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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코

로나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초부터 발생하여

[1], 2020년 6월 1일 현재 219개 국가와 지역에서 6백만 명 이상의 확

진자가 발생하였으며, 3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6월 1일 일일 확

진자 수가 122,917명으로 일일 최대를 기록하였다[2]. 코로나 발생 

154일째인 현재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정점을 보지 못하고 있어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2, 3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국가들의 

대응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최초 발생국인 중국의 폐쇄(lockdown) 전

략, 스웨덴의 집단면역(herd immunity) 전략, 대만의 입국조치와 안

면마스크(facial mask) 전략 등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다. 중국

의 폐쇄전략은 중국의 코로나19의 확산은 억제하였으나 이로 인해 경

제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고, 스웨덴의 집단면역 전략은 코로나19

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입국조치와 함께 안면

마스크 전략은 코로나19의 방역선진국으로 부상하게 하였다[3] 

(Table 1). 최초 발생국인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자료를 은폐 또

는 엄폐하였고[4], 중국의 대응전략인 폐쇄전략은 일정 수준을 효과

를 보였고, 이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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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Country
COVID-19 (per million)

Cases Deaths
Lockdown China 84,588 (59) 4,645 (3.2)
Herd immunity Sweden 37,542 (3,717) 4,395 (435.2)

Facial mask Taiwan 442 (19) 7 (0.3)
Republic of Korea 11,503 (224) 271 (5.3)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Table 1. National strategies for preventive and managing measure 
of COVID-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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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여 많은 국가들이 폐쇄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중국 정부처럼 강

력한 통제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5]. WHO는 안면마스크 사

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6],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부분의 환자가 중국에서 발생하였을 때 중국발 여행 제한조치를 권

고하지 않아 다른 국가로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였다[7,8].

한국은 물리적 거리 두기(physical distancing, 이전 사회적 거리 두

기[social distancing])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해 전 국민이 동참하

고, 안면마스크 착용, 코로나19의 광범위한 검사의 실시, 정보통신기

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활용한 감염 

의심자들의 추적조사 등으로 인해 중국발 입국조치가 미진하였던 초

기 방역실패를 수습하고 방역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4,9].

전 세계적 코로나19의 확산이 진행 중에 있으며, 치명률(case 

fatality ratio)이 6% 이상이고, 특효약 및 백신이 없기에 코로나19의 

방역전략으로 완화(mitigation) 전략을 사용할 수 없고 봉쇄

(containment)와 억제(suppression)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신천지, 이태원클럽, 배송센터, 콜센터 등으로 인한 집단 발생을 억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진정시킨 이후에는 다시 봉쇄전략

을 통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 종식될 때까지 봉쇄와 억제를 지속하게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변

경시키고 있고, 이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라고 부르고 있다. 

봉쇄와 억제전략이 일상화되면서 안면마스크 쓰기, 비대면 강의, 비

대면 진료, 재택근무, 온라인 구매 등 비접촉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

런 변화는 코로나19 이후(post COVID-19)에도 지속될 것이다. 비대

면 강의 및 비대면 진료의 만족도가 상당 수준으로 높으며, 재택근무

의 만족도 및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19 이

후에도 대면과 함께 비대면의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비대

면 및 비접촉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ICT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발전되고 확산될 것이다.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전 세계와 우리 사회

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경제 문제이다.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현

재에도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며, 코로나19 이후에 반등하리라는 기

대를 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전 세

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이를 더욱 악화시킬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다. 코로나19의 최대 발생국이자 경제 1위 국인 미국과 

최초 발생국이자 경제 2위 국인 중국은 코로나19적 측면에서 그리고 

상호견제의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이 대립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

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므로 세계 경제의 회복은 그만큼 지연될 것이

다. 과거 흑사병, 천연두, 스페인독감이 인류 역사의 모멘텀으로 작용

했듯이 코로나19도 역사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

WHO가 세계적 유형(pandemic)을 선언한 감염병은 1968년 홍콩

플루(Hong Kong flu), 2009년 신종플루(influenza A H1N1), 2020년 코

로나19 (COVID-19)였고, 국제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언한 감염병은 2009년 미국과 멕시코

의 신종플루, 2014년 서아프리카의 폴리오와 에볼라 바이러스, 2016

년 브라질의 지카바이러스, 2020년 중국의 코로나19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감염병은 출현할 것이며, 인구 증가, 자연파

괴, 지구온난화, 교류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적 및 생태학적 요인으

로 인해 야생 인수공통감염병(wildlife zoonotic emerging infectious 

disease)과 매개감염병(vector-borne emerging infectious disease)은 

그 출현 주기가 짧아질 것이다[10,11].

우리는 신종감염병에 선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부를 독립

시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신종 및 재발현 감염병에 대응하고, 증가일

로에 있는 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에 대처해야 한

다[9]. 그리고 대량 발생 신종감염병을 대처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발

해야 하고, 신종감염병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보건원 감염

병연구센터를 확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염병전문센터를 설립

하고, 임상 감염의학뿐만 아니라 기초 감염의학 및 감염병 역학을 발

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그 위상이 크게 실추된 WHO를 

재정립하고, 전 세계가 한 공동체로서 신종감염병을 대처해야 할 것

이다.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은 전 세계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역사적 모멘텀인 코로나19의 이후

는 우리가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 전반적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

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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