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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ARS-CoV-2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19는 전염성이 크고 전파 속도가 빠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이에 비약물적 중재로 차단하고, 백신으로 맞서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확실히 

백신은 코로나 19에 맞서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단독으로 팬데믹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백신 접종은 자연 

감염보다 더 안전하게 면역을 얻는 방법이고 중증과 사망을 피하는 길이다. 그런데, 예방 접종을 

받았더라도 미접종자 집단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여전히 감염될 확률은 높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다량의 바이러스를 코나 입으로 흡입하게 된다면, 면역 방어도 소용이 없다. SARS-CoV-2 바이러스의 단백질 

변이가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변이를 가진 일부 변이체는 중화 항체에 더 감염성이 있거나 면역성이 있을 

수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완전한 예방 접종 후에 감염이 되는 사례(Vaccine Breakthrough Case)’도 

발생하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낮은 백신 접종률은 모든 국가에서 계속하여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지금까지 해왔던 비약물적 대응 방식으로는 과거와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 중 일부는 비약물적 중재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 중 일부가 공중 보건 조치를 종료하는 하면서 코로나 19가 

재유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이른바 ‘투-트랙 

팬데믹(two-track pandemic)’ 상황에 처해있다.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전략으로 투-트랙 팬데믹과 맞서면서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백신 

접종과 비약물적 중재로 균형을 잡는 나라가 있고, 충분한 백신 접종률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나라는 

팬데믹이 아닌 풍토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백신으로 얻은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되므로 비약물적 개입을 더욱 필요로 하고, 반대로 비약물적 개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 백신 

접종률이 가속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4차 유행이 시작된 후, 비슷한 시기의 다른 나라의 발생과 대응 

전략을 고찰하여 위드-코로나(With COVID-19)를 위하여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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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ARS-CoV-2 바이러스는 B.1.1.7 (알파 A), P.1 (감마 Γ) 및 B.1.617.2 (델타 Δ) 변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이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전략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알파 변이는 원래의 코로나 19 보다 전염성이 50% 더 크다 [1]. 

브라질에서 처음 발견된 감마 변이는 미국에서 2021 년 5 월 중순까지 지배적인 변이 중 하나가 

되었다 [2]. ‘델타’로 이름 붙여진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SARS-CoV-2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더 오랫동안 퍼뜨린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확산하고, 접촉자 추적이 더 어렵다. 결과적으로 감염 

사례가 더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입원과 사망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 [3].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감염의 규모를 줄이고,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보호된다. 백신 접종을 시행한 나라는 접종 후 6 개월이 지나면서 신규 발생의 

속도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7 월 초에는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사망자 또한 감소하였다. 그러나 

7 월 중순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8 월 13 일 기준 12 세 이상 인구의 78%에게 2 회차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에서 백신의 유효 면역률이 감소하고,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자 부스터 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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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이는 백신을 통해 면역 강화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해졌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코로나 19 향방은 예방 접종 효과의 지속 기간과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백신은 확실히 감염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단기간에 감염병을 끝내는 역사는 

없었다. 팬데믹으로 선언된 인플루엔자의 궤적과 백신의 관계에서 코로나 19의 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18년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백신은 없었다. 당시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H1N1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1918/1919 바이러스가 새로운 인수공통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아형 H2N2로 대체되었다. 1957년 H2N2 대유행 시 백신은 있었지만, 주로 군대에서 사용되었다. 

1968년 H3N2 대유행 당시 미국은 약 2,200만 도즈 가량의 백신을 생산했지만, 준비되었을 무렵에 

이미 대유행은 지나갔다 [4]. 2009년 H1N1 대유행 당시 백신 생산 능력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일부 국가에서 백신 수요는 줄어들었다. 앞서 언급한 4개의 인플루엔자 유행은 발생 후 1년 반에서 

2년 이내에 고유한 질병 원인의 형태로 변모하여 순환하는 패턴을 보인다. 백신으로 인해 

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면역도 발달하지 않았다. 다만, 많은 사람이 이미 감염되거나, 예방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병원체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러므로 병원체가 더 확산하지 않는 

것이다.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었던 H1N1의 후손과 H3N2은 오늘날까지 순환하고 있다. 

 특정 지역 또는 인구집단 내에서 감염원이 존재하거나 또는 유병률이 일정할 때, 감염률이 

몇 년에 걸쳐 다소 안정화 되었을 때, “풍토병(endemic)”으로 분류한다. 코로나 19가 팬데믹으로 

끝이 나고, 주로 겨울에 감기를 유발하는 인간 코로나바이러스에 합류할 날은 언제일까?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신호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 세계가 예방 접종이 완료되는 시간은 제각기 다르며, 백신 접종 전의 감염률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변화될 시기를 추정하는 일은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다. 코로나 

19의 참신함은 홍역이 처음 발생되었을 때나 천연두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되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한다. SARS-CoV-2 바이러스로 인한 첫 번째 감염병(virgin pandemic)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SARS-CoV-2가 풍토병 바이러스로 지속되는 것은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 면역 저하,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부터 보호와 재진입을 감소시키는 항원을 통한 바이러스의 변화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말하자면, 백신 접종이나 여러 번 바이러스에 재 노출되어 증상이 경미해지면서, 증상이 

경미해지면서,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뿐이다 [5].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 월 8 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염성이나 치명률이 어떻게 변동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코로나 19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 0.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아직은 계절 

독감처럼 코로나 19 를 관리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WHO 는 코로나 19 는 

절대 사라지지(eliminated) 않고,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  

 팬데믹 동안에 “제거(elimination)”라는 단어의 의미는 근절(eradication)과 퇴치 혹은 

종식으로 혼동되어 회자되었다. 근절은 글로벌 전략으로써 천연두와 같이 전 세계 감염 발생률을 

영구적으로 0 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제거는 종종 지리적 영역에서 발병률이 제로(0)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광의(廣義)로는 미리 결정된 매우 낮은 수준정도의 사례 전파 감소로 

정의된다. 결핵을 예로 들면, 인구 백만 명당 1 명 미만으로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홍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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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2 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을 때, ‘제거’되었다고 한다. 코로나 19 의 경우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제거’의 정의는 없다 [7].  

 SARS-CoV-2 가 제거되는 것과 코로나 19 팬데믹이 끝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인구 

면역의 변화와 바이러스 진화 과정 및 백신 접종 후 면역 회피(immune escape)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이해되어야 코로나 19 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공중 보건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코로나 19 백신 

 

2.1.1. 백신 접종의 양극화  

 

 코로나 19는 팬데믹 선언 후 세 번째 변곡점을 넘어가면서, 그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르게 

변화하였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유럽 지역에서 일일 확진자 수의 80% 이상, 일일 사망자의 4분의 

3이 발생하였다 [8]. 2021년 8월 16일 기준 전 세계에서 2억 8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19로 

진단받았고, 440만 명 이상 사망했다. 400만 명이 넘는 확진 사례를 보고한 나라는 미국과 인도 

등을 포함한 12개국이다 (표 1).  

 

 

표 1. 코로나 19 확진자 3백만명 이상 국가(2021.08.16 기준). 

나라 누적확진자 (명) 확진자(Per Cap.) 누적사망자 (명) 사망자(Per Cap.) 

