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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John 이사장! 우리 인생은 그 여정 중에 누구를 만나고, 그들과 
동행하며 어떤 배움을 가지는 가에 따라서 삶의 모양과 결말이 
만들어져요” 

80대 후반의 쇠약한 몸이지만, 평소 집에서도 영국 신사 정장 
차림으로 생활하는 세계 희귀 우표와 희귀 화폐의 대사업가로 뉴욕 
플러싱 YMCA 명예 이사인 유대인 컬크 회장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집으로 인사차 방문했을 때 손을 꼭 잡으며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죽인 나치 독일 수용소를 탈출해서, 생면부지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에 살면서 길거리 우표 행상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대 도매상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 여정에 있었던 경이로운 만남에 감사하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평생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수입 일부를 매월 
기부해 온 전설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손명세 원장님과의 만남은 손 교수님의 UN 본부 출장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심평원 설립이라 새로운 일을 가장 많이 만드신 
원장님으로 모시며, 심평원의 의료비 심사평가 관리 전산시스템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국제사회에 등장시키고, 공공기관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천만 달러에 수출하는 쾌거와 더불어, 외국 정부 대상으로 
유상 정책 지도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 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고, 끝까지 완주 할 수 있었던 결과 또한 손 원장님의 



후원과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만학의 학도를 박사과정 내내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김소윤 지도 교수님과의 만남 또한 제 인생의 
중요한 인연이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이경태 부총장님, 한국보건협회 회장이신 전병률 교수님, 이일학 
학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자로서 출중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교수님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었으며,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중동 산유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시작한 
바레인왕국의 국가보건위원회 의장 무하메드 알칼리파 부총리, 알살레 
장관, 에브라힘 사무총장 그리고 자라 고문과의 런던 NHS 
(영국국가의료서비스) 본부에서의 만남으로 한국 의료보험 제도와 
심평원의 심사평가지불 전산시스템의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하루 5시간 이상씩 4일 동안 이어진 티타임을 겸한 
중동문화 특유의 열정적인 협상과 Out-of-Box 스타일 브레인 
스토밍과의 만남들은 심평원 시스템의 바레인 수출 계약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불모의 사막에서 변화를 리드하는 왕국 바레인팀의 
몇 번의 한국 출장 중에 무하메드 부총리의 승인으로 에브라힘 
사무총장과 자라 고문은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 박사과정을 김소윤 
교수님의 지도로 함께 공부하는 만학도들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레인 동료들과의 동행은 저유가 코로나 19 시대에 의료비 
절감이 필요한 중동 산유국들의 한국형 의료보험 제도 및 의료비지출 
관리시스템 도입의 불꽃을 훨훨 타오르게 할 것 입니다. 



  
한국인 젊은 활동가가 초대형 뉴욕 플러싱 YMCA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러 온 월간조선 편집장 김연광 군과 20년 전의 
만남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의 중단 없는 독서와 글쓰기로 
다져진 예지와 꿋꿋한 기개, 사람들을 향한 관대함과 선량함에 늘 배움을 
가집니다. 늦은 나이에 학업으로 고생한다며 추운 날이면 따뜻한 화주로, 
더운 날이면 냉 곡차로 격려해 주고, 날씨가 좋은 날들은 풋풋한 음식과 
곡주로 대접해 준 찐한 우정이 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연광 동무여 
고맙습니다. 뉴욕에서 인턴 학생으로 만난 영특하고 성실한 장래가 
촉망되는 김길현 군은 다양한 디지털 역량으로 학업 과정을 지원해 
주었으며, 외로운 만학도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고마운 아우가 되어 
주었습니다. 대학원 사무실의 유애리 선생님은 학교 교무 행정과 안내에 
취약한 입장을 이해하고, 중요한 일정과 규정들을 지키도록 친절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박사과정을 마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 선생님으로 사시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선친은 가까운 
양평 서종의 양지바른 산에 계셔서,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 뵙습니다. 
서예에 심취하신 선친은 본인과 가족들이 오랫동안 쉴 동산을 준비하시며 
기력이 약해지셨어도, 몇 달에 걸쳐 모든 비석들에 새길 긴 문장들을 수 
십 번 쓰시고 돌아가실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막내아들이 일찍 
박사학위를 획득하고 귀국하기를 희망하셨는데, 미국에서 경영과 
국제협력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따르게 되었는데, 다른 세상에 계시는군요. 아침마다 밤마다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병환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처럼 
자식을 믿고 기대하신 어머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2 살 아래 동생의 
미국 유학과 외국 생활을 아버지와 같이 물심양면으로 챙기고,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손위 백형의 아우 사랑과 병환 중의 시어머님을 하루 삼시 
세끼 따뜻한 밥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받드는 작은 형수님의 지극한 
정성과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두 분의 귀한 효성과 정성과 아우 
사랑에 이 박사학위 논문을 헌정합니다.  

학문적인 탁월성이 없는 논문이지만, 박사학위 과정을 성실하게 
완수하는 정성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 좋은 논문들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길러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더 
가난해지고, 더 아프고, 더 지치고, 더 힘든 사람들을 돕는 활동들을 
열심히 전개하며, 제 여정에서 이제껏 선물로 받은 인연과 배움에 대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학도의 박사과정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이끌어 주신 모든 경이로운 만남들과 고마운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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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는 유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각국 정부는 전례 없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노력과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OVID-19의 확
산 및 장기적인 유행은 국민 보건문제 외에도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방식과 결과 면
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의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보건정책을 비교 및 
분석하며, 나아가 이러한 대처방식 및 정책에 따라 보건성과와 경제성과
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COVID-19 재난 관리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자유주
의 시민사회와 강성통제 정책(독일, 영국, 미국),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
와 강성 통제 정책(대만),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경성 통제 정책(한
국), 개인 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개인 자율적 정책(스웨덴)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인 자유주의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통제와 자유방임 정책으로 대응한 
국가들은(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 기존 평시 정책체계의 특징을 
COVID-19 대응 정책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정책접근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에서 집권형 명령과 통제 대신 전문가 집
단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고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의료체계 수급의 평시 특징도 COVID-19 대응에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는데,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정책대상을 한정
하고 의료자원을 최소한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방역체계 수립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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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집단면역이론 정책을 우선하면서 낙관적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WHO 권고사항인 검사, 추적, 격리,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전통
적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방역에 미흡했다. 

이와는 반대로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 혹은 경성통제로 
접근한 국가들은(한국, 대만) 기존 평시 정책 체계를 강화하여 
COVID-19 대응 정책에 반영했으며, 정책 접근에 의학적, 과학적, 구체
적인 관점을 포괄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최소한도로 유
지하면서 정책을 설계하였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에서 집권형 명령과 통
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국가별 COVID-19 대응방식이 미치는 경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발병 이후 각국의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1월을 기
준 시점으로 그 후 10월까지 나타난 산업생산율과 소매판매율을 국가별
로 비교하였다.

첫째, 산업생산율을 분석한 결과,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수록 산업
생산의 감소 폭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대
만은 6월부터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산업생산의 개선 움직임이 확연하다. 
그러나 초기 방역에 실패한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국가들의 산업 생산 
감소폭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산업생산률 변동이 매우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 혹은 경성
통제를 택한 대만과 한국의 경우는 개인 자유주의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
통제와 자유방임 정책을 펼친 국가들에 비해 산업생산률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매판매율을 분석한 결과, 영국(1.07%), 미국(0.88%), 독일
(0.8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COVID-19 대응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한국(-0.02%), 대만(0.46%)들의 소매판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 viii -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COVID-19 대응체계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협력적 봉쇄정책이 자국 내 소매판매를 위축시킨 결과로 예상할 수 있으
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정책이 약했던 영국, 독일, 미국이 
소매판매가 높게 나타났다. COVID-19 대응방식이 경제효과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대응방식이 경제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전 세계의 거시경제를 전망하면, 2022년까지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의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다. 이는 곧 방역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상대적 순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방역에 성공하여 빠르게 
기존의 경제성장 경로로 재진입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는 
항구적인 차이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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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감염증
-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거의 1년에 가까운 2020년 12월 22 
현재 전 세계 220개국으로 확산되어, 확진자 77,705,35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1,708,610명에 이르고 있다. 격리해제 된 사람은 
54,289,909명으로 치사율이 약 2.2%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과 
유렵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으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전례 없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코로나19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노력 및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적 유행은 국민 보건문제 외에도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취한 봉쇄조치는 생산과 소비를 위축
시켜 실업자 급증 등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
해 및 내년 각국의 GDP는 감소할 전망이다(그림 1-1 참조). 

OECD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조치로 전년 대비 4.4% 
하락하겠으나, 2021년에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며 5%대 성장을 전망하
고 있는데 2021년에도 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되겠으
나, 2020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회복세 영향으로 2021년 세계 GDP는 
2019년 대비 0.6% 성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주요 선진
국은 2020년 5.8% 하락 뒤 2021년 3.9% 상승해 2019년 대비 약 2%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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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20), ‘OECD Economic Outlook’
[그림 1-1] 분기별 GDP 변화율 추이

하지만 주요 전망 기관들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글로벌 경제 활동 재개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
에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내포된 탓에 2021년 세계 경제 전망 오차는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이 확대되고 국가별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될 
경우, 기본 전망 하회, 백신·치료제 조기 개발과 공급이 이뤄지는 경우 기
본 전망 상회 가능하나 각 경우 안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전망 기관들은 기본 전망과 함께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전개에 따른 성장 전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
는데 IMF는 기본전망, 비관시나리오, 낙관시나리오를 각각 5.2%, 2.3%, 
5.6%로, OECD는 5.0%, 전년대비 2~3% 하락, 7% 성장을 전망하고 있
다(한국수출입은행, 2020). 

이렇듯 2021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진전 상황에 따라 성장 또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키
기 때문인데 공급 측면에서는 전염병 발생 국가들의 생산 활동 차질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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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공급망이 비정상적으로 훼손되어 전염병 확산이 심하지 않은 교역 
상대국의 공급마저 위축시키게 되고, 국민들의 감염 우려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소득 감소로 수요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 및 공급의 차질이 지속되면 가계 및 기업 대출이 경직되어 신용경색
은 물론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선진국 기업들의 경영실적
이 크게 악화될 경우, 기업부채 문제가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도 보건의료체계, 경제, 무역,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유행 초기부터 느슨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시민 책임을 
강조한 자발적 거리두기와 집단면역과 같은 대응방식으로 감염지역 봉쇄 
없이 감염병에 대응해 왔으며, 이로 인해 타 국가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초기대응에 강력한 봉쇄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한 한국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경제활동 
위축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은 스웨덴에 비해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
적인 전망은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역사 유래 가장 위험한 보
건 의료 분야의 위기와 경제적 난국을 맞이한 가운데, 국가들의 재난 대
응 전략이나 중장기적인 대응 정책들의 차이에 따라서, 보건적 성과와 경
제적 성과가 현저히 다르다는 현상을 연구하고, 그 증명된 결과가 향후 
국가들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국가별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방법과  그 후 국가별로 선택한 코로나
19 대응 전략들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대응방식은 코로나 확
진율과 사망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지역봉쇄 및 이동제한 
등의 정책들이 실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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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유행 및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효과를 향상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응방식이 서로 상이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응방식과 국가 
보건 성과와 경제 성과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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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의 코로나19에 대
한 각국의 대응 및 보건정책을 고찰하고, 비교·분석하며, 나아가 이러한 
코로나19 대응방식이 국가 산업생산율과 소매판매율과 같은 경제성과에
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
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이 특정한 형태의 정책 수립이나, 정책 
실행 방식들에 영향을 끼친 부분들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보고서 및 학술논문 및 주요 기관 사이트 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국가별 비교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 선정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
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보건의료체계, 경제, 무역,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OECD 가입국가 등의 주
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일, 대만, 영국, 미국, 대만 총 6개국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상 국가 선정 근거는 신종감염
병, 항생제내성균, 생물테러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별 대응 역량
을 평가한 2019년 세계보건안보지수 (Global Health Security Index 
(GHSI)의 195개 국가 대상 평가에서 최상위 15위권 내에 든 국가들 가
운데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들을 대상으
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1위 미국, 2위 영국, 9위 한국, 14위 독
일). 또한, 이들 중에서 보편적 국민건강 보장제도(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운영하며, 사회건강 보험모델의 시초인 비스마르크식 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과 조세형 국가의료보장제도 모델인 베브리지식 제
도를 세계 처음으로 시작한 영국을 선택하고, 또 GHSI 평가에서 세계 1 
위의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Univers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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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를 전 국민에게 실시하지 않는 미국를 선택했다. 그리고 "집단
면역"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개인적인 책임과 자율적 협력 방역 정책을 
선택한 스웨덴을 특수한 케이스로 선택했다(GHSI 평가 7위). 또한 인구
수에 대비하여, 감염자수나, 사망자수가 세계적으로 현저히 낮으며, WHO
와 UN의 회원 국가가 아니지만, 한국과 문화 및 지역 정치적 여건이 비
슷하며, 한국과 동일한 정책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의무적인 전 국민 사회
의료보험 제도를 높은 효율성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만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택했다. 한국은 연구자의 출신국인 만큼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COVID-19 정책 실행과정과 5개의 선택된 국가들과 대응 방법들을 비교
하며, 각 국가들에서 시사점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우선 각종 문헌들을 고찰해 국가 재난 안전관리의 패러다
임을 도출,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 대만,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국가별로 재난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코
로나10 초기대응과 방역체계, 국가 대응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틀과 분석대상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문헌조사를 통해 GDP, 산업생산률과 소매판
매율 지표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국
가의 코로나19 전염병의 피해자인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개인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협력적 공동체적 시민사회 배경의 시민의식으로 분류해서, 정
부의 강성 통제 (국경봉쇄 및 지역봉쇄 정책실행) 와 정부의 연성 통제 
정책들이 함께 작용하며 만드는 보건성과와 경제성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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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흐름도 

