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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및 행동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연령층 간의 효과 차이를 탐색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역, 연령, 성별 비례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수집하였으며,

총 1,000명을 연구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확인하고, 연령층별 경로

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인 것으로 검증되어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

과 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모든 계획된 행동 이론 요인들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모형에서

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도에 태도(β=0.6), 주관적 규범(β=0.37)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은 유

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실천에 지각된 행동통제(β=0.33)와

행동 의도(β=0.23)가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요인의 영향력을 연령층별로 집단을 분류하여 확인한 결과를 통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중집단 차이의 유의성 검정에

서는 집단별 경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연령층별로 경로

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주관적 규범이 40대에서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20대·30대, 50대 이상 집단과의 차이가 있었다. 행위의도에

대해 20대·30대, 50대는 태도와 사회적 규범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40

대는 태도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실



- ii -

천에서는 20대·30대, 50대가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의도보다 큰 영향을 미

친 반면, 40대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줄어들고 의도가 비교적 더 큰 영

향을 미쳤다.

결과를 토대로 계획된 행동이론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도

출된 효율적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와 함

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효능감, 통제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또한, 연령대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수립할 때, 20·30대

와 50대 이상에게는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와 더불어 주관적 규범을 함

께 강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기존 연구들에서 나아가

연령대별로 세분화 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의도 뿐 아니라

실제 행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 의미를 가

진다. 또한, 국내 감염병 예방 행동의 실천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에 기반

한 근거를 제시할 때, 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신속성이 요구되는 감염병 예방 정책 및 소통 전략

에서 근거에 기초한 우선순위를 설정 할 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령층별 차이

는 세대에 따른 집단의 특징에 따라 감염병 예방 행위의 동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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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계획된 행동이론, 다중집단 경

로분석,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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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후 세계적

인 유행인 판데믹으로 선언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에 육박하

는 확진자를 양산하는 등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를 겪게 하고 있다

(WHO,2020).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별로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22일 첫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확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코로나19는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으로 발생하며, 흔히 밀접접촉을 통

해 감염이 전파되는 것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집단 감염의 가능성 막기 위해 국가별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

어 국가 단위의 신속하고 적절한 예방대응이 대처의 평가 기준이자 확산

을 줄이는 성과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감염병 대응기관인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감염으로 인해 지자체 역시도 사회적 거리두

기 등 예방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서 재확산

되기도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경로의 파악이 어려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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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에 대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기에 인식하는 심각성과 실천 의도에 비해 실제 실천 수준이

문제시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령층에 따른 차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연령층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이와 영향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실

천 의도 향상을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실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연령층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 및 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1.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태도는 행동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 의도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 의도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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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 실천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동 의도는 행동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사

회적 거리두기 실천의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실천 간의 구조

적 관계는 연령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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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감염병 대응 예방행동

1.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와 동의어로, 다수의 모임을 금지하거나, 개인에게 외출을 자

제하거나 공중시설 등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Regmi et al., 2020).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 상황

에서 항생재, 백신 등의 방법이 아닌 지역사회 완화 전략으로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s)의 실천이 방역 효율성을

증가 시킨다. 비약물적 치료는 개인의 예방행동과 관련이 있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기존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을 의

미하며, 의료 시스템 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밖에서도 수행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Kirscht, 1983).

Ferguson 외(2020)가 정의한 비약물적 중재를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주요 범주에 속한다. 첫째, Isolation은 이미 질병이 있거나 건강

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떨어트려 질병의 확산으로부터 막는 것이다. 둘

째로, Quarantine은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

고 분리하는 것으로 14일간 집에 머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

리두기는 직장, 학교 등 외부로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감염된 사람과

또는 감수성이 있는 사람 간의 접촉 빈도를 제한하여 감염의 전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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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법이다(Ferguson et al., 2020).

Isolation과 Quarantine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과

달리, 국내에서는 실사용 되는 의미에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두 단어를

‘격리’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거나, Isolation이 의

미하는 고립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나 취약계층의 소외를 설명하는 것에 국한되기도 한다. 비약물적

중재 방법 중 Social Distancing는 비교적 국제적인 정의에 대응하여 명

확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가장 전반적으로, 다수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역

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감염병 대응 주체의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CDC,

2010). 기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예방 백신접종을 장려하거나 개인

예방 행위를 주요 전략으로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황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주목을 받았던 전례는 없다

고 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개입 효과로 유행 속도를 늦

추고 확진자 수 감소 등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Cauchemez et al.,

2008; Cowling et al., 2009; Heymann et al., 2009; Kawaguchi et al.,

2009; Nishiura et al., 2009).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예방방법으로 사회

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Prem, K. et

al., 2020; Shim, E., et al., 2020). Matrajt 와 Leung(2020)의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을 때 확진자 수의 증가가 완화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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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

히 시행되어 준수율 및 실천율을 올리려는 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Matrajt & Leung, 2020).

