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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장장 5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된 “동상9몽: 서울대학교 사회대생들이 본 세상” 프로젝트는 제39대 서울대

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주도하는 “혁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현재의 구시대적 주입식 대학 교육을 혁파하자는 대학가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함과 동시에 수동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요구하기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진정한 교육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학생주도 자율 팀 연구 프로젝트인 “동상9몽”은 학생들이 주도하여 자신의 학과 학우들과 함께 팀 연구를 진행한 결
과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사회과학 내 각 전공(정치, 외교, 경제, 사회, 사회복지, 심리, 언론, 지리, 인류학)의 시
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동상9몽”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사회과학”으로 선
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대주제와 각자 접근하는 학과적 시각만 정해져있을 뿐, 세부적인 연구는 전부 자율적으로 진행하
였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중간 보고 및 출판 과정 보조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팀이 원
하는 교수님에게 멘토링을 요청드려 학부생-교수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결과물이 학술적으로 만족할 법한 수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52명의 학부생 연구자들이 5개월 동안 수행한 자율 연구 프로젝트의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보고서마다 사회과학대학의 각 전공적 시각이 돋보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바, 글 마다 다
소 상이한 형식, 구성,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기존의 많은 자율연구나 전문 연구 세미나 프로그램은 소위 뛰어난 학생만 출판 자격을 얻거나, 공식적인 결과물에 
이름을 올릴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면 “동상9몽” 프로젝트는 참가 신청자 전원을 수용했으며 과에 맞추어 선착순을 
기준으로 팀을 배분하였습니다. “동상9몽”이 기존 프로젝트와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은 어떤 경쟁이나 우열 등을 기
준으로 학생들의 결과물을 판단하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번/연구경력/스펙
과 전혀 상관없이 팀을 배분하여 능력과 상관없이 의지와 열정, 그리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동료들과의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수님과 같은 높은 
권위, 혹은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으면서 학생이 진정한 교육의 주
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목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학습, 의미도 의지도 모른 채 학점만 신경쓰며 하는 
학습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집단연구의 결과물을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매우 벅차고 기대됩니다. 
본 연구 결과가 어느 공모전의 수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참여한 연구자들의 의지
와 연구과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기준과 잣대와는 결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도 열심히 연구에 참여하여 아홉 개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 연
구자들에게 사회대 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을 빛내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보
고서가 공식 보고서로 인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회과학대학 유홍림 학장님과 이건학 학생부학장님에게도 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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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의 창궐을 기점으로 약 두 달 여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발

생했다. 방역에 있어 절대적 역할을 하는 마스크는 그 수요가 폭증한 반면 단기적 생산시설 증설과 원료의 부족으로 공급은 

한정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공적 마스크 정책을 중심으로 마스크 

대란 시기 정부의 시장 개입 효과를 살펴본다. 공적 마스크 정책은 가격상한제, 구매량 제한, 공공조달, 생산업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는지 평가한다. 본 논문은 먼저 마스크 시장

의 수요-공급 모형을 통해 공적 마스크 정책 시행 이후 마스크의 공급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이론적으로 추정하

고 공급량 및 가격 추이를 제시하여 이를 검증한다. 이후 공적 마스크 정책이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언론 보도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조달 정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 

For about two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e so-called 'facial mask crisis' occurred 

nationwide, in which people could not easily get facial masks. The demand for facial masks, a crucial part 

of the prevention of infection, soared whereas the supply was limited due to the deficiency of materials 

and difficulty in rapid expansion of the manufacturing facilities. The government implemented 'public 

distribution policy' to solve this problem. In a nutshell,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facial mask market by focusing on the public distribution policy. The policy includes 

price ceiling, limitation on purchase, public procurement and production support.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se measures bettered both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the market. The paper first explains 

how the policy affected the supply quantity and price by supply-demand curve model, and proves it by 

demonstrating how the supply quantity and price were influenced over time. The paper also shows whether 

the policy improved the vulnerable's access to facial masks by citing news reports and survey results, and 

finally proposes what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when implementing a public procurement policy 

in times of na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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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0년 1월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되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

란이 발생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백 미터 긴 줄을 서는 일이 생기고(이지영, 2020.02.24.), 일회용 마스크의 거의 

대부분은 품절에 가까웠다. 이런 어려움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었는데, 2월부터 진행되었던 일명 ‘마스크 대란’ 사태로 인

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

마스크 대란의 주요 원인은 수요의 폭증과 한정된 공급량이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Liang 등(2020)은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률을 95%까지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비말 차단 및 전염 예방 효과로 마스크는 주요한 방역 용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이의경 식품의약처장이 작년 2월 

초에 밝힌 제조업체 24시간 생산 가동 시 하루 생산가능량은 1000만 개였고(뉴시스, 2020.02.02.), 이는 경제활동인구만 

하루에 한 장씩 마스크를 사용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생산 시설 수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량

을 급속히 늘리는 것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생산역량에도 한계가 있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다보니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었고, 마스크는 다른 물품보다도 훨씬 심각한 품귀 현상을 빚어내었다. 

이와 같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마스크 수급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

해 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마스크 시장을 정상화하고 ➁ 필수재가 된 마스크의 균질한 분배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정

부는 이를 위해 크게 유통절차, 마스크 규격, 마스크 착용의 측면에서 정책을 구축 및 시행하였다(김동환·조수민, 2021).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시기인 마스크 대란의 초기 상황, 즉 2020년 2월에서 5월의 기간 동안은 공적 마스크 

유통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3월 9일에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➀ 마스크 생산업체와 정

부가 계약하여 생산량의 80%를 정부가 구매해 약국 등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 ➁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를 실시한다는 것 ➂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2매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4월 즈음부터 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

도 원활해졌으며, 4월 27일에는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3매로 늘렸다. 5부제는 6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 보건용 공

적마스크 제도는 7월 12일에 완전 폐지되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어느 정도 완화된 6월을 기점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라는 새로운 규격의 마스크를 규정함으로써 마스크 규격 정책을 이용해 사람들의 선택권을 더 폭넓게 해주

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기존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덜 힘들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도하기도 

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발생하였고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여 마스크 착용 측면

에서의 규제 역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마스크 유통 정책, 즉 공적 마스크 정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마스크 시장 개입을 살펴볼 것이

다. 공적 마스크 정책은 가격상한제, 구매량 제한, 공공조달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정

부의 시장 개입이 가격 정보를 왜곡하고 자중손실로 인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장 실패로 

인해 비효율이 초래될 때는 정부의 개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마스크 대란 당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요구된 

배경은 무엇이며, 시장 원리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가? 공적 마스크는 그런 문

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 또는 완화하였는가?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 개입의 위와 같은 질문들을 탐색

하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데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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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검토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국가마다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7조를 통해 규제의 신설 혹은 강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안을 설정해두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

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1항)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개된 정부의 마스크 시장 규제를 평가한 연구들에서 활용된 평가 기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

류 가능하다. 첫 번째는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이다. 김대인(2021)은 마스크의 생산 과정에서 체결되었던 임의적 형

태의 수의계약이 신속한 공급을 가능케 하였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기업들의 경쟁력 및 경쟁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

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규제의 경쟁 제한의 가능성을 비판하였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이다. 박동균(2020)은 마스크 대란 초기에 발생한 정부의 정책 혼선

과 마스크 수급 대책 발표의 연기에 따라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규제가 명료하게 정의 및 전달되지 못한 상황을 

위기 대응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한편 유연주, 여정성(2020)은 식약처가 마스크 수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규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일성 없이 전달함에 따라 소비자불안을 가중시켰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마스크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박창규(2020)는 정부의 정

책 개입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규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장의 

조정 능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개입이 오히려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분

석을 기반으로 드러내었다. 하지만 마스크 시장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기존의 연구들은 마

스크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편익 증대 효과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이 상당히 미비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김태윤, 정재희, 허가형, 2008)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마스크 정책의 의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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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비용을 극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은 불변하나, 어떤 것을 편익으로 또 어떤 것을 비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연구에 활용되는 평가 방식은 달라진다. 대표적

으로 사용되는 분석의 틀로는 개인이 잘 정의된 선호를 가지며 이에 따라 지불의사금액, 즉 수요곡선이 곧 효용을 대변한다

는 가정이 있다(오정일, 2012, p.38-39). Griliches(1958)는 소비자잉여를 분석하여 옥수수 연구투자 정책의 경제적 편

익이 증가하였음을 증명한 바 있으며, 장지상, 양정모, 오정일(2013)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제성을 수요곡선의 추계를 

바탕으로 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용-편익분석에도 역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김소영(1990)은 비용-편익분석이 개개인의 편익

과 분배에 대한 것을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 및 형평의 측면을 무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에서의 마스크 정책은 비용과 편익은 물론, 그에 따른 마스크 분배의 도의적 효과 역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규제 목적의 실

현 가능성’ 항목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비용-편익분석 이외의 다른 방법론을 통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제모델

상품시장에서 균형은 수요측의 힘과 공급측의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그림 2-1에서와 같은 균형이 이루어지

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어 경제학적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시장에서 일단 청산균형이 이루어지면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가격과 거래량이 유지되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어떤 교란요인에 의해 수요나 공급에 변화가 생기면 새

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할 수 있다.

그림 2-1. 시장의 균형

가격상한제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상한

제는 경제학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가격상한제가 실시된 후 어떤 상품이 갑자기 귀해져서 이를 구

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 없는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에서 보듯, 상품 A의 경쟁균형가격은 

2만원인데 정부가 1만 8천원에 상한 가격을 설정했다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상품 A의 가격이 1만 8천원일 때의 수요량

은 39만 개인 반면 공급량은 23만 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가격상한제의 실시가 상품 A를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품귀현상을 초래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품귀현상과 초과수요가 지속되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난다. 시장에 따른 정상적인 배분 

말고도 선착순으로 배분, 정실에 의한 배부, 암시장에서의 거래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암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몇 배나 더 높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힘을 거스르려는 정부의 시도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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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격상한제의 효과

사회적 순편익과 자중손실의 측면에서도 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되며, 소비자가 어떤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한다. 

이는 수요곡선과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 사이에 만들어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되며, 생산자가 어떤 교환 

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한다. 공급곡선과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순사회편익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고, 어떤 상품의 교환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얻는 순편익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이에서 파생되는 순사회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에 외부의 비시장적 

개입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역시 순사회편익이 시장에서의 완전한 거래상황에 비해 더 작아지게 

된다. 그림 2-3을 보면 어떤 상품 가격에 1만 8천원의 가격상한선을 설정해 실제로 생산되고 거래되는 상품량이 23만 통

으로 줄어들 경우, 교환에서 나오는 순사회편익이 (A+B+C+D+E)에서 (A+B+C)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가격상한제와 순사회편익

이는 가격상한제의 실시로 인해 순사회편익이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경우보다 (D+E)만큼 더 작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잉여는 D만큼, 생산자잉여는 E만큼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순사회편익의 감소가 바로 가격상한제로 인한 자중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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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마스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책의 유효성을 비용-편익분석과 분배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 가치를 검

증하고자 한다. 우선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마스크 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모형을 

이론적으로 가정하여 수립하였으며, 그 모형의 타당성을 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였던 2020년 2월부터 8

월까지의 보도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모형을 검증한 이후에는 이를 이용하여 마스크 정책이 효용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효용 수준의 측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정책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가 가격제한이 없는 시장에서 표출하는 지불 

용의 금액이 곧 해당 상품에 대한 효용의 크기를 대변한다는 가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마스크 소비 단위당 효

용은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 표출된 지불용의가격과 개입으로 인해 실제로 지불하였던 가격의 격차로 나타낼 수 있다

고 보았다.

분배 측면에서의 평가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활용하였다. 공적마스크 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마스크 시장 개입 정책

은 취약계층의 마스크에 대한 접근성 개선 역시 목적으로 하였기에, 해당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와의 밀접

한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분배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재직하는 사회복지

사 두 명과의 서면 연락을 통해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하여 마스크 정책의 실증적 효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1. 2020년 공적 마스크 제도 실시 이전, 마스크 대란이 빚어졌던 시기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보력이 

부족하신 노인께서 마스크를 구하는 데 고충을 겪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2. 2020년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된 이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보력이 부족하신 노인께서 마스크 

수급에 있어 도움을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3. 2020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실시 도중 사각지대나 한계는 없었나요?

4. 2020년 6월, 공적 마스크 제도의 폐지 이후 마스크가 시장 수급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노인께서 마스

크의 부족을 느끼지 않고 수급이 충분히 원활했나요?

 

연구 결과

1. 마스크 시장 모형과 정부의 개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의 급증과 시장 실패,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의 효과를 수요-공급 모형을 통해 살펴보자.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마스크 시장은 완전경쟁의 가정 아래 그림 4-1과 같다. 이때 초기 균형은 균형 가격 P0와 균형 

거래량 Q0가 만나는 E0에서 형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 대란과 정부 정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에 유통과정

에서의 중간 유통업자의 이윤은 0으로 가정한다. 

Ⅲ

Ⅳ



21제1장  공적 마스크 정책에 대한 시장론적 분석과 평가 -경제학적 효율성과 실제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제
1
장

제
2
장

제
6
장

제
4
장

제
8
장

제
3
장

제
7
장

제
5
장

제
9
장

제    
장
10

제    
장
11

그림 4-1. 코로나19 유행 이전 마스크 시장

국내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 심리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다(기획재정부, 

2020a). 마스크는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재에 해당되므로 코로나19의 발단 시점에서의 마스크 수요는 비탄력적이었을 것

이다(최병일, 2020.02.07.). 한편,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마스크 수급은 일 단위, 주 단위의 단기적 프레임으로 조망해

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대부분을 고정비용으로 보았다. 또한 생산 시설의 증설에 단기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

문에, 수직 형태의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을 가정하였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말미암은 마스크 대란을 반영한 수요-공급 

모형은 그림 4-2와 같다. 마스크 대란 이전의 가격인 P0는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을 따라 이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인 P 1으

로 상승하였지만 생산량은 마스크 대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스크 대란

2020년 상반기의 마스크 시장과 같이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 실패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길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거래량의 증가분은 없는 데 반해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한

정된 공급량과 높은 가격은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판매처 등에 대한 빠른 정보 습득이 어려운 취약 계층 및 고령층에의 수

급을 어렵게 한다. 마스크 시장 또한 여타 재화의 경우와 같이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

적인 균형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아래,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

황은 미시적인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방역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시장 실패에 해당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마스크 

시장에 개입을 단행하여 표 1과 같은 몇 가지 전략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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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정책 내용

2020.02.12. 1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로 마스크 생산량 신고 의무화

2020.02.26. 2차 긴급수정조치 시행, 공적 마스크 판매 1인 5매, 가격 1500원으로 동결

2020.03.05.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➀ 유통망을 정비하여 물품 제작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
➁ 노후 및 유휴설비 개선을 통한 MB 필터의 공급 증대
➂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해 생산성 30% 향상
④ 추가고용보조금, 인력 알선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

2020.03.09.

공적 마스크 5부제 개시
➀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정부가 구매해 약국 등을 통해 공적 공급
➁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실시
➂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2매로 제한

2020.04.27. 공적 마스크 1인 3매로 구매 제한 수량 변경

2020.06.01. 마스크 5부제 폐지 및 공적 마스크 출고 의무 수량을 생산량의 60%로 변경

2020.06.18. 공적 마스크 1인 10매로 구매 제한 수량 변경 및 출고 의무 수량 50% 이하로 변경

2020.07.12. 시장공급체제로 전환

표 1. 마스크 수급 개입 기간의 정부 정책 변화

정부 시장 개입의 이론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통해 오프라인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되

는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고정하였다. 이는 가격 상한으로 기능하였으며 초과수요를 발생시켰다. 그림 4-3에 따르

면, 코로나19 충격 하의 수요곡선 D 1과 공급곡선 S 1이 이루는 균형에서의 수요량은 Q 1, 1500원의 가격에서 수요곡선에 따

라 기대되는 수요량은 Q 1'이고, 초과수요는 Q 1'과 Q 1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 초과수요를 해결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수급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1주당 1인 구매량을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

시하였다.1) 한편 일부 초과수요는 일종의 암시장으로 기능하는 온라인 시장으로 분산되어 해당 시장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하였다. 

그림 4-3. 정부 개입—마스크 가격 고정

1)　 위와 같은 목적을 지닌 마스크 5부제가 결과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로의 실질적인 마스크 수급으로 이어졌는지는 뒤의 장에서 다시 다루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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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과 마스크 5부제를 통해 가격과 분배적 측면을 조정하는 한편, 마스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생산지원 정책

을 통해 수직 형태의 공급곡선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동시에, 마스크 5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따른 마스크 확보

와 마스크 수급 불안의 감소로 수요곡선의 비탄력성이 감소하여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그림 4-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1500원일 때 수요곡선 D2에서의 기대 수요량인 Q2'과, 수요곡선 D2와 

공급곡선 S2가 만나는 지점의 수요량인 Q2의 차이에 해당하는 초과수요는 감소하였다. 

그림 4-5는 시간이 더욱 흐른 시점의 수요와 공급을 도식화한 것이다. 정부의 생산지원이 이어짐에 따라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였고, 수요곡선은 더욱 완만해졌다. 가격이 1500원일 때 수요곡선 D3에서의 기대 수요량인 Q3'과, 수

요곡선 D3와 공급곡선 S3가 만날 때의 수요량인 Q3가 같아져, 마침내 초과수요가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정부 개입—가격 상한과 생산 지원  그림 4-5. 초과수요의 해소

전 국민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급과 안정적인 수요는 균형을 이루어내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

도의 시행을 종료하고 마스크의 수급을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인 만큼, 

그 파급력이 얼마나 지속될지의 문제는 아직 미지 속에 놓여있다.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재이고 그 소비는 장기적으로 이어

질 것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다시 장기적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고 그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4-6과 같다. 위와 같

은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정부의 마스크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림 4-6.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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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검증 및 효율성 분석

1) 공급의 비탄력성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던 2020년 상반기에는 단기간에 공장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우선 기업의 수를 늘려 공

급을 늘리는 방안의 경우 기계의 수급이 용이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에서 쉽게 시행되지 못하였다. 3월을 기준으로 마스크 

공장에 투입되는 설비를 국내 경로를 이용해 민간에서 확충하고자 한다면 8-10개월, 중국을 이용해도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단기적인 공급의 증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조성미, 2020.03.15.).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을 어렵게 한 요인은 바로 멜트 블로운(이하 MB) 필터의 수

급난이었다. MB 필터를 자체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기간이 걸리는데 비해 2020년 초를 기준으로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한정적이었고, 이에 따라 MB 필터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6월 달에 수급이 국제적으로 안

정되면서 필터의 가격이 하락하기 이전까지 MB 필터의 가격은 톤당 기존 3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곽예지, 2020.06.04.) 이는 생산 단가를 급격하게 상승시켜 민간에서 쉽게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한정적인 

MB 필터의 공급으로 인해 마스크 생산 기계를 갖추고 있던 기업들마저도 생산량을 단기간에 증가시킬 수 없게 만들어 단

기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2) 정부의 개입과 공급의 증가
기계는 물론이고 재료의 수급 역시 용이하지 않아 단기 가격이 비탄력적이었던 2020년 상반기의 공급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급을 증대시키고자, 즉 공급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우

선 정부는 2월 12일 발표한 1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생산 및 판매업체의 마

스크 생산량 및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마스크의 매점매석을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및 불안

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하였다(기획재정부, 2020b). 이후 정부는 1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

던 마스크 수출로 인한 국내 공급의 부족(김완, 2020.03.06.)을 해소하기 위해 2월 26일 2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3월 5일 발표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기점으로 정부의 개입은 보다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단

기간(한 달 이내)에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➀ 유통망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조달청을 통한 기업들과의 수의계약을 구축하여 

물품 제작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 ➁ 부직포 생산업체의 설비를 MB 필터 공정으로 전환시키거나 노후 설비를 개선

함으로써 MB 필터의 공급 증대 ➂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해 생산성 30% 향상 ④ 추가고용보조금, 인력 알선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에는 50일 이상 소요되었던 마스크의 식약처 등록 절차의 시일

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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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마스크 주차별 생산량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 이후 3월 3주부터 주간 생산량은 1억장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월 4

주에는 1억 1061만장을 기록하였다. 4월에는 그 추세가 다소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주요 지원 항목이었던 보건용 마스

크(KF94)의 생산량은 3월 4주 7963만장에서 4월 4주 7962만장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7.22.)됨에 따라 정부의 조치 이후 성공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 변화
정부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판매처를 통해 1500원이라는 균일한 가격으로 공급이 진행되도록 거

래를 통제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가격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4-8. KF94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그림 4-8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발생했던 마스크의 수급대란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2월 

4주까지 KF94의 온라인 마스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월 1주부터 3주의 기간 동안 마스크의 

가격이 3500~3600원 선으로 유지되는 모습은 당시 공급이 시장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수요의 폭등과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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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1500원이라는 고정된 가격으로 배급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을 제한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오프라인 가격이 1500원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정부의 가격상한제가 유효하게 작동하

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의 가격은 3월에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가격상한제로 인해 발생했던 초과수요가 온라인이라는 일종의 ‘암시장’으로 몰리면서 기존보다

도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암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의 경우 시장에서의 거래량에 상응하는 소비자의 지불용

의가격을 나타냄을 고려한다면, 마스크의 가격이 제한된 이후 공적 공급 마스크를 구입한 개별 소비자가 마스크 단위당 체

감하는 효용은 온라인(암시장) 가격과 오프라인 가격을 차감한 것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클 것이라고 단순화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4-9. 공적판매 기간의 KF94 마스크 온·오프라인 가격 격차

그림 4-9에 따르면 공적판매 기간 초기인 3월에 가장 온·오프라인 가격 격차가, 즉 소비자가 단위당 체감하는 효용이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월 후반에는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생각해본다면 

거래량 자체도 증가함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초기 대응이 소비자의 효용을 유의미하게 증대시켰음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공적판매 및 정부의 개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역시 이에 맞

춰 개입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추었는데, 생산량의 80%를 공적판매처로 출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던 당초의 정책을 6월 1

일 60%, 18일 5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7월 12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종료하였다. 이는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공적 판매와 가격 통제를 통한 소비자의 효용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2에서 7월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이 1500원 선에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공급체

제 하의 가격 역시 1500원 선에서 형성되었을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종료 시점 근처에서는 가격상한제가 더 이상 

유효한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3. 공적 마스크 수급의 형평성 분석

앞선 장들을 통해 공적 마스크 제도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공적 마스크 제도 실시는 공급량의 증가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되찾도록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율성의 증가, 특히 생산의 증대는 전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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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만을 설명할 뿐이며 그것이 어떠한 방식 및 결과로 분배되는지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가격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재화를 배분하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형평성까지 보장하진 않기 때문이다. 전체 파이를 키운다 해도 공정

한 분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 공평한 분배가 어떤 것인지는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연결된 문

제이지만, 적어도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 즉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생활수준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

다는 결론만큼은 보편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평가 기준에 포

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를 충분히 고려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공적 마스크 

제도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고려한 정책이라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그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갔어

야만 한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생필품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정책의 결과 마

스크가 고르게 분배되었는지는 정부의 정책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 중에서도 거동이 어렵거나,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의 마스크 수급 개선 여부

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공적 마스크 제도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공평한 분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공적 개입 초

기(3월 초)에는 공적 마스크 제도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보기도 했다. 취약계층 지원용 마스크를 미리 계약해두었으

나 정부가 공적마스크 물량까지 모두 가져간 탓에 납품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는데, 울산 울주군청은 2020년 3

월 6일에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10만장을 배부하려 했으나,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했다. 1월 25일에 이미 다른 마스크 업체

와 마스크 60만 장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업체 측에서 공적 마스크 물량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파기한 것이다(서대

현, 강인선, 2020.03.09.). 게다가 3월 3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상 마스크 1억 3000만 장을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

다고 약속했지만 무산되었는데,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적 마스크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윤수정, 2020.04.01.). 즉, 공적 마스크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오히려 수급에 혼란이 빚

어지면서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보는 사례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이 마스크 구입 시 구체적으로 어떤 고충을 겪는지 알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한 결과, 노인

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정보력 부족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 사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약국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전달이 명료하지 못해 당초 수요를 분산하고 고른 분

배를 이루고자 했던 목적과 달리 오히려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는 현상 역시 발생하였다. 한 설문자는 본인이 

해당하는 구입 날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해 구입을 시도하는 노인의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같

은 상황은 결국 공적 마스크 시행이 마스크에 대한 노년층의 접근을 완결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이었다. 응답 중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가 같은 가격을 지출하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꼈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의료 급여 당사자에 대한 가격 완화

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존재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한 달 동안 매일 마스크 1장씩을 필요로 한다면, 마스크 한 장이 1500원

이라는 가정 하에 한 달에 4만 5천원이 필요하다. 이는 저소득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다. 그리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마스크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산술적으로 18만원이 되는데, 이는 한 

달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80만원임을 생각했을 때 10%를 차지하는 비용이다. 

마지막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겪는 문제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한해 정부는 동거하는 가족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중에는 대리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노인들은 결국 지자체

나 주민 센터, 복지관 등에서 마스크를 지원받지 않는 이상 구하기가 힘들었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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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미흡하다는 주장 역시 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

요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공적 마스크 제도보다는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지원되는 마스크로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응답은 공적마스크 제도의 실시와 상관없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주는 마스크에 더 큰 도움을 받았음을 보

여준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초기에 중앙 정부가 마스크 물량의 80%를 가져가 지자체나 각종 기관들이 취약계층에게 공

급할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음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들은 공적 마스크 제도의 수혜를 누리기보다는 그로 인해 더 큰 고

충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책 시행으로 인한 노년층의 고충은 한아름, 박연환(2021)의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3월 말

부터 4월 초까지 한 지역의 보건소 내 독거노인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스크를 갖

고 있는 독거노인 중 37.8%가 스스로 마스크를 구입했으며, 14.2%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공급받았고, 29.3%는 복지관과 

보건소를 통해 받았다고 한다. 또한 독거노인이 한 개의 일회용 마스크를 평균적으로 3.55일이나 사용하고, 60세 이상에

서 특히 사용기간이 길었다. 즉,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 및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더욱 마스크를 구

하기 버거웠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는 주변 기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국가위기 상황에서 특정 물품 수급이 어려울 때 정부가 취약계층을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공적 마스크 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취약계층 지원책은 시장 

개입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서야 진행되었는데, 정부는 5월 15일에 공적 마스크 1742만 장을 경기도와 서울, 인천에 있는 

취약 계층에게 특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15.) 그 결과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취약계층

에게 더 많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할 때 물량의 80%를 가져

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는 경로를 준비해 놓았다면 초기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점에서 정책 시행 초기에는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

은 앞으로 정부가 국가위기상황에서 어떤 다른 공공조달 정책을 펴더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특히나 마스크

처럼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물품인 경우 더더욱 그렇다.

결론

본 연구는 모형을 기반으로 한 정량 분석과 설문을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적 마스크 정책

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에는 물론이고 형평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양측 모

두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2020년 이후 마스크가 하나의 필수재로 자리매김했음을 고려한다면 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뿐만 아니라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모형을 기반으로 한 정량분석의 결과, 정부의 마스크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인 마스크 시장의 효율성을 유

의미하게 개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설비와 요소의 투입량이 고정됨에 따라 공급 역시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가

격만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스크 시장은 ‘시장 실패’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토대로 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키고 공적 마스크 공급을 통해 가격을 1500원 선으로 고정함으로써 공

급의 증가와 가격의 하락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제도가 시행된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과 생산량은 

성공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의 편익은 3월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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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효용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동안 정부의 개입 수준 역시 완화되어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성공적으로 조

절하였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정부의 개입이 종료된 7월 근방에서는 시장 가격이 당초 계획했던 1500원 선으로 안정화됨

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었다.

정부 개입의 결과, 정책 시행 초기를 중심으로 시장의 효율성이 다소 개선된 것과 상반되게 형평성은 개입 초기를 중심

으로 여러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 취약계층 중 하나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공적 개입 초

기에는 정보력 부족, 가격 문제,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여럿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마스크에 대한 접근성에

는 명확한 사각지대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은 5월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측면에서의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남겼다.

종합하자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마스크 시장 개입 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

둔 것과 상반되게도 형평성의 개선에서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마스크 정책에 대한 효율

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는 향후 정부

의 시장 개입 정책에 있어 해당 시장의 구조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의 구축 역시 요구됨을 제시할 수 있다는 효용 역시 지닌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즉 형평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에 맞닿아

있는 미시적인 기관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일례로 지역 복지의 경우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복지 대상

자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책의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하거나, 구청 또는 시청 차원에서 노인데이케어센터 또는 요양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

안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다양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결된 정책이 탄생할 것이다. 정부 정책은 거시적인 틀

에서 구축되지만 실제로 그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에 정책 대상자들의 생활 세

계에 대한 조망을 위해 다양한 미시적 기관들을 이용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는 개선안이다.

본 연구에는 여러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마스크가 소비재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던 재화

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스크 대란 이전 시기의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고, 이에 정부의 공급지

원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에 대한 회귀 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되면서 연

령 별, 계층 별 마스크 구매 데이터가 남지 않아 마스크가 얼마나 균질하게 분배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에 해당한다.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으나 이에 5부제를 이용한 오프라인 수요 제한 등의 일부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

에서 마스크 관련 시장 개입 정책 전체를 표상하지는 못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하며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소비자를 기준으

로 한 효용의 변화는 측량하였으나 생산자 및 투입 비용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분석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한

계가 있다. 이에 보다 정밀한 이론적 틀을 이용한 비용-편익분석과 효율성 평가가 필요해보이며, 정부의 마스크 정책을 정

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평성을 따질 때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이 연구의 한계이다. 공적 마스크 제도의 

수혜를 입은 취약계층 역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는 그러한 입장을 담지 못하였고, 취약 계층 중에서도 독거노인

에만 논의를 한정 지을 수밖에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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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은 2021년 상반기 현재 개인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전 세계의 정부가 집중하

는 문제이다. 한국 정부 또한 백신의 수급과 연령대별 접종 계획에 총사력을 다하고 있다. 고령층 대상 상반기 코로나 19 백

신접종 사전 예약률은 80.7%로 나타나면서 정부 목표인 80%를 넘어섰지만, 가장 활동성이 높은 18~49세 청장년층을 대

상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8월에 진행 예정인 만큼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본 논문은 우선 연령이 낮을수록 백신 접종의 순 효용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연령을 변수로 갖는 순효용 함수를 통해서 도출

한다. 그리고 백신의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을 능가하는 외부효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

지 않을 우려점에 대해 밝힘으로써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

사를 통해 각 방역완화 관련 인센티브 제공 시의 접종 의향과 각 인센티브에 대한 지불의향금액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의

의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인센티브에 따른 접종의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인센티브로부터 수혜자가 얻는 

효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정책적 제안에 활용하였다는 점에 있다.

Currently, in the first half of 2021, all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cusing on 

achieving herd immunity through COVID-19 vaccines in order to enhance individual health and economic 

stability.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been putting its full effort into the supply of vaccines and 

vaccination plans. The preliminary vaccine reservation rate of the elderly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was 

80.7%, which exceeded the government’s goal of 80%. However, as reservation for young adults and 

middle-aged (age 18~49) will proceed in August, it is a significant policy task for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vaccination rates of those people. This paper derives the fact that the net utility of vaccination 

is lower in younger generations, based on a net utility function that contains age as a variable. Also, we 

emphasize the necessity of incentives by mentioning the externalities inherent in vaccination, in which the 

social benefit outstrips the private benefit. Lastly, we investigate the vaccination intention and willingness 

to pay for different kinds of incentives regarding the relaxation of preventive measures, by surveying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analyzes changes in vaccination 

intention depending on incentives, converts the utility of each incentive into monetary values, and seeks to 

utilize those results for 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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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1년 현재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례 없는 대유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다하고 있

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가장 주가 되는 것이 백신의 개발과 접종이다. 우리나라 역시 처음에는 백신 확보보다는 감염 확

산 차단에 주력하는 이른바 ‘K-방역’ 모델에 의존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피로감을 갖게 되고 각종 산업이 막심

한 피해를 입는 등 한계에 직면하였다. 결국, 백신 접종이 궁극적으로 대유행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

실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대다수에게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강제로 백신을 맞춘다

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종식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고자 하는 의향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에는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

이라는 어두운 면도 공존하며, 더욱이 백신 접종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의 접종률이 쉽게 달

성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세계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의향을 높이기 위해, 백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거나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본론에서 순효용 관련 모형을 통해 살펴

보겠지만, 백신 접종 의향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젊은 연령대일수록 특히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자로서는 어떻게 젊은 층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할 수 있겠는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일 것

이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집합금지 인원 예외,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방역 완화 관련 인센티브 중 어느 것이 20대에게 더 효과적인지를 자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젊은 연령대의 백신 접종 의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간략히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현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옵트아웃(opt-out)방식과 넛지(nudge) 효과 활용 등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이 이루어진 바 있다. (Serra-Garcia and Szech, 2021; Kreps et al., 2021) 반면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주로 고려된 방역완화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외국과 다른 우리나

라의 특수한 상황에 보다 적합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 현황

2021년 6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 가운데 77.3%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받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은 각각 11.2%, 11.5%였다.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로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76.5%)’,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64.2%)’, ‘우리 사회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58.1%)’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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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2) 반면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4%)’,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59.7%)’,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38.9%)’라는 응답이 많았다.3) (중

앙사고수습본부, 2021)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백신의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한 우

려가 접종 의향을 저해하는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2021)

또한 백신 접종 의향은 성별, 연령대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2월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접종을 받겠다는 응답은 남성(75%)이 여성(67%)보다 더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접종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78%, 50대는 77%가 접종을 받을 것이라 응답한 반면, 19~29세 및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60%

에 그쳤다. (한국갤럽, 2021)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 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총 

응답자 가운데 59%가 접종 의향에 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성유찬 외, 2021) 덧붙여, 국내에서 지역에 따라서도 접

종 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의향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접종 관련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 2021)

앞서 제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신 접종 의향을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크게 보면 백신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 부족, 새로운 백신에 대한 검증 부족, 정치가 개

입된 방역과 백신, 백신에 대한 오해 등 역시 작용하고 있다. (염호기, 2021)  

2. 백신의 비용·편익

앞서 본 연구에서 인센티브 방식을 분석하기 이전 코로나19 백신의 순효용 관련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접근과 일부 유사한, 독감 백신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뒤 이에 기초하여 경제적인 백신 가격을 추산한 연구 선례가 

있다. (김은정 외, 2017) 이들은 백신구매비, 접종대상인원, 접종률을 기반으로 비용을 산출하고, 질병 이환감소분과 생산

성 손실 감소분을 합하여 편익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CBR(Cost Benefit Ratio, 비용편익비)가 1이 되는 3가 및 4가 독

감 백신 가격을 각각 추산하여 경제적인 백신 가격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백신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

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장에서 좀더 단순화된 모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구체적인 

수치를 추정하기보다는 순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전반적인 방향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이후 4장에서 다룰 백신 인센티브 관련 내용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백신 접종의 순효용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여 그 행동을 취할지 말지 결정한다. 이득이 손해에 

비해 더 클수록 그 행동에 대한 유인이 커져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하려고 들 것이다. 백신을 맞을지 결정

하는 과정도 예외가 아니다. 아래의 순효용식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식화한 것으로, 백신 접종으로부터 얻는 이득으

로부터 손해를 감한 값이다.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 1+2+3위 종합 응답 기준
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 1+2+3위 종합 응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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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연령,  : 감염확률,  : 감염 시 중증화율,  : 백신의 예방률,

 : 백신의 부작용 발현 확률,  : 백신의 부작용 중증화율,

 : 코로나 19로 인한 중증으로부터의 손해,  : 백신으로 인한 중증으로부터의 손해

  

단순화를 위하여 다른 부차적인 변수(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들은 배제하고 연령만이 유일한 변수라고 가정한다. 또

한 백신 접종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제거’ 하나만 고려하고, 손해는 ‘백신 부작용 위험의 획득’ 하나만 

고려한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S는 감염확률이지만, 정의도 까다롭고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전 연령대에서 감염환

경에 노출되는 빈도는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감염확률을 감수성(susceptibility)4)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

단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이든 백신 부작용이든 경증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중증화율’은 감염자 또는 

백신 부작용 발현자 중에서 중증, 위증, 사망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들의 비율이다. M과 N은 중증 이상(중증, 위증, 사망)으

로 진행되는 환자들이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손해의 양으로 정의한다. 이 때 단순화를 위해 M과 N은 상수로 둔다. 즉, 일단 

중증 이상의 단계에 접어든 이상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크기의 손해를 기대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5)

 

만약 위의 NU를 a로 미분한다면 각 연령별로 백신 접종으로부터 얻는 순효용의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식 전체의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부호를 조사하면 된다. 먼저 S, F, E, U, V, M, N≥0 임은 자명하

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별로 감수성은 별 차이가 없고 중증화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Omori et al. 2020). 따라서 S′=0, F′>0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기준) 백신의 효과는 적어도 

중증 이상의 예방에 있어서 연령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Haas et al. 2021). 그러므로 E′=0 으로 둘 수 있다. 그리고 백신

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고연령 그룹보다 저연령 그룹에서 더 빈번하게 보고된다고 한다(Menni et al. 2021, Kim et al. 

2021). 따라서 U′<0으로 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백신 접종 시의 각종 부작용들을 종합한 중증화율이 연령별로 어떻게 달라

지는지에 관한 연구자료는 찾기 어려웠으나, 앞의 내용에 유비해본다면 V′<0 또는 V′=0 으로 가정해도 그리 무리한 가정은 

아닐 것이다.

 

앞선 내용들을 반영하여 위 식을 다시 쓸 수 있다.

 

 

4)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감염될 확률
5)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 이상’ 중에서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종 결론
에는 별 상관이 없다. 또한, 실제로 중증 이상으로부터 입는 피해는 단순히 건강, 생명, 치료비용 등만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청장년층은 일실수입도 고려
해야 마땅하겠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하려 하기보다는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중증 이상’으로 접어들었을 때의 입는 피해를 단 하나의 추상적인 상
수로 대표하도록 한다. 



39제2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인센티브 효과 분석

제
2
장

제
1
장

제
6
장

제
4
장

제
8
장

제
3
장

제
7
장

제
5
장

제
9
장

제    
장
10

제    
장
11

여기서  이고   이다. 따라서 다음 부등식을 얻는다.

 

 

위 부등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백신 접종으로부터의 순효용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백신 

접종에 대한 유인이 약하며, 접종 의향도 낮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논의는 실제로 앞의 2.1에서 살펴본 접종 의향 조

사 결과와 정합적이다.

백신 접종의 외부효과와 인센티브의 중요성6)

각 개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여 자신에게 최적인 선택을 한다. 만약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각 개

인의 효용의 총합과 같으며, 한 사람의 선택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효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각 개인에게 최적

인 선택은 자동으로 사회 전체에도 최적 상태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각자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백신을 맞는 행위는 개인적

인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추는 사회 전체 차원의 편익을 가져다준다. 즉, 백신을 접종받는 개

인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사적 효용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의 효용보다 더 작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수요곡선’이 ‘사회

적 수요곡선’의 좌측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재

화(백신)는 사회의 최적 수준(Q2)보다 과소 소비(Q 1)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개인적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

동시켜 사회적 수요곡선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각 개인에게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 개인의 접종에 따르는 순효용을 늘

리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는 인센티브의 크기)

<백신 접종의 외부효과>

6)　 본 내용은 ‘백신 접종의 순효용’인 개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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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생각해볼 것은 특히 낮은 연령일수록 백신 접종에 따르는 순효용이 작으므로 개인적 최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 수

준의 괴리가 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센티브 정책은 낮은 연령층을 주 타겟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실제로도 오래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은 백신 접종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

다. Corey White(2019)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사회적 한계 편익을 추정한 바 있는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한계 편익은 사망률이 감소와 노동시간 증가와 같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Bryan et al. (2007)가 

Susceptible–Infective-Removed(SIR) 모델로 인플루엔자 백신의 사회적 한계 편익을 측정한 결과, 백신 접종의 사회적 

한계 편익은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증가 형태를 보이기 보다는 그보다 훨씬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Prosser et 

al. (2008)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를 대상으로도 이와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을까? Costa-Font et al.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백신의 사회적 편익이 개인적 편익을 훨씬 넘어선다. 

백신 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질병 및 백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전적 인센티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

라, 그리고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20달러 정도의 낮은 수준의 금전적 인센티브는 

오히려 백신 접종 동기를 저하시키는 반면, 보상 규모가 100달러 이상으로 충분히 크면 접종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Serra-Garcia and Szech, 2021) 이와 달리 금전적 인센티브가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백신 접종 

의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제시되었다. (Kreps et al., 2021) 백신 접종에 대한 금전적 혜택

이 오히려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추가 접종 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측면도 지적되었다. 인센티브로 인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Volpp and Cannuscio, 2021)

따라서 행동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보조금과 같은 전통적인 인센티브 대신 더욱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접종자에게 대면 접촉 및 관련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혀주는 ‘사회적 인센티브’가 강력한 동기

부여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 

또한 제안되었다. (Volpp and Cannuscio, 2021)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검사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 옵트인(Opt-

in),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 선택 구조물(choice architecture) 설계 및 넛지(nudge) 효과를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

하다. (Serra-Garcia and Szech, 2021) 

이외에도 예방접종 의향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당뇨병, A형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등 여러 질병들을 중심

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학력, 의료인의 권유, 주변인의 예방접종 상태, 건강행태, 관련 홍보 및 교육 경험 등 다양한 변수들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자 외, 2016; 이석구 외, 2021; 홍소형, 2019) 그러므로 인센티브 정책만

이 백신 접종 의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etsch et.al (2013) 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개인

적 예방의 동기뿐만 아니라 집단을 보호하려는 친사회적 동기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접종을 받으라’

는 등의 메시지를 담은 접종 장려 홍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정책 역시 백신 접종 의향 제고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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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식의 효과 분석

1. 국내외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라는 선택과 행위에는 외부성이 내재해있어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향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접종률

에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접종률을 높이고자 금전적, 비금전적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국내외에서 발표 및 시행되고 있다.

먼저 해외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유인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 중 추첨을 통

해 상금, 대학 장학금 등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에서는 성인 접종자 5인에게 각각 100만 달러를 제

공하는 ‘Vax-a-Million’ 백신 복권을 시행한다. 실제로 접종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것이 과연 백신 복권 인센

티브만의 영향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해당 기간에 접종 연령 및 범위가 확대된 사실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다. (Ujek, 2021) 이외에 미국 델라웨어에서는 특정 기간 내에 접종 시 휴가 상품권, 도로 무료 통행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

다. 뉴욕 또한 대학 전액 장학금, 500만 달러의 상금 제공 등을 내걸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의 주택 로또, 태국의 소 

한 마리 경품 지급 등의 사례가 눈에 띈다.

국내에서는 상금, 상품 지급 등의 방식보다는, 접종자에 한에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택하고 있으며, 관

련 백신 인센티브 시행 계획이 지난 2021년 5월에 발표되었다. 당시 1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한 

제외,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 시 일부 할인,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접종 배지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 안내되었다. 또한 7월 이후에는 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종교활동 인원 제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의 제외 등이 적용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경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수도권 거리두

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백신 인센티브는 대부분 잠정 중단 및 보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능한 인센티브 조치 중 국내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와 관련된 혜택

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방역 완화 혜택이 발표되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 또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접종 의향과 인센티브 설문조사

1) 설문 대상 
본 연구는 아직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 07월 31일 하루 동안 여러 대학교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숙명여대, 동남보건대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단체 채팅방을 통해 291명의 

응답을 수합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20대로 한정한 이유는, 위의 백신 접종의 순효용 분석에서 보듯이 낮은 연령층일수록 

백신 접종 효용이 더 낮기에, 결론적으로 사적 최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 선택의 괴리가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백신 접종으로부터의 순효용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20대의 접종 의향에 정부의 방역 완화 혜택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혜택들이 주는 효용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해보았다. 한편, 대학생들을 설문 대상으로 한 것은 표본 

취합의 용이성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Ⅴ



42 동상9몽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바라본 세상

2) 설문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방역완화 인센티브의 적용 여부에 따른 백신 접종 의향을 파악하고 인센티브가 주는 효용의 크기를 측

정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의 접종 의향과 각 인센티브 적용 시의 접종 의향

을 물었으며, 추가적으로 각 인센티브에 대한 지불의향금액(willingness to pay)를 질문하였다.  