이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 제기

연구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제시  
↓

이론적 고찰 실시 및 분석틀 설계
코로나19 현황과 사회복지 정책 고찰

재난관리 개념과 패러다임 고찰
본 연구의 분석틀 설계 및 제시

↓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대응방식 분석

(4가지 분석틀)
 개인자유주의 시민의식과 강성 통제정책 
협력공동체적 시민의식과  강성 통제정책 
협력공동체적 시민의식과 경성 통제정책 

 개인자유주의 시민의식과 개인자율적 정책 
↓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차이 분석
연구대상 국가별 GDP, 산업생산률과 소매판매율 분석

대응방식에 따른 사회경제 효과 차이 분석
↓
결론

본 연구의 요약 및 의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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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현황과 재난 관리 

제1절 코로나19 발생과 확산 현황

1. 코로나19 바이러스 정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유
전자 크기가 27～32kb이며 RNA 바이러스에 해당한다. 구형의 형태이고, 
표면 스파이크(spike) 단백질이 왕관같이 생겨 코로나바이러스로 명명되
었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6종인데 이번에 코로
나바이러스-19가 추가되었다. 바이러스 중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도 중증 폐렴을 일으
킨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가 코로나19의 감염 양상과 사스, 메르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감염 증상은 비슷했지만 전파력과 치명률은 서로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열과 기침,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치
명적이라는 하부 호흡기 질환을 부른다는 점, 그리고 항바이러스 요법이 
입증되지 않아 표준화된 대증요법을 쓴다는 것도 유사하다. 

코로나19는 사스와 다르게 변이되었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활성화되
어 바이러스와 세포막이 결합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이와 같은 변이는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을 설명하는 기전으로 추정되고 있다.1) 3개 바이
러스의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사스와 메르스는 대부분의 2차 전파가 병

1) 롼지서우(阮吉壽) 교수의 톈진 난카이(南開)대 연구팀이 중국과학원 과학기술논문 예비발
표 플랫폼(Chinaxiv.org)에 게재한 내용으로, 연합뉴스 2월 27일 자에 보도됨("코로나19, 
HIV와 유사한 변이...'세포결합' 사스의 최대 1천배" https://www.yna.c 
o.kr/view/AKR202002271017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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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환경에서 발생하였지만 코로나19는 병원 감염이 중요한 전파 경로는 
아니며 밀접한 접촉자 간에 전파가 발생하여 가족 간 전염이 많다. 코로
나19의 전파력을 설명하는 감염지수(Ro)2)가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아니
지만 한 연구에서는 2.24~3.58로 보고되고 있다.3) 

2. 코로나19 확산 현황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00만 명
을 넘어섰다.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CoronaBoard가 집
계한 자료에 따르면, 12.22일 현재(한국 시각)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총 77,705,355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708,610명으로 집계됐다. 국
가별 확진자는 미국이 18,472,25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인도
가 10,075,422명, 브라질 7,264,221명, 프랑스 2,479,151명, 한국 
51,46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율은 평균 2.2%로 나타
났다.

2) 기초감염재생산지수(Ro)는 한 사람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
균 인원수를 말함.  

3) Zhao, S., Lin, Q., Ran, J., Musa, SS., Yang, G., Wang, W., et. al.(2020). 
Preliminary estimation of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in China, from 2019 to 2020: A data-driven analysis  in the 
early phase of the outbreak. Int J Infect Dis. Jan 30;92:214-217. doi: 
10.1016/j.ijid.2020.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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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
(자료: CoronaBoard, https://coronaboard.com/global/)

코로나 보드(Corona Board)의 자료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후 드러난 특징은 아시아의 확진율과 사망률이 유럽 미국보다 현
지히 낮다는 것이다. 먼저 확진율을 보면, 스페인 1.73%, 벨기에 1.07%, 
스웨덴 0.93%, 프랑스 0.90%, 포르투갈 0.76%, 영국 0.69%, 스위스 
0.63%로 나타난 반면에 태국 0.005%, 한국 0.047%, 일본 0.07%, 인도
네시아 0.11%, 인도 0.47% 등으로 나타나 확진율이 유럽에 비해 아시아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율을 보면, 아시아의 경우 한국이 일본 1.9%, 중국 5.4%, 한
국 1.7%, 인도 1.6%, 싱가포르 0.0%로 나타난 반면에 유럽의 경우, 이탈
리아 11.2%, 영국 10.0%, 에콰도르 8.2%, 벨기에 8.1%, 스웨덴 6.3%, 
프랑스 5.5%, 스페인 4.0%, 스위스 3.8%이다. 이외의 국가인 브라질 
3.0%, 멕시코 10.4%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시아
의 높은 대응수준, 기후적인 차이, 국가별 인구 평균연령의 차이 등이 있
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다. 이는 아시아가 사스(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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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잘 대응했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일본과 인도의 사망률도 
낮아 설득력이 약하다. 확산 속도가 낮은 이유가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
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브라질과 멕시코의 사망률은 아시아에 비해 많이 
높아 이 의견도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국가 인구연령이 유럽에 비해 아
시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망율이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의 사망율이 
1.9%임을 볼 때 이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확진율은 사망율과는 다른 성격의 문제인데 사회적 통념이나 국민의 
의식수준, 해당 국가의 대응역량 등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확진율은 사
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나 착용을 실천하는 국민의 의
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
으로 익숙하고 보건측면에서 필요한 도구로 보는 아시아의 경우에는 확진
율이 낮은 반면에 테러리스트나 중병환자만이 착용하는 것으로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유럽의 경우에는 확진율이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비 패턴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
다. 현재의 언택트(Untact) 현상으로 온라인 쇼핑은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반면 백화점 등 오프라인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장세를 이
어가던 무점포 채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0% 성장, 소매판
매의 20%가 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4) 우선 오프라인 대형 업체들이 
부진하다. 오프라인의 주 소비층인 40～60세대가 온라인 소비로 이동하
면서 업체의 매출이 격감하고 있다. 앞으론 코스트코, 다이소와 같은 오
프라인으로 특화된 곳이나 온라인으로 전환이 어려운 영역에서만 살아남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라인 확대에 따른 새로운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4) Pwc(삼일회계법인),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소비자 행동변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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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이 편리하다고 느낀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더욱 온라인을 선호하
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도 온라인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런 이유로 오프라인 업체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소비가 몰리면서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크게 늘어 날것
이다. 또한 사업자 비율이 높은 자영업자의 활동 무대가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점차 온라인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은 사
무실이 필요 없어 임대료가 없으며, 컨텐츠가 좋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네이버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오프라인에 비해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 간의 희비가 뚜렷하게 나뉘는 상황이다. 오프라인의 대표 주자인 항
공기, 영화, 여행 등은 침체를 면치 못하는 반면 온라인 쇼핑, 배달 분야
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5)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 혁신과 변
화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전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는 일하고 생
활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변화시켜야하는 상황이다. 많은 연구 및 관련기
관에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포브스6)가 전망한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 포브스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인 
변화로는 비접촉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인프라 확대, AI 기반 신약개발, 
원격진료, 온라인쇼핑 확대, 로봇 의존도 증가, 디지털 의존도 증가, e-
스포츠 부상 등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5)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COVID-19 BUSINESS 
REPORT, 2020.

6) 포브스, 코로나19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20/04/03/9-future-predictions-for
-a-post-coronavirus-world/?sh=c7e4f89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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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포브스의 미래 예측 내용
구분 미래 예측 내용

비접촉식인터페이스확대
◦ 전염 시킬 수 있는 디스플레이 등 터치스크린은 줄어들고    음성 인터페이스 (voice interfaces)와 머신비전 인터페이스(Machine vision interfaces)는 늘어 날 것으로 예상

강화된디지털 인프라
◦ COVID-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익숙해지고 운동 수업 등 모든 것이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을 찾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IoT/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 팬더믹으로 인해 실시간 제공되는 데이터의 힘을 알 수 있었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로 전 국민의 전염병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갖춤

AI 기반신약 개발
◦ 인공지능은 신약개발에 최선의 파트너 ◦ COVID-19는 물론 미래에 또 있을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개발,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조기에 개발하고 배포

원격 진료 ◦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임료 서비스를 받는 원격진료가 부상◦ 코로나19 로 모든 영역에서 거리두기가 정착됨에 따라    원격진료와 상담이 일반화 될 것

온라인쇼핑 확대
◦ 기업들의 경영전락이 오프라인을 지속하며서 온라인 영역도 함께 병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수요 급증을 대비할 물류  배송 체계에 투자

로봇 의존도 증가
◦ 로봇 의존도가 늘어날 것. 모든 생산 공정 건강관리 등 로봇을 활용하고 로봇도 어떻게 더 편리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인식하게 됨

디지털이벤트 증가
◦ 오프라인 행사가 없어지지 않겠지만 디지털 등을 활용 대체 보완 방법들이 대거 선보일 것◦ 오프라인과 디지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행사기 등장 할 것

e-스포츠부상
◦ 모든 스포츠 행사가 보류되거나 전면 취소도 가능하지만 e-스포츠는 활성화되고 있음. 전통 포뮬러 1경기와 같지는 않지만, F1 경주의 전자 버전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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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변화되는 사회를 
요약해 보면,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들 중에 언택트 문화와 관련된 주요 
기술들이 급격하게 부각되며, 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언택트 문
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 기존의 사회 체계를 대체함으로써 사회 패
러다임이 변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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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코로나19와 사회복지 정책

 코로나19는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사회경제 체제도 이에 발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시장 중심 이윤 우선보다 정부의 역할, 공공 
자원의 중요성이 앞서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시대의 낡은 논리와 방법들에 아직도 붙잡혀 있다. 
수출을 해야 먹고 산다고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부터 살
리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미국의 모기지 부실로 터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보듯 실물경제
의 성장 없이 금융 부문의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1970년대 이후 신 자유주로 인한 사회 불평등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자
본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코로
나19로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엉성한 민낯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기
회에 복지의 기틀을 새로 짜는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1918년 봄에 발생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으로 스페인은 큰 재
앙을 맞았다. 특히 그해 가을 겨울에 걸친 2차 유행은 세계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4,000～5,000만 명이 사망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으로 기록되었다. 1,000만 명이 죽은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피해도 컸는
데 특히 사망자 중 20～45세 젊은층 60%를 차지했고 65세 이하가 많았
다(조흥식, 2020).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가 망가졌을 때 복지제도의 기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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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했는데 당시 영국은 7개 정부 부처가 소득보장을 독립적 집행했고 
재원 조달 방식도 각기 달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빈번했는데 초고령층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했고, 보험 급여가 부
족해 저소득층은 자산 조사를 받아야 받을 수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20).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2
차 대전 중이었던 1941년에 노동조합총연맹이 청원을 제기해 사회보험 
등 관련 서비스 부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보수당 처칠 정부에서 
노동당의 베버리지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폭넓은 개혁을 펼쳤는
데 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 등 5가지 사회악 동시 퇴치를 목표로 포
괄적으로 추진했다(조흥식, 2020). 건강보험, 실업보험, 연금 등 전 국민
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빈곤 퇴치에 중점을 뒀는데 이것이 국
민최저생활(national minimum) 원칙으로 이어지면서 영국을 복지국가로 
우뚝 세웠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으로 추락한 경
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루
스벨트는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라는 자문단을 꾸려 뉴딜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는데,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경제를 통제해 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1932년 루스벨트가 압도적 승리로 대통령에 당
선되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취임 후 1년간 괄목할 만한 
정책들을 내놓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미국 달러의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금융권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며 공무원과 퇴역 군인의 연금을 
40% 삭감하는 등 공정경제를 위한 내용과 균형예산정책, 농업조정법의 
제정, 금주법 폐지 등을 과감히 단행했다.