미국 36,888,921 11,197 622,321 189 

인도 32,250,679 2,337 432,079 31.3 

브라질 20,378,570 9,587 569,492 268 

프랑스 6,556,362 10,044 112,992 173 

러시아 6,531,585 4,476 168,384 115 

영국 6,325,515 9,318 131,296 193 

터키 6,096,786 7,229 53,324 63.2 

아르헨티나 5,088,271 11,258 109,105 241 

콜롬비아 4,870,922 9,573 123,580 243 

스페인 4,719,266 10,094 82,595 177 

이란 4,467,015 5,318 98,483 117 

이탈리아 4,444,338 7,351 128,456 212 

전 세계 합계 207,937,042 2,696 4,371,647 56.7 

[참고: World O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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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백신은 인간이 질병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먼저 도착했다. 200여 개의 코로나 

19 백신 후보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개발생산되었다. 2021년 8월 기준 47개의 

백신이 개발 중이거나, 등록 후 단계인 2상 또는 3상 임상 시험 중이다. 이 중에서 26개 백신이 

공개적으로 구매 계약되었다 [9]. 긴급 승인된 백신은 이전 형태보다 더 큰 전염성을 가진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었다. 증상 및 중증 질병을 예방한다는 결과도 

얻었다 [10].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칸트의 ‘보편화 원칙(universalizability principle)’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이 원칙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의 간접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윤리 원칙이다 [11].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이렇게 

과학적윤리적 지지를 받아 2020년 12월 말부터 코로나 19 피해가 심각했던 나라에서부터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백신 접종은 2021년 전 세계 217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2021년 7월 말 기준, 미국과 영국 등 27개 부자 나라(세계 인구의 11%)에서 백신의 40%가 

사용되었다. 반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이하 LMICs)에 사는 

64억 명 가량의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 백신은 전체 용량의 2% 미만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와 

지역에서의 예방 접종이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와 지역보다 30배 이상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2023년 말까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후보 백신의 

제조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제적 공급망, 물류, 콜드 체인, 백신 수용성 등에 따라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백신 불평등의 문제는 공중 보건역사에서 뿌리가 깊다. 임상 시험에서 취약한 그룹으로 

착취되기도 하고, 실제 약물은 접근할 수 없는 관행도 있다. 일부 비전염성 질병(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에 대한 관리와 치료의 압박에 가려지기도 한다. 가격 공정성도 문제이다.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합의된 용량당 가격에 대하여 우간다(7달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5.25달러)은 유럽 연합(3.50달러)을 향하여 가격 공정성 의문을 제기했다. 

 아프리카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백신 조달 자체가 저조하다. 이 외에 시설, 장비, 전문 인력 

등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열악하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다른 주요 사망원인보다 코로나 

19가 덜 심각하고, 희귀혈전에 대한 우려로 COVAX로부터 공급받은 백신을 재배포(redeploy)하였다 

[13]. 말라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는 유효기간이 짧은 백신을 받게 되면 폐기되기도 

하였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백신 반대 캠페인이 문제가 되었다 [14]. 총인구 5천 

8백만 명의 탄자니아는 팬데믹에 거의 대응을 하지 않은 나라이다. 정부는 감염 사례를 집계하지 

않고 약초 요법이나 기도가 장려되었다. 총인구 2억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는 경구용 소아마비(Polio) 

백신에 이슬람 소녀를 불임시키기 위해 약물을 첨가했다는 소문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경험이 

있다. 나이지리아는 2020년에 아프리카에서 마지막으로 폴리오-프리 선언을 하였다.  

 2021년 7월 7일,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사망자가 4백만 명이 넘었다. 부유한 국가의 

백신 사재기가 충격적인 백신 불평등을 초래하고, 일부 국가는 추가 용량까지 확보하면서, 이미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산소와 

치료제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15].  

 백신 접종의 양극화는 한 국가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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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백신의 24%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7월 4일까지 최소 30개 주에서 성인의 최소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주에 따라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의 차이가 뚜렷하다. 미국 CDC의 분석에 의하면,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백신을 덜 

접종한다. 그리고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더 높다 [16].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은 지역은 접종률이 40% 미만인 지역이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는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은 정부나 의료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접종률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정치적/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이 얽혀 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보다 젊고, 공화당에 더 가까우며, 정규 

교육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17]. 또 미국 평균보다 접종률이 더 낮은 카운티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나 교육 수준이 낮고, 더 가난한 지역이라는 분석도 있다 [18].  

 한편, 미국이나 호주, 영국,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연방 공무원, 검역 관리자, 그리고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 접종 의무화나 부스터 샷의 시행도 백신 배포의 불균형의 이유가 되고 있다. 

 

2.1.2. 백신 조달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백신은 제조된 후 유효기간 내에 접종 장소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백신 조달은 백신의 

효능과 변이바이러스 간의 경쟁에서 면역 효과를 회피하거나, 더 위험한 변이체의 출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낮은 백신 접종률을 가진 LMICs에서 코로나 19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LMICs에 저렴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가 COVAX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이다. 백신 접근성을 가속화하고 형평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Gavi, Vaccine Alliance 및 WHO가 공동으로 소집했다.  

 WHO는 COVAX 내에서 정부와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정책, 규제, R&D, 

배분과 전달에 대한 규범적 지침을 제공한다. 백신 준비 평가 프레임워크(Vaccine Readiness 

Assessment Framework; VRAF)를 사용하여, 각 나라의 예방 접종 기획과 조정, 예산, 감시시스템, 

콜트 체인 등 10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준비를 평가하기도 한다. 신제품이나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긴급 사용 제품 등재(Emergency Use Listing; EUL)와 사전 자격 

검토 및 승인도 한다 [19].  

 ACT-Accelerator Therapeutics Partnership은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2020년 4월 

출범하였다. WH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프랑스,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공동의 글로벌 협력체이다. ACT-Accelerator는 진단 기기, 치료제, 백신, 건강 시스템 

커넥터 등 네 가지 영역에서 개발 가속화, 공평한 할당, 조달 등을 맡은 기존의 핵심 조직과 

플레이어를 한자리에 모아 협력을 가속하는 역할을 한다 [20]. 

 2021년 G7 정상회의(2021.06.11–06.13)는 의제 중의 하나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접종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다루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백신 외교 결과로 최빈국에 

8억 7천만 도즈를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21].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최소 60%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이다. 유럽, 아프리카, 인도 이외의 아시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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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백신 개발과 제조를 가속하기 위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백신 용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AstraZeneca plc는 전 세계에 백신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일본과 

호주에 제조 시설을 더 갖게 되었다 [22].  

 WHO의 글로벌 백신 안전 이니셔티브(Global Vaccine Safety Initiative)는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AEFI) 및 특별 관심 이상 반응(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 AESI) 보고를 표준화한다 [23]. 백신이 출시된 후에는 허가 후 모니터링과 약물 

감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은 코호트 모니터링, 센티넬 감시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정의에 따르면, 극히 드문 AEFI(< 1/10.000)는 일반적으로 허가 전에 검출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 시행 후에 검출된다 [24]. 코로나 19 백신도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aenia),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뇌 

정맥동 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과 같은 극히 드문 AEFI가 일부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다.  

 글로벌 백신 안전 이니셔티브는 백신의 위험-이득 평가도 한다. 백신의 위험-이득 평가는 

다기관의 승인, 백신 유형의 잠재적인 호환성, 투여 간격 유연성 그리고 표적 집단의 동반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MICs에서 백신이 출시됨에 따라 편익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함에 따라 코로나 19 백신의 평가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의 안전성과 효과성 데이터가 글로벌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 공유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2.1.3.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와 대응 도구들 

 

 코로나 19 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 를 포함하여 모든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대부분 바이러스 속성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변한다. 그러나 

질병의 심각성, 백신, 치료제, 진단 도구 또는 공중 보건 조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경된 요소가 

바이러스의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ARS-CoV-2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진화와 변이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WHO 는 

명명 시스템을 활용한다. 낙인을 찍지 않는 레이블로써, 비과학계에서도 쉽게 사용하도록 

알파(Alpha), 베타(Beta), 감마(Gamma) 등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B.1.351 로 알려진 베타(Beta; B) 변이와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B.1.617.2 로 알려진 델타(Delta; Δ) 변이가 2020 년 12 월과 2021 년 5 월에 WHO 에 의해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 VOC)’로 선언되었다 [25].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베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했던 유행 기간 동안의 발생률, 병원 입원 및 병원 내 사망률은 모두 증가했다. 병원의 

과밀화와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사망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되었다 [26]. 인도에서 확인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특징은 빠른 복제 속도, 잠복기 감소, 더 많은 바이러스 배출량이다 [27].  

 ‘우려 변이(VOC)’ 바이러스는 전염성과 독성이 증가하고, 공중 보건 조치 또는 진단 검사와 

백신 및 치료제의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입증된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 이름 붙여진다. 우려 

변이와 관련된 사례나 클러스터가 발생한 나라는 WHO 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GISAID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와 같이 공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완전한 게놈 시퀀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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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메타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7 월 27 일 기준 변이 그룹에 속하는 시퀀스 수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는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하게 확산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시점의 캐나다는 완전 접종률 

56%임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는 우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시퀀스 수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샘플링이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지 않고, 특정 영역만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한 나라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 국가별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 개요(2021.07.27 기준). 