설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각각 특정 인센티브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접종 의향을 ‘매우 그렇

다’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의 5단계 척도로 응답하는 총 8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연구 대상이 되

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1) 가족모임 집합 금지 인원제한에서 제외, 2)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다중이

용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에서 제외, 4)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5) 영업제한시간(ex: 22시) 이후에도 시설 이용 허

용, 6) 실외 마스크 착용의 자율화 7) 국립공원, 미술관, 박물관 등 입장료 최대 50% 할인 혜택으로, 국내에서 시행 계획에

서 발표된 바 있는 7가지 혜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선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받지 않아도 매달 특정 금액을 지

불하면 위의 방역 완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각 혜택에 대한 매달 기준 최대 지불 의사

를 총 6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이때 대상으로 한 혜택은 위의 7가지 혜택 중 1~6번의 혜택으로 하였다. 이때 7번을 제

외한 것은 입장료 할인 혜택의 경우 지불의사를 따로 질문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설문 결과 분석7)

총 291개의 답변을 회수하였으며, 설문 대상이 아닌 경우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은 277개였다. 응답자

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73명, 여성 204명으로 여성이 약 2.8배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만으로) 약 20.9세

였다. 그러므로 이 결과에는 20대 중에서도 20대 초반의 여성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유념

하여야 한다.

응답자들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접종 의향을 묻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평균 3.96점으로 응답하였다. 인

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우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영업제한시간 이후에도 시설 이용 가능은 4.49점,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는 4.40점,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는 4.38점, 국립공원 및 문화시설 할인 혜택은 4.33점,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 

예외는 4.26점, 가족모임 인원제한 예외는 4.19점, 종교활동 인원제한 예외는 3.64점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들은 백신을 맞겠다는 의향이 평균적으로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이미 상당히 높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의향의 정도가 실제로 집단 면역에 필요한 접종 비율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

지는 불확실하므로, 여전히 인센티브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7개의 인센티브 중 ‘종

교활동 인원제한 예외’를 제외한 6개의 인센티브는 모두 접종 의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 변화 정도의 측면에서 ‘영업제한시간 이후에도 시설 이용 가능’,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사적모임 인

원제한 예외’ 세 개의 인센티브가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원제한 예외 혜택들 중에서는 가족모임보다는 사

적모임을 우선시하는 것이 20대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종교활동 인원제한 예외 혜택은 ‘안 주느니만 못한’ 인센티브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을 때보다도 접종 의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 추측 가능한 이유는 첫째, ‘조사 대상자들 중 종교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타의에 의해서 활동을 

7)　 설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쪽 [부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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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음’, 둘째, ‘응답자들이 종교활동 관련 집단감염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 종교활동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어 설문

지에 이를 표출함’이다. 첫째의 이유가 우세하다면 실제로도 이 인센티브는 역효과를 낼 것이지만, 둘째의 이유가 주 요인이

라면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해볼 수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인센티브 별 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

과 같은 인원제한 예외 혜택 중에서는 ‘가족모임 인원제한 예외’ 혜택보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혜택이 더 효과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무엇보다도 접종 의향을 빨리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본 설문의 결과를 고려하여 20대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제한시

간 이후 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는 인센티브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인센티브가 접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혜택보

다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 또한 방역완화 인센티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참고 및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백신은 접종받지 않으면서 각 인센티브만을 얻기 위해 매달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대

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는 36,518원, 영업제한시간 이후에도 시설 

이용 가능에는 29,139원,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에는 28,098원, 가족모임 인원제한 예외에는 23,715원,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 예외에는 17,714원, 종교활동 인원제한 예외에는 16,952원을 매달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

빈값은 6개의 인센티브 모두 0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빈번한 값은 6개 모두 10,000원이었다. 중간값도 살펴보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영업 제한시간 이후에도 시설 이용 가능,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는 각각 10,000원이었고, 가족모임 

인원제한 예외와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 예외는 5,000원이었으며, 종교활동 인원제한 예외는 0원이었다.

위 결과에서 지불의사 최빈값이 6개 인센티브 모두 0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뜻 보기에 해당 인센티브에 접

종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앞의 결과와 충돌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인센티브가 제공될 때 그렇지 않는 경우

와 비교하여 접종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인센티브가 양의 효용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지불의향금액이 0

원이라는 것은 그 인센티브로부터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0원

으로 답한 응답자들의 접종 의향 관련 응답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각 인센티브 별로 지불의사가 0원인 응답의 개수

를 센 뒤, 이 응답자들 중 ‘(해당 인센티브 하의 접종 의향) ≤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경우의 접종 의향)’ 인 응답의 개수를 파악

하였다. 즉, 인센티브별로 지불의사를 0원으로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접종 의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응답자 

비율을 구하였다. 

‘가족모임 인원제한 제외’의 경우 0원 응답 110명 가운데 83명이 접종 의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

는 퍼센트로 환산하면 75.5%였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의 경우 82명 중 57명으로 69.5%,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제외’는 108명 중 83명으로 76.9%, ‘종교활동 인원제한 제외’는 190명 중 170명으로 89.5%였다. 마지막으로 ‘영업제한

시간 이후 시설 이용 가능’은 76명 중 62명으로 81.6%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0원 응답자는 앞서 말한, 인센티브로 인

한 접종 의향의 변화와 인센티브에 대한 지불 의사 사이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위에서 나타난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0원 응답자들의 경우 각 인센티브가 접종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

하고 지불의사는 0원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들의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및 행동 변화에의 영향이 

양의 지불의사로 표출되지 않았다. 이 응답자들의 존재로부터, 지불의향금액으로 측정된 인센티브의 효용은 실제보다 과소

평가된 값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설문지의 구조, 설문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 등 여러 이유에서 기

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추후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하기 위한 고

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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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불의사가 0원인 경우를 차치하고 생각해볼 경우, 방역 완화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적인 인센티

브로 이를 대체하고자 할 때 위 설문 결과를 참고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방역 완화 인센티브를, 재확

산 및 돌파감염 등의 우려로 인해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국은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불의사금

액의 평균값을 참고하여, 금전적 인센티브의 액수를 적절히 산정하고 접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1개월 당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으나, 당국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일시금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도, 위 설문 결과를 

할인율을 고려하여 적당히 가공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평균과 중위값 간의 상당한 차이, 높은 표준편차 등으로 

볼 때 사람마다 방역완화 혜택에 대한 지불의사가 다르고 그 범위가 넓으므로, 적절한 액수 산정 및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각 인센티브별 접종 의향 변화 효과와 인센티브에 대한 지불 용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세 순

위가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전자에서 상위권에 드는 인센티브는 후자에도 상위권에 들어, 전체적으로 일관적인 결

과를 보인다. 즉, 사람들이 더 높은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대체로 백신 접종 의향 제고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실제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의 순효용 모형 및 외부효과 이론을 이용해 젊은 층의 접종 의향 독려가 특히 중요하다는 결론

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방역완화 인센티브 종류별 효과 등을 20대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접종 의향이 1~5점 중 평균 3.96점으로, 백신 부작용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접종 의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향을 더욱 제고하여 조속한 집단 면역 달성에 기여하기 위

해서는 방역완화 인센티브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유효하다. 

접종 의향에의 영향과 방역완화 조치에 대한 지불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가지 모두에서 ‘영업제한시간 이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한 혜택’과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혜택’이 접종 의향을 높이는 데 비교적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모임 인원제한 예외’보다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요 결과들은 추후 정부에서 방역완화 인센티브 정책을 설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

고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심화로 방역완화 시행이 불

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 금전적 인센티브의 적절한 액수를 산정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방역 완화 인센티브에 대한 지불

의사에 0원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불의향금액 설문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액수를 적절히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에 

분명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순효용 모형에서 독립변수를 연령으로 한정하였으며, 다른 요인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백신 접종 의향이 비교적 더 낮다는 결과

는 일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한국갤럽, 2021)

또한 연구 과정 중 설문조사에서 접종 의향을 ‘접종을 받을 것이다’,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5단계 척도의 선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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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의향과 인센티브 적용 상황에 따른 의향 변화를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 

접종률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대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대상자들의 관점에서 방역 완화 인센티브의 효과와 시행 방

식 및 대체 방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책 시행 당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인센티브가 접종 의향 제고에 

더 효과적인지 외에, 인센티브 정책의 방식에 따른 파급효과, 소요 시간과 비용, 실질적 집행과 관련한 어려움 등에 관해서

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어느 수준 이하일 때 방역 완화 인센티브를 실제로 부

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방역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대체할 금전적인 인센티브의 시행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국민들의 인식과 접종 의향뿐 

아니라 예산, 지급 방식, 실현 가능성 등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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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 결과표]

순위 혜택 여부 및 종류 접종의향 평균 지불의향금액 순위

백신 접종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는 경우 3.96

1 접종자는 영업제한시간(예: 22시) 이후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경우 4.49 2

2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될 경우 4.40 1

3 접종자는 사적모임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될 경우 4.38 3

4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미술관, 박물관 등 입장료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경우 4.34

5 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에서 제외될 경우 4.26 5

6 접종자는 가족모임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될 경우 4.19 4

7 접종자는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될 경우 3.64 6

*접종을 받지 않을 것이다=1, 접종을 받을 것이다=5로 하여 응답자들은 1, 2, 3, 4, 5점 중에서 선택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영업 시간 
제한 제외

실외 마스크 
자율화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제외

가족모임 인원
 제한 제외

종교 활동 인원 
제한 제외

평균 29,139 36,518 28,098 17,715 23,715 16,952

표준편차 58,015 116,064 58,336 41,254 74,837 76,815

Q1 0 0 0 0 0 0

Q2 10,000 10,000 10,000 5,000 5,000 0

Q3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5,000

최댓값 500,000 1,000,000 500,000 400,000 1,000,000 1,000,000

최빈값 0 0 0 0 0 0

평균 기준 순위 2 1 3 5 4 6

*평균과 표준편차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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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급속도로 전세계로 퍼졌고, 한국에서는 2020년 1월에 첫 확진자가 나왔다.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며 사망자는 2천여 명에 달한

다. 코로나19가 몇 달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처음과 달리 여전히 매일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있으며, 언제

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무척 광범위하다. 일상생

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축제, 공연 등을 비롯한 행사,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까지, 코로나19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

고 그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은 모두동일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고 언급한 것처럼(뉴스웍

스, 2020.10.20.),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은 코

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이들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문을 닫았고, 장애인 고용은 악화되었으며, 각종 접근장벽이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이처럼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장애 가정이 겪은 어려움에 관한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장애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장애 가정이란 장애인 자녀와 그의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본으로 정의 내리고, 포괄적

으로는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동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박경자, 2021)를 참고하여 소주제를 도

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사태의 장애인 당사자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실정이지만 장애가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 가정의 일부인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논문의 

취지에 공감하였고 그에 따라 본 연구 역시 논문의 결과와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논문은 8명

의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인터뷰하며 어머니의 직업 생활, 자녀 양육의 이중고의 의미와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자료 분

석 결과 6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홀로 끌고 가는 양육의 수레, 무력감의 수렁에 빠진 자녀, 사회적 양육 시스템의 폐

쇄, 가족 결속의 동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양육 능력의 저하, 심리적 탈주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 구성

요소에서 사회적 양육 시스템의 폐쇄, 가족 결속의 동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양육 능력의 저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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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세 개의 하위구성요소에 집중한 이유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무력감, 심리적 탈주 등의 심리적인 현상과 홀로 끌고 가는 양육의 수레는 사회적 양육 

시스템의 폐쇄와 가족 결속의 동요에서 일부 다뤄질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의 하위구성요소도 일부 차용하고자 한다. 예컨

대 논문에서는 사회적 양육 시스템의 폐쇄를 복지서비스에서의 소외, 장애인지지네트워크의 와해, 높아진 접근장벽 세 가

지 하위구성요소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하위 구성요소를 일부 차용하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더욱 폭넓

은 장애가정의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박경자의 논문에서의 하위 구성요소의 틀을 참고하여 구체적

인 소주제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코로나19상황에서의 장애가정에 관한 여러 기사, 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장

애가정이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문헌 중 특히 기사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인용하였다. 그 이유는 아직 코로나19상

황에서의 장애가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혹은 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코로나19의 경우 하루를 주기로 상황이 변화

하기도 하는데 논문과 연구보고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사자료의 경우 급변하는 상황에

서 최신 자료를 바로 확인 및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장애가정의 상황을 보다 다양한 시각과 접근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

사자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채택한 본 연구는 차후 코로나19상황 속 장애가정에 관

한 심층적인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육 시스템에서의 소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가 함께 보고되고 있다. 박

경자(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동 양육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사회적 양육 시스템의 폐쇄를 꼽

을 수 있다. 이 구성요소는 ‘돌봄 서비스로의 접근성 감소’, ‘장애인 지지 네트워크의 와해’, ‘높아진 접근장벽으로 인한 사회활

동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각 공공 전달체계의 공백, 민간 지지 체계의 와해, 물리적 장벽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 전달체계의 공백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 위험성으로 인하여 공공 복지서비스가 줄어들어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또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확대되며 사적 네트워크가 축소되

고, 더불어 신체접촉이 필수적인 활동보조의 경우 그 제공자가 양적으로 확연히 줄어들어 민간 서비스 제공조차 어렵게 만든

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로 인하여 외부활동에 제한이 생기자 도전적 행동이 늘어나는 등 외부로의 물리

적 접근성 감소 또한 양육 시스템에서의 소외를 낳는다. 이처럼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의어머니는 코로나19 이후 

돌봄서비스, 장애 네트워크, 외부로의 접근성 등의 양육 시스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돌봄 서비스로의 접근성 감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 사태로 확대된 이후, 세계보건기구(2020)는 팬데믹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장애 관련 행동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회 내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지침은 기관이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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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염 보호를 위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동지침은 지

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는 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

공자들은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및 지지 네트워크와 소통

하고, 복잡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지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WHO,202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의 행동지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는장애 당사자와 장애 

가족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장애 가

족의 어려움은 충분히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아 외(2020)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는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 따라 돌봄 

부담 완화에 대한 욕구, 코로나19 유행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 공백으로 인

한 어려움 완화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주제 구체적 서비스 욕구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 완화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비용 지원

돌봄 제공자의 휴식 및 정서 안정 지원

코로나19 유행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 제공

지적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

철저한 방역 하에 격일제 또는 순환적 대면 서비스 제공

규칙적인 일과를 위한 소규모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제공

건강 증진을 위한 외부 신체활동 기회 제공

코로나19 유행기간의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코로나19 유행기간 서비스 담당자와의 소통체계 마련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 기간의 연장

<표 1>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서비스 욕구 분석 결과8)

 김석주·허숙민(2021)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기존에 제공하던 복지서비스 공백의 위기를 겪었던 대구광역시의 사례에 

주목한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조직한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보완적인 복지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했

다. 다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된 긴급 돌봄서비스에서 코로나19복지서비스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조직 단계에서 선발된 서비스 제공자들 중 다수의 지원자들이 제외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복지서비스 제공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복지 현실을 반

영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의 휴관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비

율이 과반(65.23%)을 차지했는데, 이를 통하여 코로나19대유행을 비롯한 다양한 긴급 상황에서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

8)　 김민아 외,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유행 상황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서비스 욕구>,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67No.4, pp. 12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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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의 중단은 곧 보호자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므로, 복지서

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장애가족의 돌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적절한 홍보 또한 필수적이다. 비마이너

(2020.12.22.)에 따르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유급 가족돌봄휴가 등의 긴급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조사 대상의 

과반(66.2%) 해당 정책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장애 가족은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돌보는 등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감소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침해가 심각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기간, 장애학생들의 긴급돌봄교실 이

용 및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한 현황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305명 중 35.7%가 특수학급 온라인 수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

다는 결과를 밝혔다. 특수학급 온라인 수업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형식적인 학습꾸러미만 제공한다’(29.5%), ‘온라인 수

업 참여가 불가능하다(지원인력 부재)’(24.8%)로 드러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금까지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장애

학생이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소규모 등교수업을 요구하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코로나19

라는 우려 속에서 장애학생의 대면수업은 학교재량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운영됐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약

자인 장애학생에 대한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안전을 이유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있던 지금의 상황을 

이제 멈춰야 한다.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소규모 대면수업 운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별도 프로그램 준비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미디어

생활, 2020.10.14.) 이 외에도 2020년 동안 장애인 온라인 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

구를 반영해,2021년 1학기 대부분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대면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우선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100%, 97.9%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학기에도 교육회복을 위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및 행동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및 행동문제, 사회성 저

하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자2021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했던 것이다. (에이블뉴스, 

2021.06.21.)

그러나 대면 등교 원칙이 수립된 2021년 4월에도 여전히 관련 문제가 지적되었다. 2021년 3월 부모연대에서 특수학

급 학생 및 학부모 4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7.7%의 학생들이 여전히 ‘매일등교를 하지 않는다’고 답

했다. 방역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일부 학교장이나 교사, 지역 공동체 등이 매일 등교 원칙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2.5단계까지 등교 수업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피

해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2021.04.21.)  초·중·고등학교통합학급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수업과 특수학급의 매일 등교 방침이 엇박을 낸다는 점

도 문제다. 특수학급에서 매일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학급에선 여전히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

이 크다.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데, 통합학급 수업을 듣는 장애학

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뉴스핌, 2021.04.21.)  따라서 설사 매일 등교 원칙을 지키더라도 모든 수업을 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통합반 수업은 원격으로 들어야 하기에 결국 특수반 수

업이 끝난 뒤 바로 하교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거나,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야만 한다. (국민일보,2021.04.21)  거리두

기격상에 따른 대면수업 원칙의 실효성 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로 격상됨에 따라 7월 14일부터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것처럼(연합뉴스,2021.07.14.), 언제 또다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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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를 포함한모든 학교가 원격으로 전환되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거리

두기를 지키며 수업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장애 학생의 수업권 침해는 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장애 가정 내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비대면 수업의 경

우 결국 일일이 곁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학생을 돌보는 보호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외출이 힘들고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증가하는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책임지는 것 역시 보호자이다. 장애 학생 부모가 장애 학

생에게 많은 신경을 씀으로써 다른 비장애 형제자매를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한 11세 발

달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이는 벌써 11살인데 대소변이 완벽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

는 엄마가 늘 붙어서 아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이가 밤에 잠이라도 잘 자야 하는데, 아이는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

합니다. 새벽 3시~4시 사이에 잠을 깨면 소리를 치며 일어나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근을 해야 하는 아빠와 어린 동

생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빠는 짜증을 많이 내고, 심하면 아이에게 소리까지 치는 상황이 벌어져 새벽부터 가족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심각하게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가족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매일의 학교생활에서는 어

느 정도 제어되고 조정되었던 일상의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뀐 지금, 자폐아인 아들과 부모는 많은 것이 너

무도 힘듭니다.”라고 전한다.(메가경제, 2020.10.11.)  발달장애 학생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반복적인 학

습을 통해 습득해나가고,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지 못

하는 장애 학생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너무도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생활 후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운동

이나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익히고 집에 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일정한 리듬을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생활리듬을 잃

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이라는 요소가 결여되며 이들은 조절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가경제, 2020.10.20.)

2. 장애인 지지 네트워크의 와해

코로나19는 보육서비스의 감소뿐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그외의 장애인 지지 네트워크도 무너뜨렸다. 공적 서비스인 

‘장애아동 활동 보조’도신체적 접촉을 동반하기에 꺼리는 이들이 많고,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동 양육 경

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박경자, 2021)의 연구 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공적인 서비스는 물론 사적인 지지 네트워크도 제대

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연구 참여자 3, 5, 8은 주변 이웃들에게 평소 도움을 받았으나 이들도 감염을 우려하여 발

을 끊었으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회복지사도 장애아동을 기피했다고 말한다. 장애아동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기에 자원봉사자, 교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두가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장애아동이 아니

더라도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된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이

러한 생각이 드러난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반구조화된 면접 연구에서 감염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 경험이 보

고되었고(전아현, 2020), 100여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서술적 설문 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고했다(최예린, 2020). 여타 보육시설의 인식도 

부정적이며, 장애아동과 밀접한 접촉이 필수적인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021년 3월 한국장애인개발원(2021)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양적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이후 외출 횟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주일간 외출 횟수의 평균은4.96회였으나, 

이후는 2.75회로 평균 2.21회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전·후 이웃, 친구 교류 횟수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이전의 경우 ‘5회’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회(20.1%)’, ‘1회 (13.3%)’, ‘3회(13.1%)’였으며, ‘없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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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경우 ‘없음’이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회(23.9%)’, ‘2회(7.9%)’, 

‘5회(6.0%)’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항목 역시 이전과 이후의 평균차가 2.1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없음’을 응답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시기 이후 전반적인 교류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웃, 친구와 같은 가족 외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가 크게 사라진 것이다. 이에 코로나19는 장애아동의 지지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

고, 이는 또다시 장애 가정 전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높아진 접근장벽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어려움

높아진 접근장벽도 문제로 지적된다.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변화 연구(한국

장애인개발원,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건강문제가 일상생활에 매우, 혹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발달장애

인이 60%를 넘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반해 코로나19 시기 응답자의 64.9%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

(67.7%)’으로, 이는 발달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마스크착용의 

어려움(18.6%)’으로 인한 병원 이용 제한은 발달장애인에게 유독 두드러지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항목으로는 

이용하는 ‘병원이 코로나19로 제한’되거나,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 혼자 가야 하는 것’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발달장애인은 진료, 검사,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병원이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것은 발달장애인

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의 산만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행

동 문제를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이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점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것은 병원 이용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활동에서 장애가정에 어려움을 더한다. 박경자

(2021)의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 4, 5, 6의 자녀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을 싫어했으며, 때문에 문을 연 복지관도 데려갈 수 

없었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도 이용하기 힘들었다.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쓰기 어려워 방역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밖에서 비장애인들과 같

이 어울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2021.04.21.)

코로나19이후 증가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또한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한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란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또는 지역사

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2021)에

서는 상동행동, 자해행동, 타해행동, 충동적 행동, 정서불안 행동, 폭식증을 도전적 행동의 범주로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언

급한 모든 항목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의 도전적 행동의 정도가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74.8%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장애

가정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발달장애인의 건강FGI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로 입원 치료 시에

도 행동에 제한이 많이 생겨 병실 내에서 도전적 행동들로 인해 다인실은 사용하기 힘들 뿐 아니라, 보호자 제한도 있어 주 

보호자만 간병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였다. 연령, 성별, 지역과 관계없이 보호자들은 발달장애인의도

전적 행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내는 1년 동안 자해나 타해가 없던 당사자들도 머리 때리기, 소리지

르기, 밀치기와 같은 자해·타해·과잉·공격적 행동 등의 빈도와 강도가 많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규칙화가 강한 당사자들은 

규칙이 흐트러져 지키지 못할 경우 심하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중 일부는 도전적 

행동의 증가로 퇴소를 요구받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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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성

코로나19 이후 장애가정의 경제적 취약성 심화는‘ 돌봄시간 증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장애인의 고용악화’,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사 고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발생’의 세 가지로 찾을 수 있다. 

1.돌봄시간 증대에 따른 경제적 타격

코로나19 이후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설 휴관 등의 이유로 중단되며 평소 이용자 중62.4%가 이용하지 못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관도 휴관으로 대부분 운영을 중단하여

(경향신문, 2020) 이에 특히 발달장애인을 둔 장애가정의 경우 돌봄시간이 증대되었다. 또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이 76.9%로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돌봄시간 

증대에 따른 장애가정의 경제적 타격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1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코

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응답자 1,174명)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174명 중 

241명(20.5%)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

조사1과, 2020). 특히 어머니가 그만둔 경우가 78.8%를 차지했다. 이는 돌봄 부담 가중으로 부모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임을 의미한다. 생업 포기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맞춰 풀타임 노동을 해야 

하는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장애자녀의 양육을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보호시설 

및 교육시설의 휴업 일정이 끊임없이 변동되는 등 항상 자녀들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어머니들이 노동시장에서 규정하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노동력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정심, 2015)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장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활동지원사들의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은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한 활동지원사 수 감소와 맞물려 중증발달장애인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직접 장애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직장을 그만두어 경제적 타격

을 입고 있다. 이에 총 23명의 장애인 부모가 참여한 초점집단면담에서는 ‘활동지원사 가족 허용’ 문제가 대두되며 가족 및 

친인척의 활동지원사 자격을 허용해주고 이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등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어머니, 시누 

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섬, 벽지 등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과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급여의 50%만 제공한다.

실제 호주에서는 활동지원사가 가족인 경우 금전적인 급여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상담, 돌봄 정보, 휴식 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돌보미’의 금전적 급여는 사회보장성 급여로서 정부의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

는 소득보장 급여를 주관하는 센터 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된다(에이블뉴스, 2021.04.26). 이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금전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확보되지 않아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

로 돌봄시간 증대에 따른 장애가정의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고 있다.

부모의 생업 포기는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영유아기 자녀(22.7%),학령기 자녀(21.5%), 성인

기 자녀(19.5%)의 수치는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증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는 발달장애 특성

Ⅲ



58 동상9몽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바라본 세상

상 성인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가정의 주된 수입원은 가구주의소득이 44.3%로 가장 많았고, 가구원

의 소득이 20.1%, 기타 가족의 지원이 13.4%의 순으로 보고된 만큼(김정심, 2015) 가구원 각각의 소득은 장애가정의유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시간 증대로 가구원이 생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그들의 경제적 어려

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➀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➁발

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공, ➂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특별급여와 긴급활동지원 급여 제

공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의설문조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 대책을 전혀 모르는 부모는 전체 응답자중 66.2%에 달했다. 이는 곧 긴급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이 돌

봄시간 증대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하였음을 뜻한다.

2.장애인의 고용 악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장애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변민수(2020: 31)에 따르면, 코로나19이후 장애

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통계청이 2020년 5월에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짐을 강조한다. 더불어 ‘장애인경제활동 실

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18.1%)보다 임시직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20.9%)은 2.8%p 높고, 일용근로자 비

율은 10.4%로 전체 인구(5.4%)보다 5.0%p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애인 노동시장은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이 더욱 높다.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을 추정한 임예직과 문영민(2020)은 고용, 임

금, 사회보험 불안정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61.2%라고 보고했으며, 이는 일반 노동시장의 불안

정 노동자 비율인 32.3%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7).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5차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이후 장애인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

로자, 미취업자의 세 측면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증대하였다(임예직 외, 2021).

1) 임금근로자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 정도는 ‘전혀 변화 없음’ 

50.3%, ‘다소 불안해짐’ 31.6%, ‘매우 불안해짐’ 10.5%‘, ’불안해졌다가 회복함’ 7.6%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제

활동상태 변동 조사에서, 4차년도(2020)부터 5차년도(2021)까지 지속하고 있던 기존 일자리를 퇴사한 43,041명에게 코

로나19가 퇴사에 미친 영향 정도를 응답받았다. 그 결과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또는 ‘많은 영향을 받음’이 라고 응답한 비

율은 38.8%로 나타났다. 4차년도 이후 신규 일자리를 5차년도에 퇴사한 3,392명 중 85.4%는 코로나19가 퇴사에 영향

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퇴사 문제는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임시근로자 장애인에게 가중되었다. 코로나19가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의 48.6%는 ‘임시근로자’였으며, ‘일용근로자’ 33.8%, ‘상용근로자’ 17.6%로 나타났

다. 고용개발원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임시근로자임에도 비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는 다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이 닥치면서 불안정 노동자 중에서도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을 우선 해고 대상으로 삼으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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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유지를 위해 장애인들만 출근을 중단하고 비장애인 직원들이 일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 이데일리, 2021.04.12; KBS NEWS, 2021.03.02; JTBC 뉴스, 2020.10.23; 노컷뉴

스, 2020.04.20)

코로나19 이후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중단 역시 생계의 문제를 가중한다.2020년 3월,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9곳(광주 27곳·전남 22곳) 중, 27곳(광주 11곳, 전남 16곳)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운

영을 중단하였다(광주일보, 2020). 이에 장애인 직업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 1262명 중 640명이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전무하다.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급여의 70%를 보장받는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

지만, 훈련생 신분의 장애인은 시설 중단이 되어도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 직전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

하는 장애인의 80%가량은 발달장애인이다.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 외에도 장기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기관

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생계를 넘어 돌봄·보호의 취약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당하는 상황 또한 장애인실업 문제를 악화시

킨다. 직업재활시설은 순전히 생산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근로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부터 그들의 인건비를 충당해

야 하므로, 장애인고용납부금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산하 110여개 시설과 함께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1억 348만원

을 납부할 상황이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재단과 산하 시설들이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

해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어 장애인고용을 유지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었던 점, 사

업장인 복지시설이 장기간 휴관상태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의무고용률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

었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고용공단에 특별경감을 요청하였다. 위 요청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국가 위

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별도 지정된 사업체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

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등에 대해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

분 유예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위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한국기독

공보, 2021.03.11).

만약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정적 상황에 맞지 않는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에 빠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감원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최악의 경우 시설을 폐쇄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조성혜, 2020) 직업재활시설이 폐쇄될 경우 장애인들은 일터를 잃은 채 가정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 그들의 가족은 종일 장애인을 보살펴야 해 이는 앞에서 말한 ‘돌봄시간의 증대에 따른 경제적 타격’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한다.

2)자영업자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장애인 비임금 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 운영 시 겪은 변화가 있는지 질

의하였다. 그 결과, 65.7%가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9%는 ‘매출(소득) 감소’, ‘고객 감소’ 27.0%, ‘영업

(근로)시간 단축’ 4.8%, ‘일시휴업’ 1.2%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비임금 근로자의 사

업체 운영상황을 응답받은 결과, ‘전후 변화 없음’은 34.0%, ‘다소 불안해짐’ 34.1%, ‘매우 불안해짐’ 25.4%로 나타났으며

6.4%는 ‘불안해졌다가 회복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곧 장애인 자영업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불안을 경

험함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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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취업준비자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장애인 실업자 또는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또는 창업에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그 결과 88.2%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채용 계획이 없어짐’ 59.1%,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

워짐’ 19.9%, ‘채용이나 입사 시험 일정이 연기됨’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자가격리시 활동지원사 고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가정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 수준 모두 전국 가구 평균의 약 70%에 미치지 못하

는 수준임이 드러났다.(보건복지부, 2018) 이처럼 장애가정은 비장애인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가족보다 경제적으로 열악

한 환경에 처해있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다. 2017년 기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평균적으

로 월 165.1천원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서는 238.7천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보건복

지부, 2018) 장애의 특성상 지출해야 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자가격

리’의 상황에서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장애가정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장애인은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가 혼자 생활한다는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다. 

장애인의 3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

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나타날 정도로(보건복지부, 2021) 활동지원사 없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2월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원활하게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라는 개별지침을 발표했지만, 이는 공허한 대

책일 뿐이었다. 자가격리 기간 14일 동안 24시간 지원을 받을 만큼의 급여를 지닌 장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전근배, 

2020). 이처럼 자가격리 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 고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의 발생이 장애가정이 겪는 여러 경제적 문제 중 

하나이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시간 증대에 따른 경제적 타격’, ‘장애인의 고용 악화’ ‘자가격리시 활동지원사 고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등의 문제는 장애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보육 기관

이 중단되고 감염에 대한 우려로 활동지원사의 수가 감소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 시간이 늘어나 장애가

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장애인의 고용상황 또한 악화되었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중단·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고용 차별·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시 장애인의 원활한 격리를 

위해 활동지원사를 고용하는 상황도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결속력 저하

가족 결속력의 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장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한계이다. 박경자(2021)는 그의 논

문에서 ‘가족 결속의 동요’를 구성요소로 설정하고, 그 하위 요소로서 ‘파편화된 가족’, ‘가족 이기주의’를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족 협력의 붕괴, 배신감 등의 관계적, 감정적 요인과, 위기에 취약한 가족, 가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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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난의 증가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가족 이기주의의 발생, 가족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아버지 등 가정 내 관계적 양상에 

대해 논한다. 더불어 Barber와 Buehler(1996)의 연구에서는 가족 결속력을 헌신과 도움, 서로에 대한 가족적 지원의 정도

와 감정적 교류라 정의한 바가 있다. 가족 결속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양육자의 가족 결속력의 정도

에 따라문제 해결 능력, 지지와 자원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임현승 외 2인, 2020)에서 가

정 내 명백히 존재하는 역동이며,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결속력 저하’를 가족 내 감정적, 관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갈등과, 가정 내 학대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관점에서 정의한다.

본격적으로 가족 결속력을 살펴보기 전에, 가족결속력 저하는 앞서 다루었던 양육시스템의 붕괴, 경제력 저하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화한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스트레스가 가정 내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양육 공백의 문제, 경제적 취약성 증가 

등의 환경적 변화는 그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정 내 스트레스 전반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나

라는 특징적으로 장애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있어 부모의 책임이 크다(임현승 외 2인, 2020). 이러한 책임은 곧 양육과 경

제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이어지게 되고(이기영 외 2인, 2008), 특히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부모

가 경험하는 위기는 가정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실시한 ‘코

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 긴급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돌봄 부담의 가중(35.7%)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20.5%의 응답자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으며, 27%는 삶의 의욕의 

저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해럴드 경제, 2020.12.27.). 이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양육공백, 경제적 위기, 가족 결속력의 

약화가 일련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장애 가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김민아 교수는 이와 같은 일련의 부담의 증가는 부모의 돌봄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이어지며, 가중된 돌봄 부담으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들의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며 장애 가정의 위급성을 역설하였다(프레시안, 2021.01.18.).

이러한 관계성에 유의하여 가족 결속력 저하가 지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적 교류가 끊어

지거나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주 양육자인 부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에 도움받아 오던 양육시스템의 붕괴와 더불어,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던 프로그램의 운영 저

하로 퇴행의 모습을 보이거나(복지타임즈, 2021.02.26.)일상생활에 두려움을 보이는 장애인 자녀에게막중한 책임 및 부

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는 ‘쟤(발달 장애인)랑 같이 사라져버리고 싶

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호소한 적도 있다.”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과 심리적 압박감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국민

일보, 2021) 이는 감정적 갈등을 넘어 이어서 다룰 가정 내 학대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가정 와해의 문제와 더불어, 기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갈등 역시 가족결속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울산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앞서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에 

이어 “형제자매들도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부모와 장애

인 자녀 사이의 결속력이 저하되고,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 역시 장애인 형제자매와의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장애 형제자매와 가족 탄력성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적인 

안녕감은 가족 탄력성, 부모지지, 또래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밝혀진 바 있다. (신은경 외 1인, 2019) 비장애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 탄력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지지와 또래지지 역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코로나19이후, 장애 당사자에게 지원받는 사회적 부담이 감소하고 부모가 장애 자녀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이 증가

함에 따라 비장애 형제자매는 부모의지지가 감소하게 되고, 기존에 장애 형제자매보다 부모의 관심을 덜 받아 느끼던 서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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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외감(신은경 외 1인, 2019)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의 진행이 불가능하

고, 여러 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또래와의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래지지 또한 심리적 

안녕감에 끼치는 영향이 감소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반적인 가족 결속력의 약화로 결국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적 안녕감은 

저하되고, 이는 다시 가족 구성원과 결속력에 역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비장애 형

제자매는 부모의 관심을 덜 받음과 동시에 학업적으로는 높은 성취와 모범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형제자매를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으므로(신은경 외 1인, 2019), 코로나19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도 증가하였지만 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비장애 

형제자매의 부담감도 증가할 수 있다는 감정적 갈등의 양상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가족 결속력의 저하의 또 다른 양상은 가정 내 학대 가능성의 증대로 살필 수 있다. 코로나19는 가족 결속력 저하에 따

른 가정 내 학대 발생 가능성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 내 폭력의 증가는 코로나19의 초창기부터 장애 가정뿐 

아니라 전체적인 취약 가정들의 문제로 조명되어 왔다. 장애와 학대의 상관관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학대 가능성의 증가는 장애 가정에서도 더욱 위중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직 다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지

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연구들이 코로나19라는 현재 진행형의 위기상황 속 가정폭력의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힌 

바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생활에서의 변화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가족의 취약성을 드

러내는 계기가 되며(Prime, Wade,Brown, 2020; 진미정 외, 2021), 가족 폭력이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Humphreys, 

Myint, Zeanah, 2020; 진미정 외, 2021), 그를 제지할 사회적 지원방안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Usher, Bhullar, Durkin 

외, 2020; 진미정 외, 2021)을 밝혔다. 덧붙여 서구의 전통적인 연구들은 장애아동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 3.4배 높은 학대

를 경험한다는 점을 밝혔으며(Ammerman, Bladerian, 1993; 조영숙, 2016) 뇌성마비 아동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구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23%가 신체학대와 방임을 경험하였다고 연구된 바 있기도 하다(Jaudes,Diamond, 1985; 조

영숙, 2016). 박명숙(2002)은 서구사회에 비해 장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장애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아동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와 비인격적인 대우의 반복적인 경험은 부모의 스트

레스를 증대시키고, 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역설하였다. 실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보고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보호자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5점 척도)는 평균 3.08점에서 3.31점, 우울(4점 척도)은 평균 1.66저에서 2.13점으

로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있었으며(연합뉴스, 2021.04.19.) 이와 같은 보호자의 심리적 변화는 앞서 검토한 연구들에 근거

하였을 때 학대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곧 장애 가정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결속력을 저하하는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 결속력의 저하와 관련하여 단순히 감정, 심리와 같이 내적인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양육, 경제력과

의 유기성을 밝힌 바와 같이 가족 결속력 저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해결책

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저하된 가족 결속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내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내부적, 외부적인 문제에 관해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물론 현재 장애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전혀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사태로 휴관 혹은 감염 우려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바우처 사용 기간을 늘리고 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의 협력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장애인서비스과, 2021.01.28.).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로 인해 침체된 장애 가정 지원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비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위한 프로그램, ‘유(You), 야호~’ 등이 그 사례이다. (연합뉴스, 2021.05.27.)실제로 화상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하여 비장애인 미술활동, 요리, 댄스, 원예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안정된 정서와 감정 환기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비장애형제의 자조모임 ‘나는(It’s about me!)’에서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라디오 방송,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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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재를 진행하며(미디어생활, 2020.04.27.),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더불어 가족 결속력 도모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장애 가정이 도움을 받기에 한계적인위기상황이 닥쳤고, 이는 가족 결속력 저하

의 상황을 지속 및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장애 가정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지역사회 단위, 개별 

복지관의 프로그램 단위로 진행되었을 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지시사항 및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곧 가정 내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결여로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설립 및 운영된 지역

사회 단위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진미정 외, 2017; 진미정 외, 2021) 진미정 외(2021)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상황 안에서 지역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

을 확인한다. 코로나19 상황 이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표준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의 단위 및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가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기존에 얻을 수 있는 지원에 비해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예 이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장애 가정에 돌아가는 사회 지원체계

의 부족함으로 장애 가정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 결속력의 문제를 단순히 장애 가정내부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 및 변화에 취약성을 가지는 대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

여 여러 방면에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 가정은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당사자만큼이나 주요하게 다루는 대상이다. 동시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서는 그 책임이 가장 커지는 한편 쉽게 간과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결속력 저하’는 장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한계 중 하나일 것이다. 가족결속력 저하의 문제는 앞서 검토된 양육 부담의 증대, 경제력의 

저하 등 환경적인 한계에 대해결과론적인 지위를 갖기도 한다. 양육 시스템의 보장이 충분치 않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등이 가정 내 역동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는 가정 내 학대의 가능성을 

증대하며, 부모 및 장애아동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각각에게도 심리적인 압박을 행사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가족단위의 

문제에 대한 지원 부족은 문제 상황을 고립시키고 악순환을 이어간다.

결론

장애가정이란 장애인 자녀와 그의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포괄적으로는 비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

도 포함한다. 장애인과 그 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동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박경

자, 2021)의 하위 구성요소 중 ‘사회적 양육 시스템의 폐쇄’, ‘가족 결속의 동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양육 능력의 저하’

의 영향력에 공감하여 그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육 시스템에서의 소외는 ‘돌봄서비스로의 접근성 감소’, ‘장애인지지 네트워크의 와해’, ‘높아진 접근 장벽으로 인한 사

회활동의 어려움’으로 대두된다.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감소에 대해서는 첫째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의 어머

니는 코로나19 이후 양육 시스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로, 장애 가족은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돌보는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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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감소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2020)의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장애 관련 행동지

침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는 적절하고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중

단은 곧 보호자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므로,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적절한 홍보 또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학생들의 수

업권 침해가 심각해졌다. 장애 학생의 수업권 침해는 장애 가정 내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보호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장애 학생 부모가 장애 학생에게 많은 신경을 씀으로써 비장애 형제자매를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로의 접근성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는 장애아동의 지지네트워크를 

와해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또다시 장애 가정 전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또한, 병원 이용과 마스크 착용의 어

려움과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한다. 

장애가정의 경제적 취약성 심화는 ‘돌봄시간 증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장애인의고용악화’, ’자가격리시 활동지원사 

고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발생’의 세 가지로 찾을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을 둔 장애가정의 경우 돌봄시

간이 증대되었다. 이에 가구원이 생업을 포기하여 장애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증대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기간 발달장

애인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긴급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은 대책의 효과를 저해하였다. 둘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장애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퇴사 문제가 불안

정 고용상태에 있는 임시근로자 장애인에게 가중되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임시근로자임에도 장애인 근로자는 비

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처했다. 코로나19 이후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중단 역시 생계의 

문제를 가중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의 불안을 경험하였다. 취업준비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기가 늦어지거나, 기회가 적어지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 고용과 관련

된 추가비용의 발생은 장애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을 가중한다.

가족결속력 저하는 양육시스템의 붕괴, 경제력 저하와 같이 코로나19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다.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는 환경적 변화를 일으켜, 가정 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 증대로 이어진다. 이 경우 첫

째,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적 교류가 끊어지거나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이어져 가정이 와해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둘째, 비장애 형제자매 등 기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갈등 역시 가족결속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코로나19

의 상황은 가족 결속력 저하에 따른 가정 내 학대 발생 가능성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결속력의 저하는 단순히 

심리적 차원과만 연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결속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 내 갈등 발생 시 내·외부 문제를 해결

할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장애 가정에 대한 현 지원은 대부분 지역사회 혹은 개별 복지관의 프로그램 단위로 

진행되었다. 이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를 구체화하여 장애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장애 가정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다루었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활용가능한 자료의 한계이다. 문헌 검토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위기상

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장애가정과 같은 특수 집단은 직접적인 연구의 대상보다는 부차적

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한계가 보다 극명했다. 이러한 한계는 이전의 재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활용하여 추론의 형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거나 다양한 언론기사들을 통하여 현황을 탐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둘째, 대안 제시의 부족이다. 현황 및 여러 추정 한계를 파악하기는 하였지만,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

였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각도로 하나의 대상을 조명하다 보니 그를 포괄하는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었고, 이에 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다 유의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질적 자료 활용의 부족이다. 새로

운 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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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역시나 이미 존재하는 자료만으로는 활용의 여지가 부족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연구를 하면

서 당사자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진행될 유관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각 영향요인을 근거로 한 대안 탐색 연구가 필

요하다. 현 상황과 장애가정의 취약점을 파악한 현재, 해당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심층 면담 등 질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장애 가정이 지닐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파악하였으니, 이

를 근거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증언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원인 요인들을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재난상황 속에서 장애가정의문제를 다면적으로 조명하며, 현재성을 확보하여 즉시 관련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상할 

때 활용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장애가정이 겪는 문제들이 비단 현재 코로나19의 상황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위기상황에서도 좋은 지침이 되리라 기대한다. 둘째, ‘장애가정’이라는 상대적으로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대

상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을 하였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단일한 원인론이 아

닌 보육, 경제, 심리적 차원에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영향 요인 분석은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정이 지니는 여러 취약점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황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장애 가정이 지닌 

취약점을 확인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다가오는 상황에 대한 예방의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 안에 쉽게 소외되는 장애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안이 마

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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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고등학생들의 관계 맺기 양상을 포착하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건강한 친구 관계 유지

를 위한 정책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

용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한 사회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특히 학교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며 친구관계를 

확장해 나가야 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 전후 고등학생의 친구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하여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2021년 8월 현재에 이르기

까지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름으로 집단적 모

임 제한, 비대면 정규 수업 실시, 집합금지령 발동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에 대면으로 이루

어졌던 많은 활동들을 어렵게 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교육 역사상 전례 없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되었다. 