정부 정책 개입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다는 보고에 따

라,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사

및 모임 참석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을 시행하였으며, 사람

간의 신체접촉 금지와 2m 거리두기를 기본 예방 수칙으로 하고 있다

(Baskozos, 2020).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자제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직접접촉을 줄이는 행동이 대표적

인 예로 제안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생활 방역 체계로 고강도 사

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나누어지는데, 공통적으로 개인 방

역 수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 실천을 권고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에서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할 중요한 행위임이 강조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20b).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에서 권고되는 행위

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하며, 사업장 및 조직 단위가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범주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

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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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 연구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인구사

회학적 특성 또는 심리·사회학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시도가 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연령 그리고 정치성향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보고가 주를 이룬다. 특히, 젊은, 남성층

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낮았다는 결론이 다수 도출되었다

(Al-Hanawi et al., 2020; Masters, N.B., et al., 2020; Tomczyk et al.,

2020). 정부지지 및 정치적 성향에 따른 영향에 관련된 연구에서 대통령

을 지지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의도가 높았으며, 대유행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avel et al., 2020;

Pedersen & Favero, 2020).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력은 연구결과는 개인의 태도와 미디

어 사용보다는 약한 예측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심리사회학적 인식에

대한 영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이 주로 조사되어 코로나19 관련 지식을 알고 있을수록 예방행동에 대

한 태도 및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Al-Hanawi, M.K., et al., 2020; Lements, J.M., 2020).

국내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위험인식이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Lee & You(2020)의 연구는 성인 1,000명을 대

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지각된 심각성 및 지각된 감수성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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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지된 위험인식을 측정하였으며, 이들이 개인의 예방행동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험인식은 개인의 예방

행동에서 유의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지각된 심각성만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조사된 5개의 예방행위(손 씻기, 마

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의료시설 이용 자제, 사람 많은 장소 방

문 자제) 중 3개의 예방행위에서 연령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Lee & You, 2020).

또 다른 국내 연구로 Jang, Jang & Lee(2020)는 코로나19와 함께 2015

년 발생한 감염병 메르스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위험인식과 함께 대통령 국정

수행, 정부지지를 측정하였으며, 연령과 성별이 유의하고 위험인식이 예

방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쳤다(Jang et al., 2020).

국내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요인 연구 결과에서 성별과 연령이 비교

적 공통적으로 유의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세부적인 요인 차이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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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1.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행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

기 위한 틀로 합리적 행위 이론에 기반을 두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그리고 행동 의도를 구성

요소로 하여 이들이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

이론은 1980년 고안된 합리적 행위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에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지각된

행동 통제 변인을 포함한 모델이다 (Fishbein & Ajzen, 1975; Kiriakidis,

201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행동 통제를 포함하는 계획된 행동

이론 모델이 합리적 행위 이론 모델과 비교하여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비교적 높았다. 계획된 행동 이론의 모형은 아래 <그림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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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델 (Icek Ajzen,

1991)

계획된 행동 이론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건강 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데 활발히 적용되어 왔다. 운동과 식단 같은 건강 증진

행위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콘돔 사용 등 질병 예방 행위 등의 연구에서

도 채택되고 있다.

건강행위의 의도나 실천을 설명하는 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더불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과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등의 이론들 역시 연구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

고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다른 건강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비교

하였을 때, 감염병 예방 행위에 적절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석조

외(2010)의 연구에서 2009년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의도를

건강신념모델과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력이 더 높았다(유석조 외, 2010).

또한,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조건이 적합하다.

국내에서 개인에게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강한 강제성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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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개인의 자발적 실천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

델의 개념적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계획된 행동 이론의 설명변수

2.1. 태도(Attitude)

계획된 행동이론에서의 태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위미하며, 이는 개

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성향으로 주어

진 대상, 상황에 대해 호의 또는 비호의성을 지니는 일관적인 응답이자

반응이다(Katz, 1960; Rivis & Sheeran, 2003).

2.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행동에 대해 얼마나 승인

하고 거부하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이자,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인식되는 사회적 압력이다(Sutton, 2001).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와 준거집단을 따르려는 순응 동기

(Motivation to comply)의 곱으로 구성되어 가족, 친구 등 개인의 주변

사람들이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

은 낮아지게 된다(Ajzen, 1985).

대체적으로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에 비해 유의미 하지 않거나 설

명력이 낮은 결과를 보인다. 주관적 규범을 제외하고 설명하기도 하나,

여전히 주관적 규범을 포함하는 계획된 행동이론 기본 모델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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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나

압력의 영향이 큰 사안일수록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 외

부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박희서 외, 2007).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어 연구 지역이나 대상,

맥락에 따라 행위의도와 상관관계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문화권에 따른 성향에 따라 주관적 규범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는데, 집

단주의 문화가 강한 동양권이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권에 비해 행동관련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Lee & Green, 1991).