[참고: GISAID]  

 

 

 ‘우려 변이(VOC)’ 중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심각성은 특별하다. 그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혈통보다 전염성이 최대 64% 더 높다 [28]. 증식하는 바이러스양이 

많아 전염성이 높고, 잠복기는 짧아서 감염 속도가 빠르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사례가 급증하고, 따라서 입원과 사망도 증가추세다.  

둘째, 주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162 명의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두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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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와 델타 변이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다른 세 가지 변이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보호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29].  

셋째, 2 회차 접종까지 완전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긴급 승인된 

백신의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은 작아진다 [30]. 

 한편, ‘관심 변이(Variants of Interest; VOI)’ 바이러스도 지정되었다. 미국에서 처음 확인된 

B.1.526 이오타(Iota; Ι) 변이와 페루에서 확인된 C.37 람다(Lambda; Λ) 변이바이러스다. 각각 2021 년 

3 월, 6 월에 지정되었다. 람다 변이로 인한 감염자가 가장 많은 페루에서는 확진 사례의 80%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심 변이(VOI)’ 바이러스는 전염성, 질병 중증도, 면역 회피, 치료 탈출과 같은 

영향을 바이러스에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례 수와 유병률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지역 

사회 전파 또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심 변이가 

출현하면, WHO 에 알리고, 실험실 평가를 지원받는다. 이때 평가 기준은 역학조사, 전염성, 공중 

보건 및 사회적 조치의 효과 그리고 기타 관련 특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인 백신이 없었다. 백신이 개발되고,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약물적 중재, 소위 ‘방역 조치’를 통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전 

세계에서 시도한 비약물적 중재의 수단은 국경 검역, 진단 검사, 접촉자 추적조사, 환자 격리, 공연장 

및 실내 체육시설 폐쇄, 레스토랑 및 바 등 영업시간 제한, 도시 간 이동 제한, 학교 휴교, 다중 

이용시설 이용 제한, 마스크 착용 등이다.  

 비약물적 중재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적용의 범위와 규모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논쟁도 심화되었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의 SARS-CoV-2 바이러스에 비하여 1,000 배나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후 기존의 비약물적 중재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짧은 잠복기는 초기 코로나 19 보다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위험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노출 후 더 빨리 감염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델타 변이바이러스를 대응하는 전략은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약물적 중재의 구성과 효과 평가는 모두 쉽지 않다. 중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발생 상황, 위험 수준과 자원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후, 

건강 조정 수명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 경제 활동과 지역사회 회복력을 고려하여 

중재 수단을 결정하게 된다.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를 평가한 몇 가지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의 팬데믹 

통제의 성공 요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31], 접촉자 추적 조사와 격리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높은 전염성과 무증상 감염은 SARS-CoV-2 바이러스를 통제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이지만, 

잠복기때문에 격리는 효과를 보였다. 또 검역과 국경 통제는 대규모의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위하여 의무화된 거리 두기와 이동 제한은 유효하였고, 

이는 의미 있는 코로나 19 극복 방법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사무실, 교실, 합창단 연습, 파티와 같은 실내 활동에서의 감염 위험과 중재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인 조치라고 증명하였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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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개 나라에서 수행된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모델링 연구에서는 모임 수를 10 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노출이 많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학교와 대학을 휴교하는 것이 자가 격리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하였다 [33].  

 대규모 통신데이터를 수집하여 사람들의 이동과 장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5 명 

이상 모임 금지, 상점, 식당, 술집 및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에 Ro 값이 가장 많이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34].  

 증상과 상관없이 SARS-CoV-2 바이러스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기전을 밝힌 연구에서는 

신속한 진단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5]. 검사의 민감도는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빈번하고, 신속한 검사가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팬데믹 동안 부과된 이동 제한(restriction of movement)과 재택 명령(stay-at-home orders)이 

건강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분석한 연구도 있다 [36]. 2021 년 상반기까지, 94 개국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데이터(World Mortality Dataset)를 활용하여 비약물적 중재의 피해가 코로나 

19 의 피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중재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단기 사망률(Short-term mortality), 의료서비스 중단(Disruptions to health services), 

자살과 정신 건강(Suicide and mental health), 글로벌 건강 프로그램(Global health programs)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의 ‘방역 조치’는 코로나 19 감염병 자체보다 덜 해롭다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는 건강 피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가 건강상 

피해를 초래했는지 아니면, 감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둘째, 방역 자체가 단기 초과 사망률(Excess mortality: '정상' 조건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상으로 위기 동안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방역 조치가 

사망자 증가를 야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많지 않은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비약물적 

중재는 초과 사망과 관련되지 않았다. 반대로 브라질, 스웨덴, 러시아,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방역을 

거의 하지 않았던 나라에서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셋째, 팬데믹 동안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의 원인은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19 

환자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의료 서비스가 우회(redirection)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의료 기관에서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 의료기관 이용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의 방역 조치와 자살로 인한 사망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다섯째, 다른 예방 접종 프로그램(HIV, TB, 말라리아)의 중단은 직간접적인 결과로 인한 복합적인 

결과이다.   

   

2.1.4. 한국의 4차 유행과 대응 전략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발생 43일 만에 신천지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5,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시기도 있었다. 2020년 2-3월의 대구경북 지역 집단 감염, 8월의 서울에 위치한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 사이에 1,000여 명 이상 산발적 

발생이 세 차례의 주목할 만한 유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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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물적 중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이라고 이름하여 패키지로 구성하였다. 

환자 발생 추이, 질병 특성, 감염 양상, 경제적 영향, 국민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를 나누었다. 

그리고 발생 지역, 발생 장소, 모임/활동의 유행 등을 구분하여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시작되었다.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의 입원 및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로서 만 65세 미만이 첫 접종 대상자였다. 8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접종 중인 

백신은 모더나(Moderna),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

AstraZeneca),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등 네 종류이다. 예방 접종의 목표는 피해 최소화, 

사회 필수기능 유지, 확산 차단 순이다. 10월까지 2회 접종률 5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들의 접종 순응도는 높은 편이지만, 정부의 공급은 계속해서 차질을 빚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mRNA 백신 2회차 접종 간격을 5-6주로 조정하였다. 교차 접종도 시행되었다. 

 2021년 7월 9일 기준 확진자 1,316명을 기록하며, 2주 동안 61%의 신규 사례가 증가한 

시점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차 유행에 진입했음을 언급하였다 [37]. 4차 유행 전후로 확진 사례는 

평균 500-600명에서 1,900여 명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그림 2). 

 

 

 
그림 2.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과 일일 사례 수 변화(2021.08.20 기준). 

[참고: World O meter] 

 

 

 당시 전국의 임시 선별검사소의 양성률은 1.28% 정도이며, 치명률은 0.98% 정도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 정도였다. 발생 장소는 기존의 클러스터와 이외에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긴 시간 함께 머물러야 하는 실내 환경에서 발생하였다. 비수도권의 감염 규모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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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유행에 진입한 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4단계를 시행하였다. 18시 이후 모임 수 

제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비대면 종교활동,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나 집회 

불가, 유흥 시설 집합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단 검사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의 환자를 감당할 정도의 병상 확보를 위한 위하여 국립대 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상급 종합병원에 행정 명령이 시행되었다.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난 2주간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듭했지만, 감염사례를 뚜렷하게 감소시키지 못했다. 매일 1,000-2,000명의 신규 사례가 보고된 4차 

유행은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8]. 4차 유행의 원인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 3차 유행 이후 누적된 확진자가 많아 감염 기회가 많다는 점, 그리고 아직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인구 집단의 이동과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위중증 환자도 젊은 

층에서 증가하였다. ‘위중증 환자’란,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환자를 말하는데, 50대 이하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7월 20일 기준, 50대 위중증 환자는 3차 유행과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그림 3. 우리나라 코로나 19 위증증 환자 비율(2021.07.20 기준). 