학생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 공간을 공유하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후에는 컴퓨터 화면 

너머로만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간 교우관계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1년 5월 한국교총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코로나 19 시대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 간 교우관계 형성 및 사회성·공동체인식 저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김제림, 2021). 원활한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송영명, 이현철, 2011),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학교생활을 모두 경험한 Y여고 과학중점반 학생들에 대한 친구관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시대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대면 수

업 실시 이후의 친구관계 네트워크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친구관계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비대면 수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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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의 건강한 교우 관계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친구관계 네트워크가 

전반적인 학교 생활과 학생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와 논의의 맥을 함께하되, 코로나 19라는 새로

운 변수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코로나 19 시대의 친구관계를 분석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네트워크 이론이란 일반적인 종류의 연결망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이론의 분석 대상은 인터넷 네트워크, 인용 네트

워크, 도로 네트워크, 인간관계 네트워크 등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들의 연결망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각 개체

의 속성만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개체 간의 상호작용까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들로 얽힌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는 많은 경우 시각화가 용이한 네트워크 그래프로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통해 학생들의 

친구관계 네트워크를 표현하였다.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다. 그래프에서 각 노드는 점으로, 노드 간의 관계를 

뜻하는 링크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만약 노드 간 관계의 방향성이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면 선 대신 한 

방향, 혹은 쌍방향 화살표가 이용된다. 본 연구는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두 점 사이가 쌍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면 두 학생이 서로를 친구로 지목했음을 나타내며, 한 방향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면 둘 중한 학생만 다른 학생을 친구로 지목했음을 뜻한다. 만약 두 점 사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두 학생

이 서로 친구로 지목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다. 특히 교우관계 네트워크 양상이 

교실 분위기와 학생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교우관계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김연일(2020)은 

학교폭력이 보고된 학급과 그렇지 않은 학급의사회 연결망을 비교분석하여 학급 내 구성원 간 교우관계 및 학급응집력과 

학교 폭력 발생 여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이 보고된 학급은 학급 내 하위 집단 수가 많이 나타났으며, 학

생들 간에 연결성이나 유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이 보고된 학급은 학급 내 네트워크밀도와 연결 정

도가 낮게 나타나 학급 내 응집력이 약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친구관계 네트워크가 교실 분위기와 전반적 학습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 간의 높은 응집력을 장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Kessler(2009)에 따르면 친구관계 네트워크의 형성 양상은 학생 개인의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과 

이질적인학생과의 접촉은 편향된 관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고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인종의 학생들과 더 많이 접촉할수록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폭 넓은 친구관계는 포용과 공동체적 공존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중요

한 기회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Gruin(2006)에 따르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의 교류는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 확립과 이로 인한 인식 능

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미국 대학생들의 인종 간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이며, 앞서 언급한 연구결

과와 마찬가지로 폭 넓은 친구관계는 학생 개인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침을 보인다. 

위와 같이 친구관계 네트워크 형성 양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 중 많은 경우는 친구관계에서의 homophily에 초점을 맞춘다. Homophily란 동질적인 사람끼리의 만



73제4장 코로나19 이후 방역 정책에 따른 관계 맺기의 변화 -고등학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
4
장

제
1
장

제
6
장

제
8
장

제
7
장

제
5
장

제
9
장

제    
장
10

제    
장
11

제
2
장

제
3
장

남에 대한 선호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도 코로나 시대 형성된 친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하고자 친구관계 네트

워크에서의 homophily를 분석하였다. Burgess(2011)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학생들끼리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homophily현상을 밝혔으며, Shrum(1988)에서는 같은 성별과 인종의 학생들끼리의 homophily 현상을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Malacarne(2017)은 90000명의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SES)과 친구관계를 조사하여 경제

적 수준의 동질성과 친구관계 형성 간이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지닌 학생들끼리의 

친구관계가 형성되기 쉬움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과 내·외향성 정도의 동질성

에 따른 친구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리하면, 친구관계 네트워크는 homophily의 영향으로 일정한 양상을 띠며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친구관계 네트워크는 학생의 교육 경험과 인격적 성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인 교육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기반 위에서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변

수까지 고려하여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의 친구관계 네트워크에대한 다면적 접근을 시도한다. 물론 학생들의 속성에 따른 

동질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앞서 언급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고정된 네트워크

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

성을 지닌다.

3.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현재의 코로나 19 팬데믹의 상황과 정부 대책, 그리고 조사대상 학급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

해 정리하고자 한다.

 

1) 확진자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공식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곧이어 2020년 2월 18일부로 대구 신천지

발 코로나가 지역적으로 확산되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었으며, 2월 24일에 이르러서는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전체의 개학 연기가 결정되었다. 결국 3월 2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개학은 3번의 연기 끝에 4월 16일 실시된 온라

인 개학으로 대체되었다. 3월 22일부터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간 실시되었으며 5월6일에는 이전보다 조

금 완화된 조치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정부 차원의 권고 수칙으로, 2020년 6월 28일에 총 3단계의 공식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되었다. 단계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세 단계로 나뉜다.

2020년 후반부의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설문을 실시한 Y여고가 위치해 있는 수도권

은 사회적 거리두기 1~1.5단계가 실시되었던 10월 12일부터 11월 23일 사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단계의 거리두기 수칙

이 적용되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에는 2.5단계의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되었으며, 12월 28일에 이르러서는 수

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2021년 6월 20일에는 강화된 방역, 의료 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4단계로 나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7월 현재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의 매우 강력한 방

역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2021년 7월 31일 현재까지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198,345명이며, 서울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4,359명이다. 

2020년 4월부터 20201년 6월까지의 전국과 서울지역의 월별 확진자 수는 각각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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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표2] 전국, 서울지역의 월별 확진자 수 (통계청 홈페이지)

 

이렇게 2020년 초부터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코로나 19는 학교 운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은 개학 연기와 온

라인 수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등교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2) 코로나19에 대한 Y여고의 대응
지금부터는 코로나 19가 학생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이 시작

되었고, 5월 20일부로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면 등교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청의 지

침에도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결정이 상당 부분 존재했기 때문에 각 학교 별 상황은 조금씩 달랐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

는 Y여고 과학중점반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상황을 살펴보자. Y여자고등학교 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가정통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Y여고 현재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Y여고 학

생들의 2020년 등교 일수는 79일로, 정상 등교 일수인 190일보다 훨씬 적다.

 

2020년 5월 27일 첫 등교 개학
5월 27일 ~ 6월 11일 격주 등교
6월 16일 ~ 6월 30일 격주 등교

8월 27일 ~ 8월 30일, 9월 1일 ~ 9월 11일 9월 학력평가일 제외 전부 비대면 수업
1월 9일 ~ 종업식 매일 등교

고등학교 3학년 ~ 현재 매일 등교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학의 한 분야인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관계 맺기 양상의 변화를 포착하고, 코로나19

로 인해 드러나게 된 인간관계의 특성과 그 심층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질문지법을 실시했고, 

면접법을 병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로는 코로나19의 지역별 감염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 정책 변화와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의 등교 및 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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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정책을 파악하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고, 질문지법을 실시할 Y

여고의 등교 및 수업 정책은 Y여고 홈페이지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했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와 언론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참고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방역의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부터 사회

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정책의 영향을 받은 2021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네트

워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학급으로 구성되어 2021년 현재까지 집단을 이루고 있는 Y여자

고등학교 3학년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친구관계, 친구관계에 대한 생각, 본인의 속성 등을 묻는 설문을 실

시했다. 설문 분석을 위해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NetMiner를 활용했다.

또한 Y여고 과학중점반 학생들의 관계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학습 현장에 있는 교수자가 느끼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학

생들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위해 Y여고 3학년 과학중점반의 담임교사에 대한 면접을 병행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Y여자고등학교 과학중점반 3학년 A반과 B반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설

문에 응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중점반 학생

들은 일반 학급 학생들과 달리 두 학급 내에서 40~50명 정도의 학생들만 반이 바꾸어 가며 3년 동안 같은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이 용이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현재의 3학년 학생들은 1학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2학년 때는 주로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같은 반 학급 학생들

과 비교적 오랜 기간 밀접하게 함께 생활하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생활의 변화가 학생들의 친구관계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친구관계 네트워크의 형성 양상을 이해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주로설문과 담임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친구관계 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첫번째 장은 개별 학생들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학생의 경

제적 수준과 학업수준, 그리고 성격을 물었다. 경제적 수준은 주관적인 소득 계층과 실제 한달에 받는 용돈의 액수를 물었

으며, 학업 수준은 학생들이 응답한 내신 평점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내향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을 양 극단에 둔 10

점 성격 척도를 만들어 본인의 외향성/내향성의 정도를 고르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구관계형성에 성적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Flashman, 2012), 사회경제적 계층과 인종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Malacarne, 

2017)등을 참고하여 위와 같은 세가지 속성들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전반적인 친구관계 네트워크 형성양상을 파악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만 학생들의 가구소득 등 객관적인 속성들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학생

들의 응답에만 의존하여 속성을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 장은 친구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식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코로나 19 상황으

로 인한 친구 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대면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수의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친구들과의 친밀도 변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존 친구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비대면 연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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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며 친구 관계를 유지/형성하는 데 있어 비대면 연락이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고려하는 요소들과 대면/비대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친구를 사귈 때에 경제

적 배경과 학업 성적을 고려하는 정도, 내향적/외향적 친구를 선호하는 정도를 질문하여 친구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속성

들을 조사하였으며, 위 질문들은 모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응답 결과는 실제로 관찰되는 친구관계 네트워

크 양상과의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마지막 장은 학생들의 실제 친구관계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친구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조

사하기 위해 또래지명법(peer nomination)을 활용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년 별로 가장 친한 사람을 최대 3명까지 적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지목하는 3명의 친밀도 순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이 두 학급 정도로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

여 유의미한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지목하는 친구의 수를 3명으로 제한하였으며, 개인마다 다른 ‘친함’의 정의를 포괄

하기 위해 연구자가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응답으로 도출한 친구 관계는 NetMiner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각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들 친구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넷마이너는 탐색적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 개발된 사회 연결망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로, 학부생 수준에서도 다룰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사용방

법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나의 모듈을 실행하면 각 노드 간 관계에 대한 간단한 

통계 결과, 수치로 나온 결과, 네트워크 그래프를 사용한 시각화 결과, 그리고 일반 차트 형식 등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산출

되어 복잡한 네트워크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성적 수준, 경제적 수준, 외향성 정도, 학년별 반

을 학생 개별적 속성과3개 학년의 친구관계 네트워크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중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도출할 수 있는 네트

워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넷마이너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화 방식을 제공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Kamada-Kawai (1989)'의 Spring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이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끼리의 거리도 계산하여 시각화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또한 여기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그래프 상에 표현하여 학

생들의 네트워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연구결과

1. 비대면 상황에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

비대면 상황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기존의 친구 관계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설문 응답, 면담 내용, 

네트워크 분석 내용이 이러한 경향을 일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우선 설문지에서 “비대면 연락은 기존의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라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

다’라는 응답이 총 27%,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3%,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30%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Ⅲ



77제4장 코로나19 이후 방역 정책에 따른 관계 맺기의 변화 -고등학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
4
장

제
1
장

제
6
장

제
8
장

제
7
장

제
5
장

제
9
장

제    
장
10

제    
장
11

제
2
장

제
3
장

은 없었다. 반면, ‘비대면 연락은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라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없

었고, ‘그렇다’란 응답이 8%,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9%에 불과했지만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총 

73%나 되었다. 즉, 비대면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하기용이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비

하면 훨씬 쉽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림1] 비대면 연락은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인가

[그림2] 비대면 연락은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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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대면/비대면과 친구관계에 대한설문 결과

 

과학중점반 담임교사와의 면담에서도 두 교사가 공통적으로 “1학년 때 관계가 2학년 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방과후 교류는 코로나 이후 큰 제약이 많은 것이 확실하”며 “코로나 이후로 줌을 틀어놓고 자율

학습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비대면 창구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한 교사는 “1학년 때 만난 애들은 마스크를 벗고 만난 애들이고 작년(2학년)에 만난 애들은 마스크를 

벗고 만난 애들인데 친밀감 형성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면서 1학년의 교우관계가 유지되는 경향에 코로나19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다른 교사의 경우에는 “과학중점반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2학년 때보다 1학

년 때 같이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았으며 코로나19 이외에도 과학중점반이라는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

시켰다.

 

[자료1]

“과학 중점반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보통은 두 반에서 반이 섞이는데, 그래서 1학년 때 관계가 2학

년 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 1학년 때 친했던 애들은 2학년 올라와서도 아주 친하다. 2학년 때보다 

1학년 때 관계 맺기가 더 중요하다. 2학년 때 친구 변화가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A반 담임교사)

 

“1학년 때 만난 애들은 마스크 벗고 만난 애들이고, 작년에 관계를 형성한 애들은 마스크 쓰고 만난 애들

인데 친밀감 형성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저희 반 애들을 봐도 1학년 때 친했던 애들이 관

계 유지되는 게 더 큰 듯하다.”

(B반 담임교사)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비대면 상황에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

해 NetMiner의 Auto-correlation 모듈을 사용하였다. 해당 모듈은 관측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행렬을 무작위로 순열

시킨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관측된 네트워크에서 같은 속성을 가진 노드끼리 연결되는 경향이 기댓값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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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학년 네트워크

 

위 표는 1학년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으로, BB는 12반 학생들끼리 연결된 경우, WW는 13반 학생들끼리 연결된 경우, 

BW는 서로 다른 반 학생들끼리 연결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BB와 WW가 나타나는 횟수의 기댓값보다 관측값이 

각각 9.931, 5.716 높았던 반면, BW는 기댓값보다 11.58 낮게 관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반 학생들끼리 서

로 연결되는 경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표4] 2학년 네트워크

 

위 표는 2학년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다. 1학년 때와는 달리 BB, BW의 관측값과 기댓값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심

지어 WW는 기댓값보다 관측값이 1.667 낮게 나왔다. 이는 2학년 때는 같은 반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경향을 따르지 않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5] 2학년 네트워크 - 1학년 학급을 변수로

 
위 표는 [표2]와 마찬가지로 2학년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지만, 1학년 학급을 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2학

년 때에도 오히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끼리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학년 학급을 변수로 설정

했을 때와는 달리 BB와 WW의 관측값이 기댓값보다 각각 6.325, 4.165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BW도 관측값이 

기댓값보다 보다 큰 차이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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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3학년 네트워크

 
위 표는 3학년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다. 1학년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BB와 WW의 관측값이 기댓값보다 크며 BW

는 매우 작게 나타난다. 이는 3학년 때에는 다시 같은 학급의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표7] 3학년 네트워크 - 1학년 학급을 변수로

   

[표8] 3학년 네트워크 - 2학년 학급을 변수로

 

[표7]과 [표8]은 각각 3학년 네트워크에 1학년 학급과 2학년 학급을 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표7]에서는 BB, WW의 

관측값이 3학년 학급을 변수로 설정했을 때보다는 작지만 기댓값보다는 크게 나타났으며 BW의 관측값이 기댓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8]에서는 BB 관측값과 기댓값 차이가 크지 않았고 BW의 관측값이 기댓값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WW의 관측

값이 기댓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3학년 네트워크에서 1학년 학급끼리의 친분은 영향을 주었으나 2학

년 학급의 영향은 무의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련의 Auto-correlation분석으로부터 1, 3학년 때에는 같은 학급의 학생들끼리 관계를 맺고, 2학년과 3학년 때에는 

1학년 학급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19년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이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Y여고가 대체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등교 일수가 적었으며, 2021년에는 대면 수업 

위주로 학사일정을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분석결과가 비대면 상황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보다 기존의 관

계를 유지한다는 경향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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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ed Map을 통해서도 이러한 경향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4] 1학년 네트워크 Clustered Map

 
위의 그림은 1학년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으로, 빨간색 직사각형은 1학년 학급을 의미하고, 색깔 또한 1학년 학급을 

의미한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노드들은 1학년 때는 과학중점반이 아니었던 학생들이어서 1학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제외

되었다.

1학년 때에는 학급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모습이 두드러지며, 학급 내의 서로 다른 그룹들끼리 잘 연결되어 있다.

 

[그림5] 2학년 네트워크 Clustered Map

위의 그림은 2학년 네트워크로, 빨간색 직사각형은 2학년 학급을, 색깔은 1학년 학급을 의미한다. 2학년 네트워크에서

도 1학년 때 같은 학급이었던 친구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A반의 경우 15번, 8번 학생들의 연결 외에는 새

로운 교류가 없고, B반의 경우에도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한 학생의 수가 적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학급 변화

에 따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기존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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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3학년 네트워크 Clustered Map 1, 2

위의 그림은 3학년 네트워크로, 빨간색 직사각형은 3학년 학급을 의미하고, 색깔은 각각 1학년 학급과 2학년 학급을 

의미한다. 3학년 때에는 전반적으로 학급 내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1, 2학년 때에

는 서로 다른 Clique(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위 집단) 끼리의 다리가 있었지만, 3학년 때에는 Cliques를 연결

해주는 다리가 없이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만 관계를 맺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3학년 때에는 가장 친한 친구로 다른 반의 학생을 지목한 경우가 많다. 이는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친했

던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2학년 때에 비해서는 새로운 관계 맺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Y여고가 2021년에 대면 수업을 시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비대면 상황에서는 주로 기존의 관계가 유

지되고, 대면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관계 맺기가 나타나기 쉽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2. 1학년 때에 비해 2, 3학년에 그룹이 잘게 나뉘는 경향

코로나19 전파에 따른 1, 2, 3학년의 교우관계 네트워크 구성 변화를 살피기 위해 NetMiner의 Component모듈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고, 1학년 때에 비해 2, 3학년의 그룹이 잘게 나뉘는 경향을 파악했다. Component는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노드가 연결된 ‘Sub-Graph(Maximal Connected Sub-Graph)’이다. 즉, 노드 간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그룹을 의

미한다. Component의 유형으로는 Weak Component와 Strong Component가 있는데, 방향이 있는 네트워크에서 

Weak Component는 링크에 방향이 무시된 상태로 연결된 Maximal Sub-Graph이고, Strong Component는 양방향

으로 모두연결된 노드들로 이루어진 Maximal Sub-Graph이다.Component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응집 구

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Component가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노드들의 연결 가능성

에 기반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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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ak Component 분석
1, 2, 3학년의 네트워크 모두 성질이 동일한 노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Homogeneous),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을 나타내고 있으며 링크 방향성이 존재하므로 ‘1-mode Network’이다. Weak Component 분석에서는 링크

의 방향이 무시되는 것이 특징인데, 말 그대로 ‘연결’의 가능성만을 Component 구성의 기준으로 둔다고 볼 수 있다. 분석

에서는 3개 이상의 노드들이 연결된 경우를 Component로 처리하기 위해 ‘Minimum Size of Component’ 값은 3으로 

설정하였는데, 교우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2, 3학년의 Weak Component 분석 결과 설명을 위해 Output Summary와 Clustered Map을 활용하였다. 

Output Summary에서 ‘# of Components’는 해당 네트워크의 Component 개수이고, ‘Members of Components’

는 각 Component 구성 Member, 즉 노드의 번호를 모두 나열한 것이다. ‘Subgroup Details’에서 ‘Components’

는 Component의 이름, ‘Size(크기)’는 Component를 구성하고있는 노드의 개수,‘Percent(비율)’는 전체 노드 중 

Component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의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Density(밀도)’는 해당 Component에서 존재하는 링크의 

개수를 존재할 수 있는 링크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다음은 1, 2, 3학년 네트워크에서 Weak Component의 Output Summary이다.

 

[표9] 1학년 Weak Component의 Output Summary

 

[표10] 2학년 Weak Component의 Outpu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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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3학년 Weak Component의 Output Summary

[표12] 1, 2, 3학년 Weak component값 정리

 

Output Summary 값들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고, Component의 개수가 1학년 2개, 2학년 4개, 3학년 5개로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Size, Percent, density 각 값의 평균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 비교하면 일정한 경향성을 확

인할 수 있다.

Size의 경우 1학년 16.5, 2학년 7.75, 3학년 6.2로 값이 변하는데 이는 Component 내의 노드 수가 계속 줄어듦을 의

미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노드 중 Component 구성 노드 개수의 비율인 Percent도 1학년 50.143%, 2학년 22.143%,3

학년 17.714%로 계속하여 그 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때 Size와 Percent값이 급격

히 감소하는데, 이는 이후에 제시할 Clustered Map에서 하나의 매우 큰 그룹이 끊기는 것을 통해서도 시각적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Density의 경우 1학년 0.284, 2학년 0.283, 3학년 0.562로 1학년에서 2학년은 큰 변화가 없으나, 2학년에서 

3학년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2학년에 비해 3학년 때 소규모의 그룹에서연결이 더 

조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12]에서 나타나는 대략적인수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Clustered Map을 통해서는 Component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Clustered Map은 Component

구성에 따라 Clustering이 실행된 결과로, 여기서 Cluster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의 군집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Clustered Map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3개 이상인 집단이 하나의Component로 구성되어 빨간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1, 2, 3학년 네트워크에서 Weak Component의 Clustered Map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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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1학년 Weak Component의 Clustered Map

  

[그림5] 2학년 Weak Component의 Clustered Map

 

[그림6] 3학년 Weak Component의 Clustere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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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ed Map의 형태를 보았을 때 1학년 때 대규모였던 하나의 집단이 2학년 때는 연결이 끊겨 여러 개의 집단으로 분

리된 현상을 명백히 관찰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학년 초반에 대면 수업이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2020년 대면 수업 

일수가 79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내에서 대면 상호작용이 약화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우관계에 단절이 일어났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우관계가 더 안정되고 친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다(Furman & Buhrmester, 1992). 이에 따라 2학년 때의 Component 단절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대부분 대

면 수업을 실시한 3학년 때는 2학년 때보다 큰 Component가 생긴 것을 본다면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비대면/대면 수업

의 실시 여부가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Strong Component 분석
Strong Component 분석에서는 링크의 방향성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Weak Component 분석과는 차이를 보

인다. Strong Component에서는 양방향으로 모두 연결된 노드들로 구성된 Component를 보여주기 때문에 Weak 

Component에 비해서 ‘연결 가능성’보다는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둔다. Weak Component 분석과 마찬가지로 3개 이

상의 노드들이 연결된 경우를 Component로 처리하기 위해 ‘Minimum Size of Component’ 값을 3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1, 2, 3학년 네트워크에서 Strong Component의 Output Summary이다.

 

[표13] 1학년 Strong Component의 Output Summary

 

[표14] 2학년 Strong Component의 Outpu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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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3학년 Strong Component의 Output Summary

 

[표16] 1, 2, 3학년 Strong Component 값 정리

 

Output Summary의 값들을 정리하면 [표13]~[표15]와 같고, Component의 개수가 1학년 4개, 2학년 4개, 3학년 

6개로 1학년과 2학년은 같지만 3학년 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Weak Component 분석과 마찬가지로 Size, Percent, 

Density 각 값의 평균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 후 비교하여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Size의 경우 1학년 5.25, 2학년 4.75, 3학년 3.5로 값이 변하므로 Component 내 노드 수가 학년을 거치며 줄고 있

다. 마찬가지로, 전체 노드 중 Component의 구성 노드 개수의 비율인 Percent도 1학년 15%, 2학년 13.572%, 3학년 

10%로 계속 값이 감소하고 있다. Density의 경우는 1학년 0.55, 2학년 0.637, 3학년 0.875로 값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1학년에 비해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소규모의 그룹에서 연결이 더 조밀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수치 변화의 대략적인 경향성으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2, 3학년 네트워크에서 Strong Component의 Clustered Map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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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1학년 Strong Component의 Clustered Map

 

[그림8] 2학년 Strong Component의 Clustered Map

 

[그림9] 3학년 Strong Component의 Clustere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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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Component에 비해 그 경향은 약하지만, Strong Component의 경우에도 Clustered Map의 형태에서 1학

년에 비해 2학년의 집단 규모가 더 작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2학년 때의 비대면 수업이교우관계의 단절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Weak Component에 비해 Strong Component가 상호 연결된 ‘친밀성’의 관

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3학년의 Component 구성이 2학년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향은 연령이 증가하며 더 친

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Output Summary에서의 값이 Component의 개수 외에는 모두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연결 가능성’이나 ‘친밀한 관계’의 관점 모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교우관계가 더욱 소규모로 맺어지고, 그 안에서는 밀도

가 높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의 Component 변화를 살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교우 관계의 파편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의 단절된 하위 집단이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보

았을 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나 대립이 심화될 수 있는 상태(김연일, 임선아, 2020)라고 분석한 선행연

구를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용돈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관계를 맺는 경향

분석 결과, 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용돈을 받는 학생들끼리 관계를 맺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NetMiner의 

Assortativity Mixing을 이용하여 용돈과 학생들의 네트워크 구성의 연관성을 파악하려고한다.

Assortativity 분석은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는 경향과 속성(Attribute)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때, 어떤 네트워크에서 높은 속성 값을 갖는 노드들이 마찬가지로 높은 속성 값을 가지는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는 경향이 크

다면 Assortativity 값은 0보다 크고, 이 네트워크를 ‘동종(Assortative)’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이와 반대로 높은 속성 값

을 갖는 노드들이 낮은 속성 값을 가지는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는 경향이 크다면 Assortativity값은 0보다 작고, 이 네트

워크는 ‘이종(Disassortative)’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만약 Assortativity 값이 0이라면 ‘동류혼합(Assortative Mixing)’

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ssortativity 분석에서도 유의도 검증을 위해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분

석기법이 활용되는데, 이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의 상관성이나 인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관측된 값들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행렬을 무작위로 바꾸고 독립변수와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반복하여 회귀계수의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네트워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회귀

계수가나타날 확률을 추정한다(김용학, 2016; 서인석·강국진, 2018; 김용희, 2020). NetMiner에서는 이 값이 기댓값인 

Expected로 나타나고, 구동 전 ‘Iterations’의 값을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몇 개 만들어 회귀분석을 실시할지 결정할 

수 있다.

Assortativity 분석에서는 Dichtomize(이분화),Symmetrize, Diagonal Handling 과정이 필요한데, 이 네트워크에

서는 가중치가 없고 방향만 존재하므로 Assortativity Mixing에서 자동적으로 이분화되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와 상관이 

없으며 Symmetrize(MAX)를 통해 방향성이 삭제되었다. 또한 Diagonal Handling을 통해 Self-Link의 가중치를 무시

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서는 Self-Link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Diagonal Handling에서 Ignore을 하거나 

Retain을 하거나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 유의도 검증에서 Iterations의 횟수는 70,000번으로 설정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속성 변수로 주관적 계층, 객관적 계층(용돈), 성적, 외향성을 파악하였는데 이중 주관적 계층은 대다

수의 학생이 ‘중층’으로 응답하여 네트워크 구성 상 특별한 성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성적의 경우는 다양한 성적분포가 나타

났으나, 학생들이 관계 맺기를 하는 것과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객관적 계층을 조사하기 위해 물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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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의 경우 Assortativity 분석을 실시했을 때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NetMiner에서 Assortativity 분석을 실시하면 Output Summary를 통해 Observed(관측값), Expected(기댓값), 

Standard Deviation(표준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의도 검증을 통한 P(>=Obs.), P(==Obs.), P(<=Obs.) 값 또

한 주어지는데, 이는 차례로 ‘기댓값이 관측값보다 크거나 관측값과 같을 확률’, ‘기댓값이 관측값과 같을 확률’, ‘기댓값이 관

측값보다 작을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은 1, 2, 3학년 각 시기에 노드들이 비슷한 용돈을 가진 노드들과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Assortativity 분석 결과이다.

   

[표17] 1학년 Assortativity 분석 OutputSummary

 

[표18] 2학년 Assortativity 분석 OutputSummary

 

[표19] 3학년 Assortativity 분석 OutputSummary

 

[표20] 1, 2, 3학년 Assortativity 분석 값 정리

 
Assortativity 분석 값들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고, 1, 2, 3학년 모두에서 Observed 값이 0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용돈 속성을 기준으로 했을때 모든 시기에서 노드의 연결은 동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용돈 수준이 높

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들끼리, 낮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끼리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Expected 값은 모든 시기

에서 0보다 작으므로 이종 네트워크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작위 회귀분석에서는 용돈을 독립변수로 설정했을 때오히려 

서로 연관이 없는 이종 네트워크임을 의미한다. 노드 수는 변함이 없는데 무작위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용돈 속성과 노드

의 연결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추정한 확률적인 기댓값이기 때문에 모든 시기에서 Expected 값은 비슷하게 나

올 수밖에 없다. 유의도 검정 결과 도출된P 값을 살피면, 모든 시기에서 기댓값이 관측값보다 낮을 확률이 98%에서 100% 

사이이므로 관측된 Assortativity 값이 동종 네트워크를 형성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된다. 따라서 Assortativity 값을 통해 

현실의 네트워크를 분석해보면 학생들의 관계 맺기가 비슷한 수준의 용돈을 받는 학생들과 주로 이루어진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Clustered Map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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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1학년 용돈에 따른 Clustered Map

 

[그림11] 2학년 용돈에 따른 Clustere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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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3학년 용돈에 따른 Clustered Map

 
Clustered Map을 통해서도 용돈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용돈이 비슷

한 학생들끼리 관계를 맺거나, 또는 관계를 맺은 학생들의 용돈이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된다는 선후 관계, 즉 인과관계를 증

명하기는 어려우나, 용돈과 관계 맺기는 서로상관관계를 가진다.

4. 내/외향성 측면에서 비슷한 성향끼리 관계를 맺는 경향

분석 결과, 학생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끼리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내향성과 외향성의 측면에서 비슷한 성향끼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담임교사와의 면담중 “전반적으로 관계 맺기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의 입장에서 말씀해달라”는 

질문에 “성향이 맞아야 할 것 같다. 친한 그룹들을 보면 성향이 비슷하다. 너무 설치는 애 옆에 너무 조용한 애는 없다.”라고 

답하였다.

[자료2]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교우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교사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학생들끼리의 성향이 맞아야 할 것 같다. 친한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성향이 대부분 비슷하고, 매우 

활발한 학생들과 매우 조용한 학생들이 한 그룹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

(A반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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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1학년 Auto-correlation Assortativity

 

[표22] 2학년 Auto-correlation Assortativity

 

[표23] 3학년 Auto-correlation Assortativity

 

해당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NetMiner의 Assortativity 모듈을 사용하였고, 위의 세 표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 2, 

3학년 네트워크에 외향성을 벡터로 설정한 결과이다. 세 네트워크 모두 외향성이 비슷한 노드끼리 연결될 양의 상관관계의 

기댓값보다 관측값이 높게 나올 확률이 크다. 이는 일관적으로 비슷한 정도로 외향적인, 또는 내향적인 사람끼리 관계를 형

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Y여고 3학년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고등학생의 관계 맺기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안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비대면 상황에서 고등학생은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Auto-correlation분석 결과, 

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던 2학년에는 1학년 때 같은 학급이었던 학생들과 여전히 친한 모습을 보이고, 대면 수업이 진

행되었던 3학년에는 다시 같은 학급의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Zoom을 이용한 학습 

등 새로운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관계 맺기가 나타났지만, 대면 상황에 비한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둘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룹이 잘게 나뉘는 현상이 나타난다. Weak Component 분석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

라 Size와 Percent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Density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면서 그 값이 커졌다. Strong Component 

분석 결과, Size와 Percent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Density의 경우 꾸준히 값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은 더욱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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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교우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는 밀도 높은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셋째, 속성 변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네트워크 분포를 살핀 결과, 용돈이 서로 비슷한 학생들끼리 관계를 맺는 경향이 

나타났다. Assortativity 분석 결과, 용돈 속성을 기준으로 한 경우 모든 시기에서 노드들의 연결은 동종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있고, 이는 용돈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비슷한 성향끼리 관계를 맺는 경향을 가진다. Assortativity 분석 결과, 비슷한 정도의 내/외향

성을 지닌 학생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학급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는 기존의 교우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니, 새롭게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활동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그룹이 잘게 형성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교사가 학급 

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각 그룹이 서로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할 수 있

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속성을 가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학급을 조성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한 용돈 수준

과 성향을 가진 학생과 친구를 맺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경제적 수준, 생활 방식, 행동 양식 등이 비슷한 사람들

끼리 관계를 맺기를 선호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다양한 속성이 섞여 개방적인 사고와 성숙한 자아정체성 확립, 인식 능력 성

숙을 위해 이질적인속성의 학생들끼리도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맥락의 개입 없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이나 성향이 서로 다른 학생끼리도 부담없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변화에 따른 네

트워크를 비교한다는 연구 목적에 따라, 코로나 발병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소규모 공동체인 서울 

소재 Y여고의 과학중점반 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의 한계를 지닌다. 우선,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차이나 코로나19에 대한 학교별 대응 방침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한 학교의 일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것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표할 수 없다. 또한, 표본의 수가 적으며 연구 대상 집단 전원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 친

구 관계네트워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과학중점반이라는 표본의 특수성 때문에 모

집단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지역, 학교, 학년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연구주제로 선정한 ‘고등학생의 교우관계’는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학년이나 환경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등학생의 관계 맺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

에서 조사한 내용이 모든 요인들을 포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계 맺기 양상 변화에 대한 독립변인을 하나로 특

정하기 어려우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

회적 거리두기조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교체제 및 온라인 학습의 변화 등 관련된 변수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의 상호영향과 다양한 변수를 보다 엄격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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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 관련 설문지]

본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 상층      /      중상층      /      중층      /      중하층      /      하층

한 달에 용돈을얼마나 받나요? (만약 용돈을 규칙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한달에 본인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기준으로 응

답해주세요)

- 5만원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 2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평균 내신등급이 어느 정도인가요?

- 1.0이상, 2.0 미만

- 2.0이상, 3.0 미만

- 3.0이상, 4.0 미만

- 4.0이상, 5.0 미만

- 5.0이상, 6.0 미만

- 6.0이상, 7.0 미만

- 7.0이상, 8.0 미만

- 8.0이상, 9.0 이하

본인이 얼마나외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과 있는 상황에서 활발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않는 등) *

- 매우 내향적이다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외향적이다

다음 문장에얼마나 동의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대면/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수는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는 친밀해졌다

비대면 연락은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비대면 연락은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코로나19 이후 대면/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사람의 수는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는 친밀해졌다

비대면 연락은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비대면 연락은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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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나는 친구를 사귈 때에 친구의 경제적 배경을 고려한다

나는 친구를 사귈 때에 친구의 성적을 고려한다

나는 외향적인 친구를 선호한다

나는 내향적인 친구를 선호한다

친구 관계에서 대면 만남은 중요하다

친구 관계에서 비대면 연락은 중요하다

나는 친구를 사귈 때에 친구의 경제적 배경을 고려한다

나는 친구를 사귈 때에 친구의 성적을 고려한다

나는 외향적인 친구를 선호한다

나는 내향적인 친구를 선호한다

친구 관계에서 대면 만남은 중요하다

친구 관계에서 비대면 연락은 중요하다

 

과학중점반학생들 중 가장 친한 사람을 최대3명을 시기에 따라 적어주세요

- 1학년      /      2학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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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 관련 담임교사 면담 속기]

진행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이어떻게 친구관계를 맺는지 좀 변화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그런 걸 느끼신 바가 있나요? 직접 대면해서 만나면서 친분을 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두기 때
문에 관계 맺는 방법이 좀 달라졌을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행 중. 실제로 학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
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림.

A:  일단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실에서의 상황은 절대로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방학 중이나 방과 후 학생들 교
류를 봤을때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제한적. 시간을 방과 후에 같이 보내지는 않더라도 짧게 같이 간단한 
걸 먹고 간다든가, 학원 같이 가는 친구 같이 가거나. 코로나 이후로 제약이 많은 건 확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로 줌을 틀어놓고 자율학습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

진행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친구관계를 파악했는데,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보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끼리 그룹이 형성되는 현상이 있더라.

A:  과학 중점반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보통은 두 반에서 반이 섞이는데, 그래서 1학년 때 관계가 2학년 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없음. 1학년 때 친했던 애들은 2학년 올라와서도 아주 친함. 2학년 때보다 1학년 때 같
이 관계 맺기가 더 중요. 2학년 때 친구 변화가 있더라도 많지 않을것 같다고 생각.

B:  1학년 때 만난 애들은 마스크 벗고 만난 애들. 작년에 관계 형성한 애들은 마스크 쓰고 만난애들인데 친밀감 형
성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 있을 것 같고 저희 반 애들을 봐도 1학년 때 친했던 애들이 관계 유지되는 게 더 큰 듯.

진행자:  A반에 1번, 15번, 16번, 18번 학생들의 특성은?
A:  1번하고 15번은 친한데 18번도 친해요. 저희 애들이 지금 1번 15번 같은 경우는 되게 친밀하고 16번 18번도 

같이 잘 어울리는 무리 중에 하나지만 1번하고 15번이 훨씬 더 친밀도가 큽니다.
진행자:  혹시 각 친구들이 성격 같은특성은 어떤지?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우관계 변화인데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네트워크의 특성도 있지만 네트워크를 이룰 때 한명 한 명의 특성도 분명히 있기 때
문에, 설문으로 물어봤는데 직접 만나 보신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음.

A:  16번 학생은 이 그룹보다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을하고 있었는데.. 1번 15번 18번은 맞는데 16번은 다른 그룹 
친구랑 더 친하거든요. 근데 성향을 본다면 1번하고 15번 친구도 그렇고 18번 친구도 그렇고 되게 밝고 쾌활
해요. 근데 약간 16번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줍음은 있는데

진행자:  B반에 21번 학생은 성격이 어떤지?
B:  친한 애들하고는 깊은 관계. 폭넓은 교우관계를 갖는 아이는 아님. 인싸는 아닌 것 같고 조용하지만 친한 아이

들하고는 깊은 관계,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생각.
진행자:  네트워크로 그룹을 한 번 모아봤는데, 아까 여쭤봤던 1번 15번 18번이 같이 되어있고 거기에 2번까지 같은 

그룹. B반  친구는 21번 18번 19번 17번 이렇게 친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성향의 그룹인지?
A:  이 학생들은 조용(21, 18, 19, 17번). 할 일 열심히 하고 자기네들끼리 관계는 돈독한데 학급에서 그렇게 나서

는 성격은 아님. 17번은 근데 다른 그룹에 묶이는 듯. 두루두루 친한 편인데. 17번은 3번, 7번 이렇게 친한 걸
로 알고 있음.

진행자:  약간 착각을 하고 여쭤본 것같은데 A반에 4번 5번 13번 16번이요
A:  얘네는 친해요. 원래 같이 다니는 그룹.
진행자:  이 친구들은 조용?
A:  되게 조용하고. 4번 5번 13번 16번. 맞아요 조용해요 근데 이제 조용하지 다 얘네들은.. 또래에서도 뭐 자기네

들끼리는 수다스러울 수도 있는데 보여진 이미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애들. / 좀 그룹으로 안 지어지는 애는 6
번밖에 없는데..

윤:  네 6번 친구가 B반 친구 한 명이랑 되게 친한 걸로 나오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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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번 친구가, 아까 저희 반 애들도 그렇고 B반도 그렇고 1학년 때 맞았던 관계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그룹에 
끼지 못했던 친구가 6번 그래서 2, 3학년 때 관계 맺기가 더 어려운 편인 듯.

진행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관계 맺기하려고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입장에서 파악하신 게 있을까
요

A:  성향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룹에서 보면 성향이 비슷함. 자기랑 성향이 비슷함, 너무 설치는 애 옆
에 조용한 애는 없는 듯

진행자:  2학년 등교 일수?
A:  2학년은 79일이에요. 3학년은 190에서 191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원격 수업을일주일 정도 쓰는 

바람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3학년은 원격 수업 일주일밖에 안함. 2학년은 등교 일수가 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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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강의 유형 및 강의 중의 이름 호명 여부에 따라서 학습몰입과 이해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실시

간 캠 on, 실시간 캠 off, 녹화 강의 순서대로 학습몰입과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름을 호명했을 때, 호명

하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몰입과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를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 뒤, 학습몰입과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몰입은 이해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시간 

캠 on 그룹에서 학습몰입과 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름 호명 여부는 이해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강의유형

과 이름 호명이 미치는 영향은 표본 수의 부족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제어: 강의유형, 학습몰입, 이해도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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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국

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감염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2월 중순부터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확산세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 하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세 차례의 개학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였다. 대학들도 잇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네 차

례 거듭된 대유행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서울대학교는 2021년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으나 7월부터 1일 확진자 수가 천 명을 넘어서면서 9월 한 달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

하였다. 다른 주요 대학들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9)

준비 없이 갑작스레 진행된 비대면 수업은 여러 혼란을 불러왔다. 초기에는 서버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

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수업 대부분이 교수자 재량에 맡겨져 강의의 질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된 수업은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의는 화상 회의 서비스인 줌(Zoom), 웹엑스

(webex)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하거나 녹화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수업 방식에 따

라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했다.10) 이에 따라 비대면 수업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상황에서 강의 형태에 따른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들은 많지만, 대부분 현황 조사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의 다양한 요인이 학업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검토

비대면 강의 만족도 현황
정세영, 김은지(2021)는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섯 가지 어려움 형태를 조사하였고, 과제수행, 시

험준비, 혼자공부, 학습참여, 상호작용으로 총 다섯 가지 형태를 표현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특징상 캠을 끌 수 있어서 수업 

집중이 힘들었다는 의견,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혹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비대면 강의에서의 사회적 실재감
권성연(2011)은 온라인 학습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 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자들이 

자신을 온라인 환경 속에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개념이라고 표현된다. 연

9)　 배훈식, <2학기 캠퍼스도 '썰렁'…주요 대학들, 비대면 강의로 선회>, 《뉴시스》, 2021. 07. 31., <https://www.newsis.com/view?id=NI
SX20210731_0001533325>, 2021. 07. 31.
10)　 조지수, 배정인,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형태와 콘텐츠가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대학생의 관점에서->, 《한국산학기술학회논
문지》 제22권 제3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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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쳤고, 학습자 사회적 실재감과 교수자 사회적 실재감은 모두 토론효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희, 김민정(2006)은 이러닝 중 학습자가 느끼는 사회적 실재감이 학업 성취도, 학업 만족도, 학업 지속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실재감 전체가 아니라 그 하위요인인 의견 교환의 활발성이 학업 성취도와 학업 만족도에 영

향을 미쳤고, 다른 하위 요인인 시스템 활용의 능숙도 학업 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실재감을 구성하는 요소로 비대면 강의에서의 캠 on/off, 녹화강의 여부와 비대면 강의

에서의 상호작용 수준을 설정하였다.