2.3.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통제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개인이 어떤 행동 수행하는데 필요

한 자신감이나 능력을 인지한 정도이자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 지각된 행동 통제의 구성은 통제 신념과 통제요

인을 지각할 힘으로 측정된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과의 대체 가능성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과 동일한 의미로 사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 간의 의견 차가 존재하였으며, 자기 효능

감 외에도 지각된 어려움(Perceived difficulty) 또는 지각된 통제력

(Perceived control)등 의 개념이 혼재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의견

에 따라서 지각된 행동 통제를 대신해 유사 개념을 대신 활용하는 연구

도 존재하나, 국내외 연구를 통해 행동 통제력이 다른 개념들보다 행동

의도 및 행동과 관련성을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지각된 행동 통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Armitage & Conner, 1999; 손영곤 & 이병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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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에 대한 의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특정 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잠재적 제약에 대한 정보를 제

시함으로써, 의도가 항상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2.4. 행동 의도(Behavior Intention)

행동 의도는 어떤 행동을 하려는 하는 개인의 생각이나 의지를 의미하

며, 행동 의도가 클수록 실제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세 변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 의도를 설명하며, 매개변수

로 행동 실천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제 3 절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요인을 확

인한 연구는 다소 많지는 않으나 일부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인 계획

된 행동이론 구성요소의 영향력 및 유의성과 함께 연령대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연구 조사시점에 조사가 시행된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범주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범주와 정의

의 유사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Smith 외(2020)의 연구는 3월 22일 ‘stay-at-home’조치가 취해지기 전,

오하이오주 확진자가 351명의 규모일 때 조사된 연구로 응답자 평균 43

세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m 거리 유지하기, 10인 이상 모임 자제, 집

에 머물기로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

동이론을 태도를 Instrumental, experiential, 주관적 규범은 Injun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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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는 Capacity, Autonomy로 세분화

한 결과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모든 행동에 유의하였으나,

각 행동별로 세부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었다(Smith et al., 2020).

Iwaya 외(2020)의 연구에서 브라질인 78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향후 몇 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의도에 주관적 규범,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하였고, 응답자의 75%가 37세 이하 성인으로 젊은 층이 주로 응답하

였다(Iwaya et al., 2020).

Prasetyo 외(2020)의 연구는 필리핀 국민의 위험인식과 계획된 행동이

론 구성요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 의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79%가 34세 이하였고, 계획된 행동이론 요소는 사회적 거리두

기 준수의도에 정적 직접 영향력이 있었으며, 지각된 행동통제, 태도, 주

관적 규범 순이었다(Prasetyo et al., 2020).

Callow 외(2020)는 미국 메릴랜드 주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계

획된 행동이론 모형과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의 개념모형을

채택하여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규범이 유의하였

으나, 지각된 행동통제는 유의하지 않았다(Callow et al., 2020).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요인과 관련 선행 연구

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변인의 유의성

과 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연구별로 차이가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

은 같은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조사 대상이나 지역 그리고 문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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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편의추출된 표본을 활용하였다. 그러

므로, 표본이 연령대별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연

구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국내 실정 및 상황에 맞는 연구가 필요

하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가 주로 보고되었으며, 실제 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실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론적 고찰과 국내 실정에

맞는 실제 실천적 함의를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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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연구

저자 국가
대상 인구

연령
조사 시점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련 주요 결과

Smith et al. 미국

오하이오

지역주민

84명

평균 43세

2020.3.18.

~2020.3.25

보호동기이론

구성요소

TPB구성요소

사회적 거리두기

의도

1)2m 거리

유지

2)10명

이상모임 자제

3)집에 머물기

- 연령별 영향요인 차이

- TPB 요소중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유의

- 행위별 TPB 영향력 차이

1) 2m 거리 유지

: 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

2)10명 이상 모임 자제, 집에 머물기

: 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

Iwaya et al. 브라질

브라질

거주민

786명

/37세 이하

75%

2020.3.31.

-2020.4.6

인구사회학적

변수

TPB구성요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의도

- 연령대, 소득 유의

- 모든 TPB 요소 영향력 검증

- 주관적 규범>태도>지각된 행동통제

Prasetyo et

al.
필리핀

15세-75세

649명

/34세 이하

79%

2020.5.7.

-2020.5.11

위험인식

TPB구성요소

사회적 거리두기

의도

- 모든 TPB요소 직접적 영향력 검증

- 지각된 행동 통제>태도>주관적 규범

Callow et al. 미국
60세 이상

노인 242명

2020.5.12.

-

2020.5.15

TPB 구성요소

건강신념모델

구성요소

사회적 고립 의도
- TPB요소 중 태도, 주관적 규범 유의

- 태도>주관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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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2>와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할 의도와 실제 행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층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2> 연구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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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및 분석방법

1. 조사 개요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국내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전

문리서치업체(한국리서치)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지역·

성별·연령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 추출하여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

며, 응답의 결측이 존재하지 않아 총 1,000명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E2011/003-008).

<표2> 표본설계

구분 표본설계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조사기간 2020년 10월 27일 ~ 29일

표본수 1,000명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로 url 발송)

2.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2.1 태도

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자신의 감정상태로 정의하였다.‘내

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내가 안전함을 느끼게 한다.’ ‘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내 기분이 나아진다.’ ‘나의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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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두기 실천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이롭다.’, ‘사

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옳은 일’이다.‘ 태도는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 – (7) 전적으로 동의.

2.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및 생

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Gabriel 외(2020) 의 문항을 수정하여 네

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Gabriel et al, 2020).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내가 중

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다.’ 7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 – (7) 전적으로 동

의.

2.3 지각된 행동 통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자신의 지각 정도로

정의하였다. Gabriel 외(2020)의 문항을 수정하여 다음의 세 개의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Gabriel et al, 2020).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 결정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내가 원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내 주변에는 사회적 거리두

기를 실천할 여건이 갖춰져 있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다른 계획된 행동

이론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전혀 동

의하지 않음 – (7) 전적으로 동의.