이어 2차 뉴딜정책 (1935～1936년)엔 전국노동관계법 (The National 
Labour Relations Act: 피터 와그너법)을 만들어 노조 지원책을 반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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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 건설, 이주 노동자와 농부들에 대한 원조 계획을 추진했다.  
사회보장법은 19세기 말 유럽이 만든 사회보장제도를 벤치마킹해 '경제안
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령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 등을 1935년 통과시
켰다. 하지만 연금 보험 수급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선택적 
복지란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과 빈곤한 어린이를 위한 대책과 특히 취약
계층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
들고 전 세계에 사회보장법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조흥식, 2020).

어려울 때 개혁적인 아이디어로 모든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민
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살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한 것이었다. 국
가 정책은 대다수의 소외되고 힘든 계층을 두루 돕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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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난관리 개념과 패러다임

제1절 재난관리 개념과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
비･대응 및 복구를 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관리는 
활동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협의의 재난관리와 광의의 재난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협의의 재난관리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
한 대응과 복구과정을 뜻한다. 이에 반해 넓은 의미로는 사전 예방과 대
응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원소연, 2013).

즉, 광의의 재난관리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비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한 이후 이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 본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모든 관리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
라고 볼 수 있다(김태환, 2010). 한편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난이란 
피해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었을 경우를 가리키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
조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태환, 2010).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
조(赤潮), 조수(潮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그
리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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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본다(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3조).

전통적 재난 관리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예방, 복구였지만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그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의 재난은 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에 더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최근 재난발생의 특징은 각각의 재난
유형이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복합재난의 양상을 띠고 있다(이재
은, 2012). 이러한 변화로 재난 관리 시스템도 변화되고 있다. 사후 대응
이 아닌 예방을 최우선으로, 통제 중심에서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재난 관리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법으로 정한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를 넘어 국민에게 미칠 모든 위험을 종합 관리하는 방법으로 나
아가고 있다. 이에 지난 정권에서는 재난의 총체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총괄부처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기도 하였다.  
‘안전관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대형 재난은 물론 일반적 안전관리로까지 그 개념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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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난관리 패러다임

김은성 외(2009)의 연구에서 국가 재난시 안전관리를 하려면 명령과 
통제, 신 공공관리의 이론적 접근, 협력하는 거버넌스란 3가지 패러다임
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나타나는 재난의 대형화･복합화･다
양화 현상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응 및 복구
중심에서 예방 및 대비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사
회 중심으로, 그리고 명령･지시･통제･감독의 방식에서 협력･지원･조정･연
계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이재은, 2012). 

명령과 통제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가
별로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계에 서로 상이하다. 명령과 통제는 전통 관료
주의에서 보였던 것으로, 일사분란하게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은 상위조직에의 권한 집중과 조직 
내의 분명한 위계구조를 지니며, 따라서 주로 하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김은성 외, 2009). 

이런 명령에 의한 통제 패러다임의 큰 장점은 재난 관리에 대한 분명
한 책임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권한과 통제장치가 잘 먹
히는 동질적 조직 안에서만 장점이 되고 효과가 있다.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관리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특
히 재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
를 드러내고 있고, 명령과 통제에 의한 재난 관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가 재난 관리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부상하
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
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정부 주도의 재난관리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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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아내고 예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비 계층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조직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구성원은 종속적이지 않고, 권한은 모두가 공유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원할한 작동을 위해서는 지식과 
권력, 신뢰의 공유가 필수적이다(김은성 외, 2009). 협력적 거버넌스로 
재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는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 지원
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국가재난 안전관리와 관련된 4가지 패러다임을 
분석, 비교하면서 본 연구의 이론적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
료주의 통제 패러다임을 알아보고 둘째, 신 공공관리론의 전사적위험관리
시스템(ERM), 셋째 공동체 이론에 기초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살펴본다. 

1. 명령과 통제의 경성규제 : 전통 행정이론적 접근

명령과 통제(Command & Control) 패러다임은 전통 관료주의 재난 
안전관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관료제에 기초한다. 관료제(bureaucracy)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
다.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라스키(Harold J. Laski)는 관료제의 개념을 
‘정부 통제력이 관리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율을 침해할 수 있
는 정치체제’ 라고 하였다(신두범 등, 2010). 프란시스(Fransis)와 스톤
(Stone)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안정과 능률을 높이는 아주 적합
한 방식이라고 관료제를 정의하고 블라우(Blau)는 관료제가 정 능률을 극
대화한다고 주장했으며, 베버(M. Weber)는 ‘근대행정의 관료제화는 점진
적이며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 모든 조직
이 관료제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김은성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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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의 주장대로 현대 사회와 조직들은 관료제이며 정치･사회 핵심
부에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영향 아래에 있다(M. Weber, 1947). 관료제
의 기본 특성은 잘 짜여진 분업과 전문화이며, 직무의 의무와 책임을 분
명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특정 직무는 행정규칙의 하나인 관할권 원
칙에 따라 정해진 일만이 맡겨진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이라는 행정가치를 가
장 중요시하며, 이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전문화와 권한에 기초한 
조직을 만들곤 한다. 전통 행정이론에 따른 계층제는 수평적이고 수직적 
인 노동의 전문화와 분산, 그리고 이들을 조정하는 권한이 중심요소이다.  
이러한 구조를 잘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조직 구성도에 따라 상위 조직에 
“강제하는 공식적 권한”을 부여하곤 한다.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란 정부의 각 부처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나 그 기구의 명령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각 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대행기관인 것이다. 확실한 위
계구조 속에 중앙 집중화되어 작동된다. 

이러한 조직관리 방식의 장점은 각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성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근세, 2009; Wise, 
2006).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작은 정부는 통제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다. 명령 통제 패러
다임이 잘 작동하는 조직이 바로 군대이다. 명령 통제 패러다임의 의사결
정은 하향식(Top-Down)이다. 하향식은 안전관리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
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가 규제기관을 만들고 이들에게 법적 임무를 줘 관련기관 및 이
해당사자들을 법과 제도로 관리한다. 1980년대 보팔참사 이후 환경오염
에 대한 환경 규제는 이러한 방식이었다. 정부의 규제기관이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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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생산자를 강력 규제해 위험의 생산과 유통을 엄격히 막았다. 명령
과 통제시스템의 작동은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에 걸쳐 작동해야한다. 위
험에 대한 명령･통제는 독립적이라기보다 순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와 동시에 다양한 상호 과정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은 재난 복구과정에 더 잘 활용된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작동
의 결과는 사례마다 다르다. 공무원 조직이 주도적으로 재난관리를 지휘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이질적 조직이 함께 나설 경우엔 
효율적 지휘가 어렵다. 정부의 규모가 작아지고 민관협력이 재난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명령 통제 패러다임의 한계에 대한 지적들이 많다.

2. 신공공관리 이론적 접근

신공공관리 이론적 접근은 1990년대부터 발전 도입된 이론으로 기업
의 전사적 위험관리 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적은 비용으로 정책 효과
를 높이고자 모색하였다. 비즈니스연속성(Business Continuity) 및 전사
적위험관리시스템(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ERM)이 그것으
로 기업이 해왔던 위험관리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특
히 주로 영국의 공공부문에 많이 도입되어 제도화가 이루어졌다(Power, 
2007).

ERM은 규제중심의 기존의 위험관리로부터 외부위험에 대한 규제와 
조직내부 관리를 통합한 위험관리의 “관리적 전환”(Managerial turn)으로 
ERM 관점에서 조직들간의 관계는 명령과 통제 시스템처럼 주인
(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위계적이며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분권화
되어 있다(김은성 등, 2009). ERM은 통제가 가능한 자율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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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organization)으로 모든 정책집행의 위험을 조직이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를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공조직은 두 가지 종류의 위험관리를 병
행한다(권인석, 2004). 

첫째, 공공조직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일차적인 위험관리
를 조직이 수행한다. 둘째,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자신들의 위험정책 수
행에 대한 작동 위험(operational risk)을 평가하는 이차적 위험관리
(secondary risk management)를 수행한다(원소연, 2013). ERM은 조직
내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이 관리하는 모든 위험관
리를 총괄하는 최고위험관리자(chief risk officer：CRO)와 조직에서 관
리하는 위험에 대한 정책집행의 위험(operation risk)을 평가하고 최고위
험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집행위험관리자(operation risk officer, ORO)를 
둔다(류상일 등, 2006). 더불어 이러한 위험관리를 평가하는 감사부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CRO와 ORO는 조직의 신뢰와 명성(reputation)
을 관리한다. 

ERM에서는 조직 간의 위계 없이 분권화된다. CRO와 ORO를 통해 
조직 내부에선 계층적 권력을 만들지만, 각각의 독립적인 조직에서의 
ERM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ERM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위
험사회(risk society)를 넘어서 기회사회(opportunity society)를 지향하
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의 발굴을 통하여 부정적 의미의 위험사
회로부터 긍정적 의미의 기회사회 구현을 위한 위험관리 전략을 만들고자 
한다(안영훈 등, 2008). 위험사회이론은 위험을 자각하는 개인
(individuals)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지만, ERM에서는 위험의 자각이 개인
이 아닌 이차적 위험관리와 명성위험관리를 통한 조직이 만든다.

ERM은 재난 및 위험관리 표준을 통한 품질인증, 모범사례(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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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등 관련정책들을 통하여 실행되는데 예를 들어 ISO9000, 
ISO14000 등을 통하여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위험관리를 
위해 모범사례 등을 발굴하고 있다(안지영, 2014). 이같이 ERM은 표준
화된 품질인증과 모범사례 등을 축적 관리해 기능으로 활용,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험을 예방 관리한다. 공공조직의 관리를 받는 민간단체도 이와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한 자기규제로 위험을 컨트롤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의 ERM 재난 안전관리는 정부 규모를 줄이거나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으로의 이양 할 때 적용되어진다. 작은 정부에서 재
난 안전관리를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각 조직
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가동 관리해야 한다. ERM은 개인적 차원이 아
닌 조직적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자기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과 불
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인데 각각의 조직들이 내부의 자기 통제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위험(Operational Risk)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한다(신숭겸, 2020).

ERM은 외인에 의한 발생한 위험의 관리에 대한 조직의 작동 위험
(Operational Risk)도 ERM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그 조직
에서 자체 생산하는 위험을 다루기 때문에 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
재난 등을 다루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김은성 등, 2009). 단계별 
재난 안전관리로 볼 때, ERM은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해 보인다. 각종 산업재해나 금융위기 등 이미 일어난 위험을 조직이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ERM에 의한 재난 안전관리는 정부 
부문이나 민간 조직들이 위험을 사전에 막을 내부 모니터링과 통제체제를 
확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난에 의한 산업경제의 위기는 민간과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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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취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반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기업과 산업
현장에 얼마나 타당한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 실패를 없애야 
한다.

3. 협력적 거버넌스 : 방역공동체

공동체의 기본 개념은 비 계층적 관계에서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 네
트워크를 뜻한다. 구성요소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며, 권력과 권한을 각각
의 조직이 공유한다. 네트워크는 관료주의적인 명령 통제 시스템과 달리 
법적 실체가 없으며, 정부뿐 아니라 민간, 비정부단체(NGO) 같은 여러  
조직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최희천, 2010).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동체간의 공식,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복합적으
로 이루어진다. 법과 정책 등 제도적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식적 상
호작용이며 공적자금 지원과 같은 공식 업무를 통해 협력한다. 하지만 전
통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 지는 조직간, 개인 간 신뢰에 의해 일어나는 네트워크에 주목을 
해 왔다(Moynihan, 2005, 2009). 