비대면 강의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조지수, 배정인(2021)은 비대면 강의 유형별로 강의 콘텐츠 만족 여부, 교수법 만족 여부, 학업 성취도를 통틀어 만족

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녹화 강의가 실시간 강의나 대면 강의에 비해 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대면 강의에서의 상호작용
송수연, 김한경(2020)은 대학생들의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비대면 강의 중 대인 상호작용 

변인이 강의 만족도와 수강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나, 상호작용의 세부요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

다. 대인 상호작용 변인은 코멘트 반응과 의견 교환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둘 다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다. 또한, 학습자의 

인지적 몰입이 비대면 강의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들의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김윤희(2021)는 비대면 환경에서 글쓰

기 교육을 할 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습의 효율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김가

람(2021)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줌 수업을 한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줌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연구하였다. 캠을 켜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상호작용이 줄어든다는 의견과 마이크를 켜야만 얘기할 수 있는 줌 수업의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에 잘 답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김진모, 손규태, 이은표, 정지용, 장한별, 이화진(2020)은 온라인 실시간 전공수업에서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과 학

습자-학습자 상호작용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두 형태의 상호작용 

모두 학습 몰입을 매개로 하여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호작용 변인으로서의 이름 호명 여부
Morray(2008)에 따르면 양쪽 귀에 동시에 다른 메시지를 들려줄 때, 피험자는 집중하지 않은 쪽 귀에 들린 메시지는 

대부분 보고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짧은 단어들의 목록이나 숫자가 들어간 메시지는 대부분 보고할 수 없었다. 그

러나,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에만큼은 반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비대면 강의 중 학생의 이름을 호명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구성하여 이름 호명 여부

를 상호작용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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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실시간 강의 중 캠 on, 실시간 강의 중 캠 off, 녹화 강의 순으로 학습몰입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실시간 강의 중 캠 on, 실시간 강의 중 캠 off, 녹화 강의 순으로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3. 수업 중 이름이 불리는 집단이 수업 중 이름이 불리지 않은 집단보다 학습몰입점수가 높을 것이다.

4. 수업 중 이름이 불리는 집단이 수업 중 이름이 불리지 않은 집단보다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 가설 1과 2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시간 강의의 경우 특히 캠까지 켜져 있을 때 사회적 촉진 이

론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의의 효율과 학습에 몰입하는 정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반면 녹화 강의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의의 효율과 학습에 몰입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연구 가설 3과 4는 이름의 경우 역치가 낮아 우리의 집중을 가져가고,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일부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이름이 불릴 경우 강의의 효율과 학습에 몰입하는 정도가 불리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

고 예상하여 설정했다.

참여자
무작위로 선정한 피험자 30명을 녹화강의 집단 10명, 실시간 강의 중 캠 off 집단 10명과 실시간 강의 중 캠 on 집단 

10명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집단은 다시 수업에 이름이 불리는 집단 5명과 불리지 않은 집단 5명으로 나뉘었

다. 즉, 총 5명씩 6개 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1.37세(SD=2.31)였다. 참여자 중 여성

은 21명, 남성은 9명이었다. 실험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에 앞서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도구 
본 실험에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대학 강의에서 다룰 법한 내용, 적절

한 난이도, 이름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3개의 OX 문제, 4개의 객관식 문제, 3개의 주관식 

문제 총 10개의 문제로 퀴즈를 구성하여 강의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학습몰입척도는 최미옥(2015)의 연구에서의 문항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몰입척도는 

5점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일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습몰입척도의 Cronbach’s 값은 0.729로 높게 나

타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본 실험은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고려하여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계
여섯 무선독립집단이 강의 종류와 이름 호명 조건에 배치되었다. 강의 종류 조건은 수업 시청 과정에서 참여자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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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실시간 강의, 특히 캠 on 조건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의 존재 인식과 얼굴 마주침으로 인해 

더 많은 상호작용이 발생하였고, 녹화 강의 조건에서는 위의 두 항목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

게 발생하였다. 이름 호명 조건은 수업 시청 과정에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름이 불리는 조건에

서는 의도적인 학습 참여와 집중을 요구 받았고, 이름이 불리지 않은 조건에서는 어떠한 것도 요구받지 않았다. 강의 종류와 

이름 호명 조건의 차이와 이로 인해 암묵적으로 발생한 요구의 차이 이외에는 각 집단은 모두 같은 실험 설계를 따랐다.

절차
본 연구는 실험참여자 각자의 PC, 노트북을 이용하여 연구 프로그램상의 지시와 연구자의 추가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 모든 실험참여자는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zoom에 접속한 뒤 각 조건에 따라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녹화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내용을 학습하였고, 실시간 강의 중 캠 off

는 캠은 끄고, 실시간 강의 중 캠 on은 캠은 키고 zoom에 접속하여 실시간 수업 진행으로 내용을 학습하였다. 수업 진행은 

약 8분 정도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 동의 및 실험 설명] - [학습] - [학습몰입 정도 설문 조사] - [퀴즈]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학습을 완료한 실험참여자들은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여 나이와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학습몰입 정도 설문지

를 작성하였다. 여섯 개의 집단 모두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다.

설문이 끝난 후 제시되는 퀴즈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물었다. 시간제한은 5분으로 두었으며, 제출이 완료

된 것을 확인한 후 실험 종료 안내와 더불어 연구자가 메시지로 연구의 원래 목적을 밝힌 후에 실험을 마무리 하였다.

결과

통계분석
상관 분석 결과: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의 정답수와 학슬몰입 정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학습의 효과와 학

습몰입 정도 간의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0.43)이 있었다.

회귀 분석 결과: 학습몰입 정도가 퀴즈 정답수(강의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습몰입

의 기울기()가 0.180(p<.05)로 나타났다. 즉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이며, 학습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퀴즈의 정답수, 즉 

강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 정도 비교: 강의 방식, 이름 호명 여부를 독립 변인으로, 학습몰입 정도를 종속 변인으로 한 분산 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한계

를 인정한 후 이번 연구는 경향성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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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학습 몰입 정도 분석

df SS MS F p

강의 방식 2 117.8 58.90 2.501 0.103

이름 호명 여부 1 0.0 0.00 0.000 1.000

상호작용 2 15.8 7.90 0.335 0.718

 

그림 52. 학습몰입 비교

우선, 실시간 강의 중 캠 on 그룹에서 가장 높은 학습 몰입 정도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름 호명 여부에 따라 차이는 모든 

그룹에서 미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학습에 몰입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도(정답수) 비교: 강의 방식, 이름 호명 여부를 독립 변인으로, 퀴즈 정답 수를 종속 변인으로 한 분산 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도 경향성에 집중하였다.

표2. 이해도 분석

df SS MS F p

강의 방식 2 10.87 5.433 1.173 0.327

이름 호명 여부 1 0.30 0.300 0.065 0.801

상호작용 2 9.80 4.900 1.058 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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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강의 효과

우선,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사회적 촉진 이론에 따라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실시간 강의 중 캠 on 그룹의 이해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시간 강의 중 캠 on 그룹의 편차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시간 강의 중 캠을 키

게 하는 것이 학습의 개인차가 적은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실시간 강의에서는 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름이 불렸을 때 미세하지만 더 높은 점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녹화 강의에서는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녹화 강의를 시청한 두 그룹 간 학습 몰입 정도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녹화 강의 그룹 간에 개인차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예상된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유형과 이름 호명이 학습몰입과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강의유형과 이름 호명 여부에 따라 그룹은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 뒤,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학습몰입은 강의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의 정답수, 즉 강의 이해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두 

변인은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학습몰입 둘째, 강의유형과 이름 호명은 학습몰입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표본 수의 부족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 경향

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의유형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실시간 강의 중 캠 on 그룹에서 가장 높은 학습몰입 정도

를 보여주었으며, 녹화 강의와 실시간 캠 off 그룹은 비슷한 학습몰입 정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연구가설1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이름 호명 여부는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연구가설3은 통계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원

인으로는 두 가지 근거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살필만큼 표본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름 호명이 전체적인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칠만큼 효과가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다. Moray(1959)의 연구에서 이

름 호명으로 인해 주의가 포획되는 것은 1-2개의 단어에 불과했고, 세 번째 단어부터는 다시 주의를 빼앗겼다. 즉, 수업 중

에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주의가 잠깐 수업에 포획됐을지는 몰라도 학습 전반에 걸쳐 주의가 포획되어 학습에 몰입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이는 표본이 충분히 확보된 후속 연구를 통해 더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강의유형과 이름 호명은 강의 이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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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을 고려하여 경향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강의유형은 이해도에 영향을 미쳤다. 실시간 캠 on 그룹에

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었으며, 실시간 캠 off, 녹화 강의 그룹 순으로 점차 이해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는 연구가설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실시간 캠 on 그룹에서 가장 낮은 편차를 보여주었다. 즉, 실시간 강의에서 캠을 

키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며, 이해도가 크게 뒤떨어지는 학생없이 낮은 편차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름 호명 여부 역시 강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든 그룹에서 이름 호명이 이해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실시간 강의 그룹에서는 캠의 on/off 여부와 상관없이 이름 호명이 이해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녹화 강의 그룹

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실시간 

강의와 녹화 강의에서 실제로 이름 호명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녹화 강의에서의 이름 호명은 오히려 

강의에 대한 몰입을 해치거나, 강의에 대한 부적 감정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원인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역시 표본이 충분

히 확보된 후속 연구에서 더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했을 때, 강의유형은 학습몰입과 이해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이름 호명은 이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몰입은 이해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몰입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강의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비록 표본 수의 부족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이름 호명이 학습몰입과 이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시간 강의에서 이름 호명이 이해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후속 연구에

서 더 밝혀진다면, 비대면 상황에서 강의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도구의 이용이 제한되는 

비대면 상황에서, 강의 중에 학습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학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 학습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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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

수업 내용

수업내용은 《사례중심의 이상심리학》과 《현대 이상심리학》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해리장애는 의식, 기억, 행동 및 자기정체감의 통합적 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을 나타내는 장애를 말합니다. 여기서 해

리란 의식의 통합적 기능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자기 자신, 시간, 장소, 상황, 현실감각과 지각, 주위환경에 대한 연속적인 

의식이 단절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해리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 경험에서부터 심한 부적응 상

태를 유발하는 병리적 해리장애까지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심리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해리장애는 견디기 힘든 외상적 경험이나 심리적 쇼크에 의해 초래됩니다. 외상적 경험은 아동기의 성장배경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격리된 경험, 정서적 학대 등이 해당됩니다. 심리적 쇼크는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배우자의 사

망, 극심한 경제적 결핍 등이 해당됩니다. 해리장애는 외상적 사건이나 심리적 쇼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식의 단절을 통

해 이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해리 장애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의 재수생인 T양은 심리평가 결과, 머릿 속에 다섯 명의 다른 자아가 이야

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나이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각의 이름마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

어 T양의 본명이 은우라고 한다면, 각각의 자아는 @@, @@, @@, @@, @@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자아는 

각기 다른 성격을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 @@이 23세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차가운 성격을 보여주었다면, @@는 스스로

를 10대라고 주장하며 밝고 따뜻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다중인격이라고 불리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두 개 이상의 

다른 성격 상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정체감의 분열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거나 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사건, 중요한 개인정보, 외상적 사건을 기억함에 있어 공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격이 교

체되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뚜렷한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라는 인격이 학교를 가고 친구

를 만나더라도, @@, @@ 등 다른 인격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아동기의 외상 경험에 초점을 맞춰 원인

을 설명하는 모델을 외상 모델이라고 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환자 중에는 아동기의 외상 경험, 특히 부모로부터 격리

된 경험과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아동기의 고통스러

운 경험을 회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리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해리성 정체감 장애

로 발전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외상모델입니다.

또다른 설명 모델로는 4요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외상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나타내는 것

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4가지 요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해리 능력으로 이상에 직면했을 때 현실로부터 해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외상 모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상 경험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응집력 

있는 자아의 획득실패입니다. 즉 해리에 대한 대체 인격의 증가와 발달로 인해서 하나의 응집력 있는 자아를 형성할 수 없을 

때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요인은 바로 진정 경험의 결핍입니다. 외상 경험은 타인이 달래주고 위로

해주고 진정시켜 줌으로써 그 충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상 경험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타인이 부재한 경우 해

리 현상이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모두 갖췄을 때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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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4요인 모델입니다.

이때 아동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인 해리 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외상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방어기제로는 해리뿐만 아니라 억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리와 억압은 모두 불쾌한 경험을 의식

에서 밀어내는 방어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림에서처럼 해리는 성격1과 성격2 중간에 

해리장벽이 생겨서 의식이 수직으로 분할됩니다. 이때 사고의 내용들은 수평적인 의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억압은 

의식에서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을 무의식으로 눌러 두고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놓는 것입니다. 이때는 해

리와 달리 수평적인 단절이 생깁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치료는 우선 환자의 자살시도, 자해행동, 폭행 등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여러 성격을 하나의 성격으로 통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통합은 가장 중심적이고 적응적

인 성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중심적 인격으로 하여금 다른 인격에 대한 이해와 통제의 폭을 

넓혀가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가 나타내는 각각의 성격을 

대할 때는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어떤 성격만을 편애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치료자는 환자의 성격들을 서로 각기 다

른 이름으로 명명하고, 각 성격에 독립적인 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자의 성격 통합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성격 

분열을 조장하고,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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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I

학습 몰입 척도

Q1. 나는 수업을 들을 때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Q2. 나는 수업시간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Q3. 나는 수업시간에 나의 행동을 잘 조절하고 있다.

Q4. 나는 수업에 집중할 때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

Q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을 잘 조절하고 있다.

Q6. 나는 수업시간에 깨어 있다.

Q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

Q8. 나는 수업에 참여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Q9. 나는 수업시간에 신이 난다.

Q10. 나는 수업시간에 다른 요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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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II

퀴즈

1. 해리장애는 외상적 사건이나 심리적 쇼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식의 통합을 통해 이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한다.(X)

2.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는 경우로 다중인격과는 구분된다.(X)

3. 외상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O)

4. 수업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➁)

 ➀ 주요특징

 ➁ 진단기준

 ➂ 사례

 ④ 원인

 ⑤ 치료방법

5.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➀, ➂)

 ➀ 외상 경험에 대해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타인이 부재한 경우는 4요인 모델 중 하나에 들어가지 않는다.

 ➁ 치료자는 각 성격에 통합적인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➂ 치료자는 환자의 성격에 서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명명해 다른 성격들이 중심적 성격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④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아동기의 외상 경험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모델을 외상 모델이라고 

한다.

6. 해리장애의 원인 중 외상적 경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➁)

 ➀ 부모로부터 격리된 경험

 ➁ 배우자의 사망

 ➂ 정서적 학대

 ④ 성적 학대

7. 4요인 모델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➁)

 ➀ 응집력 있는 자아의 획득 실패

 ➁ 선천적 경향성

 ➂ 해리능력

 ④ 외상경험

⑤ 진정 경험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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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람이 외상 경험을 할 경우 사용되는 방어기제 2가지는?(억압, 해리)

9. 수업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사례로 이야기 된 T양은 몇 가지 인격을 지니고 있었나요?(5가지)

10.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치료 목표는?(하나의 성격으로 통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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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더 이상 토지나 자본이 아닌 정보

와 지식이 되었다.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며, 누가 가장 가치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정보권력’이 형성된다. 기존의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와 비교했을 때 정보 권력의 주요한 특징은 더 이

상 국가가 정보 수집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

는 일방적인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국민들 또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성,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가지고 있

기에 국가나 큰 기관을 상대로 정보 권력을 행사할 수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용어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을 감시한다’는 뜻

의  ‘시놉티콘’으로, 과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주장했던 ‘판옵티콘’을 변형한 말이다.

그러나 시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는 것이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감시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

니며, 시민의 정보 권력이 증가하는 만큼 국가 기관 또한 시민을 감시하고 그들의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정교한 기술력과 권

력을 지니게 된다. 세기의 내부고발자라 불리는 미국의 에드워드 스노든 박사가 밝힌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국민을 대

상으로 한 감시 사례를 보면, 조지오웰이 소설 <1987>에서 우려했던 ‘빅 브라더’의 존재와 정보 판옵티콘 사회는 현실화

되는 듯 보인다. 스노든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NSA는 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대하고 정교한 인프라를 가지

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 국민들의 생활 모습과 이동경로 모두를 파악할 수 있다. 노트북이나 스

마트TV에 달린 카메라는 국민들의 모습을 24시간 관찰하고, 스마트폰은 국민들의 통화 내용은 물론 사적인 대화 내용까

지 모두 수집한다. 미국의 9.11 사태 이후 각종 테러와 범죄에 대한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테러를 방지한다는 목적 아

래 미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의 이메일부터 우편, 운전 기록, 통화 내역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명목상으로는 테러 방지

가 목적이지만, 그들이 수집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스노든의 폭로가 없었다면 

NSA의 감시는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는 채로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과 이용은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민의 알 권리 사

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일상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국민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익의 증진’이라는 목적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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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내역, 방문 기록, 자가격리자 감시 앱 등 국민의 24시간 생활범위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 실제로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보관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이나 누리꾼에 의한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혹은 온라인 테러에 대한 논의와 처벌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

다. 코로나 19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이후 ‘언택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언택트 방식이 전염병 시

대에 많은 편리함과 이점을 가져다 주긴 하였으나, 온라인상에 정보를 저장하고,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 증

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의 정보 격차 문제도 주요한 관심사

가 되고 있다. 이에 언론정보학과에서는 코로나 19를 겪으며 나타난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권력 문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논의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크게 정부의 정책 관련된 부분과 개인 혹은 언론에 의한 온라인 테

러 문제 두 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 수집 및 이용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2015년에 감염병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당시, 정부의 뒤늦은 정보공개가 초기 대응의 실패로 

이어졌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불합리한 공포심만 조성해 메르스 치료에 내선 병원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확

진자 발생 지역과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후 시민들의 공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병원

명이 틀리는 등 부족한 정확성을 지적 받았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게 증가했으며, 종결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비교적 실패한 방역 대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르스의 대응과정에서 정보의 비공개가 발생하는 

혼선을 경험한 후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의 대유행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졌

고, 이에 감염자의 이동 경로 공개 등 정보 공개 및 감염병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 예방법)’11)을 개정하고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범위와 권한을 강화하였다.

초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방안이었으며, 

이에 방역당국은 철저한 역학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두었다. 그

러나 초기에 확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했기 때문에 동선을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

거나 성별, 나이 등 거리두기와는 무관한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례로 대구시에서 초기에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 “수제비 끓여 먹음”, “친구 집에서 취침” 등과 같이 역학적 연관성이 희박한사생활까지 공개해 

논란이 일었었다. 또, 강릉시청의 경우 시청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확진자의 성별, 나이, 구체적인 직업까지 공개해 비

판을 받기도 했었다. 이렇게 확진자에 대해 자세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무분별한 추측과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 시민

들은 사회적 침체에 대한 분노를 확진자에 대한 비난으로 분출했다. 

이에 확진자 중 일부가 동선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국가인권위윈회에 진정하였고, 2020년 3월 9일 국가인권위

윈회는 성명을 발표해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06.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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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20년 3월 14일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지자

체에 배포하였다. 이후 수정을 통해 4월 12일에 일정 기간 이후 정보를 삭제하라는 조항을 추가한 제2 판을,6월 30일에는 

성별, 나이, 읍면동 단위의 거주지 등 기재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정되어 제3 판이 배

포되었다. 10월 7일에는 지자체 간의 동선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추적과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촉구하는 항목을 

추가해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이 제1 판으로 발표되었다. 

명칭 판본 순서 배포일 주요 변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안내

제1 판 2020.03.14. -

제2 판 2020.04.12.

•공개 시점, 기간 명시
•마지막 접촉 2주 후 정보 삭제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2일 전부터로 기간 확대
• “소독 완료” 공지

제3 판 2020.06.30.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비공개 명시
•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비공개 명시
•시간순 배열에서 장소 목록 형태로 변경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 장소는 중대본 담당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
제1 판 2020.10.07.

•타 지자체 이동 경로 공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물론 코로나19는 이례 없는 대규모의 사회적 혼란이며,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초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 방책 역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밀접 접촉의 기준, 무증상 감염의 유무 등

은 양질의 관찰 후에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이며 방역 정책은 새로이 알아낸 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적용해 적절한 수준의 대책

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정보 공개와 보다 정확한 지침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확산 초기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정보공개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 나아가 초기 

동선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후 보상이 진행되었는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적절한 방책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의 도입
2020년 2윌 신천지발 1차 대유행과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전파를 계기로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도입되었다. 이전부터 코로나의 확산이 용이한 고위험군 장소를 방문할 때에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과 유흥시설의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명부에 허위

로 정부를 기재한 사례가 속출하고, 이에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자 방역 당국은 IT 기술을 도입해 정보 수집의 정확성을 높이

고자 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인이 동선 정보를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험시설

의 전자명부 작성은 의무화하되 학원, 식당 등의 사업지에도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도입 당시에는 클럽, 코인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던 의무적인 출입

명부 작성이 직종을 확대하여 모든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사업장에서까지 의무화되었다. 도입 범위가 넓어져 2021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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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일행 중대표인 한 명만의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2021년 4월 5일부터는 명부 작성 시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어 

벌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방문한 시민 모두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다. 

현재 QR 체크인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안 목적으로 두 곳에 분산되어 저장된다. 이름, 전화번호, QR코드의 정보는 

QR발급회사에, 시설 정보, 방문 시각, QR코드의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암호화 후 저장되어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

생 시 두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 방역조치에 활용한다. 전자출입명부의 정보는 코로나19의 잠복기인 14일의 최대 2배인 4

주 이후에 자동 파기되고,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후에 명부를 반드시 파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1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방역의 기간이 길어질수록QR 체크인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QR 체크인의 도입에는 허위정

보 기재를 차단하고 개인의 위치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

오긴 하였으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정

부 차원에서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정부 기관에서 정보가 해킹

을 통해 유실된 적은 없으나, 해외에서는 적지 않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웨일즈 주민전체의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3) 인도에서는 ‘Kerela 

Cyber Warriors’라는 해커 그룹이 델리의 의료 서비스 방식에 불만을 품고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정부 서버에 안전

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된 8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의 의료 기록에 액세스했다고 주장했다.14) 위와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해 충분한 예방과 발생했을 때의 대처를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위의 사례들은 확진자들의 건강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였으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선제 검사와 격리를 위해 모든 시

민의 동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지금,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각

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QR 체크인을 개발한 기업들이 전자출입명부정보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점에서 다수 시민의 대량의 정보가 

사기업에 의해 보관되는 것 역시 재고해 보아야 한다. 기업이 동의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QR 체크인을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  플랫폼의 사용 빈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해당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관성을 강화하는데 의도치 않게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소수의 거

대 기업이 양질의 정보를 독점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엄청난 양의 정보가 가지고 있는 중력이 새롭게 생기는 정보를 다시소

수의 기업이 독점하게끔 끌어당기는 이른바 ‘데이터 중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빈번해진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때문에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을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개인 정보 수집, 괜찮을까?
최근에는 명부 작성에서 나아가 더욱 철저한 역학조사를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한‘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시스

템(COVID-19 EISS)’이 개발 및 도입되었다.15) 국토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

을 통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이미 개발된 바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빠르게 시스템이 제작될 수 있었다. 이 시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해설」,2020. 12. 
13)　 한국인터넷진흥원, 「코로나19 관련 개인 건강정보 활용 및 침해 사례」, 2020. 12. 
14)　 한국인터넷진흥원.
15)　 윤종석, 「10분내 확진자 동선추적…세계가 주목한 코로나 역학조사 시스템」, 『연합뉴스』,2020.04.10., 「https://www.yna.co.kr/view/
AKR20200410149400003」,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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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이용할 시 28개 관련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자동으로 10분이내에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역학조사관이일일이 전화를 통해 확진자에게 질문해 정보

를 모아야 한 것에 비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하다.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경우 CCTV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16)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디

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의 과제로 진행 중이다. 기존에 관련 기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절차가 복잡하

고, 수기 확인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부천시는 CCTV 인프라의 밀집도가 높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ICT 융합을 통

해 AI 기술로 CCTV 영상 내 얼굴을 분석하고 동선을 추적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ISS, ICT와 같은 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삶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방대한 양으로 수집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다음과 같은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도입되는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불편함을 속히 해결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그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당장의 위기 상황에 미래 사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

는 선택에 대한 충분한 윤리적 숙의를 건너뛰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앞서 소개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들의 경우, 구체적인 보안망이 계획되어 있다. 모든 확진자의정보를 EISS를 통

해 추적하는 것은 아니며,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EISS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은 질병관리

본부의 승인을 통해서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여 당국의 관리 하에 있다. 부천시의 경우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

화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이동에서 종단간 암호화, 키 관리 서버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2월 4일 광주시의 한 공무원이 광주 첫 번째 확

진자의개인정보를 입수 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결국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개

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완전히 근절될수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충분한 전문 지식과 직업윤리를 함양한 관련 인력을 양성·확보할 필

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역학조사와 관련한 전문 인력을 사전에 충분히 양성하고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전국에는 216명의 역학 조사관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에

는 130명에 불과했던 때에 비하면 개선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부족한 실황이다. 2020년 3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60조

의2항에 근거해 지역구가 특정 기준의 인구수를 충족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별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 조사관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사관의 수가 현재에이를 수 있었다. 인력난에 현재 조사관들은 매우 열악한 환

경에서강도 높은 업무를 강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업무 시간이 종료되고 귀가한 후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통해 업무를 수

행해야 한다.

역학 조사관의 업무는 단순히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카드 내역을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

종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을 판단하거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는등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춰야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역학 조사관은 전국에 34명뿐이고, 이는 전체 역학 조사관에 15.7%

에 불과한 수치이다.17) 이에 의학적 지식을 갖춘 역학 조사관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2021년 7월과 같이 확산세가 급증

하는 때에는 더욱 신속한 역학 조사가 필요할 때에 오히려 인력 부족으로 방역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역학 조사를 위해 의학 전문 지식과 개인정보에 관한 윤리의식을 갖춘 인력을 조성하고자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16)　 윤태현, 「부천시, 인공지능 활용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개발 추진」, 『연합뉴스』,2020.11.09., 「https://www.yna.co.kr/view/
AKR20201106067200065」, 2021.07.25.
17)　 백창은, 「[뉴스+덤] “하루에 전화만 460통”…어느역학조사관의 하루」, 『TBS뉴스』, 2021.07.12.,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
_800=6&idx_800=3442534&seq_800=20435111」,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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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필요성을 바탕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역학 조사관 양성에 관련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니, 이것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

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상화된QR 체크인 등의 정보 수집과 공개는 개별적인 개인 정보 유출

사례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체의 위기 상황은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가치관의 문제를 암시한다. 실제로 데이터3법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여기서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하는 말이며 2020년 8월에 개

정 시행되었다.18)

2020년 5월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4월에 국민 1038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반 기술 서비스 개발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얼마

나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7.5%(804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19) 이는 2019년 11월 참여연대 등 시민

사회계가 진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 간에 제공하는 것에 응답자의66.7%가 반대하고, 민감 정보를 가명처리 뒤 본인 동

의 없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응답자의 80.3%가 반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다.4차위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응답자의 92.7%가 ‘확진자 맵’과 ‘동선정보’ 등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답한 것에서 추론할 수 있다. 90.3%의 응답자가 확진자의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다고 답한 

것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

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직접 유출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빈번해진 전자 개인 정보의 수집과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개인 정보 침해 사례 및 이에 

따라 개정된 정책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진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부의 디지털 감

시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또 다른 시민들의 사생활 보장권을 충돌시킨다. 정보화 시대에 진행되던 변화

를 가속화하고 극대화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반드시 숙의를 거쳐야 할 개인 정보 관련 안건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개인정보 윤리와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

해 코로나19가 드러낸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지침 정립, 여러 개인 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 보상과 예방의 필

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활발한 토론과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겠다. 

언론과 개인에 의한 온라인테러

온라인 수업, 비대면 회의, 재택 근무 등의 언택트 문화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위험이 증가했으며, 언론이

나 누리꾼이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후 악성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의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

은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에 자신의 신상을 드러낼수 

있는 사진 및 영상, 텍스트 자료를 더욱 많이 게시하게 되었고, 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감

18)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3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0.03.30.,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
do?newsId=148867915」, 2021.07.26.
19)　 최민영, 「”개인정보 제공 동의 77.4%” 데이터 3법 설문결과 논란」, 『한겨례』, 2020.05.18., 「https://www.hani.co.kr/arti/economy/
it/945439.html」,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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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혹은 개인의 권리는 희생당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잡으면서 기존에 주로 공인

이나 연예인에 한정되었던 온라인 테러가 개인에게까지 이르게된 것이다. 코로나 확진은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닌, 누

구나 일상 속에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에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이를 바탕으로한 사회적 낙인과 비판은 더욱 심각한 문제

가 된다. 이러한 온라인테러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주체에 따라 온라인 뉴스와 누리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범죄가 

발생하는 매체 유형에 따라 화상 회의 플랫폼, 수기로 작성하는 방명록,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나눌수 있다. 

온라인 뉴스와 누리꾼에 의한 피해(프라이버시 침해 및 근거 없는 비방)
우선 온라인 뉴스와 누리꾼에 의한 온라인 테러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코로나 19가 처음 등장하

고 약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사건을 보면 특히 신천지, 일부 교회와 같은 종교집단,  성소수자 혹은 특정 

지역과 같이 손쉽게 사회적으로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대

역죄를 저지른 범죄자처럼 묘사되고, 전국민의 분노와 비난,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확진자는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

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프레임이 생겼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되어도 마땅하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잡

았다. UN이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고려대학교 서창록 교수님의 책 <나는 감염되었다> 속에는 “코로나19는 내 

명함에 새겨진 온갖 직책과 직위를 뗴버리고, 그저 확진 순서로 넘버링된 번호로 관리되고 격리되고 처리되는 확진자로서 

이 사회의 혐오와 모욕과 부조리를 온몸으로 겪어내보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담겨있다. 코로나19는 한 개인의 잘

못 만으로 얻게되는 질병이 아님에도 개인에게 ‘n번 확진자’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한 개인을 질병을 가진 감염원이자,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를 권리로 갖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각종 온라인 뉴스에서 기자들은 확진자에 대한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였고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 뉴스를 기반으로 확진자

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SNS에 공유하거나 확진자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하며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다. 정부 차원

에서 잘못된 일처리나 미비한 기준으로 코로나19 초기에 확진자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한 것도 문제이지만 수

익적인 관계가 표함되는 온라인 뉴스와, 익명성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환경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더욱 취약하

고 심각하게 만들었고,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더욱 용이해졌다. 일부 누리꾼들이 불편함을 표현할 정도로 확진자에 

대해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정보 외에도, 그 사람의 성적취향, 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여러 정보가 공개

되었다. 

일례로 대전 확진자 두 명에 대한 비방과 추측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는데, 한 확진자에 관해서는 그가 다니는 직장과 해

당 직장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되었으며, 두 확진자의 동선을 두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일 것 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유흥업

소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들이 주를 이뤘다. 위와 같이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 유흥업소나 모텔과 같은 업

종과 관련된 경우 확진자들의 관계성을 의심하거나, 그들의 사생활적인 부분을 폄하하는 류의 댓글이 태반이었다. 용인에

서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게이클럽에 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코로나 확진과는 전혀 관

련 없는 성적인 혐오발언이 가득했고, 실제 연관검색에도 누리꾼들이 그의 얼굴이나 인스타 계정 등을 검색한 내용이 반영

되어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은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맞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

으며. 익명성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나 비방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기에 확진자들은 육체적인피해에 더해 정신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보공개로 인해 실제 확진자의 정보가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그들은 일상 속에서 

확진자라는 낙인에 더해,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지 못하는 분야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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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 나아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정보만으로 확진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고 확진자번호로

만 공유가 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누리꾼들의 악성댓글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기에 정신적인 

피해를 피해가는 것이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인신공격성의 반응이 주를 이룰 경우, 확진자들이 정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은둔하는 경우가발생할 수 있기에 오히려 방역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스 로슬링의 책 <FACTFULNESS> 속에 소개된 인간의 10가지 본능 중 ‘비난 본능’에 따르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적인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기 보다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사회가 아

닌 개인을 비난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물론 일부 확진자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과실을 피해갈 순 없

겠지만, 대다수의 확진자들은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코로나 19는 전세계적인 문제이기에 개인

이 온전하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며, 타인을 비방하기 보다는 함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도 많은 재난 상황들과 전염병이 인류를 덮칠텐데, 매번 질병의 희생양인 누군가를 비난하기 보다

는 그러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확진자를 관리하고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두

는 것이 필요하며, 공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더라도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서 신상이 공개되는 행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처벌을 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오보를 내는 언론에 관해

서는 어떠한 제재를 내려야할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대면 시대 가속화된 인터넷 사용 관련 문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만큼이나 코로나 19 시대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은 언택트 문화의 핵심이 된 

‘화상회의’ 플랫폼이 보안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한가였다. 최근 개봉한 영화 <호스트>는 실제 줌 화

면을 녹화하여 영화 장면을 구성하고, 화상 미팅을 영화의 소재로 삼았을 만큼 온라인 미팅은 대세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2020년 4월, 화상 회의 플랫폼 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줌’은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문제로 큰 논란을 겪었다. 

다크웹에서 줌 계정이 거래되거나, 줌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줌 설치파일을 위장한 악성 코드를 공유하는 개인들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줌의 서버 중 일부가 중국에 있어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줌 시스템 자체에서 보안이 취약했던 부분이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줌 이용을 금지하였고, 이에 줌은 ‘90일 보안 계

획’을 마련하여 암호화 과정을 보완하는 등 몇 개월간 보안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화상회의가 지니고 있

는 취약점이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원격근무, 원격 수업은 크게 확대되었고 줌, 웹엑스, 

구글 미트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회의나 수업이 일상화 되었다. 하지만 위의 플랫폼들은 회의 링크를 지니고 있는 경우 누구

나 접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대기실 사용, 암호 보안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안이 이루어지긴 하나 대

부분의 사람들이 새롭게 개발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회의를 주선하는 사람이 참여

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없는 자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

진이나 각종 악성 댓글을 남기는 ‘줌 바밍’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줌 바밍’ 사례가 놀이형 

범죄로 번져 전문적인 범죄자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놀이형식으로 퍼졌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재

미를 보기 위해 sns 에 자신이 들어가야 하는 줌링크를 공유한 후 ‘줌바밍’을 요청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세종대학교 윤지선 교수의 수업에 일부 사람들이 침입하여 교수를 향해 욕설을 남기고, 수업의 내용

을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교수를 조롱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설명회를 하는 온라인 미팅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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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일베’의 상징을 보이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각종 줌 바밍에 성공한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녹화한 파일을 틱톡,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영상 속 대상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외에

도 재택근무 상황에서 보안이 허술해져 회사의 기밀 사항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

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시기 재택근무를 실시한 근로자 중 51.57%가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경험이 있거

나, 의심정황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이 디바이스,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의 자체적인 보안을 강화하자, 해커들은 화상회

의를 통해 공유되는 자료화면 등을 노리는 사례도 있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실제 웹상에서 녹화된 줌 

회의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녹화본들은 공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

보나 구성원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담고 있기도 했다. 

더 나아가 원격 회의나 원격 수업과 같은 비대면 활동에서는 대면 상황보다 타인의 모습을 캡쳐하거나 목소리를 녹취

하는 등의 일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를 딥페이크 기술에 악용하는 사례도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고, 가해자는 손 쉬운 방법으로 범죄

에 가담할 수 있다. n번방과 같은 사건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것

을 생각해보면 비대면 상에서 녹화나 녹취가 쉽다는 특징은 보안이나 범죄에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염병 상황 속에서 언택트 문화는 필수적이지만,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노력은 물론 

사용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보안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특정 ip주소를 사용하는 계정이줌 회의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등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데이

트 해야 한다.  또한 개인들은 화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녹화한영상이나 녹취록 등을 웹이나 클라우드 속에 보관하기 보다

는 개인이 소장하거나 안전한 경로를 통해 공유해야 한다. 또한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암

호를 설정하거나, 대기실 등을 활용하여 회의와 관련없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회의를 주관하는 호스트

의 경우 호스트가 지정하는 계정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능들이 제

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회사나 학교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곳에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용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줌링크를 함

부로 공유하거나, 다른 화상회의에 침입하여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명록 작성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
원활한 역학조사와 방역을 위해 개인이 방문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이지만 qr코드를 통한 인증, 안심콜, 개

인 안심 번호 등의 수단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용된 수기로 작성하는 방명록은  이름, 간단한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

함하였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보안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방명록에 작성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누군가로부터 ‘애

인이 있는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지’ 등의 연락이 오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요즘은 개인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가지고도 sns계정을 찾아낼 수 있는 만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명록을 통해 사진, 주소 등 각종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더 나

아가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게 내부에서 작성한 방명록의 보관 기간이 4주로 정해져 있긴 하지

만 이후에 가게가 방명록을 폐기하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취약해진

다. 더 나아가현실적으로 각 업종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이들의 실명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정

보가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수기로 작성하는 방명록이 논란이 되자 타인이 볼 수 없는 qr 코드, 안심콜, 개인 

안심 번호 등의 수단이 등장했으나 여전히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업장에서 수기로 된 방명록만 받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qr 코드, 안심콜 등을 이용한 동선 기록의 경우 이를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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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혹은 업장에서 소비자들의 이동 정보나 소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방문 기록의 경우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고 

기록하는 부분이 아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기업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

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하

고, 어느 주체가 보관할 것인지, 혹시라도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다가 유출될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를 이용한 피싱
기존에도 문자 혹은 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피싱은 큰 문제였으나,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 19를 미끼로 한 

각종 스미싱 문자 피해가 증가하였다. 역학조사, 백신 등 코로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문제를 보내는 경우와 비대면 시

대 택배 이용량이 증가한 점을 이용한 택배 기사를 사칭한문자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스미싱 문자였다. 게다가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등을 키워드로 한 스미싱 문자도 보고되었다. 이러

한 문자는 각 시기별로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 대응 초기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에는 ‘마스크를 무료로 받아가라’는 문자가 있었고,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시기에는 상품권이 도착했다던지, 재난지원

금 지급 대상자 관련 안내 문자 등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배송 물량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배송이 지연되었던 상

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모두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개인정

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에 URL을 클릭하기 전에 번호가 안심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내의 보안설정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개인 정보 활용 양태와 그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사례를 가해 주체에 따라 국

가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향후 마련되어야 할 법적 제

도의 공백을 지적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보 수집을 살펴보았다. 메르스 때의 방역실패를 

토대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 수집 및 공개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시간이 흐르며 정보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사회적 소

수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법규를 보완해 나갔으나 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꾸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학 조사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보급되고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국내외로 발

생한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있기에 전산화된 개인 정보의 저장이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꾸

준히 스마트시티 기술이나 CCTV 영상 등의 새로운 기술이 역학 조사를 위해 도입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수집 범위가 더

욱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민주적 숙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삶의 모습을 크게 바꾸며 온라인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의 언택드 생활을 가속화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 뉴스 및 SNS를 통한 개인 정보 침해와 무분별한 비난, 줌 바밍 등 가속화

된 인터넷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작성된 출입명부를 통한 개인 정보 침해, 코로나19를 이용한 피싱 등이 그 예이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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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인터넷 속으로 편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발생한 정보 범죄는 앞으로 이어질 

인터넷 및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일찍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대한 충분한 후속 조치

와 이를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제가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부생의 신분으로 제한된 연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앉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를 갈무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지적되거나 심화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쟁점별로 제시하고, 앞으로 더 깊

게 탐구되어야 할 지점들을 짚어내는 데 의의를 가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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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혐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 체계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에 맞서는 장애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적이 없다면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움베르토 에코, 《적을 만들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전염병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전염병은 순식간에 모든 곳

을 잠식했고, 2020년 3월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HIV(인간면

역결핍 바이러스)와 H1N1(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선언과 함께, 안

온한 일상은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음울한 공포가 사람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 잠겨 있던 혐오

와 차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모든 곳에 산재해 있는 전염의 가능성 앞에서, 모두가 혐오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방역’이라는 공동의 목

표 아래 사람들은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분리되었고, 이는 감염자 집단에 대한 사회 전체의 혐오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에 발생한 ‘신천지발 1차 대유행’과 2020년 8월에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은 특정 지역 및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의 근거가 되었다. 1차 대유행 당시에는 신천지 신도뿐 아니라 대구 및 경북 출신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

동하는 것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일각에서는 대구 지역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었다.20) 2차 대유행 당

시에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시위에 참여한 뒤 확진자가 발생,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일부 교회에서도 코로

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던 일반 교회 신도까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21) 2020년 5월에는 확진자가 

20)　 심진용, <이인영 “황교안, 대구봉쇄·교회 발언 선거용 거짓선동 유감”>, 《경향신문》, 2020.03.30., (https://www.khan.co.kr/politics/
assembly/article/202003301124001), 2021.07.31.
21)　 김일근, <[칼럼]코로나가 초래한 기독교 혐오 심각하다>, 《노컷뉴스》, 2020.08.20., (https://www.nocutnews.co.kr/news/5398228),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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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이태원 클럽의 주 이용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22)

이처럼 코로나19는 기존에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 가령 대구 및 경북 사람들이나 기독교도들마저

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처럼 감염자라는 프레임이 모든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

다고 해서, 기존의 사회적 소수자들이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소수자들에게 감염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그들은 몇 배는 더 원색적이고 가혹한 공격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그 대표적 희생양은 우리 사회 속 익숙한 이

방인, 조선족이었다.