2.4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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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도는 Gabriel 외(2020)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실천 기간에 맞게 구체화하여 사용하였다

(Gabriel et al, 2020). ‘나는 향후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

다.’, ‘나는 향후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다.’

2.5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조사 시점에서 지난 1주

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자주 실천하였는지로 정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물리적으로 행해진 권고 행위

세 가지를 질문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예: 여객터미널, 도서관, 카페) 이

용을 자제한다.’, ‘모임을 취소하거나 종교 등 예정된 행사에 불참한다’,

‘외출을 자제한다.’ 각 문항의 점수는 4점 Likert척도로 (1) 전혀 하지 않

음 - (4) 항상 하였음으로 측정하였다.

2.6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도 및 실천에 미치는 일반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소득, 주

관적 건강수준을 확인하였다. 성별은 (0)여자, (1)남자로 하고, 연령은 20

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0)

고등학교 졸업 이하, (1)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 상태는

(1)결혼 (0)결혼 외(미혼, 이혼, 사별)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월 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 200만원 미만부터 (7) 700만원 이상으로 분류

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5점 Likert 척도로 (1)매우 나쁘다 - (5) 매

우 좋다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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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변수 구성

종

류
변수명 세부 문항 척도

독

립

변

수

태도

태도1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

지를 위해 해야 할 ‘옳은 일’이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7) 전적으로 동의

태도2
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

산 방지에 이롭다.

태도3 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내 기분이 나아진다.

태도4
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내가 안전함을 느끼게

한다.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1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

기를 기대할 것이다.

주관적

규범2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

천할 것이다.

지각된

행동 통제

지각된

행동 통제1

내가 원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

다.

지각된

행동 통제2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 결정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지각된

행동 통제3
내 주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여건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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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변수명 세부 문항 척도

종

속

변

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도

행동 의도1 나는 향후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다. (1)전혀 동의하지 않음

- (7)전적으로 동의행동 의도2 나는 향후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계획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행동 실천1

최근 '일주일' 동안 귀하께서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표시해주십시오. : 다중이용시설 (예: 여객터미널, 도서관, 카페)

이용을 자제한다

(1)전혀 하지 않음

-(4)항상 하였음
행동 실천2

최근 '일주일' 동안 귀하께서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표시해주십시오. : 모임을 취소하거나 종교 등 예정된 행사에 불

참한다.

행동 실천3
최근 '일주일' 동안 귀하께서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표시해주십시오.: 외출을 자제한다.

인

구

학

저

특

성

인구사회학

적 요인

성별 성별은 무엇입니까? (0)여자 (1)남자

교육수준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0)고등학교 졸업 이하

(1)대학교 재학 이상

혼인상태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0)미혼 (1)기혼

가구소득

귀하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

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

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200만원 미만

-(7) 700만원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1)매우 나쁘다

- (5)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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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 분석 방법

3.1.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2.0과 AMOS 22.0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SEM)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며, 분석의 세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왜

도, 첨도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계획된 행동 이론 변인들과 및 사회적 거리두기 변수 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세 번째,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네 번째,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모델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분류된다. 증분 적합지수는 모

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며, 증분 적합지수는 설계한 모

형이 영모델(null model)과 비교한 차이를 측정하며, 간명 적합지수는 모

델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합도를 측정하여 변수가 많은 모델의 적합도

를 설명할 때 유용하다. 자세한 기준은 <표4>에 기술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로 고려되는 CFI, TLI, RMSEA 모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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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전체 집단에서 주요 변수 간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 번째, 연령층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이용

하였다. 연구 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한 후, 연령층에 따른 경로계수 차이

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4> 모형 적합도 지수 및 판단 기준

적합도 종류 최적 모형 판단 기준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

CMIN p값이 0.05 이상이면 양호

Q(x2.df)
2이하면 양호

3또는 5 이하면 보통

GFI(Goodness Fit Index)

0.9 이상이면 양호AGFI(Adjusted Goodness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d

Residual)
0.05 이하면 양호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0.1이하면 보통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al Fit Index)

0.9 이상이면 양호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간명적합지수

(Parsimonious

Fit Index)

PGFI(Parsimonious Goodness

Fit Index)

낮을수록 양호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ed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송태민 & 김계수(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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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1,000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5>와 같다. 성별은 비례할당

추출을 하였으므로 고른 분포를 보여 전체는 남성 50.8%, 여성 49.2%로

나타났으며, 20·30대는 남성 49.7%, 여성 50.3%, 40대의 경우는 남성

49.2%, 여성 50.8%, 50대 이상에서는 남성 52.2%, 여성 47.8%였다. 교육

수준은 전체에서 대학 재학 이상이 63%이며, 고졸이하는 37%였으며, 전

연령층에서 대학 재학 이상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젊은 연령층에서 고

학력의 비율이 더 높았다. 50대 이상은 대학 재학 이상(53%)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46.8%)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0,30대는 대학 재학 이

상은 73.6%,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26.4%, 40대는 대학 재학 이상이

69.3%,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0.7%였다. 혼인 상태는 전체 응답자 중