이를테면 네트워크 행위자들은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 만나며 신뢰
를 쌓아갈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비 계층적 관계에서 공통의 가치, 지식
들을 만든다. 이것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Moynihan(2005)는 공공관리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
한 이유로 첫째, 예전보다 더욱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가 요구되
면서 정부 내 하나의 조직이 이런 공공서비스를 맡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이다(류상일, 2007). 또한 정책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개혁이 강조되면서 기존 계층적 관료주의가 설 땅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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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복잡해진 공공정책 문제이다. 지식사회로 들어서면서 정책적 문제
들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도 더 빨라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한 기관이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기
술과 신지식의 도래는 한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에서 위험과 불확실
성이 매우 증대되었다는 것이다(Koppenjan & Klijn, 2004). 이에 따라 
기관들과 조직들이 지닌 노하우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여러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등장한 이유이다.

정부의 규모와 권한이 줄고 안전관리를 책임질 공공부문의 한계가 드
러나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더 각광을 받았다. 재난 안전관리의 예방 
하고 복구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고 위험정보를 수집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
를 공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재
난으로부터 사회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이명석 외, 
2008).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큰 규모의 재난 복구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를 통해 이뤄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엄청난 재난
을 복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난이 났을 때 수많은 이질적 
행위자들과 조직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힘을 합해 재난 복구를 한다.  
관료주의 정부 시스템으론 신속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
체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나 NGO의 참여도 재난 시 공동체의 복원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큰 힘이다 (Waugh & Streib, 2006). 하지만 이들은 정부조직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직이 통제적 메커니즘 하에
서 NGO를 배제하거나 종속시키려고 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
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를 할 경우,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해진다 
(Waugh, 2006).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통제가 아니라 협력과 조정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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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4. 개인책임 자유방임 방식

개인책임 규율 방식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시민과 사회의 자율에 기대한다. 스
웨덴 정부는 암묵적으로 미래의 집단면역 상황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율성
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신개발을 기점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개념이다. Munoz(2020)는 스웨덴 정부관계자의 발표와 권고 
내용을 분석하여 정부가 정책결과를 개인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자율과 책
임을 강조하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Mayer
와 Lewis(2020)는 유럽과 아시아의 다양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비교
하여 스웨덴 방식을 자유방임형으로 판단하고 초기 대응의 성과를 부정적
으로 판정했다.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은 스웨덴의 대응을 한 때 대안적 
경로로 평하기도 했다(WHO, 2020). 그러나 4~5월 높은 사망자와 확진
자가 기록되자 부정적 평가가 높아졌는데, 스웨덴은 그런 비판에도 큰 변
화 없이 기존 정책을 유지했다. 정부는 필수적인 전략을 모두 취했고 다
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ynolds, 2020). 이러한 
재난관리 거버넌스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책임 규율방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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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대만, 독일, 영국,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유형들을 논하기 위해 위에서 논의한 재난관리 패러다임 이론을 근
거로 분석틀을 설계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관리할 전략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주요국의  
재난 안전관리전략은 크게 4가지의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작동
되고 있다. 

첫 번째는 관료주의적이고 계층적인 “명령 통제의 경성규제” 패러다임
이다. 여기서 국가는 위험생산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명령과 통제 
아래 신속히 대응한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기업이 해왔던 위험관리방식인 전사적 위험관리시
스템(Enterprise wide Risk Management: ERM)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협력적 강성규제이다. ERM은 조직적 차원에서 자기 통제와 규제 시스템
(self-regulation system)을 구축, 잠재적 위험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을 
통해 위험을 관리 하는 것이다.

네 번째 패러다임은 위에서 논의한 영역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를 내용
으로 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체제의 하위부문 또는 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분산된 권위와 권력, 참여, 시장제도의 
활용, 기존 제도나 조직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제도와 조직에 대한 유연한 
접근, 새로운 제도의 설계 가능성에 주목하는 개인책임 규율방식으로 위
험관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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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정책대응을 비교
하기 위해 정책대응을 4가지 패러다임을 분석틀로 한다. 이러한 4 가지 
정책 패러다임은 인식이 서로 다른 정책적 세계를(policy worlds) 나타낸
다. 하지만, 재난 안전관리의 실제는 이 패러다임들 중 어느 하나의 유형
에 의해 순수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패러다임의 혼성물
(hybrid)이다(김은성 등, 2009). 이런 이유로 위험관리의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법이나 정책 등 공식적 시스템은 명령과 통제 패
러다임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ERM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들과 혼합되어 작동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위험관리정책도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혼합되어 기획 작동되고 있다.  

이상의 대응 방식을 개별 국가나 사례에 적용할 경우, 요인별로 적합
성이 다를 수 있고 변형과 이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주요 국가의 대응체
계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최희경, 
2020).

개인의 사생활 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을 국가의 주요 가치로 여기며 
휴대폰이나 Big Data를 사용한 위치 추적이나 포괄적인 디지털 모니터링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코로나 19 초기 대응 때에 시민들에게 
방역규범과 규칙을 강제하지 않은 국가정책들을 개인자유주의 시민의식을 
존중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이동 및 접촉 정보 등의 디지털 
정보들을  감염병법들의 제정 등을 통해서 필요시에 방역당국이 합법적으
로 사용하게 하고, 초기 방역 때부터 방역지침을 전 국민들에게 계몽 및 
규제의 지침으로 전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국가 지침들을 
수용하고, 수행한 국가들의 정책들을 협력적 공동체 기반의 정책으로 규
정했다. 



- 31 -

정부들이 국가 경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 제도를 활용하며, 지역 봉쇄와 국경 봉쇄 등을 실시한 
국가들의 정책을 강성 통제정책으로 분류하고, 지역 봉쇄와 국경 봉쇄 등 
강경정책들을 실시하지 않은 국가들의 정책을 경성 통제 정책으로 분류했
다. 

연구 및 비교 분석하려는 6개국의 시민사회의 성격과 정부의 통제 정
책을 다음의 개인자유주의와 강성 통제정책, 협력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강
성 통제정책, 협력공동체적 시민사회와 연성 통제정책, 개인자유주의 시
민사회와 개인자율적 연성 방역정책 등의 4가지 조합으로 분류되며, 이 
국가들이 경제적 성과와 보건적 성과를 비교하며,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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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방식 분석

국가별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나 정책과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대응수
준을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국의 지리적, 역사적 경험, 민주화 경로 
등에 따라 대응 형태 및 내적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9년 말 발발해 2020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
해 기존 선진국들의 정책 대응에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코
로나19 이후 정형화된 고정관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미국과 스웨덴 등 이른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코로나 19 
초기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등 비교 가능한 양적 수치 면에서나 정부와 
사회의 대응 방식 등 질적 차원에서 예상과 달리 성공적이지 않은 결과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이 보인 대응 실패와 사회적 혼란은 일반적인 보건체계 등의 일반적인 보
건 정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서로 상이한 국가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초기대응과 대응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2020년 12월 28일 기준 인구 백만 명 당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민주국가이자 
민주적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유럽 주요국 가운데 영국(34,230명, 1,045
명)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독일(19,903명, 372명)이 가장 
낮은 확진자 및 사망률을 기록했다. 봉쇄 및 폐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으로서 "집단면역" 실험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스웨덴(42,302명, 835명)
은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감염률과 사망률을 기록했다.7) 아시
아 국가 가운데 봉쇄와 빠른 대처를 통해 가장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적
은 국가는 대만이며, 아시아 중견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는 국경 및 
7)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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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봉쇄를 시행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한국이 손꼽힌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경과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가별 초기 대응의 결과를 평가할 때, 초기 대응 성공사례로서 대
만, 독일, 한국, 실패 사례로서 미국, 영국, 이례 사례로서 스웨덴을 선정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초기대응과 대응 정책의 특징을 앞서 살
펴본 분석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대만, 독일, 영국,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유형들을 논하기 위해 위에서 논의한 재난관리 패러다임 이론을 근
거로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 및 비교 분석하려는 6개국의 시민사회의 성
격과 정부의 통제 정책을 다음의 개인자유주의와 강성 통제정책, 협력공
동체적 시민사회와 강성 통제정책, 협력공동체적 시민사회와 연성 통제정
책, 개인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개인자율적 연성 방역정책 등의 4가지 조합
으로 분류되며, 이 국가들이 경제적 성과와 보건적 성과를 비교하고자 한
다.   

제1절 개인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강성 통제정책: 독일, 
영국, 미국

1. 독일

1.1. 초기대응 현황

독일은 연방 정부 주도 하의 신속한 대응, 연방-주-지자체 차원 인플
루엔자 대응 계획의 사전수립, 코로나19 대응법안 수립 등 체계적 대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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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른 유럽국가와 차별적이다. 
전염 방지 대응 측면에서 독일은 주 정부와 중앙정부가 확산에 적극적

으로 대응했다(정책기획위원회, 2020). 독일은 2020년 1월 27일 첫 확진
자가 발생했지만 2월까지는 확산 추세가 심각하지 않았다. 3월 13일 하
루 사이 693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베를린 시, 바이에른 주, 자를
란트주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점진적으로 문을 닫고 적어도 부활절 
방학 전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결정했으며, 뒤이어 베를린 시는 50명 이상 
행사를 금지시켰다. 3월 16일 독일은 인접 국가 국경을 폐쇄했으며, 3월 
17일을 기점으로 향후 30일간 비 EU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3
월 18일부터는 난민 수용 프로그램 중단 조치를 내렸고, 3월 22일 메르
켈 총리는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임을 2주간 금지하는 초강경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실시했다. 4월 20일 바이에른 주에 이어 4월 21일부터 
베를린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바이에른 주는 마스크 착용을 어길
시 150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접어들어 확진자 수가 
현저히 경감하자 5월 4일 독일은 봉쇄를 완화하고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운영 재개를 허용했다. 

독일의 공중보건 의료체계는 보건 의료 제도 및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
의료가 중심이 되고 민간 의료가 보충적이며, 보건 의료 전달 체계는 공
공의료서비스, 응급 케어, 병원(입원) 케어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정책기획위원회, 2020). 특히 공공 의료체계는 낮은 비용
과 높은 수준의 수용력이 특징적인 관대한 보장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보건의료지출이 GDP의 11.2%로 스위스,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서 하나이다(보건복지부, 
2020). 2009년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이래로 2014년 기준 인구의 85%
가 공공 건강보험(SHI: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에 의해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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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11%가 민간 건강 보험(PHI)으로 충당되는데 4%는 군대와 같은 특
정 분야 공중보건에 해당한다((Busse & Blümel, 2014). 

SHI는 건강보험 재정의 주 원천으로 독일 인구 85%(2012년 기준)를 
포괄한다. 독일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SHI 보건의들은 조합
을 결성하고 단체임금 협상, 수가 조정 등에 관여하며 준공무원적 지위를 
보장받는다(이정면 등, 2015). 감염병 확산 억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독일
은 연방국가로서 분권 정도가 높지만 연방, 주, 지자체 차원에서 팬데믹 
준비계획을 위한 상호연계의 기초가 잘 마련되어 있다. 지역 차원의 팬데
믹 준비계획에 기초해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감염 방지, 다양한 통제(IPC) 
조치를 담당한다. 