조선족에 대한 혐오의 기제는 영국의 인류학자 에반스-프리차드E. Evans-Pritchard가 잔데Zande족의 종교적 관

념과 믿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불행을 설명하는 방식, 일명 ‘책임소재 해명의 체계에 대한 이론theory of 

accountability’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더운 여름날 아잔데 인들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곡식 창고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가 

무너지면서 그 무게로 밑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창고의 붕괴는 개미가 창고의 지

주를 갉아먹었기 때문이며, 특별히 신비로운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이들 또한 개미가 지주를 갉아먹어 건

물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밑에 앉아 있었는가? 그

리고 창고가 무너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그 특별한 순간에 특정인들이 그 밑에 앉아 있을 때 무너

졌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들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마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잔데 

인들은 마법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강력한 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3)

개미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다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왜 하필 그때 그에게만”이라는 물음은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했

고, 이는 마법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적들의 모습을 새롭게 구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중요한 것은 아잔데 인에게서 나타

나는 “설명의 요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에서 재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족이 전염병의 확산에 실질적인 원인을 제

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잔데인들이 그러했듯이, 일부 한국인들은 “왜 

하필이면 그때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는가?”라는 의문에 그럴듯한 답을 끼워 맞추려 하였다. 이때 조선족들의 고향

이 대부분 중국이라는 사실은, 코로나19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 간의 뚜렷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코로나19의 발원지

라는 중국의 이미지를 조선족에게 덧씌우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조선족은 이렇게 책임 해명을 위한 사회적 희생양이 되었고, 이들에 대한 혐오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하나의 방역 수

단이자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중국)에 대한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획득하고 정당화되었다. 그리고 이러

한 혐오의 정당화에 대해 조선족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온갖 혐오와 차별에 시달려야만 했다. 코로나19라는 전

염병의 비극이 유무형의 폭력으로 점철된 또 하나의 잔혹한 비극을 낳은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충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 구조적 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일상적이고 제도적인 차별, 미디어의 혐오 표현, 소수자

로서 제한되는 발언권, 그리고 이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조선족 사회의 대응을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 사회가 더 다채롭고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서민지, <혐오가 혐오를 낳고... ‘이태원發 코로나’ 동성애자에 불똥>, 《영남일보》, 2020.05.18., (https://www.yeongnam.com/web/view.
php?key=20200512010001550), 2021.07.31.
23)　 해당 일화는 파스칼 보이어, 이창익 역, 《종교, 설명하기》, 동녘사이언스, 2015, pp.39-40과 제리 무어, 김우영 역, 《인류학의 거장들》, 한길사, 
2016, pp.236-237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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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잃어버린 동포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조선족이 한국 사회에서 재미교포, 재일동포, 고려인과는 달리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의 시대, 즉 한국과 중국을 계속해서 오갔던 조선족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

오늘날의 연변에 해당하는 간도 지역은 186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조선족 거주지로서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곳으로 이주한 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의 해, 1910년부터였다. 1910년에 20만에 불과하던 만주 지역의 조선족은 1940년에는 약 145만 명으로 7배 가

량 증가했으며, 간도 지방의 조선족 인구는 15만에서 62만 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한상복žŒÜX1993).24) 특히 1910년

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시기와 1930년대 시기에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일본의 농업, 

노동 및 이주 정책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먼저 191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의 시기를 살펴보자면, 만주의 조선족 인구는 1915년에 28만 2천 명으로, 1920년

에는 46만 명으로 늘어나며 급격히 성장했다.25) 이러한 인구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이유

로는, 한일 합병이 있었던 1910년과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비교적 많은 수의 조선족이 이주해 온 사실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요인만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주한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기엔 부족하며, 따라서 인구가 증가

한 본질적인 원인은 경제적 이유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전체를 통틀어 조선족의 이주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동한 것은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 일본인 지주와 동양척식회사 등에 의해 행해진 조선 농민에 대

한 착취, 그리고 그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가난이었다.26)

이후 1931년, 일본은 대공황으로 인한 자국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는 만주를 침략함과 동시에 수탈에 시달리던 조선 농민들의 불만까지 처리하기 위해 이들을 만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때 관동군의 협조에 따라 1933년 이후 조선인의 이민이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경제 공황으

로 인해 삶이 더욱 궁핍해진 조선 농민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대규모 집단을 형성해 만주

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주에 정착하게 된 조선족은, 중국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

했다. 특히 일본 패망 이후 신중국 설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내전에서 조선족들은 중국 공산당에 지지를 보냄으로써 독자적

인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들은 ‘남의 나라’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조선족의 민족사는 가난과 고통, 그리고 억압으로 물들어 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그들의 삶

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제와의 투쟁, 식민주의적 착취와 극심한 가난을 벗어던지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도 그들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일본의 

만주 지배를 위한 개척 과정에 동원되거나 이곳의 원주민이었던 만주인 집단들에게 배척당하고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여러 고난들을 계기로, 그들은 ‘조선족’이라는 하나의 강한 민족적 정체성 하에 뭉치게 되었다. 이러한 독립적

24)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26.
25)　 Ibid., p.30. 
26)　 Ibid., p.31.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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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체성은 기존의 만주인 집단이나 한족 등과는 뚜렷이 구분되며, 신중국 건설 이후 중국을 자신들의 국가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27)

이때,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모국’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 역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80년대의 조선족은, 모국에 대한 의식을 비롯한 많은 민족적 요소를 정의하는 데 있어 당시 중국과 긴밀한 동맹이었던 

북한에게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당시 중국보다 좋은 여건에 있었기에, 조선족은 북한을 통

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족은 모국을 오로지 북한으로 간주하였고, 남한은 적국이

자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28)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중국이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남한과 중국 사이의 경제 교류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인식에 변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직접 본 남한의 모습은 그동안 북한의 왜곡된 선전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해왔던 실상

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치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점차 본격화되

었고, 이는 조선족들이 남한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9) 그 결과 이전과는 

반대로 남한은 선망의 대상이자 ‘모국’으로 변화했으며, 북한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경제적 개방 이후 북한의 

정치적 경직성과 독재 세습 체제를 접하게 된 것, 우파투쟁 등의 경험으로 생겨난 좌파체제에 대한 깊은 혐오감 등도 인식의 

변화를 가속화했다.30)

조선족이 고국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처절하게 몰락한 북한과는 대비되는 새로운 

모국인 남한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직접 보고 듣게 되었고, 남한에 대한 호감과 동시에 이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31) 즉 그들에게 있어 남한은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신세계와도 같은 곳이었고, 이

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한중 수교는 조선족이 부푼 꿈을 안고 낯설게 변한, 그러나 놀랍게 발전한 남한 땅에 도착할 수 있

게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한국인들로부터 잃어버린 동포에 대한 반가움의 감정에 기반한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조금씩 상

황은 변해 갔다. 한국인들은 조선족이 다른 곳에서 온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신들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였

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불편한 존재’, ‘열등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 계층’으로 인식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했

다.32)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원인은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공장, 일용직, 식당, 간병 업무 등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조

선족들이 중국인들처럼 금전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33) 그

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돈보다도 지위를 중시한다.34) 그들이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것은 그저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그들이 지속해 왔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연장선일 뿐

이다. 하지만 이런 조선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류 집단인 한국인이 행사하는 권력과 함께 그들은, 그저 

‘가난해서 힘들고 더러운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불편한 존재로서 격리되었다. 

27)　 Ibid., p.93-97. 
28)　 Ibid., p.101. 
29)　 Ibid., p.100. 
30)　 Ibid., p.103. 
31)　 Ibid., p.104. 
32)　 송원찬,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연구>, 《문학과영상》 18호, 문학과영상학회, 2018, p.452. 
33)　 Ibid., p.452.
34)　 한상복·권태환, op. cit.,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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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인은 “잘 사는 나라가 조국”이라는 말35)로 대표되는 과거 조선족의 모국 인식에 대한 기본적 자세와, ‘단일 

민족 국가’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공동체적 정서 간의 불협화음과 연관되어 있다.36) 조선족이 처음에는 북

한을 모국으로 생각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 이후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확인한 뒤 점차 남한을 모국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단일 민족주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변화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들이 ‘경

제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모국을 쉽게 바꾸는 행적’에 대해 의심하게 하였는데, 이는 조선족이 한국 사회에 스며드

는 것을 용납하는가의 여부에 있어서 ‘모국 의식’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을 바

탕으로 조선족을 ‘한민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차 확산되어 갔지만, 코로나19 이전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대부분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인 ‘범죄자로서의 조선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다만 이는 조선족 전체에 대한 본격

적인 혐오로는 확산되지 않고 그저 ‘의심의 눈초리’, ‘흉흉한 소문’과 같은 형태로만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수면 위로 올라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그들에 대한 

혐오는 끝날 기미 없이 지속되었고, 범죄자가 아닌 ‘보통’ 조선족도 단지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조선족에 대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혐오가, 조선족 전체에 대한 가시적인 혐오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은 여느 소수자 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되었으며, 조선족은 ‘책

임 해명’을 위한 사회적 희생양이 되었다.

[자료 1]

“코로나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살인,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극소수 조선족 때문에 조선족에 대한 혐오

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자 나라의 보조금부터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차별이 극대화되고 

심화됐어요. 이전의 차별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특정 시점에만 진행되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 동포 

전체가 직격탄을 맞은 느낌이고,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중국으로 돌아가

라는 댓글도 많이 봤어요.”

(B씨의 답변37))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월이었다. 당시에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의 신상 정보와 이동 경로가 낱낱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한 개인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

게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한에서 입국한 일명 ‘3번 확진자’가 국내 연쇄 감염의 원인이 되었는데, ‘3번 확진자’는 한

국인이었음에도 난데없이 중국과 한국의 경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조선족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조선족의 고향이 대

부분 중국이기에 일부 조선족이 한국과 중국을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의 등장과 확산 시기에 한

국을 벗어나지 않은 조선족마저 전염병의 발원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본질적 원인 중 하나는, 조선족에 대한 인식에 그들이 국적을 두고 있는 중국의 이미지가 투영되었

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호주, 유럽에 있는 재외동포는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재중동포와 재일동포는 부정적으로 인식

35)　 Ibid., p.100. 
36)　 송원찬, op. cit., p.450.
37)　 본 연구에서는 2021년 7월 16일에서 2021년 7월 29일의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조선족 네 명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기본 인적 사항,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미디어에서의 차별 및 혐오 경험, 이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인터
뷰는 모두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지만, 필요한 경우 유동적으로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기도 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는 <부록>에 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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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38)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코로나19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간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연관성이 없더라도 조선족에게는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투영되어 기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전염병의 이름에 발원지를 명시함으로써 특정 지역과 민족 집단을 연상하게 된 것도 또 다른 원인이었다. 홍성수

(2018)는 편견 및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를 낳고, 궁극적으로는 증오 범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39) 

마찬가지로 WHO는 코로나19 초기에 통용되던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이 특정 지역 혹은 집단에 대한 낙인을 형성할 수 있

다며 ‘COVID-19’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정확히 WHO가 우려했던 대로, 한국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의 등장은 이미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터넷 뉴

스의 댓글 등지에서 중국이란 어느새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악의 근원’과도 같은 곳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런 부정적 낙인은, 기존에도 사회적 소수자였던 조선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되었다.

[자료 2]

“3월부터 ‘코로나는 너희가 가져왔다.’ ‘우한으로 돌아가라’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는 이 정도로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가시화될 줄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언론 등지에서 코로나가 아닌 ‘우

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여기에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A씨의 답변)

[자료 3]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 및 혐오는) 매체로부터 시작된 거죠. 코로나를 ‘우한 폐렴’이라고 했잖아요. ‘우한’

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봐요.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된 거죠. 사용하는 언어부터.”

(B씨의 답변)

결국 그의 지적대로 코로나19 초기 널리 사용된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혔

고, 이는 중국과 조금이라도 결부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중국 국적을 지닌 ‘조선족’

에 대한 혐오가, 해외에서는 중국인을 닮은 모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차별 행위 및 증오 범죄로 이어졌다. 일부 식당은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걸어 영업하기도 했으

며,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에게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에 대한 금지 및 추가 

수당을 요구했다.40) 몇몇 택시 기사들은 중국인 승차를 거부했고, 거리에서는 일단의 한국인들이 중국인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발언을 하여 해당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41) 이러한 차별은 비단 중국 공민의 다수

를 차지하는 한족뿐 아니라 중국에서 온 한국 혈통의 조선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38)　 윤인진 외 4인,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27(1), 2015, pp.31-68.
39)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도서출판 어크로스, 2018, pp.81-85.
40)　 배지현, <식당 앞엔 ‘중국인 출입금지’ SNS에선 ‘조선족 도우미 그만’>, 《한겨레신문》, 2020.01.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925990.html#csidxa8bbb0da27alf22a2b016ab4b37c3c6), 2021.07.31.
41)　 정은나리, <‘우한폐렴’ 계기로 폭발... “왜 우리만 피해 보나” 中혐오 확산>, 《세계일보》, 2020.02.01., (https://www.segye.com/newsView/2
0200131512875?OutUrl=naver),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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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코로나가 터진 후부터는 숨도 못 쉬게 되었어요. ‘조선족은 음식 만들 때 하수구의 기름때를 넣어서 음

식을 한다’는 등의 무차별적인 혐오 표현도 많아졌고,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안 주는 등 인권 관

련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A씨의 답변)

이처럼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한중 수교 이후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욱 가시적으

로 변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단지 코로나19라는 지극히 가시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

었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을 추동한 근본적 기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경험적 형태의 폭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며 비가시적인 구조적 폭력이었다.

혐오를 정당화하는 구조적 폭력 
: 조선족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코로나19는 많은 이들의 생명에 직접적 위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취약한 부분과 불편한 민낯을 드러내기

도 했다.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대된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거나 더욱 명백해진 각종 혐오와 차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사례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노르웨이의 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처음 제안한 ‘구조적 폭력’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적 폭력은 개인 간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법, 규범, 관

습 등의 사회구조와 제도에 의하여 착취와 억압의 형태로 개인 및 특정 집단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다.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인 폭력과 달리 폭력의 주체와 폭력의 기제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제도에 편입되고 그 속에서 작동하기에 쉽게 합리화 및 

정당화된다.42) 본고에서는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모든 혐오와 차별을 구조적 폭력 혹은 구조적 폭력의 출발점

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조선족은 불결하고 차별받아야 마땅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이것이 법과 제도

에 반영되면서 구조적 폭력이 양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당연한 일인 듯 정당화되고,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조선족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코로

나19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구조적 폭력이 나타났을까?

우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조선족 노동자의 일부는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B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실직한 조선족들의 수

가 매우 많다고 호소했다.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때 고용주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에 ‘감염 위험이 있어 보이는’ 외국인들보다는 ‘안전해 보이는’ 내국인들을 선호했다.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식당에서 해고된 것은 조선족 직원들

이었다.

42)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969, pp.167-19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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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중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에 친척이 있지 않냐느니, 우한에 친척이 있지 않냐

느니 하는 이유로 우리와 같이 일하지 않으려 했어요. 쫓아냈죠. 코로나가 우리와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퍼지면서 눈치를 엄청나게 봤어요.”

(B씨의 답변)

한편, B씨는 조선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간병인이라고 주장했다. 고향 방문차 중국에 갔

다 온 간병인들은 아예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일터

에 고용될 때마다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잠시 휴무 기간을 가진 후 원래 다니던 일터에 

복귀할 때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검사가 유료였을 뿐 아니라 지금처럼 검사가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았기에,43) 매번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조선족 간병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중국

에 간 조선족 간병인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면서 남은 간병인들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휴가를 내는 것도 대체 노동자를 직접 구한 후에야 허용되었기 때문에 고충은 더욱 컸다.

조선족 간병인들은 마스크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 주었지만, 간병인은 병원 소속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했다. 의료 기관에 지급되는 공적 마스

크는 의료 기관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공급되는데, 마스크 지급 대상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에 국한되

었기 때문이다.44)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초기에는 한국 국적이 없을 경우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웠기에, 일부 간병인들은 

한 달 동안 같은 마스크 하나를 빨아서 재사용하기도 했다. 간병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들이 간병하는 환자들에게도 병

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족 간병인들의 마스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 6]

“한국 국적이 없는 조선족 동포들의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초반에 마스크 확보가 어려웠어요. 약국

에서 마스크를 쉽게 받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한 달 동안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신 분도 있었어

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기본 생활용품을 사러 마트도 못 나가다 보니 상황이 어려웠죠.”

(A씨의 답변)

위의 사례보다도 구조적 폭력이 극적으로 드러난 영역은 재난지원금 수금과 건강보험의 문제였다. 코로나19 초기의 재

난지원금은 모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조선족은 재

난지원금을 수급받는 문제에서도 철저히 소외되었다. 특히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영주

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각종 이주민 인권 단체는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을 개선하

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뒤늦게 예산을 마련하여, 주민 등록 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를 내

는 이주민에 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60만여 명의 이주민들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

다. 또 설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43)　 연구가 진행된 2021년 7-8월을 의미한다.
44)　 김우정, <간병인 80%가 조선족... 공적 마스크 0개 “코로나 옮을라”>, 《신동아》,  2020.03.22., (https://shindonga.donga.com/3/
all/13/2014554/1),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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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외국인이 자력으로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 속에서,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조선족과 이주민들은 국가의 보호로부터 철저히 배

제되었다.45)

혹자는 조선족을 두고 ‘한국 국적도 없으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민족’이라 말한다. 그러나 조선족이 한국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해 소득이 약 3,800만 원46)을 넘겨야 한다. 조선족의 대부분이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국적보다 요건이 완화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 역시 충족

하기 쉽지 않다.

[자료 7]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곤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상 결혼을 하는 방법 외에는 영주권 신청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영주

권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벌어도 그 수준이 안 돼서.”

(B씨의 답변)

 

B씨는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다하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에서 노동하는 조선족들이 그 돈을 모두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선족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

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중국으로 보낸 것은 “한참 전”의 이야기이며, 현재는 조선족 가족 전체가 한국에 정착해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진술했다. 즉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에서 돈을 쓰고 있다. 그럼에

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선족을 모든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혜택의 성격을 지닌 재난지원금 수혜의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 건강보험 가입 문제였

다. 인터뷰 대상자 A씨와 B씨 모두 비자가 만료되면서 건강보험이 종료된 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고 진술했다. 코로나19 발

생 이후 시점에서 비자가 만료된 조선족들은 일단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당시 중국행 비행기는 그 자체도 매우 드물게 

운항했고 운임도 매우 비쌌다. 게다가 직행 비행기가 없을 경우 경유를 할 때마다 경유지에서 매우 긴 자가 격리 기간을 보

내야 했다. 결국 비자가 만료된 조선족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의

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무리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A씨는 조선족 동포들이 방에서 피를 토

하면서도 버텨야 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는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였음을 역설했다.

[자료 8]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건강보험이 없어서. 암이나 결핵 이런 거에 걸려도 방에서 쓰러져서 버티는 거

죠. 건강보험 문제는 정말로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어요. 사람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A씨의 답변)

갈퉁은 구조적 폭력이 합법성을 지닌 사회구조와 제도를 통해 행해지기에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기 쉬우며, 이 경우 역

45)　 이재호, 김양진, 이지혜, <‘이주민 차별’...5차 재난지원금도 안 바뀐다>, 《한겨례》, 2021.08.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1006510.html), 2021.08.14.
46)　 국적법 제3조 2항 가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2020년 기준 3,762만 1,000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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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으로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합법적 기제들이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의료 기관에서 조선족들을 해고하

거나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병원의 ‘권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

다. 또 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는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행정부가 고안한 것이기에,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모두 조선족을 일반화하는 선입견과 단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시

작되었기에, 구조적 폭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구조적 폭력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염병은 국적과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치명

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계 유지, 마스크 수급, 재난지원금, 건강보험 등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들은, 모든 사람

이 아니라 특정 국적과 민족성을 지닌 이들에게만 허용되었다. 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그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

나기에 중요하고 위급한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구조적 폭력은 추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피해를 낳기에 크게 주목받지 못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이 모두의 생명이 위협받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적 폭력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조선족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 합리성 혹은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서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는, 비단 “합법적 테두리”에 있는 일상생활에서만이 아닌 미디어에서도 나타났다. 미디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조선족에 대한 혐오의 확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영화나 언론이 만들어내는 조선족의 이

미지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을 한층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미디어는 조선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혐오적 표현이 난무하는 장이 되었다. 이렇듯 미디어상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족 혐오 현상은 매우 지속적이고 광범

위한 파괴력을 지닌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조선족을 ‘불결한 존재’나 ‘범죄자’로 다루어 온 대표적인 미디어는 영화였다. 가령 2010년에 개봉한 <황해>, 2017년

에 개봉한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의 영화에서 조선족은 흉악한 범죄자로, 그들의 밀집 거주 지역은 불법의 온상지로 

묘사되었다. 특히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는 대림동과 가리봉동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47) 한편 영화 <황해>를 패러디한 개그콘서트 코너 ‘황해’에서는 보

이스피싱 범죄자를 조선족으로 설정하여 조선족의 말투는 물론 복장, 행동 등을 희화화했다. 이러한 미디어의 묘사는 조선

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혐오와 차별로 이어졌다. 결국 2017년,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및 지역 주민 60여 명이 해당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인격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및 정신적 피해

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48)

조선족 범죄자를 집중 조명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언론도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 주된 미디어였다. 대표적으로 

여성 토막 살인이 벌어진 2012년의 오원춘 사건과 2014년의 박춘봉 사건을 다룰 때, 언론은 이들의 이름 앞에 ‘조선족’을 

붙임으로써 범죄의 주체가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유독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잔혹성 쏙 빼닮은 두 조선족’, ‘이번에

도 조선족’, ‘끝없는 조선족 범죄’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기도 했다. 즉 당시 일어난 두 사건은 모두 개인의 범죄임에

도 불구하고, 언론은 살인 행위를 조선족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언론의 편파적 보도는 조선

족을 한국인 혹은 한국 내 다른 외국인보다 흉악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

47)　 최인규·전범수,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에 나타난 범죄 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2019, 107-125p.
48)　 박정훈, “‘엄마가 범죄자냐’는 말까지”...‘청년경찰’에 법적 책임 제기한 이유>, 《오마이뉴스》, 2020.06.21.,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159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
campaign=naver_news),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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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실제로 조선족 및 중국인 범죄자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로 높지 않음49)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 한국인 

답변자 중 60%는 조선족을 차별하는 근거로 ‘조선족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선정하기도 했다.50) 이는 미디어의 차별

적 묘사와 무분별한 낙인찍기가 조선족이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또 조선족의 소행 아니냐’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조선족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고, 

일상 속에서도 조선족들은 ‘흉악한 살인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유 없는 차별과 도 넘은 혐오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미디어는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해 왔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은 조

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은 미

디어가 혐오의 확산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특히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각종 미디

어에서 조선족을 중국이나 코로나19와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조선족을 향한 혐오와 비난은 반중 감정과 함께 더욱 거세

지고 짙어졌다.

 

[자료 9]

“뉴스 댓글을 많이 봤죠. 짱깨,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전쟁이 나면 북한 편을 들 거다. 이런 말들을 보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요새는 하도 많이 욕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네는 욕해라. 나는 살아가련다. 이런 느낌으로.”

(B씨의 답변)

 

[자료 10]

“한국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우울했어요. 계속 보다 보니 우울감이 심해져서 한 번은 수업을 안 나간 적

도 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C씨의 답변)

 

[자료 11]

“유튜브 댓글에서도 싸우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제가 성격이 좀 무

던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D씨의 답변)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체성으로 조선족을 강조하는 인터넷 기사의 타이틀, 조선족을 근절해야 할 ‘악(惡)’으로 상정하

며 혐오 표현을 쏟아내는 유튜버들, 그리고 그 혐오에 동조하며 혐오를 재생산하는 수많은 익명의 댓글들. 조선족 인터뷰 대

상자들은 하나같이 조선족을 향해 화살을 겨누는 인터넷 공간에서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고 회고한다. 

미디어 공간에서의 구조적 폭력이 가지는 위험성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는 정보 전달 기능에 중심을 두었다면, 현대 사회의 인터넷 공

간과 뉴미디어는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쌍방향적인 사회적 공론장으로 진화했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더 쉽고 빠르

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익명성에 숨은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오인되는 문제, 그리고 그 

글들에 책임이 수반되지 않게 되는 문제51)를 낳았다. 미디어에서는 정확한 검증과 해석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즉흥적이고 감

49)　 최수형 외 20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207~230p.
50)　 김난영,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 '조선족'에 부정적>, 《뉴시스》, 2015.11.13., (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
51113_0010413465&cID=10201&pID=10200), 2021.07.31.
51)　 박창호, <인터넷 댓글과 폭력성>,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제42호, 2012, 94-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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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부정적 주장들이 난무했고, 이때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묻혀 갔다.52)

조선족을 둘러싼 미디어의 의사소통방식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그늘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그저 ‘픽션’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언론은 ‘팩트’에 기반한 것뿐이라는 변명으로 폭력을 묵인한다. 그렇게 조선족은 범죄자나 감염자 같은 

부정적 프레임을 떠안게 되고, 개개인은 미디어를 매개로 조선족을 향한 혐오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같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당화한다. 이렇듯 미디어가 지닌 선동의 힘은, 동조 심리를 활용해 조선족을 향한 혐오를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여기도록 이끈다.

*

이처럼 구조적 폭력은 조선족의 생계와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매개로 익명성 뒤에 숨은 집

단에 의해 은밀하게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폭력의 형태가 가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구조적 폭력이 낳는 문제점은 같다. 물

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은 최소한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주지만, 구조적 폭력을 비롯한 간접적 폭력은 사회 

구조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53)

여기서 구조적 폭력이 지닌 가장 큰 위험성이 드러난다. ‘당연하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문제 제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별 것도 아닌 일로 예민하게 구는 사람’,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자격조차도 없

는 사람’이라며 도움은커녕 차가운 냉대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이 비

참한 상황 속에서, 조선족은 점차 침묵하기 시작했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해 봤자 오히려 더 큰 비난의 화살이 되돌아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언제든, 어디서든 죄인처럼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다.

 

[자료 12]

“조선족 관련 이슈나 문제 생기면 다 같이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을 하면 화살이 다시 조선족

으로 오기 때문에 해명도 안 하고 조용히 식당 문도 닫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거죠, 중국이 잘못하면 우리

에게도 총알이 날아와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조용히 하고 있어라, 학교 가서 싸우지 말라고 얘

기하고요. 기사 하나만 떠도 엄청나게 비난받으니까요.”

(A씨의 답변)

이처럼 조선족을 향한 구조적 폭력은 코로나19의 상황을 만나 더욱 증폭되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버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폭력에 맞서야 했다. 그렇게 연대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52)　 Ibid., 95-98p.
53)　 이재봉,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 7호, 1998,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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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함께 견뎌 낸 조선족 
: 기본권 회복의 움직임

조선족은 차별을 당하는 객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했다. 실체 없이 가해지는 혐오와 

차별을 조금이나마 진화(鎭火)하기 위해,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행동 원칙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었

다. 한 명, 혹은 한 단체 내에서라도 조선족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조선족 전체가 모든 비난의 화살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

이다.

가령 2020년 6월 구로구에 위치한 조선족 쉼터에서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조선족은 ‘공공의 적’으로 설

정되어 무자비한 혐오를 감내해야 했다.54) 이 쉼터는 생활이 어려운 60대 이상의 독거노인들이 장기 거주하는 공간이었으

나,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공간 확보가 어려워 개별적인 공간조차 마련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처럼 감염에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외적 요인이 감염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해당 감염을 모두 조선족 개개인의 탓으

로만 전가하며 이들을 혐오의 늪에 빠트렸다. 결국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강력한 혐오를 맞닥뜨린 조선족들이 아픔을 함께 

견디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확진자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자료 13]

“조선족 단체 톡방에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 ‘우리마저 걸리면 정말 끝장이다’,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 걸리면 한국 사회에 우리의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

면서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 대림동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더 드물어요.”

(A씨의 답변)

[자료 14]

“‘조선족은 중국인이니까 더럽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들도 직접 소독 기계를 구입하시면서 구석구석 소독을 하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넌 우한이다, 코로나다, 

중국인이다’라며 여전히 시선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이것 때문에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속에서 아주 열불이 나죠.”

(B씨의 답변)

[자료 15]

“저는 학교에만 있어서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대림동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행동을 더 조심할 것이

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더더욱 두려울 거예요. 조선족에게 

원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코로나까지 걸렸다고 하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생계에도 영향이 있

기 때문에 많이 조심할 겁니다. 뉴스를 보면 대림동에서 그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부지런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D씨의 답변)

54)　 이근아, <중국동포 쉼터서 확진자 나오자…‘조선족은 공공의 적’ 혐오까지 이중고>, 《서울신문》, 2020.6.9., (https://www.news1.kr/photos/
details/?4101621), 2021.7.29. 

Ⅳ



146 동상9몽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바라본 세상

위 인터뷰 자료들은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대림동에서 코로나19 이슈에 민감하게 대처하게 된 데는 생계에 대한 위협

뿐 아니라 조선족 혐오에 대한 ‘두려움’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나 저러나 자신들에 대한 혐오가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조선족은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며 코로나19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

에 없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방역수칙을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서로 충고해 주는가 하면, 식당마다 마스크를 비치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회의를 열거나 실내 공간의 소독을 철저히 수행하는 등 대림동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

력했다. 

[자료 16]

“아무래도 조선족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연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조선족 단체만 60여 

개가 되는데, 원래는 서로 잘 뭉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조선족 단체들이 모이는 비상 

회의를 몇 차례 열었어요. 어떻게 대림동 방역을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죠. 이런 연대가 없었다면 

대림동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B씨의 답변)

B씨의 답변은, 코로나19는 서로 연대가 부족했던 조선족 단체들이 함께 뭉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조선족에게 닥친 실질적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조선족 단체들은 비

상 회의를 통해 대림동에서의 방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조선족에게 가해진 차별적 

대우와 정책에 대한 포럼을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 조선족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이자, 대

림동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대림동은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인 밀집 지

역이라는 이유로 기피 지역으로 낙인찍혀 큰 타격을 입었으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을 동안 중국인 확진자는 단 1명도 발

생하지 않았다.55)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는 일은 비단 단체만이 아닌 개인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자료 17]

“한국에서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가 부족했는데, 그때 많은 조선족들이 서로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친구들끼리 마스크를 서로 나눠주기도 했고요.” 

(C씨의 답변)

이처럼 조선족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함께 살 길을 찾고자 했고, 이는 조선족 내부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들의 연대와 협력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혐오를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으로서 기능했다. 

*

그러나 방역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선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그칠 기미를 보

이지 않았다.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족들이 언제까지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특히 마스크 확보가 어려웠던 코로나19 초기 상황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조차 들기 어려운 가혹

55)　 신웅수, <‘한국 속 중국’ 대림동 인식을 바꿔주세요>, 《news1 코리아》, 2020.3.15., (https://www.news1.kr/photos/details/?4101621), 
2021.7.29. 



147제7장 코로나19 시대에 드러난 조선족 혐오의 민낯 -조선족에 대한 구조적 폭력과 그 대응을 중심으로-

제
7
장

제
1
장

제
8
장

제
9
장

제    
장
10

제    
장
11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한 현실은, 이들이 약화되는 생명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었다. 마스크가 없으면 기본적인 외출조차 할 수 

없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만료된 건강보험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마치 감옥처럼 집에만 있어야 했던 조선족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많은 조선족들이 고통 속에서 철저히 소

외된 채로 생존의 위협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선족들은 마냥 현실의 벽을 두려워하며 침묵할 수는 없었고, 

스스로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도록 나서게 되었다. 

특히 일부 조선족들은 이들이 겪는 불우한 삶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부당함에 맞

서 싸워나가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 이에 이들은 확진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에서 나아가, 조선족 전반

의 권리 증진을 위한 행동들까지 조직하기 나서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명이 A씨였다. 

[자료 18]

“한국 국적이 없는 조선족 동포들이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초반에 마스크 확보가 어려웠죠. (중략) 그래

서 제가 직접 구청에 상황을 이야기하며 빠르게 조치하라고 했고, 그 결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어요. 다행히 법무부, 보건복지부까지 이야기가 전달되어 마스크를 센터로 보내 줬는

데,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한국인들이 센터로 혐오가 담긴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중략) 사람들의 목숨

이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재외동포국장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겪는 현실을 이야기했고, 그 결과 비자가 만료된 조선족들에 대한 비자 연장을 극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죠.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세대에서 이뤄지긴 힘들겠죠. 시대의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라도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나서는 사람이 없으

니까, 저라도 해야죠.”

(A씨의 답변)

중국 동포 지원 센터를 운영했던 A씨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회고하며, 힘겨운 삶에 허덕이는 조선족들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조선족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했을 때 A씨에게 전화를 걸면, A씨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가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서 개개

인들의 문제 해결을 도왔다.

A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선족 센터에서 일했던 B씨 역시 코로나19 초기에 부족했던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

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B씨는 마스크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던 간병인들의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마스크를 사비로 구입

하여 조선족에게 나눠줌으로써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자료 19]

“마스크를 제 돈으로 사서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식당에 비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간병인들 중 80%가 

중국 동포라고 봐야 하는데, 병원 직원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간병인들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출하니까 마스크를 만 개 

넘게 주었어요. 또 제가 직접 요양원을 다니면서 마스크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요양원들이 사람들을 들

여놓지 않기 위해서 봉쇄되어 있는 상황도 많아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치 첩보 

작전처럼 벽 뒷문으로 간병인들에게 마스크를 건네준 적도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좀 괜찮아졌지만요.”

(B씨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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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단의 조선족들과 각종 단체들의 활약으로, 조선족은 생명권을 비롯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

소한의 권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조선

족들의 처지가 파국으로 치달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씨가 남긴 “제가 아니면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라도 해야죠.”

라는 말을 통해, 조선족들에게는 여전히 ‘생존’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 20]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아주 공식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조선족들이 잘 가지 않아요. 자기 일처럼 해

주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조언만 해주는 정도라서요. 그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처럼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려는, 전화를 취하는 모습 자체가 이분들한테 속시원한 느낌도 주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우리 세대가 이런 여러 일들을 겪어야만 다른 시대가 오니까, 지금 이 시기도 역

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나의 페이지가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더 좋아

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사는 거죠.”

(A씨의 답변)

위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일부 조선족 지원 센터들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선족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지원 센터의 필요성은 이전보다 증대되었으나, 정작 이들의 권리 수

호를 위해 힘써야 할 센터들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족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이는 다문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타민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지, 타민족이 누군가

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렇듯 조선족은 코로나19, 그리고 그보다도 더 강력한 혐오와 차별이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 서로 뭉쳐야만 했다. 이러

한 연대는 코로나19로부터의 감염을 방어하기 위한 1차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혐오와 차별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이나마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자 자신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싸움의 일환이었다. 그 가운데 조선족

의 아픔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일부 조선족들의 적극적 움직임이 형성되었고, 서로 단절되어 있던 단체들의 극적인 

협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족을 향한 혐오의 종결을 기대하며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조선족은 

‘책임 해명’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 이들에 대한 혐오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정당화되었고, 이에 조선족은 고통받을 수밖

에 없었다. 본고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조선족이 무차별적인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기 위해, 조선족의 역사와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조선이 일제에 강제 합병된 1910년 이후였다. 조선인들이 만주를 향

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일제에 의한 수탈과 착취, 그리고 이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조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여전히 가난했

고, 일본인들과 만주인들에게 고립되고 배척당했다. 이에 이들은 ‘조선족’이라는 하나의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뭉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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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다, 한중 수교 이후 발전된 모국에 대한 기대를 품은 채 남한으로 향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들어온 조선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동포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변화했다. 이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3D 업종에 종사한다는 사실과 이들이 금전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는 편견의 복합적 작

용으로부터 기인했다. 또 상황에 따라 모국을 바꾸는 태도가 단일 민족주의의 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것 역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본고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욱 확대되고 가시화되는 양상에 

주목했고, 이를 ‘구조적 폭력’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구조적 폭력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과 구별되면서, 사

회 구조와 제도에 의하여 행해져 더욱 쉽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생한 조

선족의 실직 문제, 마스크 수급 문제, 재난지원금 및 건강보험에서의 배제는 모두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나타나면서 조선족들을 고통받게 했다. 코로나19가 발

생하면서 미디어가 조선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혐오적인 표현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장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구조적 폭력은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고, 조선족은 침묵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조선족은 혐오와 차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객체는 아니었다. 그들은 실체 없이 가해지는 혐오

와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뚜렷하지 않았던 연대

가 더욱 가시화되었고, 조선족 전반의 권리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조선족 인터뷰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를 이 과도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주변화되어 구조적 폭력의 대상이 된 조선족들

에게만 남겨 놓을 몫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하는 책무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를 접하고 받아들

이며 재생산하는 주체인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조선족에 대해 실체 없는 혐오를 가하지 않도록 성찰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미디어는 조선족의 모습에 대한 과장과 왜곡을 멈추어야 하며, 정부는 조선족을 국가의 사회적 안

전망으로부터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선족 혐오와 관련된 기존의 분석틀에 코로나19의 맥락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그 가장 최근의 작동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단순히 미디어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활

용해 조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수집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코로나의 종식을 염원하는 것처럼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종식되기를 바라며,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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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는 결코 코로나19 창궐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화적, 가치담론적 변화가 양산됨에 따라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이 인용했던 말이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는 우리 삶 속 모든 분야에 걸쳐 작게는 마스크의 생활화, 이른 귀가와 모임 자제 등의 일상적인 변화부터 크게는 소상공인

의 경제적 피해와 국내 경제 악화, 의료 포화, 그리고 국가 간 직접 교류 제한 등까지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러한 규제들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실질적인 이동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정부 규제의 실질적

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명목상의 ‘규제’만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56)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는 현상은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는 데에 큰 위협이 된다. 특히나 코로나19의 경우, 사회적 딜레마

의 성격이 강하여,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도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구성

원 및 기관에 대한 신뢰가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해 방역체계에 순응할 실존적 위협과 직접적 계기가 비교적으로 적은 20대는 충분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생활의 제한을 받으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준수할 유인이 적다. 이에, 이동량이 가장 가변적인 동시에, 

규제 준수의 유인이 가장 적은 20대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사회적 신

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할지의 의문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19 대응정

책 준수와 직결된다는 관점 하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라는 다층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라는 맥락 하에

서 20대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

는 일반신뢰,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백신에 대한 신뢰 중 어떤 

신뢰 개념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룬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이 국가역할

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뢰 개념들 중 정부신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정치이념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 여러 계층의 정부 관련 행위자 중 어느 행위자가 사람들의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

56)　 허욱, “서울대 의대 연구팀 “거리두기 규제 효과 떨어져””, 
채널A, 2021.08.2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414, 2021.08.26.

제8장

코로나19 사태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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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층별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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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지 또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과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행연구,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본 연구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시스템 수준(system-level)에서 우선 분석한 뒤, 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부신뢰를 행위자 수준(actor-level)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절은 첫째,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 정부신뢰, 일반신뢰와 의료체계·제공자·기술 신뢰 및 백신 신뢰 간의 관계성, 그리고 정부신뢰의 영향에 

대한 정치이념의 조절효과를 다루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다양

한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계층별 정부신뢰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탐구하고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1. 시스템 수준(system-level) 분석

1) 신뢰 개념의 분류와 코로나19와의 관계성
신뢰 개념은 일반적으로 크게 수평적 신뢰(horizontal trust)와 수직적 신뢰(vertical trust)로 구분이 된다. 수평적 신

뢰는 대인신뢰와 사적신뢰로 불리기도 하며, 보통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일컫는다(이수인, 2009). 수평적 신뢰는 특

수신뢰와 일반신뢰로 또다시 나뉘며, 특수신뢰는 개인이 잘 알고 지내는 구체적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일컫는 반면 일반신

뢰는 잘 알지 못하는 추상적 타인이 선의와 정직성과 같은 특성을 지닐 것이라는 집합적 수준의 기대를 반영한다 (이수인, 

2009). 수직적 신뢰는 공적신뢰와 제도신뢰의 동의어로 쓰이며, 한 사회내의 제도, 규범, 혹은 체제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이수인, 2009). 

코로나 사태 하에서 신뢰 개념은 큰 중요성 및 연구 가치를 가진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분배와 같은 코로나 사태의 

해결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집단행동 문제의 형태를 띤 사회적 딜레마 상황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더 

나아가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빠른 종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도가 국민의 내성(tolerance)을 함양하고(Putnam, 2001), 이는 기능적

으로 더 건강한 사회를 배양함으로써(Wilkinson et al, 1998) 한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딜레마를 더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Fukuyama, 1995; Van den Bos et al, 1997)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제도신뢰 중 정부신뢰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대인신뢰 중 일반신뢰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직면한 한국 사회의 대학생 및 20대의 보건의

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즉,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변화 양상이 정부신뢰와 일반신뢰 중 

어느 유형의 신뢰와 더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는지, 혹은 그러한 사회/정치적 요인이 아닌 코로나19 백신, 의료기술, 전문가 

및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대변하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신뢰 간의 연관성을 탐구한 연구는 이미 

여럿 존재하지만(양준용, 2015; 정백근 외, 2010),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맥락 하에서 이러한 관계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함의를 지닌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의 일반신뢰 수준은 방역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사회

적 거리두기 제도로 인해 증대된 가변성을 지닌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규칙 위반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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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만남과 외출을 최소화하는 생활방식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추상적 타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

침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선거 및 정당 지지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길정아, 2021), 정부

신뢰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동되는 현상 또한 나타난다. 따라서 코로나19 하에서 보건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순전히 의료기술 및 체계에 대한 신뢰인지, 그 체계가 선포한 ‘게임의 규칙’을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지킬 것이라는 일반신뢰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부에 대한 신뢰인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라면 정부의 어떠한 계층에 대

한 신뢰인지를 분리하는 작업은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하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본질을 분석함에 따라 추후의 코로나19 정책의 방향성에 대

해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문가들의 권고 및 

처방에 순응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흡연이나 고위험음주를 멀리하는 생활방식을 보인다 (정백근 외, 2010). 이는 보건의

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동 체계 내의 여러 예방적 활동들의 성공률이 유의미한 관계성을 지닐 것이라고 암시하며 (정백근 

외, 2010), 코로나19 하에서는 백신 접종률과 정의 관계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해 방

역체계에 순응할 실존적 위협과 직접적 계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접종을 받을 이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로부터 집단 면역 형성에 최

종적인 갈림길로 작용하게 될 20대가 백신 접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할지의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과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보건의료체계 신뢰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되며, 그 형태는 대체로 1차 의

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하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관리체계, 정책 및 관

리, 경제적 지원,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전달체계 등의 5가지 하부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같

은 행정부 부서부터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들, 특수병원과 보건소까지 다양한 범주의 이해당사자들

이 존재한다.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영역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것

을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자기제어 역량에 맡기고 있으며, 그 결과, 환자와 정부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높은 신뢰도를 요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Mahon, 2013). Hall et al.(2001)가 지적하듯, 이러한 시스템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

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사들과 약이 실제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믿도록 한다(Hall et al., 2001). 그러나 의료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신뢰만 요구했던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개념과는 달리, 현대에는 훨씬 다양한 차원의 신뢰가 존재한다.

Mahon(2013)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대해 사회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보건의료체계 내 상호작용에

서 보이는 신뢰를 미시 수준, 중간 수준(meso level), 거시 수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Mahon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지위가 의심받으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신뢰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분야에서까지 소

비문화가 팽배해지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성이 줄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구조로 이행하고 있다. Calnan, Rowe(2008)의 조사결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조건적인 신뢰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조건적인 신뢰로의 이행은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의 관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료서비스 관리자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태학적 접근 중 미시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사회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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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적인 신뢰를 크게 일반 신뢰, 정부 신뢰,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

뢰로 분류한 뒤, 이 중 어떤 것이 보건의료체계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정부신뢰의 개념과 보건의료체계 신뢰와의 관계성
정부신뢰의 정의는 다양하다. Miller(1974)는 정부신뢰를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의 만족으로 보았고, Gambetta는 

정부신뢰란 ‘위험이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관되게 정부를 믿는 것’으로 정의했다(Gambatta, 1988; MOU FEIJIE, 

2019). Hetherington은 정부신뢰란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기

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경향’이라고 한다(Hetherington, 1998; 박순애, 2006). 

OECD(2015)는 정부신뢰를 정부의 활동이 옳고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시민과 기업의 확신이며, 정부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신뢰 위에 구축된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했을 때, 정부신뢰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적 차

원의 신뢰, 국가 통치체제로서 갖는 기관 차원의 신뢰, 그리고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다차원

적 개념(박순애, 2006)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신뢰의 관한 연구는 정부의 대상을 행정부만 다루거나,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루거나, 행정·입법·사법부를 모두 포

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범위를 행정부로 한정해서 논의하며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와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정부신뢰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양준용, 2015; Gilson, 2003). 두 신뢰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지니며, 다층적인 구조와 다양한 

의료, 사회, 정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은 단순히 효과적인 질병 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동 체계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중의 복지를 보장하는지를 반영한다 (양준용, 2015).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수준과 더불어 정부 내 여러 계층의 행위자들의 개입 방식과 성공도에 대한 대

중의 평가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특히 정부가 의료공급을 책임질 경우에 강해지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이 정치적 이슈로 논의되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특히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반신뢰의 개념과 보건의료체계 신뢰와의 관계성
수평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 간의 관계가 어떤 형태와 방향성을 갖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일관되지 않는다. 어떠

한 학자들은 양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Coleman, 1990; Putnam, 1993), 둘 사이에 

유의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또한 존재한다(Levi, 1996; Brehm and Rahn, 1997, 박희봉, 이희창, 

조연삼, 2003). 후자에 속하는 학자들 또한 그 인과관계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내보인다. 

어떠한 학자들은 제도가 공정성을 지닌 게임규칙과 그러한 규칙의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수직적 

신뢰가 수평적 신뢰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이수인, 2009). 한편, 수평적 신뢰를 독립변수로 삼는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Brehm and Rhan(1997)은 일반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회의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 또한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타인의 규칙 위반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2003)은 일반신뢰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신뢰를 증진시

킨다는 논의를 펼친다.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다룬 양준용(2015)의 연구는 보건의료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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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와 일반신뢰와 각각 상호 연관적인, 정적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신뢰와 보건의료제

도 신뢰 간의 정(+)적 관계는 Gilson(2003), Mohseni et al.(2007), Rothstein et al.(2003)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도 지지되어 왔다. 