[참고: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후 입원환자와 사망자의 연령대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코로나 19는 단순히 

연령으로 고위험군을 판단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코로나 19의 입원율과 치명률을 계절성 독감의 

지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코로나 19 백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입원했던 사례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후에 감염되어 입원한 사례는 동일한 질병 부담이 아니다. 많은 인간 

병원체의 질병 부담은 면역 기간과 원발성 감염과 후속 재감염에 따라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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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투-트랙 팬데믹(two-track pandemic)과 해외 주요국의 대응 전략 

 

 투-트랙 팬데믹(two-track pandemic)은 2021 년 6 월 7 일 WHO 사무총장이 언론브리핑에서 

언급한 개념이다 [39].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한 

가지 경로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 중 일부가 공중 보건 조치를 종료하면서 

재유행되는 다른 한 가지 경로가 투-트랙 팬데믹을 빚어낸다. 전 세계적으로 고르지 않은 백신 

접종률은 면역의 차이를 만들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준다. 그 

결과 전염성이 높고,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변이바이러스가 더 넓게 더 멀리 전파되는 악순환이 투-

트랙 팬데믹을 두렵게 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초기 발생 때와는 대응이 달라졌다. 백신이라는 

최선의 도구가 있고, 어떠한 행동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가 4차 유행에 진입한 후,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던 비슷한 

시기의 해외 다른 나라의 발생 궤적을 따라가면서 대응 전략과 이론적인 근거를 고찰한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비약물적 중재를 모두 해제한 영국, 접종률이 높지만, 확진자 수에 따라 

비약물적 중재의 강도를 조정하는 싱가포르, 계획된 접종률에 미치지 못한 채, 50개 주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초기 대응의 성공으로 거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만의 ‘방역의 역설’ 상황을 고찰하여 위드-코로나(With COVID-19)에 필요한 시사점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2.2.1. 영국 

 

 영국의 코로나 19 발생 초기 대응 전략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 유럽의 주변 국가들은 

여행 제한이나 도시 간 이동 제한, 휴교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영국은 사망률과 의료 수요를 줄이는 

맥락에서 비약물적 중재를 구성하였다. 70대 이상과 고위험군만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였다. 국경 

폐쇄, 휴교, 스포츠 행사 중단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젊은 층은 증상이 가볍다는 질병 

특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리고 환자 격리, 밀접 접촉자의 자가 격리, 물리적 거리 두기는 

중환자실의 포화를 방지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증가하였다. 자문을 맡은 긴급과학자문단(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y; SAGE)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40].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휴교, 비필수 영업 금지, 외출 금지령이 선포되고, 진단 검사 역량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발생률과 사망률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병원 입원율이 높아지자 비약물적 

중재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2020년 10월 31일 기준 확진자는 100만 명이 넘었다. 12월 

말에는 입원환자가 2만 400백 명 이상이었고, 코로나 19 외 다른 의료 서비스는 마비되었다.  

 영국 정부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집중한 끝에 2020년 12월 8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였다 [41]. 백신 접종률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면역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시간이 걸렸다. 2021년 3월 사례 수는 잠시 줄어들었다가 7월에 다시 증가하여, 일주일 평균 

4만 2천 건을 기록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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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국 백신 접종률과 일일 사례 수 변화 (2021.08.20 기준). 

[참고: World O meter] 

 

 

 영국 정부는 2회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50% 이상 도달된 후, 7월 19일 ‘자유의 

날(Freedom Day)’을 선포하고, 그동안 시행했던 공중 보건 조치와 의무적인 제한을 모두 종료하였다 

[42]. 이 전략은 두 가지 논리에 근거한다. 첫째, 다양한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 생계, 교육 및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다. 감염자는 2월 상황과 비슷하지만, 입원과 사망은 10배 이상 

감소했다. 둘째,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감염되었더라도 사망률은 낮다 [43].  

 ‘자유의 날’은 법적인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상징일 뿐, 아직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아니다. 병원과 요양원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의 제한은 그대로이다. 해외 입국자는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백신으로 완전한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도착 시 격리할 필요가 없다.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 등에서 권장하지만 개인의 선택이다. 

 무료 진단 검사(lateral flow test)는 범위를 넓혔다. 코로나 19는 3명 중 1명 정도 증상 없이 

감염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검사소, 약국 또는 우편으로 

플라스틱 검사키트를 배송해주고, 본인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집에서 검사키트로 

테스트하는 경우, 모든 테스트 결과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직접 NHS에 보고해야 한다. 양성 

반응이라면, PCR 검사를 위해 면봉이 실험실로 보내지며, 24-48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양성인 

사람은 자가 격리 기간 및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받게 된다. 8월 16일부터 양성이라도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자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NHS, 요양원, 식품, 운송 및 국경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자가 격리 대신 일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자유의 날’ 결정이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많았다. 12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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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과 어린이 사이의 감염을 허용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하였다 [44]. 비윤리적이며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약 20%의 사람까지 감염 보호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1,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에 취약하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을 고려할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될 때까지 기하급수적인 감염이 계속될 것이다. 이 전략은 향후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 장애를 가진 세대를 만들 위험이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 편익이 크지만, 이들은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다.   

  셋째, 데이터 모델링에서 도출된 전략은 위험하다. 이미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도 확진자가 

증가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만약 하루에 최대 10만 명의 새로운 감염이 발생한다면, 백신 

회피로 인해 더 심각한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백신 접근성이 낮은 다른 

나라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넷째, 확진자와 병원 입원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증가하는 확진자 수는 필연적으로 입원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아직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의료 시스템과 지친 의료진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빈곤한 지역 사회가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사회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다. 

 정리하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방 접종을 받고, 면역력이 높아질 때까지 제한 

조치 해제는 연기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하며, 그동안 적절한 환기시스템 및 공기 여과 

장치, 모임 규모와 학급 규모 축소, 마스크 착용, 효과적인 국경 검역, 진단 검사, 밀접 접촉자 

추적과 격리 등의 비약물적 중재는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영국 정부의 방역 조치 해제 영향을 평가한 SPI-M (Scientific Pandemic Influenza Group on 

Modeling) 연구는 공중 보건 조치 해제 이후, 그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분석하였다 [45]. 

2회까지 완전한 백신 접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유병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자유의 날’ 이후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감염 경로의 차이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Ro 값은 1.2-1.5 정도로 추정하였다. 만약 예방 수칙을 지킨다면, 여름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발생률이 낮아지겠지만, 재유행의 피크는 가을과 겨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유의 날’ 선포에 대한 효과 연구는 아직 없다. 두 가지 예상이 가능하다. 하나는 노인과 

취약한 사람들의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증증이나 사망을 줄이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규모 행사가 없고, 야외 활동이 늘어난 여름이라 일시적인 효과라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유의 날’ 선포 후 영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사례가 줄어들다가 8월 

3일 하락을 멈추었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환자 수는 9.6% 증가했고, 

입원한 환자 수와 일일 사망자도 증가하였다. 입원의 60%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영국에 먼저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 궤적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제한을 완화하면, 다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변수이다.  

 한편, 미국은 영국의 코로나 19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단계(level 4)’로 높였다. 영국은 

감염될 위험이 높아 해외여행을 피해야 할 국가라는 의미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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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통상산업부, 재무부, 보건부 등 세 부처의 장관이 공동으로 코로나 19 T/F(Multi-

Ministry Taskforce)를 이끌고 있다. 총인구 570 만 명인 싱가포르의 2021 년 8 월 20 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6 만 6 천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7 명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비즈니스 허브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처음부터 '감염 제로(zero transmission)'를 

목표로 엄격한 공중 보건 조치를 해왔다.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 2 인 초과 식당 취식 금지, 5 인 

초과 집합금지, 비필수 인력 재택근무 의무화, 결혼식 모임 인원 제한이 일 년 이상 지속되었다. 

노래방, 바, 나이트클럽 등의 운영을 금지하는 대신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하였다. 강력한 국경 

통제와 진단 검사, 접촉자 추적관리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속도를 높였다.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였다. 

 2020 년 4 월 초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0 명 이상 발생하였다. 곧바로 정부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를 시행하였다 [47]. 필수 

시설(슈퍼마켓, 병원, 교통, 은행)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폐쇄하였다. 싱가포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 여행객의 입국 및 경유가 금지되었다. 인원 불문 공공장소 및 개인적인 

공간의 모든 모임이 불허되었다. 학교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됐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필수적인 상황 외 외출 자제가 권고되었다.  

 지역 사회 감염이 감소하고, 이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집단 감염 사태도 안정되자, 서킷 

브레이커는 6 월 1 일 종료되었다. 발생률이 안정기에 들어서자 대응 전략을 3 단계(Safe Re-opening, 

Safe Transition, Safe Nation) 조치로 전환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48].  

