 정부와지방정부와의원활한소통여부등이
포함되며, 정부의재난관리신뢰성이낮아지면시민이사회에서
느끼는 재난 불안감(Disaster Anxiety)이 높아짐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바있다[5]. 윤석민의연구에서도지진과같은재난의경
우사전에예방하는것뿐만아니라재난발생 시처리과정에서
도극복주체의신뢰도는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고분석
된 바 있다[10]. 
  정부의노력외에도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재난극복의정
책들은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며,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는국회와정당의노력도중요하다. 또한이재은의연구에의하
면재난대응기관별로예산을균형있게처리하는것이중요하
고,  복구과정에서의신속한예산투입이시민에게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되었다[7].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의 운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외에도
시민단체의역할이현대사회에서점점중요해지고있다. 박동균
연구에서는 사회재난으로써세월호의사례를분석하여, 공공기
관주도의재난관리외에도시민단체와같은민간부문의참여가
중요함을밝힌바있다[1]. 이는재난관리원칙중에두번째정
부기관의동원필요성과연관이있고, 세번째분권화관리와도
일부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분권화 관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일부위임하는것외에도정부조직외민간단체의
활용도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사회적거리두기
를전국적으로일관되게적용하지않고, 감염자현황에따라지
방자치단체별로조치단계를차등적용할수있도록한바있으
며, 인력과예산이부족한지방정부차원에서시민단체및자원
봉사기관의 도움을 적극 수용한 것이 분권화 관리의 일환이었
다.   
  앞서 설명한 한승조의 전쟁론(War Theory) 관점에서
COVID-19 Pandemic 연구에서와 같이 현대의 전쟁이 총력전
(Total War)의성격을갖는것과마찬가지로 COVID-19 대응도
국가차원에서 총력전의 특성을 지닌다[2]. 따라서 위에 제시한
기관외에도전국민적참여와미디어의역할도중요하지만, 재
난관리의책임주체및원칙과관계하여정부, 국회및정당, 시
민 단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
 3.1 모델 구축 및 가설설정
  본연구에서는 Covid-19 Pandemic 상황하에서정부를포함
한극복주체의신뢰도가시민이느끼는안전과관련된사회인
식에어떠한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하기위해, 극복주체의신
뢰도를 직접적으로 시민 사회 인식에 영향을 연관시키지 않고
매개변수(Mediated Variable)로써시민주변인에대한신뢰도를
도입하였다. 매개변수 도입의 이유는 극복 주체의 신뢰 정도를
미디어 등을 통해 접할 수도 있지만, 극복 주체의 노력은 사회
속에서 주변인들의 동참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도입된 매개변수는 구조방정식모델 내에서 하나의 잠재변수
(Latent Variable)로활용된다. 시스템이론측면에서국가나사
회에 속하는 개개인은 타인을 포함한 환경(Environment)과 상
호작용(Interaction)을지속적으로수행한다고보며[7],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측면에서도사회인식은주변환
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등은 주변인 신뢰도를
매개변수로 도입해야 함을 뒷받침한다. 
  구조방정식모델을이용한실증적연구(Empirical Study)를위
해 가설은 극복 주체의 신뢰도(독립변수)가 높아지면 주변인에
대한 신뢰도(매개변수)가 높아진다는 것(양의 상관관계, H1)과
주변인에대한신뢰도(매개변수)가높아지면궁극적으로시민의
안전관련 사회인식(종속변수)이 높아진다는 것(양의 상관관계, 
H2)이다. 이러한가설과초기연구모델이 Fig. 1에제시되어있
다. 설정된초기연구모델은구조방정식모델에서경로도구성에
활용되고, 경로도상의잠재변수는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
수로 설정된다.

Fig. 1. Hypothesis and Initial Model

 3.2 연구방법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에서는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
제’ 연구의일환으로트리플라잇(Triplelight)과공동으로전국
1,000명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에 공개되었으며, 연구목적 의사를 표현하고 승인을
득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획득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20. 5. 1 ~ 8 기간동안온라인및모바일조사
를통해할당표집으로제주도를포함한전국적인지역에서진행
되었다. Table. 1은설문에응답하고유효사례에속하는 1,000명
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Contents Num. Freq.(%)
Gend
er

Male 512 51.2
Female 488 48.8

Age

20s 184 18.4
30s 188 18.8
40s 224 22.4
50s 233 23.3
60s 171 17.1

Final
educa
tion

< Middle Sch. 13 1.3
High Sch. 191 19.1
Attending or
Dropping out of
College or Univ.

105 10.5

Graduating College
or Univ.

583 58.3

Attending or
Graduating Graduate

Sch.
108 10.8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 구성과 결과 제시는 구조방정식모델
(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이이용되었다[11]. 구조방정
식모델의경로도구성에서연구자가알고자하여개념적으로정
한변수가잠재변수(Latent Variable : L.V.)이며, 잠재변수를수
치적으로세분화한것이관측변수(Observed Variable : O.V.)이
다. 본연구에서관측변수는 10점척도법(10에가까울수록질문
항목에동의하는정도가강함)으로얻어진데이터가이용되었다. 
구조방정식모델 내에서 사용되는 관측변수들은 다변량정규성
(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하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적용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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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3개의 잠재변수는 COVID-19 해결주체의 신뢰도(A), 
COVID-19 Pandemic 상황에서주변인에대한신뢰도(B), 개인
이느끼는사회인식(C)으로정의하였으며,  앞서설명한개념모
델에서와같이 A는독립변수, C는종속변수, B는매개변수로이
해할수있다. 각잠재변수는각각 3개의관측변수가개념을설
명하도록 경로도가 구성된다. Table. 2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
수의 설명과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L.V. O.V.
AVE
.