두 신뢰 간의 관계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힘들며, 신뢰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맥락의존성을 고려하여 그 구체

적인 양태를 상정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일반신뢰가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둔다. 이러한 방향성은 한국 사회라는 맥락에 의해 뒷받침

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 개념은 역사적으로 정당성과 신뢰성을 지닌 공적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로 거론

되었으며, 일반신뢰를 토대로 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 또한 그러한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이라는 목적 하에서 큰 중요

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재열, 1998; 이수인, 2009).

5) 시스템 수준 연구가설
앞선 이론적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시스템 수준의 (1) 일반신뢰, (2) 정부신뢰, (3) 의료체계, 의료공급자 및 의료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4)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를 독립변수로 하여 어느 신뢰 유형이 보건의료체계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볼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의 정치적 이슈화와 보건의료체계의 다층적 구조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

성에 따라 정부신뢰는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둘째, 높은 일반신뢰 수준은 타인의 

규칙 위반으로 인한 본인의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Brehm and Rhan, 1997), 일반신뢰가 높

은 응답자일수록 보건의료체계 안에서의 여러 정책들의 성공에 대한 믿음, 즉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 것이

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일반신뢰는 보건의료체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주체인 정부와 달리 사회의 무작위한 타인에 대

한 신뢰이고, 특히 코로나19 하에서는 의료진의 헌신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이와 같은 대립되는 프레임이 형성되며 보건

의료체계와 사회 구성원 일반에 대한 신뢰가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대한 영향이 정부신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의료체계, 의료공급자 및 의료기술은 사회 구성원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직접 마주하는 말단을 

이룬다는 점에서 해당 대상에 대한 신뢰도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유통 및 접종이 보건의료 행정과 의료서비스 제공업체, 공중보건 의료인 등 보건의료체계 전

반을 거쳐 이뤄진다는 점이 대두된 것을 고려해,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시스템 수준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1]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의료체계, 의료공급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4] 백신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5] 일반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을 것

이다. 

6) 정치이념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정치이념 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및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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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은 국가역할의 확대를 가져왔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동선 공개, 집회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의 정책은 불가

피하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높였으며,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 또한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 예시로 여겨질 수 있다(박선경, 신

진욱, 2021). 일반적으로 보수적 정치이념을 표명하는 이들이 진보적 정치이념을 표명하는 이들에 비해 정부지출 및 정부 

크기 확대에 더 부정적이다(금현섭, 백승주, 2010; Rudolph and Evans, 2005; Jacoby, 2000). 또한, 박선경과 신진욱

(2021)에 의하면, 코로나19라는 맥락 하에서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넘어 팬데믹으로 인한 사

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 또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넘

어선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체계 신뢰는 전반적인 국가 역할의 확대를 반영하는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의 프록시 측정

(proxy measure)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책은 그 목적이 생명 보호이든 사회·경제적 피해 해소이든 

국가역할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코로나19 하에서의 보건의료체계는 일반적인 진보 성향의 정책들을 대표하는 체계처

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개념 자체가 동 체계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양준용, 2015),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역

할이 확대된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수 이념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방향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에 들어올 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박선경, 신진욱, 2021).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크기의 변화는 우선 진보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보다 보

건의료체계 신뢰도 ‘시작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역할의 확대를 가져온 코로나19 대응책은 보수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이념적 희생

(ideological sacrifice)을 야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념적 희생은 정부정책이 개인의 기존 이념 성향과 대립함에도 불

구하고 동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때 발생하는 희생을 일컫는다(금현섭, 백승주, 2010; Rudolph and Evans, 2005). 

한편, Hetherington(2004)에 따르면 국민들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인 정부가 더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할 때 

서비스의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Rudolph and Evans, 2005). 이에 따라 정부신뢰는 정부지출 증가를 지지 혹

은 반대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과정을 도와주는 휴리스틱(heuristic)이며, 그 효과는 관련 정책이 개인들이 정치적 소

수집단(political minorities)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material interests)를 포기하도록 만들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Rudolph and Evans, 2005). 따라서, 동일하게 국가 역할의 확대를 가져오고 정책비용이 보편적으로

(universally) 분포된 정책이라도, 그 혜택 또한 보편적(universal)인 분배(distributive) 정책에 비해 그 혜택이 보편적

(universal)이지 않고 더 큰 물질적 희생을 요구하는 재분배(redistributive)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때 정부신뢰가 더 

강력한 휴리스틱으로 작동한다(Rudolph and Evans, 2005). 

Rudolph and Evans(2005)는 Hetherington의 “희생” 개념을 확장시켜, 물질적 희생뿐만 아니라 이념적 희생 또한 

휴리스틱(heuristic)으로서의 정부신뢰의 영향을 조절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진보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이 보수 이

념성향을 가진 이들보다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위해 정부 혹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지지했기 때문에, 정부지출 증대와 같은 

정책은 보수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더 큰 이념적 비용(ideological cost)를 부과한다(Rudolph and Evans, 2005). 

따라서, 정부신뢰 휴리스틱은 보수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에 있어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에 정

부신뢰가 미치는 영향이 보수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더 높을 것이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는 달리 이러한 이념적 희생은 

재분배 정책과 분배 정책에 동일하게 나타난다(Rudolph and Evans, 2005). 본 연구는 Rudolph and Evans(2005)가 

밝힌 이러한 정치이념의 조절효과가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를 넘어, 코로나19 하에서 전반적인 국가역할 확대를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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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정책의 성격을 띠는57)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시스템 수준에서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설들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6] 응답자의 정치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7] 응답자의 정치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시스템 수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 

2. 행위자 수준(actor-level) 분석

1) 계층별 정부신뢰
이후 본 연구에서는 정부를 구성하는 계층별 신뢰도를 조사하여,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계

층은 대통령,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처, 고위공무원 집단, 일반공무원 집단이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신뢰

를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Cirtin(1974)는 정부불신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전대성 외(2013)은 

Cirtin(1974)의 주장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했는데, 실증적 연구 결과 시민들의 대통령 신뢰가 증가할수록 정부신뢰가 증가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정부신뢰도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대통령의 주관적 이미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보였

다. 본 연구는 정부구성의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대통령 신뢰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코로나19와 20대라는 상

황 하에서도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계층적 정부신뢰는 李连江(Li Lianjiang) 교수가 처음으로 제기한 개념으로, 국민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차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를 보인 반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였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앙정부에 대한 것보다 

높았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차별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57)　 코로나19 대응책을 일괄적으로 한 가지 정책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거리두기 및 동선공개 조치,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
한 경제적 피해 해소를 위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재분배 정책보다는 광범위한 계층에게 어느 정도의 희생과 혜택을 동시에 요구하고 지급하는 
분배 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박선경, 신진욱(2021)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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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에 대한 신뢰와 정부신뢰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정유성(2017)은 공무원 집단의 청렴성, 

전문성 등 몇몇 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정책

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공무원에 대한 인식,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작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 공무원 집단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 행위자 수준 연구가설

본 연구는 보건의료체계 내부와 외부의 여러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보건의료체계 및 정부에 대한 신뢰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정부신뢰가 특히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

뢰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 관계성이 정부 전반에 대한 대중의 평가로 인한 것인지, 질병관리

청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 같은 특정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층의 개입과 같은 요인

으로부터 비롯되는 관계성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정부신뢰로 삼아, 다양한 정부 내의 행위자에 대한 신

뢰수준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 관점에서의 분석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갖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이 구

체적으로 어느 주체에 가장 밀접하게 귀인되는지에 대한 함의 또한 도출해낼 것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체계에 대

한 신뢰도와 일반신뢰 또한 함께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세 가지 시스템 수준의 신뢰 개념들이 상

호 영향을 주는 관계인지 또한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절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1] 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행정부처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3]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4]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장관급 이상)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5]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차관급 이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일반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변수,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신뢰, 정부신뢰, 한국의 의료 기술 및 전문성 전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백신에 대한 신뢰가 보건의

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갖는 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의 20대 남녀 대학교 재·휴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문항은 크게 응답자의 기초정보, 일반신뢰, 정부신뢰, 의료 기술 및 전문성 전반에 대한 신뢰, 백신에 

대한 신뢰, 개인의 신념 및 정치적 이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질의로 구성되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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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절에서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삼아, 시스템 수준의 신뢰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때 시스템 수준의 신뢰 요인은 양준용(2015)의 연구와 같이 보건의료체계 신뢰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는 일반신뢰와 정부신뢰를 포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정치/사회적 신뢰를 

배제한 한국의 의료기술, 의료시설,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와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 또한 질의하였다. 일반신뢰의 

경우 이수인(2010)의 연구의 일반신뢰 설문문항을 참고해 응답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신뢰수준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반과 현재의 일반신뢰 수준을 비교하였

다. 정부신뢰 역시 현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신뢰도 변화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속변수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과 그 이유를 확인

하였으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기여 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은 개

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도식을 제공한 뒤 1(매우 그렇지 않다)과 5(매우 그렇다) 사이의 스케일 상에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지정당,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및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대

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성별, 나이, 학력, 주로 성장한 지역과 종교를 포함하였다. 표본

이 20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은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휴학중인 대학생인지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현재 사

는 지역보다는 주로 성장한 지역으로부터 이념적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현재 거주지역 대신 주로 성장한 

지역을 조사하였다. 둘째,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지지정당,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선

호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지지정당의 중요성은 당파성과 정치적 차이가 미국인들의 코로나19 정

책 선호와 건강 행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Gadarian et al(2020)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셋째, 일

반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비전이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Ronnerstrand, 2013).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혹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신 혹은 자신과 가까운 주변의 피해 정

도가 클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답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과 가

까운 가족 및 지인들의 피해 정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대응에 대한 평가는 정부신뢰와 국가의 역할 및 적절한 개입 정도에 대한 개인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선경, 신진욱, 2021). 특히 정치이념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신뢰의 프록시 측정으로 본다면, 응답자의 기존 정치이념이 국가역할 확대에 반대했더라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성공

적인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로 인해 국가역할 확대에 더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다른 중요한 통제변수는 주

관적 건강인식 혹은 자체 평가 건강상태(self-rated health)이다(Ronnerstrand, 2013). 높은 일반신뢰는 건강한 공동 활

동습관 및 규범의 전파, 자존감의 상승, 집단적인 지역 의료 서비스의 유지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주관적 건강인식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Kawachi, Kennedy and Glass, 1999). 이와 같은 높은 일반신뢰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 또한 증진시켜 높은 제도신뢰를 낳으며, 높은 제도신뢰는 더 평등한 정치참여 패턴과 모두의 안전

을 보장하는 정책들의 통과를 야기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다시 미친다(Kawachi, Kennedy and Glass, 

1999). 이와 같이 제도신뢰와 일반신뢰 모두 주관적 건강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함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 표본을 사회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백

신 접종과 같은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가장 높은 20대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와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절변수로 자체 평가 정치 이념(self-placed 

political ideology)을 조사하였다. 1(매우 보수)과 10(매우 진보) 사이의 스케일에 응답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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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절에서는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정부신뢰가 

정확히 어떤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자 수준의 분석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

자, 현 대통령, 행정부처 전반, 입법부와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과 실무 관료층, 지방자치

단체 각각에 대한 신뢰수준을 1-5 스케일 상에서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행정부처 전반, 보건복지

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체계 등 일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 혹은 

일반신뢰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스템 수준 신뢰요인 또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변수 및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1> 주요 변수와 측정 방식

변수 신뢰 유형 측정 방식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분석: 시스템 수준 신뢰요인

종속변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Q. 보건의료체계를 신뢰하십니까? (1-5)

독립변수

일반신뢰 Q.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부분 신뢰하는 편이다. (1-5)

정부신뢰 Q. 나는 현 정부를 신뢰한다. (1-10)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
에 대한 신뢰

다음 신뢰수준의 평균변수:
Q. 나는 현재 치료에 쓰이는 약이나 기구,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술 전
반을 신뢰한다. (1-5)
Q. 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신뢰한다. (1-5)
Q. 나는 병원 및 보건소를 신뢰한다. (1-5)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
다음 신뢰수준의 평균변수:
Q.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5)
Q. 코로나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5)

정치이념
Q. 본인의 정치 이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보수) - 
10(매우 진보))

상호작용항 정부신뢰 X 정치이념

정부신뢰 심층분석: 행위자 수준 신뢰요인

종속변수 정부신뢰 Q. 나는 현 정부를 신뢰한다. (1-10)

독립변수

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Q. 나는 현 대통령을 신뢰한다. (1-5)

행정부처 전반에 대한 신뢰도 Q. 나는 행정부처 전반을 신뢰한다. (1-5)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도 Q. 나는 보건복지부를 신뢰한다. (1-5)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장관급 이
상)에 대한 신뢰도

Q. 나는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장관급 이상)을 신뢰한다. (1-5)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차관급 이
하)에 대한 신뢰도

Q. 나는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차관급 이하)을 신뢰한다. (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Q. 나는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 (1-5)

시스템 수준 신뢰요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일반신뢰,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
술에 대한 신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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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사회경제적 배경
현재 서울시 대학 재학/휴학 여부(서울시 대학 재학/휴학=1), 성별(남
성=1), 나이, 주로 성장한 지역(기준변수: 수도권), 종교(기준변수: 종
교 없음)

지지정당
Q.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다면 귀하께서 다음 중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기준변수: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정당 없음)

코로나19의 영향

두려움 정도 (평균변수):
Q.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귀하의 두려움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1-5)
Q.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귀하의 두려움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1-5)

체감 피해 정도 (평균변수):
Q. 코로나19로 인해 귀하와 가까운 가족 및 지인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Q.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귀하의 스트레스 수준을 선택해주세요. (1-
5)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Q.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1-5)

주관적 건강인식 설문조사 표본을 20대로 제한함.

분석결과

1. 시스템 수준 신뢰요인

<표2>는 시스템 수준의 네 가지 신뢰요인들이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2>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 시스템 수준 신뢰요인

종속변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

coef. S.E.

정부신뢰 .185* .076

정치이념 .312* .134

정부신뢰 × 정치이념 -.047* .023

일반신뢰 .083 .053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228** .086

백신에 대한 신뢰 .188* .084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정당 .052 .046

서울시 대학 재학/휴학 여부 -.057 .155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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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1) -.116 .107

나이 .011 .078

주로 성장한 지역 .052 .036

종교 .091† .052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012 .058

코로나19로 인한 체감 피해 정도 -.114† .066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023 .066

상수 .708 .640

N 164

R-squared .3404

Adj. R-squared .2735

***p<.001, **p<.01, *p<.05, †p<.1

회귀분석 결과 시스템 수준에서는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백신에 대한 신뢰, 정부신뢰 순으로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

에 대한 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것은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이 응답자들

이 보건의료체계를 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대학생 응답자들에게 있어서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 인력과 상호작용했던 경험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되므로, 

보건의료체계의 말단을 이루는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 의사신뢰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확신이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는 언급(김길용 외, 2011)과도 상응한다.

백신에 대한 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백신의 공급, 유통, 접종과정이 보건의료체계의 작동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영향력이 앞선 변수보다는 낮은 수준에 그친 배경으로는 코로나

19 백신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되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 대중의 신뢰도가 백신 제조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과 같은 한국 보건의료체계 외적인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진료권제도와 전달

체계, 건강보험제도, 의료보장제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제공(이규식, 2013)되고 있다는 점과 연관지을 

수 있다. 즉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체계적인 정부개입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주체라는 인식이 존재

하며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지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불확실성이 개인 차원을 넘어 정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황선재 외, 2021) 감염 여부 진단, 확

진자 격리 및 치료, 백신 공급 및 접종 등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청과 같은 중앙정부기관의 역할이 주목받고, 지방

자치단체 단위로 선별진료소와 백신접종센터 등이 구축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부각된 것과

도 연관지을 수 있다.

다만 변수 중 일반신뢰는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6개 국가의 평균치를 

활용했을 때 일반신뢰와 보건의료제도신뢰 간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것(양준용, 2015)과도 상응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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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 구성원 일반을 보건의료체계와 구분해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헌신

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여부가 신뢰성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

여도가 사회 구성원 일반이 코로나19에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엇갈린 참여도가 의료기관과 의료진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체계의 헌신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구분되며 대중 일반에 대한 신뢰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

다.

2. 정치이념의 조절효과

정치이념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치는 정부신뢰의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

료체계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한 시스템 수준 다중회귀분석에서, 정부신뢰 × 정치이념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며(p<.05), (-)의 부호를 나타냈다. 즉, 정치이념이 한 단위 더 진보적으로 변화할 때마다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

치는 정부신뢰의 영향(기울기)이 .047씩 감소한다. 응답자의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보건의료체계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가설 또한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은 매우 보수(정치이념=1), 중도(정치이념=5), 그리고 매우 진보(정치이념=10)의 정치이념을 가진 응답자들

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 있어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측치(predictions) 그래프이

다. 우선, 매우 진보-중도-매우 보수 이념성향의 순서로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의 시작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진

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응답자들의 기본 정부신뢰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들은 되려 정부신뢰가 높아

질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도의 정치이념을 가진 응답자들은 기본 정부신뢰가 매

우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이들 다음으로 높이 시작하며, 정부신뢰의 변화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미한 부(-)의 영

향을 미친다. 매우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응답자들의 기본 정부신뢰는 가장 낮게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대한 예측치(pre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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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는 정치이념에 따른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 즉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정치이념이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할수록 선형결합의 기울기( 1+ 3)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응답자의 정치이념이 한 단위 더 진보적으로 변할수록 그 

영향력이 .047씩 감소하며, 보수-중도 이념성향(정치이념=4)부터는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

(기울기)이 (-)의 부호를 갖는다. 

 

<그림2> 정부신뢰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표3>은 <그림1>에 나타난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대한 정부신뢰의 정치이념 집단별 영향 예측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검증한 결과이다. 

<표3>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 기울기 검정

Coef. Std. Err. P > t

매우 보수(정치이념=1)
( 1+ 3)

.138 .056 .015

중도(정치이념=5)
( 1+5 3)

-.050 .055 .365

매우 진보(정치이념=10)
( 1+10 3)

-.284 .165 .087

<표3>의 선형결합 기울기 검정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대한 정부신뢰 변화의 영향은 매우 보수적인 정치이

념을 표명하는 응답자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자신이 매우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갖

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그림

1>에 나타난 중도 정치이념과 매우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표명하는 이들의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정부신뢰가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정책적 태도를 반영하는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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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보수 이념성향을 지닌 이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국가역할의 확대를 가져오

고 분배(distributive)정책의 성격에 가까운 코로나19 대응책은 보수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더 큰 이념적 비용을 부과

하고, 이러한 이념적 희생에 따른,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로 프록시 측정한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태도를 결

정할 때 정부신뢰 휴리스틱(heuristic)이 강하게 작동한다. 반면, 중도와 매우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표명하는 이들에게는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를 결정할 때 유의미한 휴리스틱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udolph and Evans(2005)의 포괄적인 “희생” 개념을 검증하며, 개인의 이해관계가 정부신뢰의 영향을 조절하는 물질

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을 요구하는 재분배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념적 희생(ideological sacrifice)을 요구하는 분배 

정책에서도 정치이념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정부신뢰 심층분석: 행위자 수준 신뢰요인

앞서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부

신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는 되려 정부신뢰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3>은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삼은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4> 정부신뢰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 행위자 수준 신뢰요인

종속변수: 정부신뢰

coef. S.E.

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1.56*** .139

행정부처 전반에 대한 신뢰도 .164 .161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도 -.028 .131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장관급 이상)에 대한 신뢰도 -.101 .171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차관급 이하)에 대한 신뢰도 .107 .16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013 .132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 -.022 .165

일반신뢰 .331** .107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157 .179

백신에 대한 신뢰 .118 .173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정당 -.143 .092

서울시 대학 재학/휴학 여부 .347 .311

성별 (남성=1) -.017 .217

나이 .028 .153

주로 성장한 지역 -.006 .072

종교 -.010 .106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10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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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체감 피해 정도 -.083 .132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221 .138

상수 -.636 1.07

N 164

R-squared .8092

Adj. R-squared .7840

***p<.001, **p<.01, *p<.05, †p<.1

회귀분석 결과 행위자 수준에서는 대통령 신뢰가 정부신뢰에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 거의 직결되는 것에 반해 다른 계층의 행위자들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58)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수록, 정부신뢰가 증가한다는 가설의 입증은 

Cirtin(1974)의 주장과,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서, 시민들에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미지가 거의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위

기결집이론59)이 발생하면서,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신뢰 사이의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분

리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각 지역의 상황과, 지방정부 지도자에 따라 방역정책이 다르

게 시행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별적 인식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 집단(고위 관료층, 실무 관료층),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신뢰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정유성(2017), 문영세(2019) 등의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통령

의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다른 집단이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신뢰는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 일방향적인 관계라는 점은 

양준용(2015) 등의 기존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신뢰, 정부신뢰, 보건의료체계 신뢰의 층위는 나열한 순서대로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전자에서 후자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이 반대의 경우보다 큰 점(양준용, 2015)을 

고려했을 때,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외에도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신뢰에 상관하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신뢰와 정부신뢰 간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와, 관계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견해로 나뉘어서 논

의가 진행되어왔지만,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는 두 신뢰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왔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는, 코로

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일반신뢰

는 여전히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58)　 다만, 연구 과정에서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문항을 “나는 현 정부를 신뢰한다”로 설계하면서 ‘현 정부’라는 표현이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보
다 대통령을 쉽게 연상하게 하면서, 대통령 신뢰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9)　 시민들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공포를 느낄 때, 생명의 보호자로서 정치지도자들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1970년 Mueller의 연구에서 이론화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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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책에 대한 함의

앞선 통계분석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체계 신뢰는 순서대로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백신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의 영

향을 크게 받는다. 

2. 정부 신뢰는 일반신뢰와 정부 행위자들 중에서는 유일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영향을 받는다.

3. 보건의료체계 신뢰는 일반 신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정부 신뢰는 보건의료체계 신뢰에 영향을 주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정치이념은 보건의료체계 신뢰에 대한 정부신뢰의 영향을 조절하는 유의미한 조절변수이다. 보수 이념성향을 지

닌 응답자에게는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휴리스틱(Hetherington, 2004; 

Rudolph and Evans, 2005)으로 작동하지만, 중도-진보 이념성향을 지닌 응답자에게는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휴

리스틱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6.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와 설문조사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다방면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1. 일반신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적 함의

일반신뢰에 대한 평균값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여론의 합의 결과이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표5>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일반신뢰의 변화60)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3월 22일 첫 시행) 초반에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킬 것이라고 신뢰했다. 3.3 1.1

현재(2021년 7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고 신뢰한다. 2.4 1.0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올라가도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1 1.0

설문 결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에 비해 현재 응답자들의 일반신뢰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격상되면 일반신뢰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대 대학생이 받는 사회적 

시선과 사적 모임에 대한 20대의 인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최대한 빠른 종식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자는 견해

가 주를 이루었다. 생계를 책임지지도, 사회생활을 하지도 않는 대학생들의 모임은 대개 사적 모임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의 

모임은 그 목적과 무관하게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대학생들도 서로의 과도한 모임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

60)　 기존의 설문 문항은 총점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신뢰도와의 비교를 위해 설문 결과를 총점 5점으로 변환하였다.

Ⅴ



172 동상9몽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바라본 세상

라보는 경향이 존재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적 원인은 사적 모임에는 명확한 금전적 페널티가 적용되기 어렵고, 20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걸리

더라도 자신이 받는 피해 자체는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19를 우려하여 사적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대학생이 오히려 인간관계 및 활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상황이 되면서, 사적 모임을 일체 참여하

지 않는 행위, 혹은 사회적 규제보다 과도하게 조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인식이 더 만연해졌다. 이

로 인해 ‘스스로 더 조심하자’는 분위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지켜야하는 규제만 지키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종

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거듭될수록 이동량 감소에 뚜렷한 영향

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61)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과거에 비해 일반신뢰가 낮아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미래에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더 강

화된 경우에는, 이미 대학생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비난만을 받기 위해 규제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보다 과도하게 엄

격한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졌다고 인식하는 즉시 대학생들은 그 규제를 따를 유인이 감소하여, 암암리에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신뢰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것

이 아닌, 일종의 예상 가능한, 일관된 규칙 혹은 여론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

제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여야 위반으로 인해 얻는 편익보다 그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과 시행 조치는 일관된 기준 하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타협적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0.5단계의 도입, 동일한 단계임에도 지속적으로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서 기인한다고 예상한다.

2.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관한 정책적 함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환자 응대 태도 개선과 정확한 증상 중심의 의료정보 제공이

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1) 의료진의 환자 응대 태도 개선을 통한 의료진 신뢰도 증가
시스템 차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이다. ‘국내 의료영역 신뢰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이상무 외, 2016)에서는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

하는 관계 맺음의 부족이 동 신뢰 저하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소통의 부재는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집중하는 반면, 의

사는 짧은 시간 내에 질병에 대한 진단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양질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고, 그 결과 인간적 유대 

및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행된 ‘2020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019년에 비해 10.4% 상승했으며, 의사 서비스 경험 문항에서도 소통의 부재 문제가 개선되었다.62) 

이를 통해 증상 중심의 설명과 환자 응대 태도 개선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1)　 허욱, “서울대 의대 연구팀 “거리두기 규제 효과 떨어져””, 
채널A, 2021.08.24.,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414, 2021.08.26.
62)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담당 의사의 예의 있는 응대’, ‘담당 의사의 알기쉬운 설명’, ‘담당 의사의 배려’, ‘환자의 의견을 반영한 진료서비스’는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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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및 유사 증상을 보이는 질병에 대해 증상 및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일반 대중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지식, 감염 가능성, 감염예방 가능성, 감염예방행위 수행에 관한 연구’(정애리, 홍

은주, 2020)에 따르면, 일반 대중의 불안 수준이 여타 전염병 확산이나 세월호 참사 4~6개월 이후 안산과 경기 지역주

민의 불안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대학생의 감염불안, 충동성, 의사결정유

형이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박완주 외, 2021)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불

안은 H1N1이나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전염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경로

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커뮤니티를 활용하기보다는 간단한 검색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동훈 외, 2020)에 따르

면, 어플을 이용하여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보고한 사람은 ‘낮은 불안 집단’에 비해 ‘높은 불안 집단’에 속할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증폭되

어 사회적 혼란과 불안, 공포 등을 야기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는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뉴미디어의 소비 증가는 이러한 현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측했다.

앞선 연구를 기반으로, 20대 대학생의 감염불안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증상 중심

의 정확한 건강정보 및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 마련을 제안한다. 이는 20대 대학생들이 더 정확한 의료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는 보건의료체계에 대

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신뢰도와 정책 평가, 그리고 책임 귀인 간의 상관관계

일반신뢰, 대통령 신뢰 그리고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와 ‘잘못된 대처’에 대한 책임 귀인과 동 행위자·집단에 대한 신뢰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가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집단을 선택해주십시오.’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집단을 선택해주십시오.’ 문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공적인 대처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된 대처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답한 사람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상술한 분석 결과 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신뢰와 거의 동

일시되는 상황에서 대처 성공보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가 발전할수록 정부신뢰가 정부 

불신에 가까워지며 개인의 정부에 대한 판단은 감시의 성격을 띤다(Hardin, 1999)는 기존 이론과 상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전반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었으며, 의료체계는 성공적인 대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공이 크다고 답하였지만, 잘못된 대처라고 평가한 경우에는 의료체계를 질타하는 사람이 확연히 감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 신뢰, 의료체계 신뢰와 일반신뢰의 수치와 비례한다. 총점 5점 중 대통령 신뢰의 평균값은 2.6, 

일반신뢰는 3.2,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의 평균 신뢰도는 약 4.16이다. 이를 통해 성공한 대처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행위자일수록 더 많은 공을 인정하고, 반대로 잘못된 대처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은 행위자일수록 질타를 많이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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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대응 평가에 따른 책임 귀인

성공적인 대처 잘못된 대처

n 백분율(%) n 백분율(%)

우리 사회 구성원 80 49 56 34

의료체계 53 32 5 3

대통령 1 1 30 18

행정부처 전반 4 2 51 3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4 15 12 7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
(장관급 이상)

1 1 9 6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
(차관급 이하)

1 1 1 1

지방자치단체 0 0 0 0

총계 164 100(%) 164 100(%)

<표7> 일반신뢰, 대통령 신뢰와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 신뢰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신뢰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대통령 신뢰 2.60 1.19

일반신뢰 3.20 0.98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평균) 4.16 0.73

4. 백신 접종 의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백신 신뢰도는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다른 요소들에 비

해 평균값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고학력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백신 접종의 후

발주자이며 그 중에서도 20대는 접종이 늦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국민 전체를 표본으로 조사한 ‘코로

나19 및 백신 접종 관련 인식조사 결과’(허종호, 2021)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20대 전체에 대해 대표

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20대 대학생에 대한 대표성을 띤다는 전제 하에, 동일한 모집단에 대해 연구를 시행한 결과 백신 접

종 의향이 낮은 경우에는, 백신의 신뢰도가 높음에도 대학생들의 접종 의향이 낮다는 점에서, ‘접종의 부작용 및 백신의 안

전성 관련’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홍보’63)보다는 백신을 맞을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63)　 허종호,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관련 인식조사 결과’, 국회미래연구원, 2021.01.27., https://www.assembly.go.kr/flexer/view.
jsp?fid=bodo1&a.bbs_num=50652&file_num=49024&fpath=Bodo,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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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발생 시 예상하는 국가 혹은 정부의 대응

설문문항: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발생 시, 이에 대한 국가 혹은 정부의 배상 능력 및 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n 백분율(%)

능력과 의지 모두가 충분하여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4 15

능력은 충분하나 의지가 부족하여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5 27

의지는 충분하나 능력이 부족하여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1 31

능력과 의지 모두가 부족하여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4 27

총계 164 100(%)

또한, 본 설문의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발생 시, 이에 대한 국가 혹은 정부의 배상 능력 및 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의 문항에서,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가 전체 165명 중 141명에 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백신의 신뢰도와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높음에도, 부작용 발생 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

해 접종 의향이 낮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5. 정치이념 관련 정책적 함의

시스템 수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정치이념이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대한 정부신뢰의 영향을 조절하는 유의미한 

조절변수임을 나타냈다. 보수 이념성향을 지닌 이들은 코로나19 하에서 전반적인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이념적 희생으로 

인해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였던 반면, 중도-진보 이념성향을 지닌 이들은 정부신뢰

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의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관리

는 다양한 정치이념을 아우르는 모든 사회성원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이념이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 하에서 추후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정당성 확보 및 전달 과정은 다양한 정당의 정책결정자들의 지지

를 얻고, 전체 ‘파이(pie)’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Kushner 

Gadarian, Goodman, Pepinsky, 2020; 박선경, 신진욱, 2021). 둘째, 보수 이념성향을 지닌 이들의 보건의료체계에 대

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및 백신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정부신뢰 제고에도 힘써야할 필요성이 존재

한다. 이는 정부신뢰의 주요 요인들로 생각되는 투명성 및 개방성 증가, 정책책임성 제고, 정책과정에 있어 시민참여의 활성

화 등의 방안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최창용, 이태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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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하에서의 20대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본질 및 구성요소를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시스템 

수준에서는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 백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부신뢰의 순서로 보건의료체계 신

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신뢰는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정부신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정부신뢰는 일반신뢰, 그리

고 행위자 수준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는 역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념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에 대한 정

부신뢰의 영향을 조절하는 유의미한 조절변수로 검증되었으며, 보건·사회·경제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역할의 확대를 가져온 

코로나19 대응책은 보수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이념적 희생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결정에 있어 

정부신뢰의 휴리스틱(Hetherington, 2004; Rudolph and Evans, 2005)이 강하게 작동하였다. 반면, 중도-매우 진보적

인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에게는 정부신뢰가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휴리스틱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위의 분석결과와 설문조사 응답, 기존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에 비해 현재 응답자들의 일반신뢰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대학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 규제가 여론의 합의 결과이거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체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체계, 의료제공자 및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환자 응대 태도 개선과 

정확한 증상 중심의 의료정보 제공과 같은 접근을 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의료체계·정부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도와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와 ‘잘못된’ 대처에 대한 책임 귀인 패턴은 밀접한 상관관계 및 비례성을 띤

다. 넷째, 20대 및 대학생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보다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이용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발생 시 배상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접종 의향이 낮아졌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및 대

응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정치이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정당성 확보 및 전달 과정에서 초당

파적인 정책결정자들의 지지를 얻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표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보수 이념성향을 지닌 이들에 대한 정

치이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정부신뢰 제고에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본 연구를 토대로 코로나19 하에서의 20대의 보건의료체계 신뢰도의 본질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밝혔다고 주

장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의 설문 표본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코로나19 하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정부신뢰, 일반

신뢰 및 각 계층의 정책결정자에 대한 신뢰수준은 꾸준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정부의 방역정책과 확진자수와 같은 

변수들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과 같은 변수를 표본 제한보다 상세한 설

문문항을 이용해 통제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일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정부신뢰와 보건의료체

계 신뢰 간의 관계가 일방향성을 띤다는 결과 또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상이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

다. 과연 보건의료체계 신뢰도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적절한 프록시 측정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

다. 하지만, 정말로 코로나19 창궐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정책 수립과 건강

한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이 정부

기관이나 의료체계에 대한 수직적 신뢰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수평적 신뢰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비단 20대뿐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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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는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신뢰 개념들 간의 관

계성에 대한 후속연구 또한 필요하다. 정부신뢰와 혼동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명확한 개념적 위치 및 중요성을 점

하지 못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도라는 개념 또한 코로나19라는 맥락 하에서 더 큰 사회적·정책적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

상되며, 저자들은 이러한 방면에서 본 연구가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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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보건의료체계, 정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조사]

기초정보

1.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이신가요?

① 네 ② 아니오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3. 귀하의 만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17세 이하 ② 18-20세 ③ 21-23세 ④ 24-26세 ⑤ 27세 이상

4. 귀하가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 ② 강원권 ③ 충청권 ④ 경상권 ⑤ 전라권 ⑥ 제주권 ⑦ 기타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없다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이슬람교 ⑥ 기타

일반신뢰 관련 문항

1.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부분 신뢰하는 편이다. (1~5로 표시)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2.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3.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상대방을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4.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귀하의 신뢰도가 변화하였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5.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3월 22일 첫 시행) 초반에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킬 것이라고 신뢰했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그렇다

6. 현재(2021년 7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고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그렇다

7.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올라가도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그렇다

정부신뢰 문항

1. 나는 현 정부를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그렇다

2. 나는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혹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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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있어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능력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않는다

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⑥ 잘 모르겠다 혹은 상관없다 

4.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관한 정부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전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신뢰한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전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모든 국민을 접종할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게 될 수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④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을 접종할 만큼의 백신은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곧 국내 백신 물량이 모두 소모되고, 중장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

⑥ 잘 모르겠다 혹은 상관없다 

5.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발생 시, 이에 대한 국가 혹은 정부의 배상 능력 및 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능력과 의지 모두가 충분하여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능력은 충분하나 의지가 부족하여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의지는 충분하나 능력이 부족하여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④ 능력과 의지 모두가 부족하여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변화하였습니까?

① 매우 높아졌다

② 높아졌다

③ 낮아졌다

④ 매우 낮아졌다

⑤ 변하지 않았다

7. 나는 현 대통령을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행정부처 전반을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9. 나는 정치권(입법부와 정당)을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보건복지부를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장관급 이상)을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차관급 이하)을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13. 나는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개인 신념 및 이념(1)

1. 개인의 자유와 공익 중 더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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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3.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때도, 일단 따를 것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4. 나는 대체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견해가 뚜렷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의료 기술 및 전문가에 대한 신뢰

1. 나는 현재 치료에 쓰이는 약이나 기구,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술 전반을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2.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② 신뢰한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미미하거나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심각해서 접종 여부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코로나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아주 높은 확률로 감염을 예방해준다고 생각한다)

② 신뢰한다 (예외가 종종 있으나,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않는다 (감염 예방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감염 예방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5. 나는 병원 및 보건소를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6. 나는 보건의료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료급여제도)가 잘 기능할 것을 신뢰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코로나 19의 영향

1.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귀하의 두려움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전혀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두렵다

2.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귀하의 두려움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전혀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두렵다

3. 코로나 19로 인해 귀하와 가까운 가족 및 지인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4.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귀하의 스트레스 수준을 선택해주세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참기 힘든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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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정당

1.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1-1로)    ② 없다(2-1로)

1-1.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신 경우) 현재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① 더불어민주당

② 국민의힘

③ 정의당

④ 국민의당

⑤ 기타

1-2.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약한 지지 ①   ②   ③   ④   ⑤  강한지지

1-3. 언제부터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해오셨습니까?

①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다.

② 2020년 4월(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③ 2019년 12월(코로나 19 이슈)~2020년 3월 사이에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④ 2018년 12월~2019년 11월 사이에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⑤ 2017년 12월~2018년 11월 사이에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⑥ 2017년 5월(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11월 사이에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⑦ 2016년 11월(국정농단 이슈)~2017년 4월 사이에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⑧ 그 이전부터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2-1. (지지정당이 없으신 경우) 그렇다 해도 귀하께서 다음 중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① 더불어민주당

② 국민의힘

③ 정의당

④ 국민의당

⑤ 기타

개인 신념 및 이념(2)

1. 경제성장과 건강 중 더 우선해야 할 가치는?

경제성장 ①   ②   ③   ④   ⑤  건강

2. 경제성장과 복지 중 더 우선해야 할 가치는?

경제성장 ①   ②   ③   ④   ⑤  복지

3. 다음 두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시나요?

사업과 산업에서 사적소유(민영화)가 증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소유가 증가해야 한다

4. 다음 두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시나요?

경쟁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촉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경쟁은 인간의 나쁜 면을 끌어

내는 해로운 것이다.

5. 다음 두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시나요?

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증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6. 귀하의 정치 이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보수 ①   ②   ③   ④   ⑤ 매우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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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신뢰

1.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①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안다

② 대략적으로 안다

③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

④ 들어본 적도 없다

2. 보건의료체계를 신뢰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3.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나라가 의료 및 보건 분야 선진국이기 때문에 / 우리나라 의료 및 보건 체계는 전반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②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 사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③ 기타

4.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5.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6.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우리 사회 구성원

② 의료체계

③ 대통령

④ 행정부처 전반

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⑥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장관급 이상)

⑦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차관급 이하)

⑧ 지방자치단체

7.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집단을 선택해주십시오. 

① 우리 사회 구성원

② 의료체계

③ 대통령

④ 행정부처 전반

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⑥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장관급 이상)

⑦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차관급 이하)

⑧ 지방자치단체

8.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집단을 선택해주십시오.

① 우리 사회 구성원

② 의료체계

③ 대통령

④ 행정부처 전반

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⑥ 중앙정부 고위 관료층(장관급 이상)

⑦ 중앙정부 실무 관료층(차관급 이하)

⑧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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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며 국제정치가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좋지 

않은 국가 이미지가 중국이 선도국가가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논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백신 개발 과정과 시진핑의 백신 외교 등을 알아보고 미국과 중국의 중국 백신 인식

을 각국의 언론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중국이 불신(不信)받는 원인을 분석하며 중국의 코

로나19 백신 논란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제9장

美中의 중국 백신 인식과 중국 不信의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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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중국의 부상은 세계정치에 큰 파장을 남긴다. 중화(中華)중심의 지역 질서가 와해된 후로 내내 민족적 염원이었던 ‘중

국의 위대한 부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맞수로서의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 평화적 부상을 지향한다고 

주장하지만, 군사, 경제, 기술, 사회 인프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굴기를 꿈꾸는 중국의 행보는 패권국으로의 이행을 목표

로 하는 현상변경국(revisionist state)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중국의 부상에 따라 기존 강대국인 미국이 

느끼는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의중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한 미국의 위기감은 불식될 수 없는 운명이며, 몇 대

의 행정부를 거쳤음에도 ‘중국 견제’는 여전히 미국 대전략의 핵을 이루고 있다. 작년 초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

후 한국, 일본, 호주 정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동맹’, ‘인도〮태평양 안보’ 등을 강조한 바가 있다..64)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

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은 동맹 및 해양 전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

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발한 코로나 대유행은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보건 인프라와 방역 및 과학기술을 견줄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보건 인프라의 구멍을 여실히 보

여주며 방역에 난항을 겪은 한편, 강력한 국가 권력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 진화를 이뤄낸 중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

국의 부상은 방역 부문 외에 백신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 인도

네시아, 미얀마 등의 국가들에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백신외교’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인류운명공동체 수립을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을 이어 나가고 있다.65)

그러나, 이렇게 부상의 움직임이 선연함에도 중국이 차세대 세계 선도주자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 

그 동맹의 견제도 큰 걸림돌이지만, 중국의 명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중국의 ‘국가 이미지’이다. 근 몇 년간 중국의 지

속적인 동북공정과 사드(THAAD) 몽니, 문화침탈 등을 목도한 결과, 한국에서는 ‘반중’을 넘은 ‘혐중’의 경향이 뚜렷하게 드

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코로나 19의 감염원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에 더해 중국

의 초기 방역 실패가 전 세계를 괴롭히는 팬더믹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분노는 전 세계적인 반중 기조를 형성했다. 아울러 

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또한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되었다.66) 

또한 미국의 동맹국이나 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반감이 만연하다. 신장위

구르 지역과 홍콩에서 보인 인권 경시 풍조, 국내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언론 검열 등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은 중국의 국내〮국제

정치에 대한 반감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격화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공식적으

로 우려를 표했고, 영국은 홍콩인들의 이주 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홍콩을 감싸는 파격 제스처를 취한 사례가 있

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인 중국 백신논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력으로 치면 세계 1,2위

를 오가는 강대국이자, ‘부상’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백신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

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WHO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많은 국가들이 중국 백신을 도입하는 데에 회의감을 

64)　 안준용, 조선일보, <바이든 “인도∙태평양 안보” 강조…反中전선은 안바뀐다>, 2020.11.13.
65)　 연합신문, <마이더스>, <<중국, 동남아 ‘백신외교’>>, 204, (재)연합뉴스동북아센터, 2021.
66)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202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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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중국 백신인 시노백을 도입했던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모더나를 시노백과 교차접종하기

로 결정했다.67)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을 얻게 된 것인가? 중국은 미국을 넘어 패권국으로 도

약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은 국가별 중국 백신 인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중국의 백신 개발과 비교우위

1. 중국 백신 개발 과정과 원리

중국 개발 백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 국영 제약사인 중국 백신(Sinopharm:中国医药集团有限公

司)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시노팜’(Sinopharm, BBIBP-CorV)과 시노백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시노백(Sinovac)‘이

다. 중국 백신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불활성 백신’ 원리로, 죽은 바이러스 입자를 이용해 인체의 면역체계를 바이러스에 노

출시킴으로써 효과를 보는 방식이다.68)  현재 중국에서 접종 중인 백신은 대부분 중국 백신이며,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

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45개가 넘는 나라가 이미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서방 선진국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으로, 코로

나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토대로 유전물질인 mRNA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이다. 즉, 유전물질을 가공해 인체에 투입하

면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생성하고, 인체가 면역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형성하는 식이다.69) 

이에 달리, 중국 백신은 광견병 백신처럼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이다. 바이러스 자체를 항원으로 활용해 

체내 면역을 형성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현재까지 이 방식은 콜레라,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백신에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바이러스 입자를 60도 내외의 온도로 가열하거나 포르말린 등의 화학물로 처리해 독성을 제거한 뒤, 이를 인체의 면역

체계에 노출시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 백신의 백신 후보물질은 감염 세포가 포함된 물에서 바이러스를 채취하여, 

소독제 등으로 쓰이는 베타프로피오락톤에 48시간 담가 불활성화시켜 제조되었다.70) 

시노팜의 임상 과정과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중국 국영 제약사인 중국의약집단유한공

사와 우한생물제품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자체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2상 예비 분석 결과를 저명한 의

학학술지인 ‘미국의사협회보(JAMA)’ 에 발표했다. 

