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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젊은 계층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접종 의

사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매주 1000명)에

서 3월 1주부터 3월 3주까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향 및 이유, 접종 시 

고려 요인에 대해 묻고 결과를 분석했다.

■ ‘감염 걱정’과 ‘부작용 걱정’ 사이에서 접종 의사 갈려

코로나 백신 ’정해진 대로 맞겠다‘ 49%…젊을수록 부정적
컨슈머인사이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식 조사

- ‘문의 후 결정하겠다‘ 36%, ’맞지 않겠다‘ 15%로 유보/부정 절반 넘어

- ‘맞겠다’ 이유는 ‘감염 걱정’, ‘안 맞겠다’는 ‘부작용 걱정’

- 백신 접종 결정에 ‘핵심 관계자의 접종’ 중요하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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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해진 대로 맞겠다’ 49% △'맞

지 않겠다’ 15%, △‘문의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36%였다[그림1]. 접종 의사

는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가 있었다. 20-30대는 ‘정해진 대로 맞겠다’가 3명 중 1명(각

각 33%, 34%) 수준에 그쳤으나, 50-60대는 3명 중 2명 가까이(각각 64%, 63%)가 맞겠

다는 반응을 보여 접종 수용률이 2배에 육박했다.

백신 접종 수용 이유로는 △‘감염이 걱정되어서’가 3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언

젠가는 접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23%, △‘평소 활동 범위가 자유로워질 것 같아

서’ 19% 순이었다[그림2]. 반면 ‘접종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하나로 모였다. 모든 연령

대에서 △‘부작용이 걱정되어서’가 가장 컸다(66%). 맞으려는 동기는 개인별로 다르지

만, 맞지 않으려는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대표되었다.

■ 젊을수록 추가 비용 지불 의향 높아...

접종 백신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 가랑(48%)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를 정점(55%)으로 고연령

으로 갈수록 추가비용 지불 의향도 낮아지고(60대 40%), 지불의향 금액도 낮아졌다(30

대 4만 6천원 → 60대 2만 5천원). 전반적으로 30대가 타 연령보다 추가 지불 의사와 

평균 지불 금액이 모두 높은 반면, 60대는 이와 반대 경향을 보였다.

■ 공인기관 인증 여부-국내외 부작용 사례 중요시

백신 불안감 해소의 핵심은 ‘공인기관 인증’과 ‘부작용 없음’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개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의 인증 여부’

와 △‘국내외 부작용 사례’(각각 93%)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백신 개발

국’(83%), △‘백신 개발사(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83%), △‘미 접촉시 불이익’(79%),

△‘국내 접종률/거부율’(75%)순이었다. △'핵심관계자 접종 사실'(74%)과 △'접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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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종 불안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쉽고 직접적이며 현

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심 관계자가 나서서 접종 받는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대중의 신뢰를 얻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이다. 책임있

는 사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조사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9년 1월 출범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

로부터 나온 것이다. 매주 1,000명(매달 4,000~5,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향 및 이유, ▲백신 

접종 고려 요인 등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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