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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source-data



워딩 수정 
 

추세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상
황이라면 이 워딩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현재 결과는 2월 
말 이후 가정경제 인식이 좀
처럼 회복되지 않고 장기화되

는 상황임 

조사기간에 10차 정보 추가 

다음 페이지 
그래프로 수

정 

위 그래프랑 
그래프 포맷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심각+어느 정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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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값 표
기 



1. 아래 막대차트도 위와 동일한 
색조로 변경하거나 

 
2. 10페이지 그래프처럼 선그래프

로 변경 

구분 낮은 위험도 중간 위험도 높은 위험도 

주요 지표 
마스크 착용 가능, 

침방울 발생 정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발생이 많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음 

보조 지표 

타인 접촉 정도 타인과 접촉이 거의 없음 불특정 다수와 짧은 시간 접촉함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접촉함 

물품 공유 정도 개인 물품 이용 
개인물품 사용 또는 다중 물품 

공유 가능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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