 3 단계의 구성은 4-6 주간의 1 단계(safe re-opening), 수개월 간의 2 단계(safe transition),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까지가 3 단계(safe nation)이다. 1 단계 동안의 조치는 중단과 재개, 폐쇄와 

금지를 반복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학교, 가정 또는 공동체, 종교 모임과 친목 모임, 병원과 

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2 단계 동안에는 소규모 사적 모임과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되었다. 

3 단계 동안에는 문화/종교시설의 모임과 기업 행사의 규모를 제한하였다 (표 2). 

 출입국 검역은 3 단계 조치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 추세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변경 적용하였다. ‘상호 그린 레인(Reciprocal Green Lane)’ 이라고 불리는 체계는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 내 감염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와 소수의 단기 필수 비즈니스와 

공식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49]. 우리나라와 독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브루나이, 중국 

본토가 그 대상국이다. 이 체계이외에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의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의 

싱가포르 여행을 위하여 VTL(Vaccinated Travel Lane)을 도입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국경 조치인 

VTL 의 파일럿 대상 국가는 브루나이와 독일이다 [50]. 

 예방 접종 전략은 모더나(Moderna)와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두 가지 백신을 

긴급 승인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임산부와 수유부, 치료 중인 암 환자, 중증 피부 이상 반응(SCAR) 병력이 있는 개인에 대한 지침을 

개정했다. 둘째, 60 세 이상인 사람은 지역 사회의 모든 예방 접종 센터를 사전 등록이나 예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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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다년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고, 더 많은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표 2. 싱가포르의 안전한 활동재개를 위한 3단계 전략(2020.05.28 기준). 

단계(개념) 조치기간 주요 영역 주요 내용 

1단계 

(안전한 재 개방) 
4-6주 

º 안전한 작업 

º 안전한 가정과 지역사회 

º 안전한 학교 

º 안전한 관리 

º 계속 폐쇄: 체육 및 레크레이션 시설, 소매점과 

개인 서비스, 식음료매장, 고령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º 각 가구 방문객 2인 이내 

º 결혼식/ 장례식: 10인 이내 

º 학교: 학교 종별로 차이, 순차적으로 대면/  

  비대면을 번갈아 가며 수업 

º 병원: 의학적 필요에 따라 재개, 장애인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완화/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철저한 

개인 위생 유지, 활동 장비 및 공용 공간의 정기

적인 청소 등 필요한 예방 조치 

º 대중 교통의 피크 타임을 피하기 위한 시차 근무 

2단계 

(안전한 전환) 
수 개월 

º 소매, 식음료 및 기타  

  서비스 

º 사회적 교류 및 가족  

  방문 

º 학교 및 기타시설 

º 안전한 관리 초지, 그룹 규모 및 인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 

º 집 밖에서 의무적 마스크 착용 

º 최대 5인의 소그룹 모임 허용 

º 각 가구 일일 방문객 최대 5명 

º 학교: 6월 말 재개 

º 종교 서비스/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공간/ 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및 무역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 및 장소/ 바,  

  나이트 클럽, 노래방, 영화관, 극장 및 기타 실내 

및 실외 명소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장소는 위험 

평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 

3단계 

(안전한 국가)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시 까지 

º 사회, 문화, 종교 및  

  비즈니스 모임이나 행사 

º 고령자 

º 재개: 단, 대규모 클러스터 발생 방지를 위한  

  모임 수제한 

º 고령자는 일상 황동 재개 

º 안전한 물리적 거리 두기(physical distancing) 

[참고: Singapore Gov.] 

 

 

 2021년 7월이 되자, 싱가포르 정부는 큰 틀의 전략을 수정한다. 앞서 설명한 3단계 전략을 

수정하여 점진적인 재 개방(Gradual re-opening to Phase 3)이 목표이다 [51]. 코로나 19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대유행 대응 전략에서 풍토병 관리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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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식당, 결혼식, 고강도 실내 스포츠 시설, 사교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한다. ①F&B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최대 그룹 규모를 5명으로 한다. ②결혼식 피로연은 사전 진단 검사를 시행하여 

250명 이하의 참석자로 할 수 있다. ③실내 스포츠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5명까지이다. 

④재택근무는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직장에서의 사교 모임은 재개할 수 있지만, 모임당 최대 

5명으로 제한한다. ⑥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진단 검사는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설(식당, 미용, 사우나,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소를 통한 필수 정기 테스트(Fast and Easy Testing; FET)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항원신속검사(OTC ART)용 자가 검사 키트를 

판매하여 감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7월 

1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루 신규 확진자 20명 미만, 누적 사망자는 36명이 발생한 시점이다. 당시 

백신 접종률은 총인구 대비 42%가 완전히 접종을 마쳤고, 1회 접종률은 71%였다 (그림 5).  

 

 

 
그림 5. 싱가포르 백신 접종률과 일일 사례 수 변화 (2021.08.20 기준). 

[참고: World O meter] 

 

 그런데, 풍토성 코로나 19 대응 전략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클러스터 감염이 발생하였다. 7 월 

15 일 KTV(가라오케와 주점식 유흥시설)에서 42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클럽이나 바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식음료만을 판매하게 했던 정부 조치는 비난을 받았다. 7 월 18 일에는 

KTV 와 수산시장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88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클러스터 감염에서 인도네시아발 

변이바이러스 출현이 추정되어 더 적극적으로 추적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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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100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 조치는 다시 강화되었다. 클러스터 감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7 월 22 일부터 수산시장(Wet market) 출입자에 대한 QR 코드 관리,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 식당 모임 수 제한, 숙박 인원수 제한, 대형 푸드-코트에서 식사나 음료 금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업종(마사지, 메이크업 등)의 영업 금지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대응의 결과로 8 월 

18 일까지 지역 사회 감염이 100 명 이하로 안정되고, 증증과 사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 회차 접종률이 78%에 도달하자 ‘회복력 있는 전환을 위한 준비’를 발표하였다 [52]. ‘회복력 

준비’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차등 관리부터 시작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이벤트 규모 증가, 

격리와 퇴원 프로토콜 변경, 출입국자 검역 절차 변경, 체온 검사 요건 제거, 2 회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임 인원 수 증가 등이다.  

 전 인구의 80%가 2 회까지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으면 경제, 사회 활동, 여행을 개방하는 

단계를 밟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동 예방 

접종팀이나 가정 예방 접종 팀을 배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80%에 가까워지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안전한 

재개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써 코로나 19 테스트 체계를 도입했다. 의료, 노인 요양, 12 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특정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진단 검사를 

한다. 또한 보건부는 2021 년 8 월 28 일부터 9 월 27 일까지 모든 거주 가구에 6 개의 ART(항원 신속 

검사) 자가 테스트 키트가 포함된 패키지를 배포한다. 경증환자가 집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8 월 30 일에 시작하였다.   

 

2.2.3. 미국 

 

 미국은 2020년 1월 21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일 확진 사례를 보고한 나라다. 발생 초기 국가 차원에서 대응했던 조치는 해외여행 제한이 

유일했다 [53].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0년 3월 중순, 유럽으로부터 감염자가 유입된 후 확진자는 폭증하였다. 진단 검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월 초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5월 초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 이상이었다. 6월 중순이 되자 일일 신규 확진자는 4-5만 명대로 

유지하였다.  

 6월 말, 몇몇 주에서 폐쇄(Lockdown) 조치를 완화하자 확진자는 폭증하였다. 하루에 11-

1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 파악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그 결과, 확진자 1인당 평균 5명 정도 감염되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는 다른 주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구하였다. 이들 세 개 주의 

엄격한 폐쇄 조치로 확산은 둔화되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는 매일 20-25만 명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2021년 대규모 예방 

접종이 시작되고, 4월 초 접종률이 최고조에 달하자 5월 초부터 확진자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백신 효과를 보고 있는 동시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백신 접종률의 양극화는 미국 남부, 중서부 지역의 주와 카운티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접종률이 낮은 지역은 발생 사례 증가의 핫 스팟(hot spot)이 되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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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지역 사회와 ‘핫 스팟’의 백신 접종률 비교(미국, 2021.07.7 기준). 

[참고: NPR] 

 

 

 핫 스팟에서 신규 감염자가 182-247% 증가한 곳도 있었다 [54]. 이와 같은 국소적인 급증 

추세의 원인은 지역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2차 접종의 둔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 19 발생 16개월 만에 60만 명이 사망하였다.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 65만 5천 명, 제2차 세계 대전 42만 명의 사망자보다 더 심한 피해였다. 2021년 7월 기준, 

총인구 약 3억 3천만 명 대비 양성률은 10%가 넘었다 [55].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하여 폐쇄(Lockdown)를 결정한 적은 없었다. 