전반적으로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 The Robert Koch Institute)와 
같은 연방 담당 기관과 지자체 공공보건소가 팬데믹에 대한 연방과 주 차
원의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을 진다.8) 한국의 공중보건연구소와 같은 역
할을 하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는 1891년 설립된 독일의 질병 통제
와 억지를 책임지는 독일 연방 정부 기관이자 연구소이다. RKI는 2005년 
독일 인플루엔자 팬데믹 준비 계획(GIPP: The German Influenza 
Pandemic Preparedness Plan)을 수립했고, GIPP는 2009년 신종플루
(swine flu) 팬데믹 등 새로 등장하는 인플루엔자 관련 자료들을 정기적
으로 업데이트 해왔다(이희영, 2020). 2020년 3월 4일 RKI는 팬데믹 상
황을 통제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팬데믹 준비 계획을 코로나19로 확대 적
용했다. 감염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감염자에 대한 조치, 
필수적 공공서비스 유지, 정부, 미디어, 대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을 실시했다. 계획은 봉쇄(containment), 보호 (protection), 완화
(mitigation)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9) 
8) https://www.covid19healthsystem.org/countries/germany/livinghit.aspx?Section 

=5.1%20Governance&Type=Section(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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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편성, 집행되었
다. 3월 19일 독일 연방정부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소기업 지원을 
위해 400억 유로를 투입하였으며, 3월 25일 의회는 병원 재정을 지원하
고 유동성을 허용하는 다수의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병원지원법
(COVID-19 Hospital Relieve Act)를 승인했고 보건기금
(Gesundheitsfonds)과 추가 재정을 통해 유동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KIAT, 2020).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5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대응 조치인 봉쇄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공공활동 제한 조치 철회 
시위가 이어졌다.10) 또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
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1.2. 정부의 방역체계와 대응

1월 27일 바이에른주 슈타른베르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WHO 권고사항에 따라 역학조사, 환자 격리 등 통상적 대응을 하였지만 
한달 뒤 잇달아 3개 집단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여 연방정부는 보호장비
(PPE) 중앙 획득을 지시하고 위기 TF팀을 구성하였다. 3월 8일 보건장
관은 1,000명이 넘는 행사를 취소하라고 권고하였으며, 메르켈 수상도 회
견을 열어 인구의 60~70%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
면적 방역을 예고하였다(이희영, 2020). 3월 16일, 11개 주의 모든 교육
기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해 억제단계 수준에서서 보호단계(protection 
stage)로 진입하였고 3월 18일 여행제한 강화, 3월 22일에는 대대적인 
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336.html
10)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germany-protests/germ

ans-stage-protests-against-lockdown-measures-social-distancing-rules-idUSKB
N22S0MS(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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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강화를 발표하였다.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3인 이상의 공공장소 
 접촉을 금지하였으며, 바이에른, 자를란트, 작센 등 3개주는 추가적 봉쇄
정책을 추진하였다. 3월 22일부터 행해진 이동제한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완화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비상상황 시 
연방정부의 수상과 16개 주지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3월 22일 메
르켈 수상이 접촉한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
고 음성판정 후 격리가 해제되었다. 

독일은  3월 16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 대해 솅겐 국경관
리(Border Control)를 재도입하고 4월말까지 국가 간 방문을 경고
(Travel  Warning) 했으며, 3월 18일 유럽연합(EU)의 유로존 국경을 닫
고 전면 입국 금지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단 영국 시민, 유로존 장
기 거주자와  COVID-19 관련 인력과 경제 활동을 위한 입국은 허용했
다. 

독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은 3월 22일 16개 연방주가 연합하여 
대응에 나섰다.11) 4월 중순까지 학교 및 보육시설을 닫았고 작센 등 4개
주는 학기말 등 모든 시험을 무기한 연기했다. 책상 간 간격을 2미터 이
상 유지한 교실 당 최대 10명의 학생 시험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전에 
모든 시험실 및 양호실 방역소독 조치, 교실에 소독제 비치, 시험의 종료
와 다음 시험 시작시간 사이에 서로 15분씩 간격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
방 보건부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취소 조치를 내리고 각
종 문화시설도 3월 15일 전면 폐쇄하였다. 또한 2주간 3인 이상 모임 금
지, 1.5m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외출은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사거나 가벼
운 산책 운동으로 제한했다.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방 지자체가 나누어서 분담하고, 로버트코흐연구

11)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40098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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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RKI),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과 병원보수체계연구소(InEK) 등 
의 기관이 개입 운영하고 있다. 연방보건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노벨 생리
학상을 받은 로버트 코흐의 이름을 빌려 세운 로버트코흐연구소(RKI)는 
1891년 설립하였다. 질병관리와 예방을 전담하며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주 별로 종합하여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역량이 뛰어난 아일랜드 등 
다른 나라의 검체를 받아 결과를 공유하는 등 국가 간  협력에 활발히 기
여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2004년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을 세우고 재
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활용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 
로 재난 알림을 의무화했다, 병원보수체계연구소(InEK)는 2001년 연방건
강보험조합연합회, 민간건강보험연합회, 독일병원협회가 공동 투자해 만
든 자치기구로 InEK는 총 급여비를 책정할 때 특별 추가급여에 유행성 
질환이나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표 4-1>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초기
대응방식

⦁전염 방지 대응 측면에서 독일은 주 정부와 중앙정부가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

⦁3.22일 초강경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5.04일 독일은 봉쇄를 완화하고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운영 

재개를 허용

방역체계

⦁2020년 3월 4일 RKI는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팬데믹 준비 계획을 코로나19로 확대 적용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감염자에 대한 조치, 필수적 
공공서비스 유지, 정부, 미디어, 대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

⦁계획은 봉쇄(containment), 보호(protection), 완화(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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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2.1. 초기대응 현황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3월 초, 소위 "과학
적 접근"에 근거하여 억제(contain), 지연(delay), 조사(research), 완화
(mitigate) 4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보수당 보리스 존슨 정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신속한 정보공개와 투명성이라는 점
을 강조하고 정부 과학 자문과 건강보건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된 긴급 상황을 위한 과학 자문그룹(SAG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y) 조사 자료를 정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

세 단계로 진행 

국가 
거버넌스

⦁3.16일, 11개 주의 모든 교육기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해 
억제단계 수준에서서 보호단계(protection stage)로 진입

⦁3.16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 대해 솅겐 
국경관리(Border Control)를 재도입하고 4월말까지 국가 간 
방문을 경고(Travel Warning)

⦁3.18일 유로존 국경을 닫고 전면 입국 금지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방 지자체가 나누어서 분담하고, 

로버트코흐연구소(RKI),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과 
병원보수체계연구소(InEK) 등의 기관이 개입 운영

대응
유형

⦁중앙정부의 명령과 규제 하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폐쇄 등 강성 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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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함으로써 과학 자문과 공중보건 지침에 근거해 정부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12) 하지만 초기에 SAGE 구성원이 전원 명단 공개
되지 않은 점 등의 투명성 시비가 있었고, 영국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방
역대책이 신속하지 못했으며,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다는 
내외적 비판에 직면했다(Horton 2020; Banatvala 2020; Abbasi 2020). 

아바시(Abbasi 2020)는 영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원인을 
2016년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영국 정부 준비에 취약점이 드러
났으나 개선하지 않은 점, 2020년 1월 동아시아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WHO가 국제사회가 글로벌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경고를 무시
한 점, 영국정부의 과학자문 및 공중보건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 등을 든
다. 3월 11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국경 폐쇄 조치와 이동 금지령
을 내릴 때 영국 정부는 SAGE 자문을 받아들여 영국인들이 수용하기 어
렵다는 이유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잉글랜드 수석 의료 행정관
인 휘티(Chris Whitty)는 새로 발생한 확진자를 일일이 식별할 필요 없
이 영국의 모든 진단 능력을 병원 환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WHO의 "발견, 진단, 조치, 격리" 지침을 따르는 확진자 추적 담당 NHS 
III와 잉글랜드 공중 보건팀을 혼란스럽게 했다. 초기 대응에서 정책결정
집단 차원의 전문가의 자문과 정부 대응은 상호 연계되고 투명성 또한 높
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적절치 않았던 것이다. 
SAGE 수장인 발란스(Patrick Vallance)는 모임 금지, 학교 폐쇄 등의 조
치를 거부했고 "집단면역"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을 인지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NHS 보건의들과 간호사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들을 갖추

12) 영국 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coronavirus ; https://www.gov.uk/ 
government/news/pubs-restaurants-and-hairdressers-to-reopen-from-4-july(
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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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4월 말까지 병원 의사 가운데 12%만 마스크, 방역복 등과 같
은 보호 장비를 착용했다. 3월 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더불어 사망자 수 또한 급증해 2020년 6월 25일 기준 영국의 확진
자 수는 308,336명, 사망자 수는 43,165명이며, 6월 24일 기준 인구 10
만 명 당 사망자 수는 코로나 최대 피해 국가 가운데 1위, 치명율(확진자 
100명당 사망자 수)은 14.0%로 이탈리아에 이어 2위이다.13) 

또한 영국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특징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초
기에 확진자 및 접촉자 추적을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확산을 막는데 
실패했다, 3월 시행된 지역사회 확진자 검사 중단 조치는14) 확진 및 사
망자 증가 결과를 낳았으며, 모바일 폰을 통한 확진자 추적 등의 기술 또
한 뒤늦게 적용되었다. 수학적 모델과 과학적 설명에 기초한 정책을 채택
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이 늦게 시행되었다(Majeed et al., 2020). 결과적으로 영국 정부는 정
책결정 집단의 판단 오류와 검사 능력의 부족으로 코로나19 초기 억제에 
실패했다. 

영국의 공중보건의료 시스템을 담당하는 전문 의료진, 질병전문가 보
다 SAGE 수장, 수석 의료 행정관, 모형설계자, 역학전문가 등의 견해가 
위기 거버넌스 대응 방식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2012년 건강사회복지법
(Health and Social Care Act) 제정을 통해 잉글랜드 공중보건 체제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급 의료진 다수가 해고되었다. 
2013년 보건청(The Health Protection Agency), 지방 공중보건팀, 지역 
공중보건 기관 등이 폐지되었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잉글랜드(Public 
Health England)로 축소 개편되었다. 2012년 이후 공중보건 재정은 1천

13)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검색일: 2020.10.10). 
14)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0/may/19/failure-to-explain-uks-halt-

to-mass-covid-19-testing-in-march-unacceptable(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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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파운드 가까이 축소되었다(Abbasi, 2020). 지난 10년간 NHS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의료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2008년 카터보고서
(Carter report) 이후 병원과 병리학 연구소들이 소위 허브(hub) 모델로 
통폐합되면서 근거리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으며, 합리화 열풍 속
에 지역의 병리학자들은 중앙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워졌다
(Banatvala 2020). 즉, 영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의 양‧질 차원의 저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지역 효율적 방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운 배경이 되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봉쇄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점 또한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지연된 이유이다.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영국에서는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되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7월 6일 주요 관광
지 개장과 펍, 레스토랑, 미용실 재오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2. 정부의 방역체계와 대응

3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방역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4가지 전략
(억제, 지연, 연구, 완화) 중에서 억제 전략을 시행하였으며 공중보건국은 
의심 환자 모두를 검사하고, 동선 추적 등 억제 전략을 폈다. 그때 검사 
양성률은 3.4%로 한국과 비슷하였다. 

3월 12일 총리는 브리핑에서 방역전략을 ‘억제’에서 ‘지연’으로 수정하
였다. 통행 제한과 도시 봉쇄, 휴교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인근 유럽 국
가들과 달리, 느슨하게 대응했다. 고위험군과 70대 이상만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위기대응과학자문단(SAGE)의 자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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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자문단의 외부 모델링 그룹은 감염병 대유행의 정점을 12-16
주로 예측하였다(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y, 2020).

강력한 전략을 펴지 않은 이유는 대유행이 정점일 때 쓰기 위해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고강도 전략을 성급히 펼 경우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유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총리실의 행동전략팀
(Behavioural Insight Team)의 의견을 반영됐다.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환자만 검사하기로 했다.

3월 16일에 발표된 임페리얼 대학의 감염병 모델링 팀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완화 전략으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계속해
서 검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Ferguson et al., 2020),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도 의심환자에게 최
대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총리는 이들의 권고를 수락, 검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검토가 길어졌다. 
3월 18일 휴교, 20일에는 일부 상점을 폐쇄했고 23일에는 전면 외출 금
지령을 선포하였다.  

3월 12일부터 존슨총리는 일일 브리핑을 열고 수석의료 책임관과 과
학 자문관 등의 도움을 얻어 언론의 질문에 답했다. 또한 초기부터,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과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이야기하였지만 정부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 모델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위기대응과학자문단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 SAGE)의 명단을 공개하
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Sample, 2020).