62.9%가 기혼이었으며, 37.1%가 기혼이 아니었다. 40대(기혼 70.9%, 미

혼, 29.1%)와 50대 이상(기혼 82.7%, 기혼 외 17.3%)에서는 기혼자의 비

율이 매우 높은 반면, 20대,30대는 기혼이 29.3%이며, 기혼 외가 70.6%

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은 구간별로 나누었을 때, 50대 이상에서

월 200만원 소득자가 16.2%이며, 700만원 이상이 19% 다음으로 높아 동

일 연령층 내 소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20대와 30대는 700만

원 이상 가구 소득자는 29%였으며, 200만원 미만은 12.4%였다. 40대에

서는 월 200만원 미만 가구 소득자가 5.8%에 그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저소득 비중이 낮았으며, 700만원 이상은 25%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거나(44%), 보통 수준(46%)이 대부분으로, 나쁘다고 지각하는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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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였다. 연령층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20대,30대에서는 좋다는

응답자 비율(50%)이 보통(41%)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40대는 보통

47%, 좋음 48% 이며, 나쁘다는 비중 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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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30대(n=330) 40대(n=189) 50대 이상(n=481) 전체(N=1,000)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성별 　 　 　 　 　 　

남자 164 49.7 93 49.2 251 52.2 508 50.8

여자 166 50.3 96 50.8 230 47.8 492 49.2

교육수준

고졸이하 87 26.4 58 30.7 225 46.8 370 37.0

대재이상 243 73.6 131 69.3 256 53.2 630 63.0

혼인상태

기혼 외 233 70.6 55 29.1 83 17.3 371 37.1

기혼 97 29.4 134 70.9 398 82.7 629 62.9

월 가구 소득수준

200 만원 미만 41 12.4 11 5.8 78 16.2 130 13.0

200-300 만원 47 14 23 12 72 15 142 14

300-400 만원 52 16 25 13 78 16 155 16

400-500 만원 41 12 31 16 66 14 138 14

500-600 만원 25 8 26 14 56 12 107 11

600-700 만원 27 8 26 14 42 9 95 10

700 만원 이상 97 29 47 25 89 19 233 23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29 9 10 5 58 12 97 10

보통 135 41 89 47 237 49 461 46

좋음 166 50 90 48 186 39 44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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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변수가 정규성을 띄고 있어

야 한다는 전제의 부합성 검토를 위해 기술적 통계를 확인하였으며, 평

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6>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태도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5.46점~6.09점(표준 편

차=1.172~1.535)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의 1~2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5.73점~5.81점(표준 편차=1.209~1.227) 이었으며, 지각된 행동 통제

1~3번 문항은 평균 5.50~6.00점(표준 편차=1.172~1.334)이었다.

매개변수인 행동 의도 1~2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5.83점~5.88점(표

준 편차=1.255~1.288)이며, 종속변수인 행동 실천 1~3번 문항은 4점 만점

에 평균 3.18점~3.44점 (표준 편차=0.638~0.897)으로 분석되었다.

West, Finch & Curran(1995)은 정규분포 충족 기준을 |왜도|<3, |첨도

|<8로 고려하고 있다. (West et.al, 1995) 본 연구에 적용된 주요 변수들

의 왜도는 절댓값 2 미만, 첨도는 3 미만의 값을 보여 정규성을 띄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변수들을 구조방정식에 사용하는 데 문제

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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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태도

태도 1 6.09 1.172 -1.534 2.578

태도 2 5.99 1.203 -1.377 2.070

태도 3 5.46 1.535 -0.989 0.530

태도 4 5.96 1.245 -1.403 2.131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 1 5.81 1.227 -1.078 1.248

주관적 규범 2 5.73 1.209 -0.924 0.701

지각된 행동 통제

지각된 행동 통제 1 6.00 1.172 -1.369 2.086

지각된 행동 통제 2 5.83 1.283 -1.175 1.341

지각된 행동 통제 3 5.50 1.334 -0.854 0.547

행동 의도

행동 의도 1 5.88 1.255 -1.215 1.466

행동 의도 2 5.83 1.288 -1.194 1.243

행동 실천

행동 실천 1 3.18 0.897 -0.801 -0.310

행동 실천 2 3.59 0.638 -1.502 2.015

행동 실천 3 3.44 0.689 -0.991 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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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7>과 같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r=.816(p<.001)이며,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는

r-.763(p<.001)로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는 r=.776(p<.001)로 정적이었다. 행동 의도와 계획된

행동이론 구성 변수 역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행동 의도와 태도 r=.801(p<.001), 행동 의도와 주관적 규범

r=.760(p<.001), 행동 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 r=.686(p<.001)이었다. 행

동 실천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 및 행동 의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행동 실천과 태도 r=.494(p<.001), 행동 실천과 주관적 규범

r=.460(p<.001), 행동 실천과 지각된 행동 통제 r=.397(p<.001), 행동 실천

과 행동 의도는r=.460(p<.001)이었다.