시노팜의 임상 1상과 2상의 과정은 이러하다. 1상에서는 96명의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위약을 주입

하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백신을 각각 저농도와 중간 농도, 고농도로 세 차례씩 주입했다. 백신의 효력은 ‘중화항체의 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별하게 되는데, 중화항체란 바이러스에 결합해 병원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저해하는 항체를 일컫는다. 

일주일 뒤 부작용이 나타난 비율과 14일 뒤 중화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작용은 저농도에서 21%, 중간 농도에서 

17%, 고농도에서 25%가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위약 그룹은 12.5%가 부작용을 보고했다. 부작용은 주로 고열, 주사 부위

의 통증과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종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을 때 주입 농도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자의 체내

67)　 Tessa Wong, <Covid: China’s vaccine success waning in Asia?>, <<BBC News>>, 2021.07.19
68)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불활화 백신 등이 있다.
69)　 World Health Organization, Draft landscape and tracker of COVID-19 candidate vaccines, May 18, 2021. 
70)　 Shengli Xia, Kai Duan, Yuntao Zhang, Effect of an inactivated vaccine against SARS-CoV-2 on safety and immunogenicity 
outcomes: interim analysis of 2 randomized clinical trials. JAMA. August 13, 2020, p.9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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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다. 중화항체 형성 정도를 비교한 결과71), 백신 후보물질에서 GMT는 저농도가 가장 높고 중간 농

도가 가장 낮게 측정됐다.72)

연구팀은 1상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중간 농도를 택하여, 임상 2상에서는 224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4일 내지는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였다. 7일 뒤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위약 그룹이 

14~18%, 접종 그룹이 6~19%로 거의 차이가 없거나 백신 그룹이 오히려 적었다. 중화항체(GMT)는 21일 간격으로 접종

했을 때가 14일 간격으로 접종했을 때가 2배 높았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시노팜의 중화항체량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임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기존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슷한 수

준"이라고 결론지었다.73)

2. 중국 백신의 효능과 비교우위

중국백신에 대한 우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효능’에 대한 회의감이다. WHO의 승인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중국 

배신이 과연 믿을 만한지, 그 효능이 담보될 수 있는지의 문제제기가 빈발했다. 시노팜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세계 각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러 국제기구 및 보건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들도 학계에 발표되고 있다. WHO의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은 중국 백신의 예방 효과가 78.1%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SAGE가 진행한 중국 백신 백신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종합해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74), 중국 백신 백신의 효능은 78.1%로, 백신을 개발한 중국 백신이 자체

적으로 평가한 효능인 79.3%와 근사하다. 미국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효능인 95%, 94.5% 보다 낮으나, WHO의 

규정 백신 효능 기준치인 50%보다 높은 수준이다.75) 

SAGE는 위의 보고서에서 중국 백신 백신 접종자들이 주사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두통, 피로감 등 일반적인 부작용

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중국 백신 백신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효능 면에서는 '높음', 부작용에 대

해선 '중간'이라고 규정했다.76) 

저명한 세계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서는, 중국 백신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부족하며 시험 데이터의 효능 평가 수치도 

나라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백신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UAE의 임상시험에서는 2회 접종 후 

86%의 효능이 나타났지만 SAGE가 공개한 데이터에서는 78.1%로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중국 백신인 시노백의 경

우 브라질과 터키에서는 각각 50.7%, 83.5%의 예방효과를 나타냈으나, 칠레의 경우 67%로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

다. 8월 중순, 중국에서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도입하면서 중국 백신의 효능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졌다. 

요컨대 중국 백신의 효능은 아직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며, 미국 백신의 효능을 따라잡았다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해보

인다. 그러나, 중국 백신의 무시할 수 없는 비교우위도 존재한다. 먼저 유통 및 생산 방면의 이점이 있다. mRNA 백신인 화

이자, 모더나와는 달리 중국산 백신은 전통적 백신 제조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제조 방식의 차이는 보관과 운반 방면에서 결

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의 보관 환경을 요한다. 따라서 수송과 보관 과정에서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

71)　 연구팀은 항체가 형성 정도를 비교하는 수치로 ‘항체가 기하평균(GMT)’, ‘이뮤노글로불린(IgG)’ 농도를 사용하였다.
72)　 Nawal Al Kaabi, Yuntao Zhang, Shengli Xia, Effect of 2 Inactivated SARS-CoV-2 Vaccines on Symptomatic COVID-19 Infection in 
Adult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May 12, 2021, p.32~33
73)　 위의 논문, 
74)　 연구 대상국은 중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이다.
75)　 World Health Organization, Evidence Assessment: Sinopharm/BBIBP COVID-19 vaccine, For recommendation by the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SAGE) on immunization.May 7, 2021. p.6.
76)　 SAGE가 밝힌 효능과 신뢰도는 18~59세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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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데, 보건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접종이 어려워지는 요인이다.77)반면 중

국 백신은 사멸한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접종국에서 현장 생산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저온보관을 필요

로 하지 않아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비교적 용이하다. 

아울러 미국 백신에 비해 가격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한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78) 모더나 및 화이자백신의 최저가

는 한화 기준 약 2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화이자는 2021년 8월, EU에 공급하는 백신 1회분 가격을 15.5 유로에서 19.5로 

25%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중국 시노백 백신의 최저가는 1만원 중반대로 책정된 바 있다. 또한 후술할 ‘백신외교’

의 일환으로 신흥국들이 저렴한 가격에 백신을 공급받기가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 선진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일지라도, 백신 수급에 난관을 겪는 신흥국들이 마다하기에는 중국 백신이 좋은 조건을 보유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화권의 가치관과 주장이 반영되는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며, 중국 중심의 국제체제와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몽’, ‘신형국제관계’,‘인류운

명공동체’ 등의 대외정책 담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국적 가치관과 중국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고

자 한다.79)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몽’이라는 국가 지도이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중국 중심의 지역 체계가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과 예기치 못한 근대화로 인해 무너진 이후, 중국인들은 늘 암묵적으로 

‘중국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공유했지만, 그 민족적 열망을 개념화한 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의 일이다. ‘중국몽(中國夢)’은 

시진핑이 제시한 지도이념으로, 2012년 중국역사박물관 관람 당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80)이라는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사회의 발전과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골자를 내세운 바 있다. 이후 ‘중국몽’

은 중국에서 중요한 학술 담론으로 자리했으며, 다양한 실천적 방안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목표가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2050년까지 ‘사회주

의 현대화 강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81) 요컨대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기치 하에서 글로벌 강대국으로 거듭날 

미래를 그리며 국가운영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이는 대외정책 방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82) ‘중국몽’이라는 부흥 목표 하에 파생된 다양한 외교 담론은 중국 대

외정책의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体)론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류가 서로 반목하

지 않고 제로섬의 경쟁으로부터 탈피하여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자는 이론이다.83)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중

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형국제관계’는 2015년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고, 2017년 제19차 당대회 보

77)　 은진석, 이정태, <백신은 공공재인가-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2)>>, 2021, p171-174.
78)　 John Cohen, Science, <Great efficacy claimed for another COVID-19 vaccine this one from China>, 2020. 12.9.
79)　 유동원, <중국의 외교 내러티브 연구>, <<중소연구42(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8, pp50-55.
80)　 人民日报, <人民日报评论员 : 用实干托起“中国梦”>, 2012.11.30.
81)　 김한권, <중국공산당 제 19차 당 대회 결과 분석: 외교〮안보적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2017(4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82)　 이정남, <시진핑의 중국몽-팍스 시니카 구상과 그 한계>, <<아세아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83)　 解放军报, <必须不断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八谈认真学习贯彻习主席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重要讲话>,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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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 상호존중, 공평정의, 합작공영(合作共赢)으로 정의된 바 있다.84)경쟁과 상호 견제로 얼룩져 있었던 기존의 국제

정치질서에서 공존과 화합의 국제정치를 수립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존, 화합, 평화 발전을 외치는 한편, 군사적 측면, 특히 해양에서 다분히 공세적인 면모를 보인다. 시

진핑 주석이 집권 후 중국몽이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는 ‘강국몽(强國夢)’ 혹은 중국의 군사 굴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현상변경국(revisionist state)로 인식하게끔 한다. 또한 기존에 공략하던 지역인 태평양을 벗어나 인도양까지 전략 영역으

로 삼는 양양(兩洋)정책,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는 중국몽이라는 목표하에 

실현되고 있는 중국의 팽창 욕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85)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발맞춰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아시아를 전략적으로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

러한 기조는 행정부의 성격을 막론하고 오바마부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를 통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중동에 집중되어 있었던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아

시아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부상 억제임을 보여주었다.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부상하

는 중국의 팽창욕을 누르고 국제사회 현 질서와 미국의 위치(status quo)를 유지하고자 했다. 작년 초에 출범한 바이든 행

정부 역시 취임 직후 한국, 일본, 호주 정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동맹’, ‘인도〮태평양 안보’ 등을 강조하며 이전 노선을 이어 나

갈 의지를 드러냈다.86)

코로나 시대 중국의 외교 대전략이 투영된 대표적 행보는 소위 ‘백신외교’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파키스탄에 백신 원조

한 것을 시작으로 터키, 칠레, 브라질 등 중국 백신 임상시험 국가에 수출했으며,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중국산 백신을 

제공했다. 중국의 백신 원조 하에 다수의 개발 도상국 정상들이 중국 백신을 접종받은 바 있다. 중국은 백신 원조를 통해 자

국 외교 담론인 ‘평화 부상’을 강조하고, 평화와 윈윈을 강조한 ‘신형국제관계’를 현실 외교에서 실현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왕이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

신을 공공재로 정의했고, 공평한 백신 분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며87) 기존 강대국들과는 차별되는 중국의 

백신 정책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다. 

중국과 미국의 중국백신 인식 

중국과 미국의 중국백신 인식을 비교하는 까닭은, 2020년대 세계정치를 지배하는 주요 이슈가 미중갈등이기 때문이

다. 미국과 중국은 누가 세계를 제패할 것인지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최강대국의 위치

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중국의 부상을 일개 개발도상국의 발전 정도로 일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부상 목

표가 패권의 획득인지, 요컨대 중국이 현상변경을 도모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미중 양국의 갈등은 세계 최강대국의 명운을 건 치열한 전쟁인 것이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19년 미국의 화웨이 

84)　 人民日报, <习近平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17.10.28.
85)　 김덕기, <미국의 공세적 인도〮태평양 전략관점에서 본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논단 100권 특별호>>, 한국군사학회, 2020, 
pp75-76.
86)　 안준용, 조선일보, op.cit.
87)　 严瑜,人民日报, <中国疫苗为何这样受欢迎（环球热点）>, 20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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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등 다양한 사례로 나타났다.88)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특수한 경쟁관계를 바탕으로 기존 국가 간 관계가 사회 현안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미국은 20조에 달하는 경제 규모의 대국으로 2020년 OECD가 경제 상황을 전망한 회원국 중 가장 큰 명목 GDP를 

보유하고 있다.89)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쇠퇴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빠른 속도의 백신 보급과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발효

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90)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을 6.5%로 예측했으며, 이는 

팬더믹 이전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다.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경제력은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영향력과 동일시될 수 있으므로91)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폭 회복되었을 미국의 자신감은 중국 백신 인식에 투영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미국은 백신 수급과 접종 방면에서 선구적인 국가이다. 미국은 현재 100명당 접종 회분이 101.6명으로 세계적

으로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한 국가이다.92)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 완료한 인구 비율은 49.7%에 달한다.93) 따라

서 2021년 말까지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94) 높은 백신 접종률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 백신에 대응

하는 백신을 생산해 낸 ‘화이자’와 ‘모더나’ 회사의 근거지라는 점에서도 백신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백

신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신 생산 역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코로나 백신과 깊은 연관성을 가

지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백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언론과 정부인사

들이 내비친 중국 백신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국

1) 중국 언론의 중국 백신 보도
본 연구는 중국 언론의 자국 백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인민일보와 인민일보 해외판의 지면기사를 채

택했다.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중국의 인터넷 언론 시장은 200년대 초부터 급격히 팽창했고, 그 결과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신문 기사의 공신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민일보는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이자, 공산당 

기관지로서공신력이 담보되는 매체이므로 학술적 자료로 사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95) 아울러 공산당 기관지라는 성

격상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중이 가장 잘 드러나며, 당이 국민들에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돋

보인다. 인민일보의 이러한 특성은 객관성이라는 언론의 미덕을 잃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중국이 꾀하는 미래 비전과 

대외정책 담론을 파악하는 데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인민일보는 자국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도에서 크게 두 가지의 논

조를 견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코로나19 백신을 중국 주도의 국제 거버넌스 건설의 도구로 인식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국 백신의 효과와 과학성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국가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88)　 김준형. "G2 관계 변화와 미국의 대중정책의 딜레마."  18.1 (2012): 5-26.
89)　 한국무역협회, “한국 GDP 순위, OECD 국가 중 9위 전망”, 2020.8.25.
90)　 kotra 해외시장 뉴스, “지표로 살펴본 2021년 1분기 미국 경제‘
91)　 유희복. "중국 경제의 진화: 국가발전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의 도구로." 아태연구 26.2 (2019): 49-95.
92)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 영국 통계청(ONS),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93)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
9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95)　 陳詢, <중국의 주요 인터넷 媒體들의 現況>,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38>>, 2001,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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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 건설

코로나 시대의 중국은 인도주의를 통한 인류운명공동체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 인도주의의 일환으로 중국은 동

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백신외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미얀마에 중국산 백신 30회분, 

캄보디아에 100만회분, 필리핀에 5만회 이상의 분량을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6) 또한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에게 백신을 수출 및 지원하는 데에 어떤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전 인류의 공영과 상호협력

을 통해 하나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데에 집중한다. ‘중국 백신원조 진행’97)이라는 기사는 중국

이 올해 2월 7일 파키스탄 군대와 이슬라마바드에 백신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르완다, 튀니지, 수단 등의 국

가들의 백신 수급을 도와준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자국산 백신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백신원

조 수혜국들에서 얼마나 큰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알리는 데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중국은 백신외교를 통해 서방 선진국들과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했다. 중국이 외교 담론으로 제

시한 ‘신형국제관계’의 골자는 기존의 경쟁적이고 제로섬(zero-sum)적인 국제정치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력이 가능한 윈

윈의 상호관계가 가능한 국제정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원조함으로써 ‘신형국제관계’의 이

상을 몸소 실현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공고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중국 백신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는 

첫 번째 중국 백신 수혜국인 파키스탄의 사례를 들면서 자국 백신이 세계 각지의 개발 도상국에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밝혔

다.98) 해당 기사는 중국 백신이 ‘실력으로 말하고 품질로 발돋움(靠实力说话、凭质量立足)’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

국 백신원조가 백신의 전 세계적인 공평 분배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국가들 중 처음으로 백신을 공공재로 인정하

고, 개발도상국이 백신 수급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 희망을 전파했다는 내용은 중국이 대국의 면모로 개발도상국을 

포용하는 부상을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백신 민족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미국

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 드러난다. 우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

는 선진국들의 백신 독식, 즉 ‘백신 민족주의’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기적인 기존 국제관계의 틀에서 벗

어나, 중국은 ‘백신 민족주의’에 동조하지 않고 개발도상국 및 백신 수급이 절실한 국가에 백신을 배분하고 있으며, 이는 면

역격차를 줄이고 인류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강조했다.99) 중국과 서방 선진국이라는 명확

한 대립 구도는 중국이 만들어나갈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와 서양에서 비롯된 기존 국제정치를 대비시키는 도구이다. ‘공존’

과 ‘윈윈’이라는 수사를 통해 중국이 주축이 된 국제질서를 수립해나갈 의지를 관철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자국 백신에 대한 자부심

인민일보의 보도에서 또 다른 유의미한 지점은 자국 백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한 백신에 대

한 자부심은 중국의 부상과도 엮어서 서술되고 있다. 예컨대 ‘백신’이라는 키워드로 인민일보 지면기사를 검색하면 중국 백

신의 코백스(COVAX:COCID-19 Vaccines Global Access) 진입과 관련된 기사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이 코

백스 가입 및 백신 공급에 대해 열을 올리는 이유는 화춘잉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함에 따라 등장한 델타 바

이러스나 다수의 백신들에서 발생하는 돌파감염 사례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지만, 그럼에도 중국 언론에서 

자국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만을 진행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지면검색에서 ‘중국 백신 백신

(国药疫苗)’, ‘백신 부작용’, ‘국산백신’, ‘돌파감염’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본 결과, 자국 제약사인 중국 백신이나 자국 백신에 

96)　 한종구, 연합신문, op.cit.
97)　 高乔, 人民日报, <中国疫苗援助进行时>,2021.3.30.
98)　 严瑜,人民日报, op. cit.
99)　 人民日报海外版, <疫苗民族主义”损人不利己>, 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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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개입된 글은 발간된 사례가 없었다.

  

2) 중국 지도부의 중국 백신 관련 발언
언론에서 드러난 중국 주도의 세계 거버넌스 건설에 대한 야망과 자국 백신에 대한 자부심은 중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에 참여하여 “중국의 백신은 임상실험 3기

에 접어들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공공재로서 개발도상국에 우선 공급될 것”100)이라 발언하며 백신외교를 암시한 바 

있다. 한편 화춘잉(华春莹) 외교부 대변인은 코백스 가입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백신이 가지는 의의를 제시했다. 그는 

‘코백스 가입 협정 체결은 중국이 인류위생건강공동체 이념을 유지하고,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

하는 것’101)이라 밝혔다. 지도층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원조하는 행위가 중국의 부상을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재확인해준다. 요컨대 중국의 백신 개발은 단순히 전염병 예방과 방역 강화를 목표한 것이 아닌,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상정한다. 

2. 미국

1) 미국 언론의 중국 백신 보도
미국 언론은 중국 백신에 대한 상반된 판단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백신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에서 주

목할만한 점은 ‘유효성’과 ‘필요성’ 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여기서 정의하는 ‘유효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의 유효성, 즉 백신의 효과를 사례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선

별 방법 평가, 생태학적 분석 평가의 방법을 동원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이 지칭하는 백신의 ‘유효성’은 엄

격한 임상 시험 환경을 벗어난 곳에서 백신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102) 개인 차원에서는 접종 이후

의 코로나 발병률이 낮고, 집단 차원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집단에서 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수록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미국 언론들은 중국 

백신 백신은 ‘낮은’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금융 전문 채널인 CNBC는 사설을 통해 백신 접

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여섯 가지 국가를 소개하고 그중 다섯 개 국가가 중국 백신에 의존하고 있음

을 지적했다.103) 영국을 제외한 칠레, 우루과이, 몽골, 세이셸, 아랍에미리트가 그 예시이다. 

100)　 高乔, 人民日报, op.cit.
101)　 人民日报, <外交部发言人就加入“新冠肺炎疫苗实施计划”答记者问>, 2020.10.10.
10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03)　 ≪CNBC≫ (2021.06.07.) “Six vaccinated countries have hgh Covid infection rates. Five of them rely on Chinese vaccines”,  
2021.07.2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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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중국 백신 의존 국가들의 코로나 펜더믹 상황]

즉,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집단 내에서 광범위한 코로나 전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부

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 중국 정부와 중국 백신 생산 사업체의 낮은 정보력

을 꼽았다. 백신을 맞았음에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국가들의 원인을 다른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서 찾기보다

는 ‘백신의 낮은 효과’에 집중해서 사설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중국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

난다. 효용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보도는 ‘The New York Times’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

을 전면으로 내세워 중국 백신의 낮은 효용성을 지적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가오푸 소장이 중국 백신이 

‘매우 높은 보호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내용, 타국 전문가들 특히 브라질 연구원들이 중국 백신 백신의 증후성 감염 

예방 효과가 50.4%만큼만 있다고 주장한 사례를 소개했다.104) 후자의 연구에서, 브라질 연구원들이 화이자 백신은 97%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도 언급하며 미 백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중국 백신이 미국, 서

유럽 및 일본에 판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낮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러한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언론들은 중국 백

신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고 동시에 미 백신의 우

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미 언론들이 중국 백신을 비롯한 중국 백신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언급하는 ‘필요성’이란, 백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국제사회가 백신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

한 CNBC 보도에서도 중국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그 사용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중국 백신이 국제사회에 필요하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효성에 대한 면

밀한 판단보다도 충분한 양의 백신 공급이 필요하고, 백신 공급 필요를 맞추는 데에 중국 백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특

히 중국 백신이 개발도상국의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영국 등 국민의 절반 남짓이 접종을 끝

낸 선진국들과 달리 100명당 접종 회분이 0.08명대에 머무는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에는 여전히 많으

나 이들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확보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 백신이 미국 백신에 대한 ‘완전한’ 대안은 아니지

만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비즈니스 뉴스 전문 신문사 ‘marketwatch’의 보도 

역시 중국 백신 백신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다.105) 타 언론사들과 유사하게 중국 백신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그 중에

104)　 ≪The New York Times≫ (2021.04.12.) “China’s top offical admits Chinese vaccines have low effectiveness”, 2021.07.28. 접속
105)　 ≪Market Watch≫ (2021.06.23.), “China’s Sinopharm vaccine may offer weak COVID-19 protection for elderly, says study”, 
2021.07.2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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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노인들의 항체 생성 효과 부진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역시 중국 백신을 아예 무의미한 백신으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꼭 

모든 대상이 아니더라도 ‘60대 이하’에게는 중국 백신 백신이 뚜렷한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국한된 대상자들이라도 

중국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백신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 백신의 최소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美 언론사들의 태도는 최근 WHO가 중국 백신 긴급 사용을 허용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미국 정부의 중국 백신 관련 발언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과 美 국무부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중국 백신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유효성 부족’을 지적

하는 내용보다는 동맹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천명하는 내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언론에서 중

국 백신의 신뢰 가능성을 지적할 때 미 국무부와 행정부는 중국 백신을 비롯한 중국산 백신보다 더 많은 양을 국제 사회에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산 중국 백신, 시노백 백신을 활용하여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백신 공

공재’ 공약하에 개도국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로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지

역에 집중적으로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보다 백신 지원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은 미국은 자국민

의 일정 수준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자 동맹국을 중심으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백악관 연설에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자국민 접종에 활용해온 3종의 백신 2천

만 회 접종분을 6월 말까지 타국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제공한 1천 500만 회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며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외교적 공식 연설에서는 중국 백신과 ‘질적’인 면에서 

겨루기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의 백신 지원을 거

부했던 대만에 수급 결정을 미 국무부가 발표하면서 백신 지원을 통해 오히려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소프트파워 측면

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 역시 엿보인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중국 백신을 견제하고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지원하려는 미국

의 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106)

중국은 왜 불신(不信)의 국가인가 

1. 평화적 부상에 대한 불신

앞선 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중국 백신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은 표면적으로 

평화적 부상, 공존을 주장하지만 실상 확장과 국제정치적 권력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백신을 외교 전략적 도구로 이용하

고 있음은 물론, ‘인류운명공동체’와 ‘신형국제관계’와 같은 자국 외교 담론을 재생산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고 있음이 언

론 보도에 드러나 있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추구하며,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

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범적인 국가를 추구한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중화민족이 지배당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중국을 괴롭히는 세력은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주변국들에게 공격적인 중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107) 

106)　 연원호, 세계경제 포커스 4(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15
107)　 「시진핑 “중국 괴롭히면 만리장성에 머리 깨져 피 볼 것」, 『한겨례』,  2021.7.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01746.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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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속내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인사들의 중국 백신 언급 중 대부분이 중국

의 백신 외교에 치우쳐있다. 중국 백신의 품질이나 부작용에 대한 언급보다 백신을 이용한 공세적 외교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코로나 팬더믹을 계기로 세계정치의 지형을 바꾸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가 미국을 가장 긴장하게끔 만든다

는 뜻일 테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통해 중국 백신의 품질이나 효과가 명시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이 보이는 공격적인 언사 및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팽창적인 중화주의 및 중화질서이다. 역사적으로 조공-

책봉 질서 하에서의 중화질서는 관념적인 것이었다.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요구한 것은 관념적인 복속이었고, 주변국들의 

내정에 총독이나 관리를 파견하여 간섭하는 행위 등은 거의 하지 않으며 주변국들의 관습과 내치(内治)를 존중해 주었다. 

심지어 경제적 관점에서는 조공품보다 더 많은 답례품을 하사하여 되려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중화주의는 과

거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는 중국은 자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펼치

는 국가에 여러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한한령 및 각종 보복 조치를 취

하고, 류사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노르웨이의 연어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몇 년 간에는 중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호주에 적극적인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는 등, 자국의 경제력을 십분 활용하여 각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정책

들을 펼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내수 시장을 무기로 삼아 다른 국가의 정책에 간섭하던 중국의 모습을 수년 간 목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및 백신외교 정책은 순전히 평화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적이고 팽

창적인 중화주의의 일부라고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최고조에 도달한 현 상황

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은 날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

2. 정보 투명성에 대한 불신

중국 백신에 대한 인민일보의 보도와 중국 지도부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은 자국 백신에 대해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자국 백신에 대한 의심이나 비판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백신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드러

나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 백신을 투여한 사람들은 어떠한 부작용에도 시달리지 않았다는 기사를 게재하거나 중국 백신이 

변종 델타바이러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정보를 게재하는 식이다. 이는 백신이 중국 대외정책상 중요

한 도구이기 때문이라 해명할 여지도 있겠지만, 미국 언론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각되는 단점이다. 미국 언론들이 중국 백

신의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고, 자국 백신과 중국 백신을 자유롭게 비교한 한편, 중국 언론은 오로지 자국 중심적인 태

도를 견지하며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에 대한 중국측의 보도는 정보의 취사선택이라는,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중국이 백신을 원조해

준 국가의 국민들이 기적적으로 희망을 되찾았다는 어조의 기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인민일보 지면에 게

재된 기사들 중 중국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글은 단 한 편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중국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어 보였을 가능성

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당의 기관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언론의 요소와 성격을 갖추고 있는 신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어엿한 언론인 인민일보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는 것은 기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html.,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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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중국에서 생산된 정보는 과하게 자국을 신성시하며, 국가적 이해관계에 잠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국 공산당을 일찍이 정보의 취사선택과 언론 탄압으로 익

히 알려진 바 있다. 많은 개인과 국가가 반중(反中)으로 돌아서게 했던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중국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옹호하는 수많은 웨이보(微博) 게시물들을 삭제했고, 중국 언론들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정보를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국가로 한 번 낙인찍힌 이상, 중국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투명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

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 그리고 나아가 중국이라는 국가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다. 

결론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를 안겨주면서 국제정치에서도 많은 변화를 낳았다.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

는 척도는 보건 및 방역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코로나 체제로부터의 빠른 탈피가 국익과 동일시되면서 백신 수급은 

정치화되었다. 코로나 거버넌스 면에서 일견 참패한 듯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예상치 못한 선전(善戰)은 ‘제3차 세계대전

의 승자는 사실상 중국’이라는 평가마저 이끌어냈다.

중국은 국제정치에서 전례없는 국가이다. 몇천 년 동안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 속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리다가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것도 극적이지만, 재건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 1위 강대국의 자리를 넘보게 된 중국

의 서사는 비(非)중국인의 가슴 또한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 1의 패권국이 될 것인지는 학계에

서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모든 권력이 그렇듯 최고의 힘을 누리고 싶다면 감명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수의 동의, 

요컨대 어쩔 도리 없이 충성을 바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백신에 대한 양국의 언론 보도와 지도자들의 발언을 검토하면 중국은 아직도 더 많은 발전을 거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부상을 위한 목표를 탄탄하게 마련해두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문화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는 응당 그에 걸맞는 자신감이 있다. 예컨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언론이 중국 백신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거나, 미국 백신의 위대한 점을 부각해서 중국 백신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다. 국가의 이해와 언론의 자유는 별개로 치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했

다는 점이 중국 언론의 국가주의적인 측면을 부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민일보는 자매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나 민

영 언론사에 비해 어조가 훨씬 차분한 특성을 가진다. 기관지라는 성격으로 인해 사용되는 언어의 수위나 문장의 정교함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신문사인 인민일보의 기사가 국가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면, 여타 민

영 언론사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의 공세적인 세력 확장과 ‘일국(一國)’ 프레이밍 역시 위와 같은 ‘국가주의의 덫’이라 볼 수 있다. 홍콩이나 신장 위

구르지역에서의 인권 탄압, 자국 내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은 모두 국익에 과도하게 잠식

된 중국의 허점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대중이 인식하는 바와는 달리, 중국산 백신이 미국, 영국의 백신을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그 효능이 전무하거나 불량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접종할 시 가격 및 운송 과정에서 점하는 비교우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중

국이 과학기술 면에서 눈부신 진보를 이뤄왔으며, 기존 선진국에 대적할 만한 능력을 길러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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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각국에서 중국 백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심지어는 세계 최빈국인 북한마저도 중국 백신을 기피하

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든든한 동맹국을 거느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동맹관계와 미국 주도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진정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

하고자 한다면, 관건은 신뢰의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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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하에서, 코로나19와 방역정책이 전세계 

각국의 주요한 사회 의제가 되었다. 정치와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

우가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승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트럼프 정부의 실망스러운 초기 방역 대응으로 인

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공중보건의 측면뿐 아니라 경제 위기의 측면에서도 표

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4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수를 얻는 압도적인 승리였다. 총선 직후 주요 연구들은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정

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불어 민주당의 주된 승리 요인이라고 해석하였다. 신정섭은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국민

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108). 이에 더하여 위 논문

은 한국 유권자들이 단순히 감염성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 유무 자체를 가지고 정치적 지지를 결정하기보다 자연재

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합리적으로 투표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언론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하고, 현 정부의 방역 대응이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

가한 결과가 제21대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그들의 당파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한 연

구도 존재한다. 길정아·강원택은 위의 통념과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109).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과 같은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따라 제21대 총

선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얼마나 중요한 핵심 의제로 보았는지도 차이가 존재한다. 위 논문에서는 제21대 총선의 

시기상 현직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부정책,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 유권자의 정파적 지형이 선거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했다. 즉 제21대 총선에서는 회고적 투표 행태

108)　 신정섭. 2020. 「코로나19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정부대응 평가와 개인피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3), 155-
182. 
109)　 길정아·강원택. 202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당파적 편향」. 『한국정당학회보』 19(4),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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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이 당파적 편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반된 관점의 분석이 존재했던 제21대 총선이 치러지고 약 1년 뒤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포함하여 21

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1년 전 총선과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지점이 두드러졌

다. 첫째는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기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이고, 둘째는 총선과는 달리 재보선의 결과는 야당인 국민의

힘의 압승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2021년 재보선은  코로나19와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결

과에 미친 영향을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1)당파성과 당파적 호오를 구분하여,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

이 당파적 선호에 귀속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당일체감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핀다. 그리고 2) 당파적 호오도

를 바탕으로 순수무당파층을 세분화하여 이들이 기존의 지지패턴에서 이탈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정당일체감과 무당파층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현 정부의 정책 운영 평가, 선거 시의 이슈평가, 여타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당파성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투표선택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 여타 요인들이 당파성에 귀속되어 각각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잃기도 한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파성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

장 먼저 ‘당파성’의 개념과 이에 따른 유권자 집단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당파성은 통상적으로 유권자의 정

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에 따른 지지기반을 의미한다.110) 미시간학파에서는 정당일체감을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

당에 대한 장기적, 감성적, 심리적인 동일시 현상’으로 규정한다.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미시간 모델은 두 

차례의 질문을 통해 무당파층(independents)을 분류한다. “평소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1단계 질문을 제

시한 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그렇지만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

습니까?”라는 2단계 질문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미시간 모델의 핵심은 정당에 대한 일차적인 반대를 무당파성

으로 가정하고, 부가적 문항을 통해 무당파층의 정당색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시간 모델에 따라 1단계 질문의 응답 여부로 무당파층을 폭넓게 정의할 경우, 그들이 2단계 질문에서 직접 

밝힌 정당색을 온전히 분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키스 등은 유권자들이 1단계 질문에서 정당 지지를 보이지 않

고 2단계 질문에 비로소 정당색을 밝힌 경우 스스로를 무당파층으로 분류했을 뿐 실제로는 편향된 당파성을 보인다고 밝혔

다.111) 이에 따라 2단계 질문에서 정당색을 보인 응답자는 편향된 무당파층으로, 2단계 질문에서까지 정당색을 보이지 않은 

응답자는 순수무당파층으로 분류하였다. 박원호, 송정민의 연구는 기존의 한국 선거연구에서 많은 경우 미시간 모델이 아

닌 단일 질문으로 정당일체감을 측정하여, 편향된 무당파층과 구별되는 순수무당파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112) 나아가 장승진은 편향된 무당파층 역시 넓은 의미의 무당파층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고, ‘정당 편향적 유권

110)　 Campbell, Angus, Philil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cian Voter.  New York: Wiley; 박원호·
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2, 118에서 재인용.
111)　 Keith, Bruce E., David B. Magleby, Candice J. Nelson, Elizabeth A. Orr, Mark C. Westlye, and Raymond E. Wolfinger. 1986. “The 
Partisan Affinities of Independent ‘Learner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April, 155-185.
112)　 박원호·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2, 1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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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독자적 정치지형으로서 정치적인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113) 장승진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편향 유권자

는 특정 정당에 대한 분명한 선호를 보이면서도 정당 일반에 대해 대체로 높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 연구들은 2단계 질문에 정당색을 보이지 않은 유권자들을 순수무당파로 분류하는 것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

지만, 순수무당파 유권자일지라도 그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여전히 다양하여 하나로 묶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때 달튼이 

제시한 ‘정치적 동원’의 개념을 통해 순수무당파 유권자의 특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114) 달튼에 따르면 높은 정치적 관심도

와 학력수준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정책 평가와 투표 선택을 이뤄낼 수 있다. 만일 

특정한 유권자 집단이 정당과 완전히 독립된 ‘비당파’(apartisan)라는 자기의식을 강하게 가지는 경우 정당일체감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도 기성 정당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미시간 모델에 따라 1단계 질문에서 정당색을 보인 정당 지지자와 2단계 질문에서 정당색을 보인 정

당 편향적 유권자를 아울러 ‘당파적 집단’으로, 2단계 질문에서도 정당색을 보이지 않은 유권자를 ‘순수무당파’로 정의하고

자 한다. 당파적 집단의 경우 장승진(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로 분류한다. 순수무당파층

은 정당에 보이는 장기적 동일시 현상 역시 없거니와 ‘지지’나 ‘편향’ 정도로 뚜렷한 선호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순

수무당파층의 경우 주요 정당에 대한 호오(好惡)를 비교하여 중립무당파와 정당 선호 무당파로 분류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재보궐선거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1. 재보궐선거의 이슈 영향력 : 합의이슈와 대립이슈

이슈투표란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선거 당시 부각되었던 정책이슈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자신의 

투표를 결정하는 투표행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유권자의 당파성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거에서 어떠한 

성격의 이슈가 부각되었는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장에선 이를 논의하기 위

한 이론적 배경인 합의이슈와 대립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13)　 장승진.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편향 유권자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 26-52.
114)　 Dalton, Rusell,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46: 26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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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슈(valence issue)란 “유권자들에 의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가치가 매겨져 정당과 연결되는”115) 이슈로

서 “정당이나 정치적 리더들이 그들이 무엇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지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어떤 상징이나 목표나 조건에 대중들의 생각과 연결된 정도로 구별되는”116) 이슈이다. 이는 경제성장, 복지, 

평화와 같이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어느 한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슈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

에서 후보자들은 어떤 이슈를 얼마나 선택적으로 강조하는지를 통해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를 이뤄내며 유권자들은 이에 근

거하여 투표를 결정한다. 만약 하나의 합의이슈가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슈일 경우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에게 비난이

나 신뢰를 보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며,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이슈일 경우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집권해야 그 가치를 실현할

지를 판단한다.117)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에서 각 정당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들을 선점하고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이슈

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 그러므로 각 후보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유권자들은 어

느 정당과 후보가 그 가치를 더 잘 성취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따라서 대립이슈와 달리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에서 유권자

는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더 나은지’에 대한 평가만 가능하면 자신의 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118) 따라서 대립이슈와 달

리 합의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은 자신의 정당일체감, 이념적 성향과 같은 당파적 선호의 영향을 더 받는다.119)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가 위기 상황은 방역과 코

로나 종식이라는 합의이슈의 부상을 가져왔으며,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조국 사태나 공수

처 설치와 같은 대립이슈는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120) 여당은 당시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 정책을 활용하여 코로

나19라는 합의이슈를 선점하였고 다른 대립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 즉 제21대 총선에서 야당이 패했던 

이유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영향도 있었지만, 야당이 집권 여당을 비판하고 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만한 

대립이슈가 상대적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121) 그 결과 미래통합당은 다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으며, 제21대 총선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쟁점을 부각시킬 수 없었던 야당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대립이슈와 합의이슈가 모두 부각된 선거였다. 대립이슈

(position issue)란 찬-반이 나뉘는 이슈를 의미하며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 낙태 등과 같은 이슈가 이에 해당한다.122) 서

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제21대 총선과 달리 합의이슈로서의 코로나 사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합의이슈였던 코로

나 19가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수급, 그리고 백신 대북지원이라는 정쟁의 대상인 대립이슈가 되면서 야당이 여당과의 차별

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유리하였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이라는 대립이슈가 다시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

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여당과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선거 기간 도

중에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합의이슈를 이번에는 야당이 선점해 집권 여당을 직접적으

로 비판할 수 있었다. 즉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합의이슈와 대립이슈가 모두 부각되었던 선거였으며, 이를 모두 

활용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115)　 Stokes, D. E.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2, p.373; 송진미. 2020. 「합의이슈
정치와 유권자의 선택: 2012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이슈경쟁과 이슈소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0에서 재인용. 
116)　 Stokes, D. E. 1992. “Valence politics” in Electoral Politics. Clarendon Press: Oxford. p.143; 송진미. 위의 쪽에서 재인용.
117)　 Stokes, D. E. 1963. Loc. cit; 송진미. 위의 쪽에서 재인용.
118)　 송진미. 위의 글. 46.
119)　 송진미·박원호. 2016. 「이슈경쟁과 합의이슈모델」, 『한국정당학회보』 15(1). 35. 
120)　 강원택. 2020. 『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 천안함 사건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푸른길. 100.
121)　 강원택. 위의 책. 111.
122)　 Adams, James F., Samuel Merrill III, and Bernard Grofman. 2005. A unifiedtheory of party competi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integrating spatial andbehavioral fac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54; 송진미. 2020. 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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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보궐선거의 유권자 투표 행태 : 중간평가와 저항투표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크게 중간평가 모델(referendum model)과 선거운동 모델(campaign-specific 

model)이 있다. 각각은 재보선에서 투표 결정이 중앙정치나 전국적 수준의 의미를 반영한다는 입장과, 후보자 개인 및 지

역구 수준의 의미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중간평가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보궐선거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회고적 투표란,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현직 정부 여당에 대해 보상(reward) 또는 벌(punishment)을 주는 투표 선택이다. 회고적 투표는 현 정부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평가 대상이 뚜렷하게 인식될 때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 정부에 대

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선거에서 회고적 투표 행태가 늘 나타나지는 않는다. 회고적 투표는 합리적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전제로 하나,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을 보이기 때문이다.123)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재보궐선거는 정치적 비중이 낮아, 기존의 정당일체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중간평가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정치적 비중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

가 기존의 정당일체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재보궐선거의 이러한 특성은 뷰캐넌과 툴락의 

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뷰캐넌과 툴락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시간 비용(decision-time cost)

과 외부비용(external cost)으로 구분했다.124) 결정시간비용은 다수가 결정을 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용을, 외부

비용은 자신의 선호와 상이한 결정으로 인한 효용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때 외부비용은 선거 수준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

다.125) 한국처럼 대통령의 영향력이 큰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외부비용이 여타 선거에 비해 매우 클 것이며,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장악 역시 상당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국회의원 선거의 외부비용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즉, 국

회의원 선거에서는 집권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부 정책에 일정 수준 불만을 갖더라도 불만을 표출할 경우 감수해야 

할 비용이 크다. 이에 비해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보궐선거는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치의 권력향배를 좌우하지 못하므로, 

대선 및 총선에 비해 정치적 중요성, 즉 외부비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보궐선거에서는 선거 결과

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정당일체감이나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당 선택의 비유동성(immobility of party choice)이 존재할 경우 일종의 저항 투표(protest voting)가 이루

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항 투표는 평상시의 선호 정당의 어떤 행위나 특징에 대해 분노하여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투표 행태

를 일컫는다. 그런데 유권자가 ‘상대적 비탄력성’을 띨 경우, 지지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곧바로 다른 라이벌 정당에 대한 지

지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때 유권자는 정치적 불만을 제3정당 지지 또는 기권을 선택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저항투표의 의미는 허쉬만의 모델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허쉬만은 상품의 질적 하락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퇴

장(exit)과 항의(voice)로 설명했다.126) 소비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만족감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품의 질이 기

준 미달일 경우 소비자는 퇴장, 즉 상품의 구입을 중단하거나, 항의, 즉 관리자에게 직접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유권

자의 투표선택에 적용한다면, 저항투표는 지지 정당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한 반응으로, 퇴장(exit)의 형태를 띠

123)　 길정아·강원택, 위의 글, 108. 
124)　 James, Buchanan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istutional Democrac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강원택. 1997. 「대통령 선거 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3, 95에서 재인용.
125)　 강원택. 2004.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10-1, 149.
126)　 Albert Hirschman. 1970.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강원택. 1998.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
항투표: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32(3), 1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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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미상 항의(voice)로 해석할 수 있다.127) 저항투표는 항구적 지지 철회가 아니라, 유권자의 불만족을 경고함으로써 정

당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즉 개선에 대한 요구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저항투표에는 흡인 요인(pull factor)과 배출 요인(pull factor)이 있다.128) 정당지지 이전의 흡인 요인은 ‘적절한 대안

의 존재 여부’와, 배출 요인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loyalty)’의 정도와 각각 관련된다. 저항투표의 방식은 상기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고 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저항투표는 일시적인 제3당 지지로, 대안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기권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저항투표는 제3당 지지로, 충성심이 강한 경우 기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여당 선택’이라는 사뭇 다른 저항투표의 양상을 보였다. 정당

일체감 기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에 비해 여전히 많았으나,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대거 오세훈 후보 지지로 이탈하며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승리를 가져갔다. 저항투표가 제3

정당에 대한 지지나 기권이 아닌 경쟁 정당에 대한 투표로까지 나아간 것은129)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유권자

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어서 국민의 힘으로 지지를 이전하는 데 부담이 크지 않았거나, 임기가 1년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의 외부비용을 특히 적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제3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가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도보다 부정적이어

서 ‘야당선택’이 비교적 긍정적인 선택지가 되었거나, 야당이 2017년 대선 및 2020년 총선에서 이미 충분한 정치적 심판

을 받았다는 해석도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평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 정당 지지 이전의 흡인 요인은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을, 배출 요인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여당 선택’에 대한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

을 통해 순수무당파층,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저항투표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소결

앞선 논의를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적용하면 ‘이슈투표’와 ‘저항투표’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합의이슈와 대립이슈라는 선거 당시 부각되었던 이슈의 성격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달라질 가

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합의이슈가 부각된 선거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지향성에 따른 투표행태가 나타날 가능

성이 높기에, 코로나19라는 합의이슈가 부각된 제21대 총선은 유권자들의 당파성에 근거한 투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합의이슈와 대립이슈가 모두 부각된 선거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

궐선거에서 당파적 선호가 뚜렷한 당파층은 합의이슈에 근거한 투표행태를, 당파적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무당파층은 대립

이슈에 근거한 투표행태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4·7 재보선결과를 집권 여당에 대한 ‘저항투표’로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서울시장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이므로, 우선 구체적인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총선보다 외부비용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회고적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여당이 압승한 총선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고려하면, 선거에서 저항 투표의 기제가 강하게 작동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일련의 

127)　 위의 글, 197.
128)　 강원택. 2002. 위의 글, 162-163.
129)　 관련 연구로는 강원택. 2010. 「2010 지방선거에서의 분할투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6-4 참조. 기존에 보수정당을 지지
해 온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외부비용이 낮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경쟁정당 후보에게로 이탈한 것을 ‘저항
투표’ 속성의 투표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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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지지를 항구적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라, 외부비용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경고’ 차원

의 일시적 지지 이탈이 일어난 것이다. 