공중 보건 시스템은 50개 주(州)에서 관할하는 체계이고, 재택 명령(Stay-at-home orders)은 주와 

카운티 차원의 공중 보건 조치였다. 이동을 제한하는 재택 명령은 50개 주가 각각 시행하였다. 재택 

명령은 극히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시민들이 거주지에 머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휴교, 대규모 모임 금지, 비필수 사업장 폐쇄를 포함하였다.  

 재택 명령은 지역별, 시간별로 바이러스의 전송 속도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폐쇄된 카운티는 폐쇄되지 않은 카운티에 비해 점점 사례 수가 감소하였다. 첫 주에는 30%, 

2주 후에는 40%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56].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을 시행한 주에서는 확실히 

감염 사례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미국 CDC는 6월 29일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였다 [57]. 미국을 오가는 비행기, 버스, 기차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과 

공항, 역과 같은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다. 

 2021년 7월 중순이 되자,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 확진 사례와 입원이 다시 증가하고, 그 

주기가 빨라졌다. 완전 접종률이 50%에 가까워졌지만, 4차 유행을 피하지 못했다 (그림 7). 50개 

모든 주에서 사례 발생이 늘어났다. 주요 감염 발생 장소는 바, 클럽, 레스토랑 등이며,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전체 미국 확진자의 90%와 사망자의 절반에 이른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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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 백신 접종률과 일일 사례 수 변화 (2021.08.20 기준). 

[참고: World O meter] 

 

 

 하지만, 백신 접종 이전처럼 사망자 수로 팬데믹의 심각성을 평가했던 기준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해석하면 안 된다.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감염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은 젊은 연령층에서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감염이 늘어났다. 이러한 감염 패턴에 비례하여 이 연령대에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미국 CDC는 7월 27일 기준, 세 번째로 실내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였다 [5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다. 매우 드물지만 예방 접종 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들에게서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유사한 바이러스양이 검출되었다. 

증가하는 신규 감염자에게서 델타 변이가 90% 이상 시퀀싱 되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의 상태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학교와 핫 스팟 또는 대규모 발생 지역에서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한 결정이었다.  

 미국은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매주 100건 이상의 사례를 보고하거나, 지난 7일 동안 검사 

양성률이 10% 이상인 경우 "높은 감염(high transmission)"이라고 정의한다.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매주 50-99건의 사례를 보고하거나, 지난 7일 동안 양성률이 8.0-9.9%인 경우를 "상당한 

감염(Substantial transmission)”이라고 정의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의 대상은 ‘높은’ 혹은 

‘상당한’ 지역사회 양성률이 있는 곳이며, 미국 전체 카운티의 약 70%에 해당한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세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미국 전체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아 사망은 346명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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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수가 가장 심각한 계절 인플루엔자 시기보다 훨씬 더 많다. 유병률이 높고 예방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주지사가 공화당인 아칸소,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몬트 등 9개 주는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행정 명령을 내렸다 [60]. 

 8월이 되면서, 일일 신규 사례와 사망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는 비약물적 중재를 복원하였다. 학교 휴교 또는 재택 명령은 클러스터가 나타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다. 감염 사례의 조기 탐지를 위하여 연속 선별 검사(Serial screening testing)도 

시행하였다. 주기적인 테스트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집단이나 단계적인 비약물적 중재가 어려운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유치원, 초중등 학교,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 

의료 종사자, 장기 요양 시설의 거주자와 직원, 수감자, 노숙자 및 고밀도 작업장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61].  

 미국은 경증 및 중등도 질병에 대한 백신의 보호가 감소하자 mRNA 백신의 세 번째 접종을 

공식화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한 미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9월 20일부터 두 번째 

접종 후 8개월 후에 부스터 샷을 시행할 예정이다 [62].  

 백신 접종 의무화도 시작되었다. 연방 정부 근로자와 현장 계약자, 몇몇 주 정부와 시 

공무원, 공립 병원 직원 그리고 월마트와 디즈니와 같은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예방 접종 

의무화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FDA는 EUA를 16세 이상 대상 정식 승인(Full Approval)으로 

수정했다 [63]. 

 

2.2.4. 대만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발생 사례가 보고되자마자,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공중 보건 초치를 시작하였다. 국내 첫 사례가 발생하자 광범위한 출입국 통제, 진단 

검사, 접촉자 추적조사와 확진자 격리를 시행했다.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의 성공으로 200일 넘게 

국내 감염 사례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64]. 

 대만은 WHO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WHO 체제에 의한 국제보건 당사국의 자격으로 

정보와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조적으로 해결책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과학적 증거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감염병 위험 관리’와 대응을 시작했고, 긴급 상황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대만은 2003년 사스(SARS) 피해 경험을 교훈 삼아,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전염병 통제법’ 

개정을 위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준비와 ICT 기반의 공중 보건 인프라로 

말미암아 발생 초기부터 입국 통제, 물자 관리, 검역 강화, 효과적인 격리 등 주요 공중 보건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해외 유입 관리는 “디지털 울타리(digital fence) 시스템”으로 일컫는 ‘입국 

검역 시스템’이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출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부터 항공사 카운터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한다. 대만에 도착한 후 휴대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건강 정보 신고서가 휴대폰의 

SMS로 전송되며, 입국 심사대에서 이 신고서를 제시한 후 통과할 수 있다. 국경 통제는 특별입국 

허가를 제외하고, 대만 거주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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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물적 중재는 휴교, 재택 근무, 대중 행사 취소, 지하철 이용 시 거리 두기, 마스크 실명 

배급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마스크 조달과 신속한 배포를 위해 실시간 마스크 재고 앱을 

활용하였다. 이 앱은 약국 위치, 보유 수량, 영업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 세세한 정보를 알려주어 

필요 물량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었다. 이 앱의 데이터는 개인의 여행 이력 및 건강보험 카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보건 당국은 코로나 19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과학적 확실성에 반하는 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광범위하고 강제적인 공중 보건 조치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시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 방역의 혜택에 대해 알렸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나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꼭 필요한 고위험 장소를 정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 장소는 ①의료 시설(병원, 요양원), ②대중교통(고속철도, 시내버스, 택시), ③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장소(호텔, 쇼핑몰, 슈퍼마켓, 약국), ④교육 시설(도서관 및 노인 학습 센터), 

⑤스포츠 및 전시 장소(영화관, 체육관, 박물관, 실내 수영장), ⑥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크루즈, 

바), ⑦예배 장소(사원, 신사, 교회, 장례식장), ⑧사무실 및 비즈니스 장소(은행, 우체국)이다. 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은 벌금(US$ 107-533)에 처해진다 [65].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 사례를 100건 정도로 통제하던 대만은 2021년 4월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항공 조종사에 대한 자가 격리 요건을 14일에서 5일로, 

또다시 3일로 완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5월 초 중화항공 조종사와 관련된 클러스터가 발생하였다 

[66]. 집단 감염의 발생지는 ‘찻집(tea houses)’으로 불리는 성인 유흥 시설이었다. 환기가 안 되는 

밀집된 실내에서 식사와 노래를 하는 것은 감염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대만의 2020년 한 해 

동안 누적 확진자가 800여 명에 머물렀지만, 2021년 8월 20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5,9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8).  

 클러스터 감염으로 500명 이상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일상 

회복’이라는 신호를 준 결과였다. 초기의 성공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그동안 시행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을 해제하고, 진단 검사를 인구 천 명당 0.57건 정도로 줄였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하자 접촉자 추적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고, 확산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방역 당국은 안일하게 판단했음을 인정하고, 곧바로 3급 방역 조치로써 준 폐쇄(soft 

lockdown)를 시행하였다. 실내 5인 이상, 실외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활동 중지, 

공공시설과 체육관 폐쇄,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나이트클럽, 노래방, 술집 등 유흥 

시설은 문을 닫았으며, 영업재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만은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하루 600명까지 증가하던 확진자 수를 누그러뜨리고, 10명 

이하로 통제하였다. 신규 사례는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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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만 백신 접종률과 일일 사례 수 변화 (2021.08.20 기준). 