변수들 간 상관 계수가 0.8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위험이 있어, 측정된 변수 중 태도와 주관적 규범, 태도와 행동 의도에서

다중 공선성이 의심되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실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측정 변수들의 VIF가 10미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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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행동 의도 행동 실천

Cronbach’s

alpha

태도 1 .915

주관적 규범 .816 *** 1 　 　 .910

지각된 행동 통제 .763 *** .776 *** 1 　 .867

행동 의도 .801 *** .760 *** .686 *** 1 .952

행동 실천 .494 *** .460 *** .397 *** .460 *** 1 .622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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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 요인 모형을 검토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모형

의 적합도 산출 결과는 <표8>와 같다.

적합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RMSEA는 낮을수록 양호하다고 기준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06~.08 사이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는 점을 고

려하였다(Hu & Bentler, 1999).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482.765(p<.001), TLI=.955 CFI=.966, RMSEA=.077으로 나타나 전반적

인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측정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측정된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별 요인계수의 비표

준화, 표준화 추정치, C.R을 고려하였을 때, 구조모형으로 적합함을 확인

하였다. <표9>와 같이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계수가

p<.00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df) CFI TLI RMSEA

측정 모형 482.765 (69) 0.966 .955 0.077

적합 기준 0.90 이상 0.90 이상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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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측정 모형 변수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태도

태도 1 1 1

태도 2 1.048 1.048 0.023 44.849***

태도 3 1.136 1.136 0.036 31.925***

태도 4 1.06 1.06 0.025 42.517***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 1 1 1

주관적 규범 2 1.026 1.026 0.023 44.955***

지각된 행동 통제

지각된 행동 통제 1 1 1

지각된 행동 통제 2 1.014 1.014 0.03 34.019***

지각된 행동 통제 3 0.988 0.988 0.032 30.516***

실천 의도

행동 의도 1 1 1

행동 의도 2 1.02 1.02 0.017 59.322***

실천

행동 실천 1 1 1

행동 실천 2 1.528 1.528 0.15 10.157***

행동 실천 3 1.732 1.732 0.171 10.13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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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경로분석

최종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482.765(p<.001), TLI=.955 CFI=.966,

RMSEA=.077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지각된

행동 통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으며,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10>와 같다.

태도가 행동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β=0.684, p<0.001),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0.356, p<0.001). 즉,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규범

이 높을수록 행동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주관적 규

범은 행동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β=-0.042). 행동 의도는 행동 실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행동 의도가 높을수록 실제 행동 실천도 높아진

다β=0.063, p<0.001).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 실천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쳐 지각된 행동 통제가 높을수록 행동의 실천도 역시 높아

진다 (β=0.104, p<0.00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조 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는 <그림>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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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구조모형 분석 결과

<그림3> 구조모형 분석 결과(전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Estimate

S.E. CR

B β

태도

행동 의도

0.684 0.596 0.063 10.917***

주관적 규범 0.356 0.326 0.065 5.508***

지각된 행동 통제 -0.042 -0.037 0.062 -0.674

행동 의도

행동 실천

0.063 0.233 0.016 3.96***

지각된 행동 통제 0.104 0.333 0.02 5.214***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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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연령층별 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도와 실천 행동에 대한 연령 집단

간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을 진행하였다.

20·30대, 40대, 50대 이상 간에 주요 변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측정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11>에

제시된 비제약모형의 적합도는 =632.972(p<.001), TLI=0.944,

CFI=0.959, RMSEA=0.049로 집단 간 형태 동일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1의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모형 형태 뿐 아니라, 잠재변수와

측정 변수 간의 요인계수의 측정 동일성도 확보되었다. 따라서 모든 연

령층에서 모든 경로를 동일하게 적용해 경로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1 외의 제약모형들이  검정 결

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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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측정모형 동일성 검정 결과

 df TLI CFI RMSEA  차이 df 차이 p

비제약모형 632.972 201 0.944 0.959 0.049

제약모형 1 654.539 219 0.948 0.958 0.048 18 21.567 0.252

제약모형 2 749.748 231 0.941 0.95 0.05 30 116.776 <0.001

제약모형 3 881.369 277 0.943 0.942 0.05 46 125.763 <0.001

제약모형 4 1117.317 305 0.931 0.922 0.055 104 484.345 <0.001

1) 제약모형 1: 요인계수를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2) 제약모형 2: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3) 제약모형 3: 요인계수 ,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4) 제약모형 4: 요인계수 , 공분산 , 오차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 38 -

연령층간 경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연령층별 최종

모형은 <그림4>, <그림5>, <그림6>에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20·30대

와 50대 이상에서는 유의한 경로가 같게 나타났으며, 이는 40대의 유의

한 경로와 차이가 있었다. 20·30대와 50대 이상은 지각된 행동 통제가

실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경로가 정적(+)

으로 유의하여 전체 응답자 대상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40대

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실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주관적 규범

이 실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경로별로 연령층의 차이를 확인하면, 태도가 행동 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계수의 크기

를 비교하면 40대(β=0.682,p<.001), 20대·30대(β=0.623,p<.001),, 50대 이

상(β=0.508,p<.001) 순이었다.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20·30대와 50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30대(β=0.349,p<.001),

50대 이상(β=0.343,p<.001)으로 크기가 유사하였다.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세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으나, 행동 실천에는 모든 집단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의도가 행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세 집단 모두 정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으며, 영향력 크기는 40대(β=0.334,p<.0.5), 20대·30대(β