S.D.

A
(Trust on
Solution
Subject
Overcomi
ng

COVID-19
)

Aa
Trust on Government
for Overcoming
COVID-19

6.68 2.55

Ab
Trust on Congress and
Political Party for

Overcoming COVID-19
4.25 2.23

Ac
Trust on Civic Group
for Overcoming
COVID-19

5.26 1.76

B
(Trust on
Others in

COVID-19
Pandemic)

Ba
Trust on Neighbors in
COVID-19 Pandemic

5.29 1.71

Bb
Trust on First-Time
Encounters in

COVID-19 Pandemic
4.10 1.72

Bc
Trust on Foreigners
in COVID-19
Pandemic

3.65 1.83

C
(Overall
Social
Perception

)

Ca
Overall Satisfaction with

Society
6.11 1.92

Cb
Believing that the
Society is Safe

6.26 1.96

Cc
Feeling the Tolerance,
Trust, Respect in the

Society
5.48 1.94

Table. 2.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구조방정식모델을구성하기전에하나의잠재변수내에서각
관측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ble. 3은
Pearson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게상관관계를지니고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V. Aa Ab Ac Ba Bb Bc Ca Cb Cc

Aa 1
0.48
*

0.38
*

0.33
*

0.26
*

0.14
*

0.29
*

0.31
*

0.28
*

Ab 1
0.45
*

0.29
*

0.33
*

0.26
*

0.24
*

0.19
*

0.30
*

Ac 1
0.29
*

0.25
*

0.19
*

0.17
*

0.12
*

0.22
*

Ba 1
0.59
*

0.44
*

0.26
*

0.23
*

0.26
*

Bb 1
0.68
*

0.21
*

0.17
*

0.14
*

Bc 1
0.17
*

0.11
*

0.16
*

Ca 1
0.68
*

0.63
*

Cb 1
0.61
*

Cc 1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in Observed Variables

O.V. Skewness Kurtosis Result
Aa -0.74 0.13

All Acceptable

Ab -0.08 -0.31
Ac -0.35 1.03
Ba 0.12 1.00
Bb -0.05 0.79
Bc 0.05 0.19
Ca -0.49 0.49
Cb -0.51 0.41
Cc -0.23 0.22

Table. 4. Analysis of Normality

  또한정규성검증을위해왜도(Skewness)와첨도(Kurtosis)를
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각관측변수별결과가 Table. 4에제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1.965 
~ +1.965 범위내에있고, 첨도는 7이하수준이면정규성에이상
이없다고판단한다[13]. 따라서본구조방정식모델에서활용되
는 관측변수 자료들은 정규성을 만족한다.

3.4 모델 실행결과 및 모델 적합성 분석   
  Table. 5와 Table. 6은구성된구조방정식모델을실행한결과
를보여주고있다. Table. 5는각잠재변수내에서관측변수들이
통계적으로유의하게적합되고있음을나타내고있으며, Table. 
6은잠재변수들간의통계적인과관계가유의하게영향을미치
고있음을가설설정과연계하여보여주고있다(H1, H2 모두기
각되지 않음).

L.V. O.V.
Estimat
e

S.E. C.R. P

A
Aa 1.00 - - -
Ab 1.05 0.08 14.09 < 0.05
Ac 0.65 0.05 13.47 < 0.05

B
Ba 1.00 - - -
Bb 1.19 0.06 19.50 < 0.05
Bc 1.40 0.07 20.13 < 0.05

C
Ca 1.00 - - -
Cb 0.98 0.04 24.67 < 0.05
Cc 0.91 0.04 23.72 < 0.05

Table. 5. Running Results within each Latent Variable

H
Estimat
e

S.E. C.R. P Result

H1 :
A → B

0.35 0.03 10.19 < 0.05
Not
Rejecte
d

H2 :
B → C

0.45 0.06 8.16 < 0.05
Not
Rejecte
d

Table. 6. Running Results between Latent Variable

  구조방정식모델에서는 모델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다
수존재하나일반적으로많이사용하는지수인 CFI(Composi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GFI(Goodness Fit Index)
를 활용하였고, 모두 0.9 이상의 경우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판단한다[12,13]. 분석결과 CFI = 0.943, TLI = 0.919, GFI = 
0.953으로분석되어제시되고실행된구조방정식모델의적합도
는 양호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VID-19 Pandemic 상황 하에서 극복 주체
의신뢰도가주변인의신뢰도및시민의안전관련사회인식에
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해설문조사결과를바탕
으로 한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정부를포함한극복주체의신뢰도와주변인의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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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양의상관관계를지니며, 주변인의신뢰도와안전관련사
회인식도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가재
난 극복의 최우선 책임기관인 정부, 국회 및 정당, 시민단체가
적기에재난극복을위한정책과예산지원, 분권적대응에맞선
지원들이 매우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사회 내에
서느끼는안전관련사회인식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침을함
의(含意)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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