본 연구는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일관된 투표행태가 변화한 사실이 항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저항투표

였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호오도를 비교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배출요인과 국

민의힘의 흡인요인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여전히 선호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은 저항

투표적 특징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편 투표패턴의 변화가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 주

로 기인하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호감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정당 지지에 대해 

비교적 높은 상대적 탄력성을 가진 무당파층 유권자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종합하여 ‘17년 대

선-20년 총선-21년 재보선에서 저항투표의 패턴을 보인 유권자 중 순수무당파층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배출요인이 국민

의힘의 흡인요인에 비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통계분석

1. 가설 설정 및 변수 조작화

본 연구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와 다른 투표행태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웠다. 

가설 1 :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파적 선호가 뚜렷한 당파층은 합의이슈에 근거한 투표행태를, 당파적 선

호가 뚜렷하지 않은 순수무당파층은 대립이슈에 근거한 투표행태를 보였을 것이다’

가설 2 : ‘17년 대선-20년 총선-21년 재보선에서 저항투표의 패턴을 보인 유권자 중 순수무당파층의 경우 더불어민주

당의 배출요인이 국민의힘의 흡인요인에 비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Kstat)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문항 개발 및 

조사 후원을 진행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후여론조사 자료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를 통해 진행되

었다. 총 1,000명의 표본을 성, 연령, 권역별 모집단 인구비례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투표행태이다. 투표행태 변수의 경우 ‘귀하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라는 문항을 바탕으로 한 이항 범주형 변수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고, 박영선 후보를 선택한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범주형 변수130) 중 투표패턴의 경우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나타낸 변수이다. 2017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문재인과 야권 후보 3인(홍

130)　 주요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부록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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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구분하였고,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지역구 선거의 투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정당일

체감의 경우 상술한 1단계 질문 “평소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이 있으십니까?”와 2단계 질문 “그렇더라도 다른 정당보다 조

금이라도 더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이 있으십니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연속형 변수131) 중 정부 정책운영 평가의 경우 “현 정부의 정책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기반하

여 1~4점 척도로 변수화하였다. 정책 평가 변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1.5점으로 가장 낮았고, 코로나 19 방역

에 대한 평가가 2.57점으로 가장 높았다. 선거철 이슈의 경우 “이번 LH 사태가 귀하의 투표 여부나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

향을 미쳤습니까?” 문항과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바탕으로 선거

철 이슈에 대한 평가 정도를 변수화하였다.

2. 가설 1 검증 : 유권자 집단별 투표행태 영향 변수 분석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아래 <표1>의 이항 로지스틱 분석은 박영선 투표(1)와 오세훈 투표(0)를 종속변수로 한다. 본 연구는 이슈 평가에 있어

서 당파적 호오의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델1과 모델2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모델 1은 현 정부 정책운영평

가 변수를 비롯한 사회경제변수,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출신지역 및 이념을 포함하였고, 모델 2는 모델1에 당파적 

호오도 변수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두 모델을 유권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정당일체감에 따라 

당파적 집단과 순수무당파층을 구분하여 재차 적용하였다. 다음은 유권자 전체 집단, 당파적 집단, 순수무당파층 집단을 각

각의 모델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1> 유권자 집단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류 변수
유권자 전체 당파적 집단 순수무당파층

모델1
B/Exp(B)

모델2
B/Exp(B)

모델1
B/Exp(B)

모델2
B/Exp(B)

모델1
B/Exp(B)

모델2
B/Exp(B)

현 정부
정책 운영 

평가

부동산
0.213

(1.237)
0.390
(1.478)

0.572
(1.772)

1.124**
(3.076)

0.156
(1.169)

0.441
(1.555)

코로나-19 방역
0.424
(1.528)

0.069
(1.072)

0.374
(1.453)

-0.129
(0.879)

0.904*
(2.470)

0.845
(2.328)

백신 수급
0.332
(1.393)

0.331
(1.393)

-0.404
(0.667)

-0.544
(0.581)

0.981**
(2.667)

0.955*
(2.599)

재난지원금
0.032
(1.032)

-0.151
(0.860)

0.101
(1.106)

-0.384
(0.681)

-0.502
(0.604)

-0.556
(0.574)

검찰개혁
0.448*
(1.566)

0.429
(1.536)

0.111
(1.117)

-0.006
(0.994)

0.949*
(2.583)

1.166*
(3.210)

선거철 이슈
평가

LH 사태의 후보 
선택 영향 정도

-0.516**
(0.597)

-0.587**
(0.556)

-0.631*
(0.532)

-1.054*
(1.734)

-0.200
(0.819)

-0.006
(0.994)

내곡동 땅 의혹 
신뢰 정도

1.262***
(3.532)

0.509
(1.664)

1.506***
(4.507)

0.551
(0.473)

1.319**
(3.740)

0.703
(2.020)

131)　 주요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부록 2>을 참고



215제10장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이슈투표와 저항투표 -순수무당파층을 중심으로-

제
1
장

제    
장
11

제
2
장

제
3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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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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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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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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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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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분류 변수
유권자 전체 당파적 집단 순수무당파층

모델1
B/Exp(B)

모델2
B/Exp(B)

모델1
B/Exp(B)

모델2
B/Exp(B)

모델1
B/Exp(B)

모델2
B/Exp(B)

사회
경제
변수

성별
-0.423
(0.655)

-0.852*
(0.427)

-0.448
(0.639)

-0.749
(0.473)

-1.277
(0.279)

-1.800**
(0.165)

연령
0.007
(1.007)

0.018
(1.018)

0.005
(1.005)

0.015
(1.015)

-0.014
(0.986)

-0.008
(0.992)

학력
-0.096
(0.909)

-0.128
(0.880)

-0.196
(0.822)

-0.520
(0.594)

-0.029
(0.972)

0.106
(1.112)

재산
-0.120*
(0.887)

-0.131*
(0.878)

-0.061
(0.941)

-0.061
(0.941)

-0.196*
(0.822)

-0.197
(0.821)

월 소득
-0.065
(0.937)

-0.079
(0.924)

-0.041
(0.960)

-0.111
(0.895)

-0.135
(0.874)

-0.152
(0.859)

정당·
정치인 평가

보수정당 개혁 평가
-0.433
(0.649)

-0.332
(0.717)

-0.405
(0.667)

-0.080
(0.923)

-0.172
(0.842)

-0.032
(0.968)

문재인 국정운영 
평가

0.728**
(2.070)

0.623*
(1.864)

0.934*
(2.546)

1.063
(2.894)

0.593
(1.809)

0.202
(1.224)

박원순 시정운영 
평가

0.426
(1.532)

0.045
(1.046)

0.616
(1.851)

0.396
(1.485)

0.290
(1.337)

-0.059
(0.942)

출신 지역
호남

-0.138
(0.871)

0.119
(1.126)

-0.383
(0.682)

0.072
(1.074)

-0.068
(0.934)

-0.153
(0.858)

영남
-0.172

(0.842)
-0.075
(0.927)

-0.953
(0.767)

-0.852
(0.427)

0.361
(1.435)

0.746
(2.108)

이념
-0.399***

(0.010)
-0.155
(0.857)

-0.266
(0.015)

0.189
(1.208)

-0.474
(0.623)

-0.409
(0.664)

당파적 
호오도

더불어민주당
0.733***
(2.082)

1.025***
(2.788)

0.625**
(1.869)

국민의힘
-0.713***
(0.490)

-0.929***
(0.395)

-0.779***
(0.459)

상수 -4.611 -2.319 -4.207 -1.579 -6.613 -5.210

N=565
Pseudo 
=0.5649

N=565
Pseudo 
=0.6898

N=261
Pseudo 
=0.5862

N=261
Pseudo 
=0.7474

N=247
Pseudo 
=0.5703

N=247
Pseudo 
=0.6675

*p<0.05 **p<0.01 ***p<0.00

변수 항은 회귀계수/승산비=B/exp(B)

종속변수: 오세훈(0), 박영선(1)

정부 정책운영 평가: 1-매우 부정적, 2-다소 부정적, 3-다소 긍정적, 4-매우 긍정적

LH 사태의 후보 선택 영향 정도: 1-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4-크게 영향을 미침

내곡동 땅 의혹 신뢰 정도: 1-전혀 사실이 아닐 것, 4-전적으로 사실일 것

성별: 1-남성, 0-여성 

출신 지역: 각 지역 출신(1), 다른 지역(0)

보수정당 개혁 평가: 1-부정적으로 변화, 2-변화 없음, 3-긍정적으로 변화

국정·시정 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함 4-매우 잘함

이념: 0-매우 진보 5-중간 10-매우 보수

당파적 호오: 0-아주 싫어함 10-아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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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책 운영 평가 변수 중에서, 당파적 호오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 1에서는 검찰개혁 운영 평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당파적 집단과 순수무당파층의 경우 그 양상은 다

르게 나타났는데, 당파적 집단에서는 어떠한 정책운영 평가 변수도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순수무당파층 집단에서

는 코로나19 방역, 백신 수급, 검찰개혁의 변수에서 모두 유의미성이 나타났다.

모델 1에 두 정당에 대한 호오를 포함한 모델2의 경우 모델 1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

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던 검찰개혁 평가 변인은 모델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정책 평

가 변수의 영향력이 당파적 요인에 의해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위 회귀분석의 결과는 유권자 집단에서 나타난 정책운영 

평가 정도의 차이가 이슈 자체의 영향력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당파적인 호오에 기인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당파적 집단과 순수무당파층 각각에 대해 모델2를 적용한 결과 두 집단에서는 서로 다른 영향력과 통계적 유의미

성이 드러났다. 먼저 당파적 집단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변수가 당파적 호오에도 불구하고 유의미성을 가졌다. 한

편 무당파층의 경우 모델1에서 유의미성을 보였던 코로나19 방역, 백신수급, 검찰개혁 변수 중 백신수급과 검찰개혁 변수

가 당파적 호오에도 불구하고 유의미성을 유지하였다.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 당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LH 사태와 내곡동 땅 의혹 평가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

과, LH 사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LH 사태가 후보 선택 및 투표에 영향을 강하게 미쳤다고 응답할수록 오세

훈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LH 사태가 정파적 호오와 독립적으로 투표 행태에 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운영 평가 변수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비견된다. 한편, LH 사태의 영향력 변

수는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당파적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별이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력은 유

의미성을 가졌고, 당파적 집단과 달리 순수무당파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로 정당·정치인평가 변수에서 문재인의 국정운영 평가는 유권자 전체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당파적 호오를 비롯한 다른 변수와 무관하게 박영선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유

의미하게 높고,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오세훈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운

영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가지는 당파적 호오도는 당파성을 막론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념 변수

는 당파적 호오도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당파적 호오도 변수가 포함된 모델 2에서 유의미

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즉 보궐선거 시점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은 당파적 호오에 일정 정도 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요약하건대, <표1>에 따른 분석이 연구가설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권자 집단 전체의 측면에서 보

면 현 정부의 정책운영에 대한 평가 정도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정책 자체의 영향

력보다는 당파적 호오에 따라 정책운영 평가가 이루어졌다. 2단계 질문기법에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순수무

당파 유권자들 역시 투표선택에 있어서 당파적 호오의 영향을 받았다. 순수무당파층에게 당파적 호오는 코로나 19 방역, 내

곡동 땅 투기 의혹의 영향력을 흡수하는 등 독자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다만 LH 사태의 영향력 평가 변수의 경우 당파적 호

오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번 보궐선거는 합의 이슈인 LH사태를 선점할 수 있었던 국

민의힘에게 비교적 유리했다. 

한편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파적 선호가 뚜렷한 당파적 집단은 합의이슈에 근거한 투표행태를, 당파적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순수무당파층은 대립이슈에 근거한 투표행태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어느 정도 지지된다. 당

파적 집단만이 영향을 받은 LH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의이슈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매개로 촉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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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대립의 의견이 나타날 수 있으나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합의이슈적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 반면 마찬가지로 합의이슈의 성격을 가지며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내곡동 땅 투기 의

혹에 대한 평가는 당파적 호오에 완전히 흡수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이슈의 독자적 의미를 활용하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순수무당파층의 경우 투표행태에 있어서 검찰개혁과 백신수급, 성별 변수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다. 백신수급의 

경우 공중보건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이슈이나, 대북지원 문제와 개발사별 부작용 우려감 등으로 인해 다소간 정쟁

의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검찰개혁 역시 권력기관 간 견제와 상호균형의 측면에서는 합의이슈일 수 있으나 대립이슈의 특

징을 강하게 가진다. 성별 변수의 경우 선거 결과 분석에 있어서 연령 및 세대 변수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대~30

대에서 남성일수록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여성일수록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 순

수무당파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20대~30대의 비교적 젊은 유권자 중에서 무당파층이 많다는 사실은, 성별 변수가 

연령 및 세대 변수와 함께 젊은 유권자층 무당파층의 투표행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회경제변수 중 재산 변수의 경우 부동산 정책 평가 변수의 영향력을 흡수하며 그 유의미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

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모델 2에서 재산 변수만을 제외한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재산 변수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궐위로 인해 치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에 대

한 평가 변수가 당파적 호오를 포함한 기타 사회경제변수에 의해 흡수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만

이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전임자에 대한 회고적 성격의 선거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회고적 성

격의 선거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가설 2 검증 : 당파성과 당파적 선호에 따른 저항투표자 분석 

정당일체감에 따라 당파적 집단과 순수무당파층을 구분한 뒤 두 가지 회귀분석 모델을 적용한 위 분석은 당파성의 유

무에 따라 이슈화되는 쟁점의 양상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였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17년 대선, 20년 총선, 21년 재보선에서 

‘문재인-민주당-오세훈’의 투표패턴을 보인 ‘저항투표’ 패턴을 순수무당파층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설2를 검증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문재인-민주당-오세훈’의 저항투표 패턴을 보인 유권자들을 정당일체감에 따라 구분한다. 주요 정당 지지자

는 1단계 혹은 2단계 질문에서 가깝게 느끼는 정당을 밝힌 유권자들이다. 2단계 질문에서도 정당색을 밝히지 않은 순수무

당파층의 경우, 당파적 호오에 따라 다시 중립무당파, 더불어민주당 선호 무당파, 국민의힘 선호 무당파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순수무당파층 집단의 정치적 스펙트럼과 투표패턴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당파적 호오도와 국정운영 평가 변수를 민주당 부동층 및 국민의힘 부동층의 호오도 및 국정운영 평가 변수와 

상호 비교한다. 저항투표 패턴을 보인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유의미한 대안으로 느끼게 된 흡인요인(pull factor)과 더불

어민주당 지지를 일시적으로 철회하게 된 배출요인(push factor)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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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지지패턴 및 유권자 집단 별 국정운영 평가와 당파적 호오도

지지패턴 유권자 집단 분류
문재인 

국정운영 평가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국민의힘
호오도

문재인
-민주당
-박영선

(N=260)

순수무당파 전체 (N=76) 2.67 5.07 1.86

중립무당파 (N=9) - - -

민주당 선호 무당파 (N=63) 2.73 5.37 1.38

국민의힘 선호 무당파 (N=4) - - -

더불어민주당 (N=182) 2.92 7.27 1.45

국민의힘 (N=2) - - -

ANOVA
F=3.41
p<0.05

F=32.51
p<0.00

F=5.12
p<0.01

문재인
-민주당
-오세훈

(N=123)

순수무당파 전체 (N=78) 1.63 2.92 (-2.15) 3.19 (-1.33)

중립무당파 (N=35) 1.71 3.29 3.29

민주당 선호 무당파 (N=20) 1.85 4.00 (-1.37) 1.60 (+0.28)

국민의힘 선호 무당파 (N=23) 1.30 1.43 4.43

더불어민주당 (N=33) 2.12 4.97 (-2.30) 4.36 (+2.91)

국민의힘 (N=12) 1.50 2.17 5.92

ANOVA
F=5.48
p<0.01

F=7.32
p<0.01

F=7.99
p<0.01

야권
-통합당
-오세훈 
(N=141)

순수무당파 전체 (N=47) 1.11 0.81 4.02

중립무당파 (N=9) - - -

민주당 선호 무당파 (N=0) - - -

국민의힘 선호 무당파 (N=38) 1.08 0.45 4.42

더불어민주당 (N=0) - - -

국민의힘 (N=94) 1.20 1.06 6.60

ANOVA F=0.99 F=0.51
F=31.71
p<0.00

10사례 미만은 수치 제시하지 않음.

국정 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함 4-매우 잘함

당파적 호오: 0-아주 싫어함 10-아주 좋아함

분석 결과, 저항투표 패턴을 보인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 부동층보다 확연히 높은 호오도를 보이

며, 투표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의 호오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저항투표가 항구적 지지철회가 아닌 일시

적 저항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오도가 국민의힘에 대한 호오도보다 높게 나타나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 무당파에서도 호오도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만, 순수무당파층은 일체의 정당일체감을 가지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당파적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인다. 순수무당파층의 지지패턴 변화는 기본적으로 양당의 호오도 뿐 아니라, 흡인요인과 배출

요인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부동층인 문재인-민주당-박영선의 지지패턴에서 보이는 정당 호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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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를 정상 경로, 즉 저항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수치로 가정한다. 순수무당파층 전체 집단에서 민주당 부동층

의 더불어민주당 호오도가 5.07이고, 저항투표 패턴의 더불어민주당 호오도가 2.92라면 더불어민주당 배출요인의 규모는 

2.15로 측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흡인요인이 배출요인보다 커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보다 더 크

게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일체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지지 철회 이상의 지지기반 변화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순수무당파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배출요인이 

국민의힘의 흡인요인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지지기반의 항구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 이들 유권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배출요인 규모만큼의 호오도 감소분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면 일시적 지지이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의힘 선호 무당파층의 경우 오세훈으로의 투표패턴 변화가 일시적 지지 철회 이상의 지지

기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선호 무당파층에서 부동층 패턴과 저항투표 패턴의 국민의힘 호오도는 동일한 수준

으로 높았다. 나아가 국민의힘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정당일체감까지 느끼는 당파적 집단의 경우 지지 철회는 정상경로로 돌

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요약하면, 국민의힘 선호 무당파층을 제외한 순수무당파층의 저항투표 패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의

힘에 대한 호감보다 커서 발생한 일시적 이탈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는 검증되었으며, 검증 과정에서 순수무당파층

이더라도 당파적 호오에 따라 다양한 정치지형을 가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순수무당파층의 일시적인 지지 

철회가 향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쳐 항구적인 지지의 변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면, 당파적 집단의 유권자들과 함

께 순수무당파층 유권자들 역시 중요한 정치지형으로 평가될 것이다.

결론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치러진 첫 선거인 제21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압승하였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총선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으며, 유권자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투표를 했다는 시각이 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일정부분 회고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와 당파적 지형으로 인해 회고적 투표가 통계

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총선과 달리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세 속

에서 1년이라는 시간 차를 두고 치러진 두 선거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재보궐선거에서 무당파층의 역할에 

주목해, 당파성에 따라 유권자 집단을 분류하고 일체의 정당일체감을 가지지 않는 순수무당파층 역시 당파적 호오에 따라 

일관된 정당 선호를 보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재보궐선거 양상 분석을 위해 사용한 이론적 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는 합의이슈와 대립이슈의 개념이다. 합의이슈와 관련된 쟁점이 주가 되었던 대선 및 총선과 달리 재보궐선거에서는 대립

이슈와 합의이슈가 모두 부각되었고, 야당이 이를 잘 활용하여 승리를 거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는 중간평가와 저

항투표의 개념이다. 재보궐선거는 시기상 현직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고적 투

표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특히 임기가 1년 남짓인 재보궐선거는 선거의 외부비용이 낮으므로, 기존 여당 지지자들이 정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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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자 저항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은 ‘재보궐선거에서 당파적 선호가 뚜렷한 당파적 집단은 합의 이슈에 근거한 투표행태를, 당파적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순수무당파층은 대립이슈에 근거한 투표행태를 보였을 것’이며, 가설2는 ’저항투표의 패턴을 보인 유권자 중 

순수무당파층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배출요인이 국민의힘의 흡인요인에 비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설 1 검

증을 위해 유권자 집단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7 재보선 역시 당파적 호오에 따라 정책운영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당파적 집단에게는 LH사태와 같은 합의이슈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반면 순

수무당파층에게는 백신수급, 검찰개혁 등 대립이슈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한 분석 결과, 순수무

당파층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느낀 실망감이 국민의힘에 대해 느낀 호감보다 커 일시적 지지패턴의 변화, 즉 저항투

표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건대, 무당파층, 특히 정치적 자원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정책 평가 등의 판단이 

가능한 순수무당파층이 대립이슈에 기반하여 저항투표를 행하였고, 이 저항적인 성격의 투표가 2020년 총선과 2021년 

재보궐선거 간 선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본 연구는 순수무당파층이 독자적인 정치적 지형으로서 당파적 호오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코로나 19 시기의 두 선거를 비교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당파성에 따른 유권자 분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각 

집단의 표본이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여 더욱 세밀한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다. 더불어 통상적으로 30% 안팎으로 나

타나는 순수무당파층의 비율이 본 연구에 사용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조사 설문자료에서는 50%에 육박할 정도로 과

대대표되었는데,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질문의 표현이나 어감에 따라 연구의 기반이 되는 유권자 집단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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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범주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 사례수(N) 비율(%)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922 100.00

 박영선 336 36.44
 오세훈 521 56.51

투표 패턴 651 100.00
 문재인-더민주-박영선 281 43.16
 문재인-더민주-오세훈 127 3.38
 야권-통합당-오세훈 159 6.76

정당일체감 894 100.00
 당파적 집단 401 44.85

    더불어민주당 258 28.8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152 17.00
       더불어민주당 편향 유권자 106 11.86

    국민의힘 143 16.00
       국민의힘 지지자 67 7.49
       국민의힘 편향 유권자 76 8.50

 순수무당파층 493 55.15
    중립무당파 159 17.79
    더불어민주당 선호 무당파 154 17.23
    국민의힘 선호 무당파 18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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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 사례수(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현 정부 정책운영 평가

부동산 1,000 1.50 0.732 1 4
코로나-19 방역 1,000 2.57 0.972 1 4
백신 수급 1,000 2.11 0.970 1 4
재난지원금 1,000 2.19 0.877 1 4
검찰개혁 1,000 1.94 0.909 1 4

선거철 이슈 평가
LH 사태의 후보 선택 영향 정도 1,000 2.86 0.965 1 4
내곡동 땅 의혹 신뢰 정도 1,000 2.12 0.872 1 4
정당·정치인 평가
보수정당 개혁 평가 1,000 1.94 0.635 1 3
문재인 국정운영 평가 1,000 2.02 0.911 1 4
박원순 시정운영 평가 1,000 2.36 0.865 1 4

이념 1,000 4.91 1.773 0 10
당파적 호오도

더불어민주당 1,000 3.83 2.955 0 10
국민의 힘 1,000 3.31 2.525 0 10

정부 정책운영 평가: 1-매우 부정적, 2-다소 부정적, 3-다소 긍정적, 4-매우 긍정적

LH 사태의 후보 선택 영향 정도: 1-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4-크게 영향을 미침

내곡동 땅 의혹 신뢰 정도: 1-전혀 사실이 아닐 것, 4-전적으로 사실일 것 

보수정당 개혁 평가: 1-부정적으로 변화, 2-변화 없음, 3-긍정적으로 변화

국정·시정 운영 평가: 1-매우 잘못함 4-매우 잘함

이념: 0-매우 진보 5-중간 10-매우 보수

당파적 호오: 0-아주 싫어함 10-아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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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와 전자제품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입이 변화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시점인 2020년 2월 전후 각 품목의 수출입액 데이터를 통해 각 품목의 대중

국 수출입액 증감률을 계산함으로써 수출입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수출입 증가

가 발생한 마스크 내에서 중간재인 마스크필터에 주목하여 대중국 수출입액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과 강한 GVC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중간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GVC와 연결해 그 영향을 지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GVC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중간재에 대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한중 후방 참여도, 전방 참여도, 그리고 이의 합인 GVC 참여율을 측정해보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접 국가 간의 품목별 GVC 참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가치사슬(LVC), 역내 가치사슬(RVC) 

확대 가능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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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되어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이례적인 영향

을 끼쳤다. 세계 각국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 간의 직접 접촉 또한 줄어들면서 많은 연구

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무역이 둔화될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19의 타격이 그리 크지 않고 새

로운 방향과 방식으로 기존의 글로벌화 추세를 유지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기존에는 GVC가 확장되면서 최종재(소비재)보다는 중간재 교역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중간재 교역의 중가가 다시 

GVC 네트워크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었다(Ponte et al. 2019; 이가은 외, 2019).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방역 보

호복 등의 방역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종재(소비재)의 무역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었던 중간재를 기

반으로 하는 GVC 무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에 의해 새로운 어려움에 놓였다. 

특히 한국은 기술집약적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이것은 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통합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GVC가 둔화된 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여 GVC 변화에 더욱 민감해졌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세계의 공장’을 맡고 있는 중국의 우한시에서 처음 확산이 시작되며 여러 국가에서 중국에 위

치했던 해외생산 공장을 본국으로 이전(리쇼어링, reshoring)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전(니어쇼어링, near-

shoring)하여 본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

다.  이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 GVC가 약화되고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등 LVC를 강조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GVC 변화에 집중하여, 코로나 19 이후 일어난 다양한 산업분야

에서의 변화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전자제품을 중심

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산업과 GVC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 산업과 GVC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코로나19’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무역 통계를 분석하여 소비재와 중간재의 GVC변화를 분석하고자 했

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갈래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논문들을 볼 수 있었다. 최문정, 김명현(2020)은 코로

나19로 인한 GVC변화의 측면에서 GVC의 구조적 변화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양미

(2020)는 전세계 GVC의 전반적인 추세와 더불어 이를 특정 산업에 한정하여 수출입 변화를 월별, 국가별로 분석했다. 또

한 비교적 즉각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한 수출입 자료를 활용해 한국 전자제품 산업의 대중국 GVC 참여 정도를 분

석했다. 특정 산업으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역용품과 코로나로 인해 GVC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전자제품

산업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의 특성별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문형돈(2020)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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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의 변화 분석, KIET 산업연구원(2020)은 한국 제조업과 12대 주력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산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에 집중하여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을 볼 수 있었다. 강내영, 도원빈(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중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현태, 정도숙 (2020)은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

해 중국의 글로벌가치사슬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 체계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KOTRA 분석 보고서는 대중수출 분

석을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행하여 한중무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각종 산업에서의 코로나 

시대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산업을 중국과의 

수출 무역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가 야기한 대중국 GVC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외부 변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다루고 있지만 마스크와 전자제품이라는 특정 제품

을 통해 이를 보다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무역 상대국을 중국으로 한정함으로써 특정 산업에서의 

중국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변화를 조망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본론

1.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중간재 수출입 변화 분석 

1)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마스크 중간재 수출입 변화 분석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수출입에서 가장 뚜렷하게 변화한 것은 마스크였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마스크 최종재는 

수출입 변화가 극명했지만 중간재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간재인 마스크필터의 수출액

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kotra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한 방역용품 수요 증가로 안해, 마스크의 핵심 소재

인 부직포의 가격이 중국에서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 한국으로의 부직포 수출 규모도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직포를 넘어, 마스크 제조 GVC에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스크 필터를 중심으로 수출입 금액 변화

를 통한 마스크 GVC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러 마스크 필터 중에서도, 멜트블로운 필터(MB필터)를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MB필터는 산업·의료용으로 널리 쓰이는 소재로, KF 마스크를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용·보건용 마스크의 

내부 필터로 쓰이는 핵심 원자재다. MB필터(부직포)의 HS Code(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국

제 통일 품목 분류 코드)는 5603.12.1000, 5603.12.9000, 5603.92.0000로 다음과 같은 수출입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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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560312 (마스크 필터 - 부직포)

날짜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수입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2019년 8 약 -27.3 19 약 58.3

2020년 15 약 87.5 152 약 700

 

먼저, MB필터 중 560312 품목의 경우, 수출입 모두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입 금액이 전년 대비 700% 증가하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231제11장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전자제품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입 변화 -중국과 한국의 GVC를 중심으로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장
11

제
9
장

제    
장
10

▼ HS 코드 560392 (마스크 필터 - 부직포)

날짜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수입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2019년 14 약 -6.7 198 약 -7.9

2020년 22 약 57.14 231 약 16.7

 

다음으로,560392 품목에 대한 수출입금액 변화를 살펴보았다. 560392 품목에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수출 및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560392 품목에서는 수출금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57.14%로, 수입 금액보다 

큰 비율 폭으로 증가하였다.

두 품목의 MB필터 수출입액 분석을 살펴보면, 수출입 금액이 모두 코로나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보다 2020년에 

증가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모두에서 마스크 제조를 위한 중간재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

이다. 한편 MB필터의 수출액과 수입액 중에서도 증가율 및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수입액이었다. 이처

럼 560312 품목에서 전년 대비 700% 증가하는 등 마스크 중간재인 MB필터의 수입액이 급증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한 한국 내의 혼란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는 마스크 수요

에 비해 공급이 한참 모자란 상황이었다. 따라서 마스크 제조량을 늘리고자 하였을 것이고, 마스크 중간재 중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MB필터의 수입이 급증하였을 것이다.

이로부터 마스크 GVC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의 수요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서 증

가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양국의 MB필터수출입 금액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특히 국가 간 지리적 인접성이 크면 클수록 산

업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MB필터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급증하였고, 

수출액보다 그 규모가 컸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마스크 중간재에 해당하는 MB필터의 수입이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생산이 증대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완제품의 생산과 이후 판매 및 수출까지 이어지는 GVC

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한국정부의 정책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한 MB필터의 수급을 뒷받침하려 하였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

해, MB필터 수입 시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폈다. MB필터 수입 전량을 6월 30일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

게 되자, 국내 마스크 제조를 위한 MB필터의 수입이 증가하며 수입액도 급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MB필터 면세 

정책은, 마스크 GVC에서 중간재인 MB필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MB필터의 수출은 규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수출 제한 정책에 따라, MB필터 생산업자들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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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 출고처 등을 산업부에 신고하여야 했다. 또한 정부는 MB필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MB필터의 부족을 막으

려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MB필터 무관세 정책과는 반대로마스크의 GVC에서 중간재인 MB필터의 수출이, 수입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하며 제한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 정책은 8월에 일부 완화되었고, 10월에는 폐지되었

다. 앞선 수출입 금액 분석에서 MB필터의 수입액뿐 아니라 수출액까지 증가한 것은 규제 완화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1.2 코로나19 이후 대중국 전자제품 중간재 수출입 변화 분석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 상위 5개의 품목 중 3개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에 해당했으며 모두 중간재

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품목 상위 5개의 품목 중 3개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에 해당했지만 2개는 중

간재, 1개는 최종재(소비재)였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메모리반도체를 비롯한 10대 대중국 수출

상품의 부진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중국 수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

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ICT 및 첨단산업에 있어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베트남과의 생산 연계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근무와 수업이 증가하고 외출이 줄어 전자기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

제품 중간재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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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854232 (전자집적회로 - 메모리 반도체)

날짜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수입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2019년 25926 약 -35.18 12865 약 26

2020년 28368 약 9.4 11119 약 -13.6

 



234 동상9몽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바라본 세상

▼ HS 코드 854231 (프로세서와컨트롤러)

날짜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수입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2019년 6089 약 7.47 974 약 -17.39

2020년 6778 약 11.32 1130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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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854231 (프로세서와컨트롤러)

날짜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수입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2019년 4022 약 23.87 2709 약 173.9

2020년 3570 약 -11.24 1613 약 -40.46

 

코로나19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과 2020년의 중간재 세 품목의 수출입 금액을 비교해보면 변동성이 심해 기

존의 추세와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0년 1, 2월에 전자제품 총 수출액이 감소했지만 3월에 이

를 만회하는 증가가 나타났고 다시 4월에 감소하며 변동폭이 컸다. 중간재 수출액의 경우에 이 변동폭을 보였지만 중간재 

수입액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

도체 산업 호황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출액이 2020년 이후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디지털 전환으로 메모리반도체의 수요 증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대중국수출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9년까지 이어

져 온 대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ICT산업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더불어 여러 요소가 작용한 것

으로 보여진다. 이는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급증하면서 비대면 회의 플랫폼, 클라우드 서

비스 등 소프트웨어 시장과 전자기기 시장이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반도체의수요가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

환’이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신형 SOC건설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 또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증가에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정체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공

정이 비교적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했다. 한국 기업은 높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인 공급을 이어갔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  미중갈등 격화와 탈중국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반도체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있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서 중국의 희토류,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등 세계 각국

에 여러 산업이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반도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단절 위험을 겪고 있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의 교류가 약화되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 연결망이 약화되었고, 미국

이 코로나 팬데믹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에 경제 제재를 가하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중국의 산

업고도화 전략과 지역 공급사슬의 구축노력도 탈글로벌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산업고도화 전략에 집중하며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

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자 하며 ‘홍색 공급망’ 정책을 통해 산업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였

다. 이러한 노력은반도체 산업에서도 나타나는데, 중국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의 반도체를 대량 수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관련인프라는 빈약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고도화된 반도체 공급사슬의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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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의 중국으로 총 수출 중 전자제품 중간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20% 수준에서 2020년40%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2010년대 이후로 40% 비중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중국 생산의 비중을 줄여나가

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삼성과 LG 등 한국 초국적기업들이 휴대폰, 가전 등 기존 중국 생산기지의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제품산업 GVC에서 한국과 중국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2. 한-중 GVC 참여 변화 분석

GVC 참여는 크게 후방 참여(backward GVC participation)와 전방 참여(forward GVC participation)으로 구분

된다. 후방 참여는 해당 국가의 수출이 이전에 해외로부터 수입된 부가가치를 포함할 때를 의미한다. 전방 참여는 해당 국

가의 수출이 수입국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수입국의 제3국으로의 수출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강내영, 2020). 

GVC 전후방 참여도는 WIOD, TiVA와 같은 글로벌 산업 연관표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신의 분

석인 World Bank(2020)의 경우에도 2017년까지의 후방 참여도와 전방 참여도를 합한 GVC 참여율(GVC participation 

rate)만 계산되어 있을 정도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까다롭다.

그래서 개별 국가 단위에서 한 국가의 후방 참여를 해당 국가의 수출액 중 수입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방 참여를 

해당 국가의 수출액 중 그 국가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입한 국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으로 상정하기도 한다(김용

균, 2018). 이를 응용해 전방 참여를 총 수출액 대비 중간재 수출액 비중, 후방 참여를 총 수출액 대비 중간재 수입액 비중으

로 계산하기도 한다(심진형, 이재화, 2020). 이를 보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한 수출입액 자료를 활용해 전방 참여도를 

(중간재 수출액) / (총 수출액)으로, 후방 참여도를 (중간재 수입액) / (총 수출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구양미, 2021).

1) 한-중 마스크 GVC 참여 변화 분석
먼저 마스크 GVC에 대한 한중 참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국가의 마스크(최종재) 총 수출액 자료를 수집했다. 본 연

구에서는 한중 마스크 GVC가 마스크 필터(중간재)와 마스크(최종재)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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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630790 (마스크, 마스크 필터 - 특정 모양으로 가공한 것)

날짜
한국 총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중국 총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2019년 92 약 -12 7545 약 1.3

2020년 702 약 663 73248 약 870.8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으로의 마스크 수출량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폭발한 2월 중국의 마스크 수

요 급증으로 대중수출액이 1.3억 달러(전년대비 1만 7,685.8% 증가)에 달한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마스크 수출량 감소했다. 중국 내 마스크 공급력이 상승하고 역기저효과가 발생하며 2020년 상반기 중국의 K-마스크 수입

은 전년 동기 대비 95.8% 급감한 912만 달러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중국은 마스크 생산능력을 55억 

장/일로 대폭 끌어올렸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산 마스크의 중국 내 인지도가 높고 프리미엄 마스크에 대한 수요

가 높아 고품질 K-마스크에 대한 시장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2019 2020

마스크 중간재 
수출액

마스크 
총 수출액

전방 
참여도

마스크 중간재 
수출액

마스크  
총 수출액

전방 
참여도

한국
22

(8+14)
114

(92+8+14)
0.193

37
(15+22)

739
(702+15+22)

0.05

중국
217

(19+198)
7762

(7545+19+198)
0.028

383
(152+231)

73631
(73248+152+231)

0.005

 

 2019 2020

마스크 중간재 
수입액

마스크
총 수출액

후방 
참여도

마스크 중간재 
수입액

마스크 
총 수출액

후방 
참여도

한국
217

(19+198)
114

(92+8+14)
1.904

383
(152+231)

739
(702+15+22)

0.518

중국
22

(8+14)
7762

(7545+19+198)
0.003

37
(15+22)

73631
(73248+152+2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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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스크 GVC에 대한 한국의 참여도가 중국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이 중국보다 한-중 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스크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두 국가 모두 한-중 마스크 GVC에 대한 전후방 참여도

가 2019년보다 2020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마스크 GVC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한국과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낮아진 것을 보여준다. 무관세 규정 등으로 가격이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수출입액으로 계산한 후방 참여도가 과

소평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중 전자제품 GVC 참여 변화 분석
코로나19 이후 한-중 전자제품 산업의 GVC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종재 수출입 현황을 조사했다. 전자제품 

최종재 중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입을 보인 전화기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전자제품 GVC가 메모리반도체(중간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중간재), 기타 부품(중간재)와 전화기(최종재)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GVC 참여도 분석을 진행

했다. 



239제11장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전자제품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입 변화 -중국과 한국의 GVC를 중심으로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장
11

제
9
장

제    
장
10

▼ HS 코드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날짜 한국 총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중국 총 수출금액 (백만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

2019년 4744 약 -22.5 157296 약 -20.7

2020년 4099 약 -13.6 162553 약 3.3

글로벌 스마트폰 소매시장의 성장 정체와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등으로 한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해외 생산과 외주 확

대를 통해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저가 스마트폰 제조업자개발생산

(ODM :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계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을 펴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웨

이 제재 반사이익 등으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베트남 생산을 늘리는 반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저가 모델의 경우 중국의 화친 텔레콤 등과 ODM 비중을 늘려 대응하고 있다. LG전자는 삼성보다 한발 앞서 이러

한 ODM 전략을 도입해 윙텍, 화친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인도시장을 겨냥한 중저가 모델 W시리즈를 ODM 방식으로 

생산했다. 

 2019 2020

전자제품 중간재 
수출액

전자제품 
총 수출액

전방
참여도

전자제품 중간재 
수출액

전자제품 
총 수출액

전방
참여도

한국
32015

(25926+6089)
36759

(4744+25926+6089)
0.871

35146
(28368+6778)

39245
(4099+28368+6778)

0.896

중국
13839

(12865+974)
171135

(157296+12865+974)
0.081

12249
(11119+1130)

174802
(162553+11119+1130)

0.07

 2019 2020

전자제품 중간재 
수출액

전자제품 
총 수출액

전방
참여도

전자제품 중간재 
수출액

전자제품 
총 수출액

전방
참여도

한국
13839

(12865+974)
36759

(4744+25926+6089)
0.376

12249
(11119+1130)

39245
(4099+28368+6778)

0.312

중국
32015

(25926+6089)
171135

(157296+12865+974)
0.187

35146
(28368+6778)

174802
(162553+11119+1130)

0.201

한국의 대중 전자제품 중간재의 수출액 증가는 한중 GVC에서 한국의 전방 참여도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의 대중국 전

방참여는 87%에서 89%로 증가하였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물질이 극도로 통제된 제조 환경을 필요로 한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높은 무인화 수준과 제조경쟁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국의 대중국 후방참여는 37%에서 31%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과의 긴밀한 전자제품 GVC 속에서 코로나19로 인

해 국내 중간재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 수단인 해외 진출이 정체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전역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SK, 삼성 등 국내 기업도 중국 공장 정상 가동에 어려움 겪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

국 내수시장에서의 낮은 점유율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02년 중국에 진출해 2012년 중국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했으나 중국산 휴대폰 브랜드가 급부상하면서 최근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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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산원가도 베트남, 인도보다 높고 미중 분쟁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도 증가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선전, 톈진 등 7개 공

장을 닫고, 2019년 10월 중국 후이저우(惠州)에 위치한 중국내 마지막 휴대폰 생산 공장마저 폐쇄하였다. 코로나19로 인

한 이러한 정체는 세계 각국이 GVC의 일부를 해외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에 집중하는 지역가치사슬(Local Value Chain, 

LVC, 로컬 벨류체인)를 강화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니어쇼어

링(near-shoring, 리쇼어링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을 본국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것) 정책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예

상으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통해 국내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LVC 형성을 통한 공급 안정

화를 시도했다. 

 마스크 GVC 참여율 전자제품  GVC 참여율

2019 2020 2019 2020

한국 2.097 0.568 1.247 1.208

중국 0.031 0.006 0.268 0.271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GVC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욱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 및 국가 가치사슬(National Value Chain, NVC)으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활동에서 지리적 응집성의 영향이 큰 중요성을 가진다(정문현, 2003). 반도체의 경우 여전히 중국을 중요 기지로 삼고 있

다.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은 삼성 반도체 생산의 중요 기지이며, 하반기 전력 가동이 가능해지면 삼성 웨이퍼의 40% 생

산 예정이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가치사슬 변화에 편입하여 협력을 통한 공생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현태, 정도

숙, 2020).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와 전자제품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입이 변화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각 품목의 

수출입액 데이터를 통해 각 품목의 대중국 수출입액 증감률을 계산함으로써 수출입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

였다. 

또한 이 변화가 중국과 한국의 2019년, 2020년 마스크 GVC와 전자제품 GVC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최

종재 수출입액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수출입 증가가 발생한 마스크 내에서 중간재인 마스크필터와 최

종재인 마스크로 형성된 GVC를 가정하고 두 국가의 GVC 전후방 참여도를 계산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과 

강한 GVC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GVC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기존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GVC와 연결해 그 영향을 지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살려 코로나19로 발생한 무역 둔화 속에서도 소비재 수출을 통해 손실을 보완할 수 

있었다. 마스크라는 새로운 방역용품 소비재 수요의 증가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마스크 GVC를 급격하게 확장시켜 한

중 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하게 일어났지만 GVC 참여도는 전 세계적인 큰 변화로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기존에 강한 

한중 GVC를 형성하고 있던 전자제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장애로 더욱 긴밀해졌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가 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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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했다. 이는 메모리반도체 등의 전자제품 중간재가 중국의 RVC, LVC 형성에 다양한 방식으로 편입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접 국가 간의 품목별 GVC 참여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염병의 확산 

위험으로 인해 국가 간 교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접 국가 간의 GVC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역가치사슬(LVC), 역내 가

치사슬(RVC)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GVC 참여도 변화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과도하게 단순화된 GVC를 가정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또한 수출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수출입 가격과 수량 변화를 나누어 고려하지 못하였다. 월별 분석이 아닌 연도별 분석으

로 접근하여 보다 급격하고 미시적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 데이터 확보를 

통해 이러한 점을 반영해 보다 의미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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