영국은 해외에 있는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단행한 EU와 달리, 국경을 
열어놓고, 영국 항공은 3월 중순부터 런던-이탈리아 노선 전면 취소, 런
던-인천 노선 격일제 운항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다. 다만 중국, 
이탈리아, 한국(대구)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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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일 정부는 해외 이동 자제를 권고하긴 했지만 국경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이는 지역사회 유행 건수가 해외 유입에 의한 것보다 낮기 때문
이었다.

지연 전략을 펴기 전 공중 보건국은 300여 명을 동원해 약 3,500여 
국민의 동선을 추적하였는데 이중 약 3%의 확진자를 확인 자가격리 시켰
지만 대규모 역학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영국 전역에는 역학 조사를 시행
할 수 있는 인력이 약 5,000명이 있으나, 공중보건국(PHE)은 이 인력들
을 동원하지 않았다(Shabi, 2020). 동선 공개는 안했고, 구(Council)나 
시 별로 확진자 수 이외 다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NHS는 COVID19 증상이 있으면 7일 간 집에서 자가 격리하며, 절대 
외출을 삼가고 식료품은 배달시키도록 안내했다. 또한 관련증상이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경우, 같이 사는 사람의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간 격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의 생활치료 시설과 같은 경
증환자 격리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NHS, 2020).

3월 18일 유럽 주요국은 물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휴교를 결
정하자 정부도 휴교를 결정하였다. 이 때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과 방역 필수 인력의 자녀들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했
다. 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휴교를 하면 주변 학교에 갈 수 있게 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0). 

3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70세 미만 노동자는 재택근
무 '권고', 70세 이상의 노동자인 경우에는 재택근무 '강력 권고'로 하고 
있다. 종교행사나 스포츠 행사도,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의 모임
을 제한했다. 영국 성공회, 이슬람교, 유대교 등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
기 권고 이전에 모든 공모임을 자체적으로 중지했고, 천주교 등 타 종교 
단체도 정부의 권고에 모든 모임을 중단하였다(Sherwoo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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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경찰에게 벌금부과와  
해산 명령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생필품 구매, 병원, 경찰 등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필수업무, 취약 계층을 위한 이동, 출입국 목적의 이동은 예
외로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위해 경제적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급여의 80%, 
최대 2,500파운드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70만개 소규모 사업장에게 1만 
파운드의 현금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모기지론의 경우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부가세 납부도 연장하였다(UK government, 2020). NHS는 
NHS111이라는 콜센터를 운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 NHS가 문지기 역할(gate keeping)을 수행했고 의심 케이
스일 경우는 'COVID 19 코디네이션 팀'으로 연결하고 있다. 코디네이션 
팀은 고위험 감염병(HCID)에 준해서 환자를 응대하였고 중증도에 따라 
다른 환자 동선으로 안내하기는 하나, 경환자들까지 모두 검사하고 있다
(NHS, 2020). 

<표 4-2>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초기
대응방식

⦁3.11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국경 폐쇄 조치와 이동 
금지령을 내릴 때 영국 정부는 SAGE 자문을 받아들여 
영국인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봉쇄 조치 미실시

⦁오히려 새로 발생한 확진자를 일일이 식별할 필요 없이 영국의 
모든 진단 능력을 병원 환자에 집중

⦁SAGE는 모임 금지, 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거부하고 집단면역 
가능성 언급 등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특징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확진자 및 접촉자 추적을 제한적으로 실시

방역체계 ⦁NHS 보건의들과 간호사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들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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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3.1. 초기대응 현황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한국의 첫 번째 확진자가 보고된 1월 
20일에 미국 CDC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실(EOC)을 가동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은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최초 코로나19 확진자는 한국보다 하루 늦
은 1월 21일에 보고되었다.15) 

못하고 4월 말까지 병원 의사 가운데 12%만 마스크, 방역복 
등과 같은 보호 장비 착용

⦁3월 시행된 지역사회 확진자 검사 중단 조치는 확진 및 사망자 
증가 결과를 낳았으며, 모바일 폰을 통한 확진자 추적 등의 
기술 또한 뒤늦게 적용

국가 
대응

⦁3월 시행된 지역사회 확진자 검사 중단 조치
⦁공중보건 시스템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지역 효율적 방역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 노출
⦁3.12일 총리는 브리핑에서 방역전략을 ‘억제’에서 ‘지연’으로 

수정. 통행 제한과 도시 봉쇄, 휴교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인근 유럽 국가들과 달리 느슨하게 대응

⦁3.18일 휴교를 결정하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과 방역 필수 인력의 자녀들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치 

⦁EU와 달리, 국경을 열어놓고, 영국 항공은 3월 중순부터 
런던-이탈리아 노선 전면 취소, 런던-인천 노선 격일제 운항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처

대응
유형 ⦁중앙정부의 느슨한 대응정책 및 국경 봉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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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신속진단키트를 각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배포하기 시작하였을 때, 미국은 그제야 진단키트의 승인을 요
청하게 된다. 이후 2월 5일에야 미국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중보
건실험실로 진단키트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2월 7일에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여 6시간 이내로 검사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또, 
미국 에서는 CDC에서 배포한 진단키트가 오염되어 결과에 오류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2월 12일에 검체를 CDC 본부로 보내 확진하
도록 하는 일이 발생한다. 2월 29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오류가 수정된 
CDC의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확진할 수 있는 공중보건실험실은 단지 3곳
뿐이었으며, 3월 8일까지 미국에서 실시된 확진 검사는 3,000건에 불과 
했다.16) 

이때까지 한국에서 실시한 검사 건수는 총 18만 건이 넘었고, 미국에
서 인구 10만 명당 1건의 검사를 할 때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342건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검사 건수를 늘려 3월 19일에
는 인구 10만 명당 31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지만, 이때 한국의 검사 비율
은 인구 10만 명당 558건이었다.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적 위기를 선언하
게 된 3월 13일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비해 2-3주 정도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17) 국가적 위기 선언을 한 지 3일 뒤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지시하지만, 이 대책은 다른 나라들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15) CDC. (2020, January 13). CDC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CDC E
mergency Opeartions Center Activations. Retrieved from https://emergency.cd
c.gov/recentincidents/index.asp Accessed: May 12, 2020 

16) Strasser. (2020, May 12). Coronavirus: The lost six weeks when US failed to 
contain outbreak. BBC News.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av/world-us-canada-52622037/coronavirus-the-los
t-six-weeks-when-us-failed-to-contain-outbreak 

17) Fink, S. & Baker, M. (2020, March 1). Coronavirus May Have Spread in U.S. 
for Weeks, Gene Sequencing Suggest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0/03/01/health/coronavirus-washington-spread.h
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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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늦은 대응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른 불가피한 지연은 결과적으로 
추적, 격리 및 의료 대응의 지연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심각한 의료 
급증은 결국 심각한 인명 손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이유로 지난 몇 년간 큰 변화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예상 못할 팬데
믹을 대비하려 만든 국가전략비축물자(Strategic National Stockpile)의 
관리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비축물자의 비축과 관리, 배포, 생산
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DHHS, 2014).

3.2. 방역체계 및 대응

미국 방역전략을 보면, 연방 정부는 초기에 COVID-19 위기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충분한 고려 없이 대응했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
은 3월 중순까지 이어지다가 뒤늦게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거리두기 등에 
나섰지만 4월 중순 이후에도 미온적 대응과 공조는 없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상황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한 이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0년 1월 6일  우한 방문 
여행 안내사항(travel notice)을 발표했고, 1월 15일 우한발 첫 확진자가 
나왔다. 17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WHO의 검사방식 대신 독자적인 검사
방식을 개발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막
고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매우 충분히 통제되고 있다" 고 말하고 독감
과 COVID-19를 비교하며 셧다운(shutdown) 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
을 피력했다. 그러나 3월 13일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5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자금을 COVID-19 
대응에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3월 16일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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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권고했고  3월 18일 트럼프는 긴급구호 법안에 이어, 대규모 지원 방
안을 담은 CARES Act에 서명하였다. 4월 11일 와이오밍 주의 요청을 마
지막으로 승인, 모든 주에 '국가재난'을 선포(federal disaster 
declaration) 하기에 이르렀다. 4월 16일 트럼프는 "Opening Up America 
Again" 가이드라인을 발표, 3단계의 점진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
표하였다.

국민과의 현황소통을 위해 미국은 COVID-19 이후 트럼프와 펜스 부
통령이 말하되, 가끔 감염 방역 전문가들을 동원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
다. 대 언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대표적 전문가로는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Anthony Fauci) 박사와 HIV-AIDS 전문가로서 백악관의 코로나바이러
스 태스크 포스팀(Coronavirus Task Force)에 있는 데보라 벅스 
(Deborah Birx) 박사가 있었지만 연방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전문가 간의 의
견 충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경관리 측면에서 미국은 1월 31일 연방정부는 지난 14일 이내에 중
국을 방문한 대다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실시(Fernandez 
2020) 하였으며, 이후 지난 14일 이내에 중국, 이란, 유럽,18) 영국 및 아
일랜드를 여행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2주 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14일 이내에 위에 언급된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검사 측면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진단검사 횟수가 크

18)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아니라 유럽 솅겐 지역(European Schengen area)에 
포함된 국가 들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 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
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공국, 산마리노 공화국, 바티칸 시국이 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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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족했다. 이후 본격적인 검사를 진행하면서 6백만 건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최초 드라이브-스루(drive-thru) 검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여전히 지역별로 검사 여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험(UHC)이 없는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한 
나라로 진단 검사비용은 아주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연방의회는 총 3건의 코로나 관련 입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중에서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S. 3548, H.R. 748)”는 3월 27일 발효되었다(cf. Nilsen and Zhou 
2020). CARES Act는 가장 큰 규모의 입법으로 약 2,420억 달러가 드는 
광범위한 의료, 사회, 경제정책을 담고 있으며, 그 중에는 백신 연구지원 
등 검사비용에 대한 것도 들어 있다(Moss et al. 2020; Arnone 2020).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서 미국은 감염지역의 국가를 방문한 국민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3월 16일, 트럼프는 한달 간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주 정부 
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자택대피령(Stay-at-Home Orders)을 발
포하였다. 3월 19일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4월 7일 현재 사우스캐롤라
이나 까지 총 43개 주와 워싱턴 DC가 포함되는데(Kates, Michaud, and 
Tolbert, 2020; Lopez, 2020), 다만 여전히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7개 주19)가 존재하고 있다(Cillizza, 2020). 또한 3월 15일 뉴
욕 시를 포함 33개 주와 워싱턴 DC가 공립학교 휴교령을 내렸는데  메릴
랜드 주는 그 다음날 휴교령을 발표했다. 원래 3월 27일까지였던 휴교는 
4월 24일로, 다시 5월 15일로 계속 되었고 전국의 대학교 대부분 의 시
설이 폐쇄되었다. 또한 다수의 기업들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재택
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NBA 리그와 대중 스포츠 행사도 COVID-19로 

19) 아칸소,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유타, 와이오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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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코로나 대비 의료기관을 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기본적인 부처 

외에도, 감염병을 막을 특수 기관을 만들어 운영한다. 2014-2016년 발
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겪은 것을 경험 삼아, 오바마 행정부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산하에 국제보건 안보와 
바이오국방 부서(Directorate for 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 
defense)를 신설하였다(Lopez 2020). 그러나 2018년 존 볼턴(John 
Bolton)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조직 간소화를 들어 해산시켰고, 현재 
COVID-19 대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백악관의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팀(White 
House Coronavirus Task Force)이 유일하다. 