=0.244,p<.0.5), 50대 이상(β=0.194,p<.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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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연령대별 다중집단 분석 결과

구분 가설 경로 B β S.E. 결과

20·30대

가설 1 태도→행동 의도 0.704 0.623 *** 6.391 채택

가설 2 주관적 규범→행동 의도 0.349 0.327 *** 3.506 채택

가설 3 지각된 행동 통제→행동 의도 -0.077 -0.070 -0.732 기각

가설 4 지각된 행동 통제→행동 실천 0.108 0.392 *** 3.361 채택

가설 5 행동 의도→ 행동 실천 0.061 0.244 * 2.355 채택

40대

가설 1 태도→행동 의도 0.772 0.682 *** 4.04 채택

가설 2 주관적 규범→행동 의도 0.248 0.211 1.116 기각

가설 3 지각된 행동 통제→행동 의도 -0.027 -0.023 -0.289 기각

가설 4 지각된 행동 통제→행동 실천 0.069 0.263 * 2.236 채택

가설 5 행동 의도→ 행동 실천 0.076 0.334 ** 2.708 채택

50대 이상

가설 1 태도→행동 의도 0.584 0.508 *** 6.519 채택

가설 2 주관적 규범→행동 의도 0.371 0.343 *** 3.737 채택

가설 3 지각된 행동 통제→행동 의도 0.036 0.031 0.283 기각

가설 4 지각된 행동 통제→행동 실천 0.165 0.410 *** 4.172 채택

가설 5 행동 의도→ 행동 실천 0.066 0.194 * 2.243 채택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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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구조모형 분석 결과 (20대∙30대)

<그림5> 구조모형 분석 결과 (40대)

<그림6> 구조모형 분석 결과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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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차이의 검증은 <표13>에 제시하였다. 모수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차이로 도출되는 C.R.값이 ±1.96 이상 일 때 유의한 것으로 검

정하였다. 연령층별 계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있던 결과와 달리 모든 경

로에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연령층간 차이 분석 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연령층

C.R.

40대 50대 이상

태도 → 행동 의도

20∙30대 0.309 -0.848

40대 - -0.893

주관적 규범 → 행동 의도

20∙30대 -0.414 0.157

40대 - 0.504

지각된 행동 통제 → 행동 의도

20∙30대 0.36 0.684

40대 - 0.399

행동 의도 → 행동 실천

20∙30대 0.393 1.125

40대 - -0.25

지각된 행동 통제 → 행동 실천

20∙30대 0.393 0.128

40대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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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연령층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집단에서 지각된 행동통제

를 제외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지각된 행동 통제와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 실

천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 결과 연령층

에 따른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관적 규

범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40대에서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계획된 행동 이론의 모형이 적합한 수준으로 국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 요

인들이 태도,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 경로로

행동 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경로는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행위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던 기존 선행연구 나타나는 모형 적합성과

설명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계획된 행동 이론이 건강 관련 행위를 설

명하는데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나, 감염

병 상황에서 예방행위를 설명하는 연구는 빈번히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MERS, SARS 등을 거치고 코로나19에서 나아가 감염병 종류에 관

계없이 감염병 대응 상황을 설명 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근거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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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향 요인을 보

여 주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는 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 모델의 개념적인 전제를 충족하는

결과이다(Ajzen, 1985). 여기서 행동 의도에 대해 태도가 강한 설명 변수

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태도의 영향력이 정적으로 강하게 작용한 연구

들과 같은 결과였다. 코로나19 예방행위에 대한 태도는 지식

(knowledge), 태도(attitude), 예방행위 수행(practice)을 설명하는 KAP모

델로 태도와 예방행동의 관계의 유의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모델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Roy et al., 2020;

Rios-González, 2020; Rugarabamu et al., 2020; Wolf et al., 2020). 즉,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로

언론 매체가 주로 활용되나 이를 통한 가짜 뉴스, 거짓 정보들로 인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Rieger, 2020).

따라서, 한정된 자원 및 시간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긍정적이고 이롭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

록 적절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주관적 규범은 주로 문화권에 따른 차이로 설명되기도 하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요인에서 동, 서양 간 다른 양상이 나타

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권 문화로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감염의 심각성함에 따라 해소방안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이끈 결과

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수준이 높

은 만큼 예방 행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를 보이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행동의 특성상 개인의 실천이 집단의 효과를 일으키며, 상호작

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이므로 자신 또는 타인이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그 중요성이 주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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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동 이론 변인 중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지각된 행

동 통제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

으나, 행동 실천에는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대부분의 선행 연구 결과와 사뭇 다른 양

상을 보이나, 계획된 행동이론을 고안한 Ajzen(1991)이 지각된 행동 통

제와 의도의 관계가 행동의 종류와 상황의 특성에 따라 독립일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Ajzen, 1991). 이러한 결과는 행동의 자발성에 따라 지각

된 행동 통제가 가지는 영향 방향에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행동에

대해 자의성이 강할수록 행동 의도와 행동 실천의 관계도 강력해진다.

반면, 자의적 통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를 촉진시킨다(Armitage & Conner, 2001).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국가별 차이가 크며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특히 우리나라는 강제적인 셧다운(shut-down) 등의 강력한 규제보다

는 1~3차에 걸친 방역 수칙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방역 지침 준수를 기

본으로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의

실천 범위에서 주로 설명되고 있어 한국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강

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자의성이 강한 행위로 인식해 왔을 것으

로 보인다.