[참고: World O meter] 

 

 

 지역 사회에서 신규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자,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소프트 

락다운을 조금 더 완화하였다. 그 대신 정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핫 스팟 지도 표시, 조사 대상 위치 

추적, 접촉자 추적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을 강화하였다.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하여 항공사 승무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승무원은 8월 28일부터 

자가 격리가 아닌 정해진 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초기 비약물적 중재로 코로나 19 대응에 성공한 대만은 다른 나라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동안 델타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방역의 역설’ 상황에 부딪혔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제로-

코로나를 목표로 했던 방역 전략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느긋했던 백신 접종 계획의 결함을 

드러냈다. 2021년 7월 기준, 대만의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은 40%가 조금 넘고, 확보한 백신 중에서 

70% 이상이 AstraZeneca 백신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 

 대만은 백신 조달에 있어 중국의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2021년 초 화이자 백신의 500만 도즈를 조달하는 계약에서 중국의 간섭으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었다. 대만은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국가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있다. 대만은 백신 부족 사태에 또 다시 휘말리지 않기 위해 2022년 

모더나 백신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메디젠(Medigen) 백신을 20세 이상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1차 접종하였다. 메디젠은 재조합 

스파이크 단백질(S-2P) 항원이 포함된 단백질 소단위체 백신(subunit vaccine)이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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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사점 

 

2.3.1.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코로나 19는 2020년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양이 더 많고, 잠복기가 더 짧아 전파속도가 

빠른 특성으로 변이되었다. 비약물적 중재의 해제를 선택했던 나라는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밀리자 중재를 복원해야 했다. 영국 정부는 모든 비약물적 중재를 

해제하며, 확고하게 희망을 이야기하였다. 영국 전략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활성화였다면, 그 효과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계절 독감이 될지 여부도 백신 접종으로 

감염 자체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아야 한다.  

 공중 보건 조치의 해제에 대하여 WHO는 “코로나 19 대응 조치를 해제할 때, 모든 국가는 

얻은 이익을 잃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매우 위험한 가정이다. 개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병원이 또 다른 

유행병에 압도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68].   

 코로나 19가 처음 출현했을 때, 과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확산하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바이러스의 ‘슈퍼확산 사건(super spared event)’을 찾아냈지만, 

그 원인이 감염자의 바이러스 배출량 때문인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둘의 

조합 때문인지 알지 못했다. 비약물적 중재는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이 중재의 엄격성을 상당히 줄이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한 환경에서는 필요하다. 실제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감염자를 줄이며, 이에 따라서 의료 시스템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은 조치가 비약물적 중재의 역할이다. 다만,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행동 변화에 더 의존할 것인가의 선택은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 19는 중증, 사망뿐만 아니라, 소위 ‘롱 코비드(long COVID)’라는 장기적인 영향(long-

term effects)도 있다. 롱 코비드는 감염 후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하여 10-30% 감염자에게 

나타났다. 피로, 사고력 장애 및 만성 통증과 같은 일련의 증상이 보고되었다. 감염된 지 3-6개월 후 

여러 가지 증상이 보고되고, 1년 후에 보고된 사례도 있다 [69]. 입원했던 환자도 퇴원 시점에 모든 

진료가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분명하며, 50세 이하 젊은 층에서 더 위험이 높았다. 이들에 대한 

의료 부담이나 의료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70]. 델타 변이바이러스 점유율이 거의 100%인 

호주에서 8월에 발표된 모델링 연구에 의하면, 폐쇄 조치를 해제한다면, 성인의 80%(전체 인구의 

65%)가 백신을 맞았더라도 2만 5천 명의 사망자와 27만 명의 롱 코비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71]. 

 롱 코비드의 진단 기준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지만, 미국은 민권법인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상태 또는 증상 중 하나가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인 경우, 롱 코비드는 장애”로 간주한다 [72].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는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편향이 

있다. 정책 변화에 개인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 얼마나 자발적인가에 따라 다른 평가가 



  

코로나 19 투-트랙 팬데믹: 변이바이러스에 맞서며 어울리며   박미정  Page 26 / 36 

 

가능하다. 사회적 계층이나 경제활동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개인 위생의 정도, 감염 기회가 높은 

환경,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감소 또한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비약물적 중재의 잠재적 

영향을 코로나 19 자체의 잠재적 영향과 분리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때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게 되는데, 내생성은 비약물적 중재의 영향을 감염병의 자연적 경과와 혼동할 수 있는 

비인과적 편향을 내포한다. 즉,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는 자체의 인과적 효과보다 질병 역학과 

상관관계가 있는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한 국가의 비약물적 중재 전략에 대한 평가는 질병 양상과 그 결정요인, 시간적지리적 

이질성,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 재정 지원의 범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조치의 상대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강력한 중재를 시행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획일적이지 않다. 현재까지 94 개 나라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가 코로나 19 그 자체의 피해를 초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올바른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지역 사회 감염률 감소,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호, 증상이 없는 사람의 감염 여부 확인 등을 더 용이하게 한다. 여러 

나라에서 고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테스트나 신속한 항원검사용 검사키트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기 시 정식 허가 전에 긴급하게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임상 

시험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문제는 심사와 검증 과정이 단축되어 생산된 자가 검사키트에 대한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아직 없다. 그래서 위음성 혹은 양성이지만 RT-PCR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RT-PCR 검사와 비교하여 신속한 항원 검사의 장점은 물류 

단순화, 장비 의존도 감소 그리고 양성 식별의 지연 감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낮은 민감도를 능가할 정도인지 증명된 바는 없다. 최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무증상 및 무증상 

밀접 접촉자에 대하여 5일째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60% 이상이었다. 하지만 신속한 

항원 검사는 요양 시설의 취약한 사람, 중환자 또는 의료 종사자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찾지 못한 감염자가 심각할 때도 사용할 수 없다 [73].  

 비약물적 중재 도구로써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가 밀접 접촉자 추적 조사나 

확진자 모니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지털 도구는 기술적 완성도와 역학적 

효과를 의심받았고, 인권,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정부에 대한 신뢰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감시 카메라 영상, 스마트폰 위치정보, 신용 카드 구매 기록,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QR 코드 방문기록 등에서 개인 정보가 수집되었다.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여러 비판에 따라 법 규정이 개선되고, 기술적관리적인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 그렇지만, 데이터보안 설계가 잘 되고,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아무 때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중 보건을 위해 활용되는 

모니터링 도구는 용도와 목적에 적합한지 사회적 건강까지 고려하고, 윤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와 보건 당국의 중재를 교환가치로 인식하거나, 왜 그렇게 구현해야 

하는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 채 따라 하는 기술은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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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백신 접종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이 면역에 대한 대체 경로이지만 백신 접종이 더 안전한 경로이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후, 심각한 질병, 입원 및 사망에 이르렀던 거의 모든 사례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하다.  

 국가 간, 지역 간 백신 접종률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전염성이 높은 변이바이러스를 

출현시킨다. 바이러스 진화론적 가정과 백신의 가용성에 따라 각 나라의 인구와 전파율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고 더 위험한 변이가 출현하도록 선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프리카지역 나라의 발생률은 한 주 사이에 20% 증가하였다 [74]. 노인층의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 변이바이러스는 기저질환이 없는 20-50대에 확산되었다. 이들이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확률은 팬데믹 초기보다 높아졌다.  

 백신 불평등은 한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역량에서 기인한다. 예방 접종 인프라와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 실행 역량, 예방 접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도 백신 접종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모든 계약이 

적시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보고된 계약 중 제공되는 총 백신 수 및 가격과 같은 기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COVAX Advance Market Commitment (AMC)의 예상으로는 코로나 19 백신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3% 정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 많은 LMCs는 백신 배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75]. 

 가난한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예방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WHO는 1회차 

백신 접종이 더 많은 나라에,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백신 접근성을 돕는 책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역 효과 

증거가 불충분한 세 번째 부스터 샷의 접종계획을 고려하는 나라에 대하여, 적어도 9월 말까지 

유예(temporary moratorium)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76]. 미국은 부스터 샷 결정에 대하여 mRNA 

백신 접종자 중에서 일부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은 3회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세 번째 

접종은 코로나 19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것이다. 