<표 4-3>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초기
대응방식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은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

⦁2.29일까지 미국 모든 지역에서 정확한 CDC의 진단 키트를 
갖고 검사할 수 있는 공중보건실험실은 3곳뿐으로 

  3월 8일까지 시행한 검사 수는 3,000건에 그쳐
⦁행정부가 국가 위기사태를 선언한 3월 13일을 기준으로 볼때
  한국 정부 대응에 비해 2-3주 늦어

방역체계

⦁한국의 최초 드라이브-스루(drive-thru)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여전히 지역별로 검사 여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험(UHC)이 없는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한 나라로 
진단 검사비용은 아주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실정

⦁CARES Act는 가장 큰 규모의 입법으로 약 2,420억 달러가 
드는 광범위한 의료, 사회, 경제정책을 담고 있으며, 그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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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연구지원 등 검사비용에 대한 것도 포함

국가 
대응

⦁3.15일 뉴욕 시를 포함 33개 주와 워싱턴 DC가 공립학교 
휴교령을 내렸는데  메릴랜드 주는 그 다음날 휴교령을 발표

⦁3.16일, 트럼프는 한달 간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4월 30일까지 연장

⦁3.16일 주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자택대피령(Stay-at-Home Orders)을 발포하였지만  

  7개의 주가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음

대응
유형

⦁중앙정부의 느슨한 대응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조체제 미흡과 국경 봉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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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협력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강성통제정책: 대만

1. 초기대응

대만은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인접국이자 
중국과 경제적‧인적 교류가 활발해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20일 확진자 발생 직후 일찍부터 전염병 확
산 방지와 통제에 집중함으로써 초기 대응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1월 20일 중앙전염병지휘본부를 설립, 가동하기 시작했고, 1월 24일 
마스크 (N95) 수출금지, 2월 6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명이 되자 중
국인 입국 금지,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직항선박 운행 중단 등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과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결과적으
로 대만은 코로나 발생부터 6월까지 초기 대응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었다. 

방역 전문가가 정책결정 집단 내 핵심적 행위자로서 전염병 확산 초기 
정부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대만이 초기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다. 대만부총통 첸젠런(陳建仁)은 존스 홉킨스대 방역
학 박사로 2002년 중증호흡기증후군(SARS, 이하 사스) 에피데믹
(epidemic)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방역대책을 설계했다. 2020
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부총통 첸젠런과 치과의사 출신 보건복
지부 장관 천스중(陳時 中)이 방역 대책을 주도했다.20) 

특히 대만은 1985년 의료보건법을 제정, 20년 장기 프로젝트로서 의
료시설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17개 의료보건지역으로 구분하여 의료시설

2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4/2020040400107.html 
(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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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치하고 지역별로 표준화되고 균등한 의료보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한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병원 당 병상수,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이 향상되었고 2003년 SARS 에피테믹을 계기로 의료 시스템을 정
밀 점검하여 2005-2008년 3년 동안 종합건강케어계획(the Holistic 
Health Care Plan)을 실시, 지역 공동체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점검한 바 
있다.21) 

1995년 전국적 건강보험체계(NHI: National Health Insurance)를 도
입했다. 대만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은 접근성, 포괄성, 짧은 진료 대기시
간, 저비용, 중앙정부 주도 계획 및 연구 데이터 수집 체제 등으로 요약
된다. 하지만 1차 의료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한편 보건의가 아닌 
전문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Wu, Majeed 
and Kuo, 2010). 대만의 건강보험체제(NHI)는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1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인 문지기(gatekeeper) 역할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
다. 

대만은 한국과 함께 사스 (SARS) 유행 경험으로 인해 강한 권한을 가
진 질병관리본부 체계를 갖추었다.22) 대만의 질병관리본부(CDC: Taiw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Taiwan)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질
병 억지 및 통제 정책과 즉각적 대응을 책임진다. 대만의 질본 체제는 중
앙 연구센터(진단 및 백신개발센터, 국립인플루엔자센터, 결핵 통제 연구
센터, 식중독 통제 연구센터)와 6개 지역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추
가로 감염 통제 센터를 설립해 감염병 예방과 통제 인력을 훈련하고 양성
하는 교육기관인 감염 통제 센터를 설립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팬데믹에 

21) https://com.tu.edu/globalhealth/2016Taiwan_Health_and_Welfare_Report.pdf 
참조(검색일: 2020.10. 10). 

22)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4215054i ; CDC 2012. 



- 55 -

대비해 '인플루엔자 팬데믹 준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감염병 창궐을 대비해 2003년 전염병 통제의료네트워크(the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Medical Network)를 형성해 카테고리 I
과 카테고리 5 질병 혹은 원인불명의 감염병에 대비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체계를 구축했다. 2002년 사스(SARS) 에피데믹 때 346명 감
염, 37명이 사망한 충격을 겪은 후 병원 내 감염통제를 위해 2005년 초 
전염병 통제법(the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ct)을 제정하여 검
사 기준을 매년 안내하고 현장 검사는 병원이 지방정부 보건부 및 관련 
분야 의료 전문가와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2009~2017년 사이 병원 
내 감염 통제를 위해 의료 인력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정부 행동 플랜이 
실시되었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앙건강연구기관, 학계 등이 다자적 협
력 방식으로 항생 관리 정책을 강화해왔다(CDC, 2012). 

대만 정부는 감염병 의심 증상자 및 격리자에 대한 강력한 외출금지령
과 함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집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경찰과 지
방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이탈할 경우 벌금을 부과했다. 외신들에 의해 제
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의 집단적 저항이
나 시위 등의 반대 행동은 없었으며, 대체로 정부 방침에 순응적인 것으
로 알려졌다.23) 

2. 정부의 방역체계와 대응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우한에서 터진 알 수 없는 '신종폐렴'을  
WHO에 알린 후에 대만 정부는 즉시 경계를 높이고 국경관리, 지역감염 
통제, 감시 및 진단, 의료시스템의 대응 및 준비, 개인보호장비(PPE) 비
23)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coronavirus-taiwan-update-ph

one-tracking-lockdown-quarantine-a94130 91.html(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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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할당, 건강교육 및 허위정보 대응 등의 6가지 대응전략을 수립하였
다. 이어 대만은 1월 2일 COVID-19 전담팀을 만들고 사태가 심각하다
고 판단 정부부처와 민간영역 등 모두를 통합한 '엄중특수전염 성폐렴중
앙통제지휘센터(嚴重特殊傳染性肺炎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를 출범시켰는
데 이는 2005년 설립했던 국가위생지휘센터의 비상설 기구인 중앙전염병
통제지휘센터(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 CECC)의 일부분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엄중특수전염성폐렴중앙 통제지휘센터'로 명칭을 바꿔 발
족한 것이다. 책임자는 저우즈하오(周志浩) 대만질병관리서(CDC, Taiw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센터장이었으나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
오자 위생복리부 천스중(陳時中) 장관이 직접 센터장을 맡아 진두지휘했
으며, 기존 2급에서 1급 기관으로 격상되었다.

대만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 천스중 장관이 담당자들과 함께 공
개적인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필요할 때 외교부 등 정부 당담자들
이 동참하였다. 일일 브리핑은 감염 상황, 국경관리, 마스크 공급 상황 등
을 알리고, 허위정보 차단, 예방 교육에 집중했다. 또한 대만은 중국이 원
인 불명의 '신종폐렴'을 보고한 2019년 12월 31일 즉시 우한 직항항공편
의 검역을 강화하고 이후 특정국가 지정 입국자  차단 등으로 국경 통제 
관리를 강화해 왔다. 

대만 CDC는 즉각적인 진단 검사보다 우선 2주 간 자가격리/자가검역/
자주건강관리를 실시한 후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진단 검
사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고, 잠복기일 때는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앙지휘센터는 고위험군(2주 내 해외여행을 
했거나 해외여행 후 입국자를 접촉한 사람)에 속하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1차 방문한 병원의 의사가 COVID-19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개인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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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167개의 지정 검역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지휘
센터는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지정검역소를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의 
지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24)

중앙지휘센터는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학교 개학을 2주 
연기하였다(2월 2일 발표).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돌봐야 할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14일 간 무급휴가를 주고, 유급휴가를 줄 기업에
겐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대만 교육부는 휴교, 온라인 수업 가이드 라인
을 제공하고 거리두기 등 지켜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였고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2명 이상 나오면 2주 간 폐쇄했다. 

대만은 2003년 SARS 발생 시 심각한 전염병 발생에 따른 재택근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바 있는데25) 중앙지휘센터는 회사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가검역 등 조치를 취해 출근 및 업무를 조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주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회사 내 확
진자 및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직장에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호조치, 즉 재택근무 실시 및 소독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중앙지휘센터는 모든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
무화 하고 체온 검사, 거리 유지, 종교 활동 개최 시 최대한 자제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대학교들도 학생과 교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4월 12일 개막한 프로야구도 무관중으로 경기를 했다.

대만은 도시 내 이동 제한령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교통수단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버스 등 교통 
수단을 탈 경우 실내 1.5미터 등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승객 운전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 달리해 이

24) https://antiflu.cdc.gov.tw/ExaminationCounter 
25) 行政院人事行政局 2003년 05월 19일. 

 http://weblaw.exam.gov.tw/SorderContent.aspx?SoID=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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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몰리는 것을 최대한 막았다. 

<표 4-4> 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초기
대응방식

⦁1.20일 확진자 발생 직후 일찍부터 전염병 확산 방지와 통제에 
집중함으로써 초기 대응 성공 사례로 평가

⦁2.06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명이 되자 중국인 입국 금지,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직항선박 운행 중단 등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과 봉쇄정책을 실시

⦁방역 전문가가 정책결정 집단 내 핵심적 행위자로서 전염병 
확산 초기 정부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초기방역에 성공

방역체계

⦁대만은 1985년 의료보건법을 제정, 20년 장기 프로젝트로서 
의료시설 네트워크를 도입

⦁대만은 한국과 함께 사스 (SARS) 유행 경험으로 인해 강한 
권한을 가진 질병관리본부 체계를 갖춤

⦁2002년 사스(SARS) 에피데믹 때 346명 감염, 37명이 사망한 
충격을 겪은 후 병원 내 감염통제를 위해 2005년 초 전염병 
통제법(the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ct)을 제정

국가 
대응

⦁2019.12.31.일 중국이 원인 불명의 '신종폐렴' 보고 즉시 우한 
직항항공편의 검역을 강화하고 이후 지정한 특정국가의 입국 
차단, 국경 통제를 강화

⦁1.21일 대만질병관리서(CDC, Taiw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첫 확진자가 나오자 위생복리부 장관이 직접 
센터장을 맡고 조직도 기존 2급에서 1급 기관으로 격상

⦁2.02일 대만 교육부는 휴교, 온라인 수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거리두기 등 지켜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였고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2명 이상 나오면 2주 간 폐쇄

⦁또한 대만 정부는 감염병 의심 증상자 및 격리자에 대한 
강력한 외출금지령과 함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외출 
여부를 경찰과 지방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이탈시 벌금 부과

대응
유형

⦁중앙정부 중심의 초기 강력한 대응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국경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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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협력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경성 통제정책: 한국

1. 초기대응 현황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즉각적으로 
위험평가에 착수하였고, 검역 강화부터 선별진료소 설치, 환자 확진과 접
촉자 격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정부의 초기 대응이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1번 환자는 공항에서 
바로 격리되었고, 2번 환자 역시 검역 과정에서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
되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았던 점을 들어 초기에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응이 잘 이루어졌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중국 발 입국자
들을 초기에 막지 않아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의사협회는 입국 금지의 필요성을 6차례나 말했지만, 정부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계에서 요구한 입국금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 비판하기도 하였다.26) 

한국이 국경 및 지역 봉쇄를 단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에 대한 대응에 성공적이었던 원인에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 조치들이 언급되지만 공통적으로 정부의 "검사(test), 추적, 격리, 조
치 전략"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Majeed et. al. 2020; OECD, 2020; 
Kenworthy, 2020)이 손꼽힌다.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2000년대 사스
와 메르스를 경험한 이후 2015년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했다. 가장 최근 
유행한 메르스 확산 경험(185명 감염, 38명 사망)은 한국 정부가 전염병 
확산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배경이 되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제도의 포괄성, 정부 리더십,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26) http://www.medigatenews.com/news/85403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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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연대와 협력 등 다양한 요소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초기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째, 검사 능력(testing capacity)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앞서있
는 한국의 통신 및 IT 정보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검사 능력(testing 
capacity)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확진자 발생 및 조치 관련 정보, 감염 
위험지역 안내 등)에 사용하였고, 중앙, 지방정부 웹 사이트에 확진자 위
치를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27) 

둘째, 해외 입국자,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이루어졌다. 해외 체류자 및 교민들에게 입국항공편을 제공하고, 격리
장소와 생필품을 공급했다. 5월부터 한국 입국자에 대해 COVID-19 검
사 및 14일 격리기간을 의무화하였다.28) 

셋째, 확진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 및 서비스가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29) 대구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지
역 감염이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2월 22일 첫 사망자 발생 후 다음 
날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지역 환자
에게 텔레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및 공공장소를 폐쇄하였고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 개학을 연기하였다. 더 나아가 3월 
초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마스크 5부제 실시로 마스크 제조량과 
공급을 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했다. 5월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했다.30) 3월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3월 22일 
고강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기업에는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했다. 경
27) http://ncov.mohw.go.kr
28) 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798
2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과의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현황에 대해 신속

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였다.(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
Id=156430544&call_from=rsslink)

30)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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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시작으로 시‧도차원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공급하고 중앙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5월 20일부터 단계적 등교 수업 조치를 시
행하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확진자 발생 초기인 1
월부터 전염병 확산을 억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나갔
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단계별로 격상했고, 중앙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31) 이후에도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국내 확진
자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외 입국자 2주 자가 격리 의
무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혁신적 진단방식을 
도입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한국적 경험과 대처방식, 노하우를 적극 활용했다.32) 질병관리본부의 정
기적 브리핑과 정보공유, 전문가적 견해에 따른 시민사회의 협조호소 등
을 통해 검역, 진단, 격리, 추적관찰 전반에 걸친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
되었다.