더불어, 영향력 크기순서는 선행 연구들 마다 차이가 있는데, 태도가 주

관적 규범보다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힌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Callow EU ap. 2020; Preassert EU ap. 2020). 그

러나 이 기존에 밝혀진 문화권, 행동의 유형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사회

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조사 시점이나 문항에서 제시하는 거리두기 실천

기간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 영향요인 크기 순서를 일반화 하여 경향성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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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Iwaya et al,, 2020).

셋째로,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명하는데서 연령층

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0대는 20,30대 및 50대 이상 연령층과 달

리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20,30대와

50대 이상의 영향력이 40대 보다 큰데, 이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보유

자원이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관한 국내 연

구에서 중년층(Middle-Aged Adults) 집단을 분석한 연구 중 중년 여성

의 운동 의도에서 주관적 규범이 낮게 나타났다(이미라, 2000). 주변의

지지, 지각된 유의성이 유의한 경우 사회적 규범의 예측력이 낮아지며,

건강 행동 관련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보다는 행위의 상대적 중요성이 두

드러진다고 하였다(Godin & Shephard, 1990). 우리나라 세대별 성향으로

설명하면, 현재 40대는 50대에 들어선 386세대와 20,30대 밀레니얼 세대

사이의 세대에 속한다. 이들은 청년층 특성상 친구, 주변인과 교류가 활

발하며 그 영향력을 크게 인식할 수 있는 젊은 세대와 기존의 전통적인

집단주의를 보였던 장년층 세대에 비해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기 시작

한 세대라는 점에서 주변 사람의 의견의 중요성이 개인행동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력이 작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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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함의와 보건 위기소통 및 정책 전략에서

실무자들에게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략의 효율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신속하고 빠른 실천 수준 강

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각된 행동 통제를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실천의 어려움을 낮게 인식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가 실천하

면 ‘이로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더불어 부정적 태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연령층에 따라 차별화된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40대와 같

은 중년층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메시지에 담아 강조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30대와 50대 이

상은 주관적 규범까지 고려하여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를

되도록 모두 언급할 수 있을 때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계획된 행동이론 문항의 탐색

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지 않아 척도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정해진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나, 유사한 질문은 사용한

선행 문헌들에서 검증된 척도로 이해될 수 있어 해당 분석은 생략하였

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서 각 문항들의 간의 응답 수준에 차이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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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일관된 경향이 있으며, 일부 요소들 간 상관성이 강한 것으로 산출

되었다. 비록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나, 연령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

나지 않은 까닭이 구성 요소들 간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회

적 거리두기 실천 행위에 대해 요소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인식하고 응답

하였을 것이라고 설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로, 연구결과가 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를 모두 설명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에 한계를

가지는데, 계획된 행동이론은 개인이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는 전제 하에

감염병 상황과 같은 예측 불가한 위기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국외 선행연구를 통해 위험인식, 정치성향, 리

터러시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조사된

문항이 이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 모형에서 추가적인 영향 변수를 탐색하는 확장된 계획된 행

동이론 모형(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연령층별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표본수와 조사 시점 등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에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나 표본수가 200명 이하일 때 분

석 결과 및 해석이 용이하다고 하였다(Boomsma, 198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연령층별 분석에서 40대가 200명 미만이므로 최종 모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연령 차이의 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

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조사로 시점에 따른 변화와 차

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연속조사를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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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추세나 정책도입에 따른 차이 등으로 변화가 나타났을 지에 대해 확

인하는 것이 연령층별 집단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태 및 요인의 영향력

을 확인하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념적 모델을 토대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연령층별 사회적 거리두기

에 차이 확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를 확

인한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의도와 행동 실천에

대한 영향을 연령층별로 세분화 하여 차이를 비교하는 시도가 이루어졌

다. 결과가 주는 함의에 따라 전략을 수립할 때, 코로나19 예방행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전략 중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행위 의도를

높이는 전략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감을 강화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정책 및 예방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국내 감염병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위를 설명하는

연구로써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 예방 행동 연구에 해당 결과가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데이터 근거한 감염병 예방 전략의 기

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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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ing on the COVID-19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ultiple-group analysis of age-

Hyemin Yeo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ing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nd to explore th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of the influence of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social distancing intention

and actual social distancing behavior.

For the subject,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1,000 adults.

Structured Equation Modeling (SEM) was used and multiple-group

SEM was also conducted.

As a result, studies showed that the model of planned behavioral

theory model was validated at the acceptable goodness of fit.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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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bjective norms were significantly influencing social distancing

intention, and only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not significan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ctual social distancing behavior. This result indicated all factors

used to explain social distancing

As a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 of influence of TPB components on social distancing was

exist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th by age groups,

but the subjective norms were not significant only in 40s. Therefore,

path attitudes toward intention and path subjective norms toward

intention in 20s·30s and over 50s. when comparing path coefficient

between ag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as greater impact than

intention toward social distancing in 20s·30s, and over 50s.

keywords : Social distancing, COVID-19, Theory of Planned

Behavior, Multiple-group analysis,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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