 어떤 백신이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리스크를 상회할 때 접종하는 것이기에, 감염병의 유행 

상황, 감염률, 사망률 그리고 이에 따라, 도출된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접종을 대상을 결정한다. 백신 

편익은 임상 시험이 진행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백신에 따라 임상 시험의 참가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임상 시험을 했던 지역의 발생률에 따라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 위험이 다르므로 백신 별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과 위험도 또한 지역별로 

다르다. 이 밖에 백신 독점, 특정 백신에 대한 선호도, 변이바이러스 종류별 확산 정도와 백신별 

효능의 차이, 교차 접종의 효과 등이 미치는 영향도 더 밝혀져야 한다. 

 백신의 감염 예방률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현실에서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 19 백신의 

보장 수준은 입원, 중증 질환, 죽음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예방 접종을 완전히 받더라도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완전한 예방 접종 후에 

감염이 되는 사례(Vaccine Breakthrough Case)도 더 많이 발생하였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Cape Cod 

클러스터 감염은 사례 중 74%가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의 80%가 증상이 

있었다 [77]. 이스라엘의 경우도 증증 환자의 60%가 완전한 백신을 받은 사람들이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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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의 망설임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일부 하드코어 안티-백서(anti-vaxxers)가 

있지만, 대부분 정치가와 제조사에 대한 불신, 종교적 이유와 거짓 정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백신 효과에 대한 오해는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나 세계관에 따라 

변형되고, 구조화된 언론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 왜곡되기 쉽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장소에서 감염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예리한 접촉자 추적 조사를 

함으로써 예방 접종을 선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2.3.3. 새로운 일상 

 

 이 글에서 말하는 ‘새로운 일상’이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로-코로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일상은 백신으로 바이러스에 맞서며,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바이러스와 어울려 사는 일상을 말한다. 백신의 효과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데, 이로 인하여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은 위드-코로나(With COVID-19)를 말한다.  

 효과적인 백신으로 적정인구가 예방 접종을 하고,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이 면역성을 가질 

때까지 감염자 발생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하면서 우리나라는 

7 월 기준 예방 접종이 안 된 19 세 이하 연령층에서 3%가량 감염이 늘었고, 8 월 23 일 기준 확진자 

비율은 13.5% 정도이다. 미국도 8 월 19 일 기준 459 만명 이상의 아동(‘아동’의 연령 범위는 0-20 세 

까지 주(state)별로 상이하게 정의하여 각각 보고됨)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 총 

누적 사례의 14.6%에 해당하며, 2 주 동안(8 월 5 일부터 8 월 19 일까지) 7%가 상승한 것이다 [79].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의 발생 증가율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지표이다.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애초에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 가지 모듈로 

구성하였다. 방역, 의료 대응, 생활 방역이 그것이다. 세 가지 유형으로 대응 전략을 구분한 것인데,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시기에는 감염 규모를 줄이는 비약물적 중재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료 대응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감염병 대응 

전략이다. 세 번째 생활 방역은 국제적인 표준개념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용어이다. 생활 

방역의 개념은 비약물적 중재의 하나로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병행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생활 

방역’은 초기에는 효과적인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에 머물렀고, 그 실행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새로운 일상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중이므로,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지식과 기술과 고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각자 삶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국민 개개인이다. 공중 보건의 이득은 

소수의 사람을 위한 큰 변화보다 많은 사람의 작은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다. 

 생활 방역은 개인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인 ‘자주 손 씻기’부터 의료 

기관의 준비까지 망라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날씨를 확인하듯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체크하는 일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자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밀집된 장소는 피해야 한다. 레스토랑이나 바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 않고, 오랜 

시간 머물지 않는 것이 생활 방역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감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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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고, 백신으로 얻은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감염에 주의하세요’를 의미한다. 주의 표시가 없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착시(錯視)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활 방역이다. ‘실내 자주 환기하기’는 바이러스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내 환기 방법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 장소, 대형 시설, 

비지니스빌딩, 지하철역을 포함한 각 시설에서 공기 오염과 바이러스양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 보건에 소홀했던 의료 기관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코로나 19 발생 

사례에서 배운 교훈을 분석한 연구는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비 기준으로써, 7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80]. 그 요소는 ①확대되는 의료 수요에 가장 적합한 병원 공간의 결정, ②선택적인 수술 취소, 

③일상적인 외래 예약 취소, ④안정적인 환자의 신속한 퇴원, ⑤비교적 덜 영향 받는 병원으로 환자 

이송, ⑥'적시( just in time)’ 교육과 직원 재배치, ⑦외부 임상 의사에 대한 당일 자격 부여 등이다.  

 

 

3. 결론 

 

 코로나 19 는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두 가지 전파 경로로 팬데믹의 형상을 바꾸었다. 

투-트랙 팬덱믹에 대응하기 위한 모범 전략은 따로 있지 않다. 변이바이러스의 복잡성과 글로벌화된 

전파 경로만큼이나 이에 대응하는 접근법도 이질적이다.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면역력이 획득되는 동안 비약물적 중재의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면, 재확산이 반복되고, 재확산의 

규모가 커질 수록 SARS-CoV-2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더 높게 변이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난 8 개월 동안의 백신 접종의 결과는 대략 90%에서 66%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 [81]. 

 변이바이러스에 전염성과 면역 회피에 따라 방역과 백신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는 

변화한다. 백신으로 얻은 면역력의 저하는 비약물적 개입을 더욱 필요로 하고, 반대로 비약물적 

개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 백신 접종률이 가속화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통제된 상황의 수학적인 예측이므로 불완전하고, 움직이는 목표이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가 되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고, 코로나 19 를 끝낼 수 있다는 

가정은 과학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팬데믹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연결시키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바이러스의 순환을 끝낼 수 없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19 팬데믹에 맞서며, 어울리며 사는 일상을 위하여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키워드를 결론으로 제언한다. 

  첫째, 연구와 협력이다. 1979 년 천연두의 종식 선언의 배후에는 감염병의 사례를 찾는 방법, 질병 

감시 방법, 감염자를 격리시키고, 모든 밀접 접촉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고리 접종(ring vaccina-

tion)’의 시행이 있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검역과 질병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말미암아 

천천히 현실화하였다. 시퀀싱, 진단 검사, 역학 조사는 협력할수록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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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더 나은 질병 관리로 안내한다. 일일 발생 사례는 백신 효과의 실마리를 찾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엄격한 상황 분석이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 보건 조치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수학적 모델링이므로 시나리오를 강조할 때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SARS-CoV-2 바이러스는 젊은이보다 노인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한 국가 인구의 연령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연령 구조와 더불어 이전 노출로 인한 

중증도, 면역력, 연령대별 접촉 형태의 다양성, 만성 질환 여부에 따라 코로나 19의 사회적경제적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백신의 효능도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과 권한의 한 목소리이다. 코로나 19 대응 거버넌스는 재난관리의 관점에서 팬데믹의 

연대기적 진화에 따라 변화되었다. 초기에는 중앙집중식 접근이 효과적이었다. 반면, 빠른 대응이 

요구될 때,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할 때는 지자체의 권한을 독립시키는 거버넌스도 필요했다. 

중앙집중화와 지방분권화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버넌스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는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백신 정책은 글로벌 관점에서 공평한 백신 배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국내에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정책 간 차이가 있다. 백신 공급의 불안정은 접종 시기의 변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 비축 정책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다. 공중 보건 윤리를 차치하더라도, 백신 

가용성이 낮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사례가 증가하고, 전염성이 높은 변이바이러스가 전파 

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은 백신 비축을 통해 감염병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상당히 약화시킨다.  

넷째, 회복을 위한 준비이다.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를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촉매로써 필수 시설과 공공 서비스가 더 많이 요구된다. 공동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네트워크를 지정하여, 의사 소통의 평등한 접근이 수월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적응 가능한 비즈니스의 지역화나 편의 시설 및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재 구상하는 일도 필요하다. 입법은 공중 보건 조치의 합리적인 절차와 적절한 수단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며, 검역과 격리 등으로 공중 보건의 부담을 지는 개인은 공정한 보호를 받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례 브리핑은 두 가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료 대응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발표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감염 

발생 현황과 예방 수칙,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사람들은 ‘누가 브리핑하는가’보다는 

그러한 조치를 왜 하는지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백신이 없었을 때 Ro 를 1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집중했던 때와 효과적인 백신으로 국가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브리핑과 메시지 구성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백신 접종이 조화를 이룬 효과를 약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언론도 전도(轉倒)된 서사와 화법을 삼가야 할 것이다. 

 

Disclaimer: 현 동향리포트는 2021년 8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추후 확인되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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