2. 정부의 방역체계와 대응

감염자 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입
장은 아직까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감염 우려 속에선 다수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개인의 권리 희생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
전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의 동선공개는 필요한 일이며 개인의 인권문
제로 확실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 적인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감염병 확산방지, 감염자 관리에 

31)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
ContSeq=352517&contSeq=352517&board_id=&gubun=ALL

32) https://www.etnews.com/20200417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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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을 주고 있어 정보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지금처
럼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를 알아야 지역 주민
들이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방역
조치라는 의견이 존재하였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하지만, 그럼에도 정보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판도 계속되었다. 
민주적 방역의 특징인 투명한 정보공개가 오히려 공익적인 요인을 위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났다.33) 확
진자의 동선 공개는 필요하지만, 근무지와 식당, 숙박지, 매장 등 상세한 
이동 경로(시간)와 방문 장소, 확진자의 성별, 출생연도, 국적, 우한 방문 
여부, 입국일, 확진일, 입원 기관 정보와 같은 과도한 공개범위가 확진자
에게 더 가혹한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같은 확진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가 
홈페이지 상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및 민감
정보가 SNS와 홈페이지에 일일이 공개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지인이나 회사 동료가 확진자의 근무지와 동선 정
보를 보고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
개되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조성은, 2020). 또한 감염자 입국
관리 측면에서 한국정부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여 유증상자는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며 진
단검사를 받게 하였고,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의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 후 
귀가 조치를 진행하였다.34)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시설에 격리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만 진단검
3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7410.html
3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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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였지만, 최근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
함에 따라, 정부는 4월 13일 이후부터 미국발 입국자 또한 유럽발 입국자
와 같이 전원 입국 후 증상과 상관없이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진단검
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유럽과 같은 수준의 
방역을 검토,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 전용 고속버스와 KTX 전용
칸을 운영하여 해외 입국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입국자 진단검사와 모니터링에 
대하여, 해외 입국자에 대한 능동적 대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35) 
반면, 비판적인 여론도 존재하였다. 

현재 하루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국적과는 상
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치료 및 관리까지 국고로 부담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식 방역 모델이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36) 또
한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하면서 검사 역량이 부족해질 위험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여론과,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해외 유입은 계속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외국인 감염자가 치료를 위하여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였다.37)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서 한국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
지 15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으로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으로 2020년 2
월 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35)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791
3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250103i
3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skw11&logNo=22187484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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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38)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표적 내
용으로는, 불필요한 외출・모임・행사・여행 연기 및 취소, 발열 또는 호
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 신체접촉 피하
기, 2m 건강거리 준수, 직장 내 공용 공간 폐쇄, 퇴근 후 즉시 귀가, 손
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이 있다. 

또한 주먹인사, 팔꿈치인사, 영상회의, 사무실 2부제 출근 등 사회 전
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강도 거리두기 > 완화된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억제를 
위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15일간 운영을 중단을 권고했
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3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
상생활과 방역이 함께 가는 생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15일간 강화된 사
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감염위험이 큰 종교 시설과 일부 업종의 영업
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예방 지침을 어기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되기도 하였다.39) 이러한 정부 방침에 기반하여 
지자체는 중단 권고를 받은 곳이 정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진행하기도 하
였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변경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
기 정책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입국자 관리 측면에 보면, 해외로부터의 감염병의 2차 유입이 증가하
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확산 위협이 재조명되었다. 입국자가 귀
38)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58
3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1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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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과정에서 접촉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4월부터 공항에서 귀가하는 입국자들의 교통대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적으로 권장
하여 해외유입을 통한 확산을 방지 하였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해외 
입국자에게는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Korea Train Express) 
전용 칸을 만들어 수송을 지원하였다.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
자를 위하여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였고, 해외입국자는 
공항버스를 타거나,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간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도착지 해당 역사 등으로 이동하는 수송을 지자체가 지원하였다. 

의료체계 측면에서 한국은 인구당 의료진수, 보건의료재정, 보건의료체
계 등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하지만 공공 건강보험 가입률과 포
괄성이 높고, 의료 수가를 통해 민간 병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한국
은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질병관리청을 두고 있으며, 소속기관인 국립보
건연구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5개)를 설치하고 주요시를 거
점으로 국립 검역소(13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40) 

코로나19 발병 후 질병관리청 산하 기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
되어 방역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방역업무
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단체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를 구성, 감염병 전담 병원 및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
앙에서 자원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지원이 원활
히 수행되고 공중보건의 활용 및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 의료‧보건 
인력의 지원 등이 여타의 의료 체계적 제한을 넘어서 초기 대응에 성공적
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 전문 인력의 역할, 민관 협력 네트워크도 코

40)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9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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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방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유교적 위계질서, 권위주의
적 발전국가의 유산인 순응주의 정서를 들어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의 성공적 대응을 폄하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한
국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특징적이었다. 지역 감염 확
산 단계에서 민간 의료진의 자원 봉사가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되었
고,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확진자 신상 공개와 추적 시스템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는 신속히 반응했다.41)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시민의식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된 배경에 공공성을 
우선하는 태도와 시민의식이 작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42)  

<표 4-5>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요약

4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382&call_from=rs
slink

42) 시사IN 2020.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https://www.sisain.co.kr/news/ 
articleView.html?idxno=42266 (검색일: 2020.10.10). 

구분 주요 내용

초기
대응방식

⦁검사 능력(testing capacity)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검사 
능력(testing capacity)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

⦁해외 입국자,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5월부터 한국 입국자에 대해 COVID-19 검사 
및 14일 격리기간을 의무화)

⦁확진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 및 서비스가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 형성(2월 22일 첫 사망자 발생 후 다음 날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지역 
환자에게 텔레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및 공공장소를 
폐쇄하였고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 개학을 연기)

방역체계
⦁코로나19 발병 후 질병관리청 산하 기관으로 중앙방 

역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방역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단체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감염병 전담 병원 및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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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면 중앙에서 자원을 지원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고 공중보건의 

활용 및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 의료‧보건 인력의 지원 
등이 여타의 의료 체계적 제한을 넘어서 초기 대응에 성공

국가 
대응

⦁2.22일 첫 사망자 발생 후 다음 날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지역 환자에게 텔레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및 공공장소를 폐쇄하였고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 개학을 연기

⦁3.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여 유증상자는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2월 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 및 적극 수용

⦁정부의 예방 지침을 어기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응
유형

⦁중앙정부 중심의 초기 강력한 대응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국경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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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인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개인자율적 정책: 스웨
덴

1. 초기대응 현황

스웨덴의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31일에 나왔다. 이후 별일 없이 잠
잠하더니 확진자가 속출한 때는 2월 말로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발병 증상을 호소하면서부터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감염
위험 수준을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으로 올렸고 이란이나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3월 6일에는 전체 확진자 수가 137명으로 늘었는
데 대부분 북부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밝혀지자 여행을 자제
를 권고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많은 사람들이 학교 방학을 맞아 북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 것이  
문제였다. 매년 겨울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간
다. 특히 스웨덴에 눈이 적게 내려 스키를 즐기려고 상당수가 이탈리아로 
떠난 것이다. 3월 9일에는 26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해외여행이나 확진
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지역사
회 전염의 시작이란 우려와 함께 보건당국은 코로나19를 매우 위험 수준
으로 상향 조정했다.

  
2. 정부의 방역체계와 대응

스웨덴 정부의 방역 전략을 보면, 3월 12일 첫 사망자가 나오자 우선 
적으로 500명 이상의 모임과 및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극장이나 콘서트  
등을 못하게 했으며, 이를 어기면 경찰이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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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3월 29일 50명 이상의 모임으로 금지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와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3
월 16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와 조치를 발표했다. 
권고 사항을 보면, ①스톡홀름 거주자 재택근무 실시 ②70세 이상 고령자
외출이나 손님 초대 자제 ③대규모 행사는 공공보건청의 유의사항을 참고
할 것 등이다. 4월 1일엔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한 권고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추가 권고사항은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 생활 속 타
인과 거리 두기, 행사 참석 자제 등 이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기업들에는 직원들 간 거리 두기, 재택근무, 불필요한 출장 금지를 당
부했다.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총리는 3월 22일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수십 년 만에 당하는 최대 위협으로 확산을 조기
에 차단, 의료 과부화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성숙한 행동이 필요함을 
힘써 강조했다. 하지만 강제성을 띠거나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는 수준으론 전염병의 확산을 더 부
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43) 몇몇 전문가들은 느슨한 대
응책을 선택한 이유가 인구의 50%가 1인 가구라는 스웨덴의 가족 형태
와 낮은 인구밀도(25명/km, 이탈리아 205명, 영국 259명)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4)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고 쉬운 국가라는 
것이다.  

스웨덴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주요 시설, 학교, 대중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다. 즉, 엄격한 봉쇄 없이 인구 적정 비
율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일종의 "집단면역(herd 
immunity)"에 도달해 전염병을 극복한다는 이론적 접근으로 알려졌지만 
43) https://brunch.co.kr/@nordic/170
44)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CECHF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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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공식적으로 집단면역 방침을 선언한 적은 없다.45)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유럽 각국이 봉쇄(lock down)조치에 들어갔을 때 엄격한 봉쇄 조치 
없이 감염 확산 통제를 목표로 하는 안정화 전략(flattening the curve)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예외적 국가이다. 영국 보리스 존
슨 정부도 코로나 창궐초기에 유사한 전략시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46)

2020년 1월 31일 스웨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3월 18
일 만 16세 이상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온라인으로 대체했
으나 초, 중학교는 정상으로 운영했다. 4월 17일 스웨덴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기업문
을 닫고 모임을 제한하거나 항구, 공항을 폐쇄할 수 있는 일시적 추가권
한을 부여했다. 

스웨덴 공중보건청의 수석 역학자 테그넬(Anders Tegnell) 박사는 4
월 말 쯤 스톡홀름 인구의 20%가 바이러스에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력을 갖게 된 청년층이 선도 집단이 되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면역력을 갖추는 집단면역에 이르면 2차 유행 시기에 더 잘 대응할 것이
라고 예측47)한 바 있다. 하지만 스웨덴 공중보건청이 5월 20일 스톡홀름
의 코로나 항체 보유 비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
서48) 봉쇄 없는 집단감염 대응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이어 스웨덴
의 코로나 대응 접근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이 제기되고 있다. 5월 말 
기준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한 노르웨이나 
핀란드와 같은 인근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6~7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49)  
4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611120000132
46)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2388445&seq_800=103

81689
4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867
48) https://www.npr.org/2020/05/25/861923548/stockholm-wont-reach-herd-immu

nity-in-may-sweden-s-chief-epidemiologist-says(검색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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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공공의료가 지배적인 보편적 복
지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landsting), 지방자
치단체(kommun) 3차원에서 역할 분담 및 분권적 의료 체계가 특징적이
다(한국노동연구원, 2013). 중앙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진료 가이
드를 설정하고 광역단위인 주 차원에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주
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주요 업무이자 주요 지출 항목이다. 지자
체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케어 등의 사회 서비스를 담당한다. 1990년대 
이후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조치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공공의료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2014년도 기준 의료서비스의 80%이상이 국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
의료체계이며 고령자 대상 케어 서비스 또한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코로나 창궐 초기 스웨덴의 인구 당 집중
치료 병상 수는 유럽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으로 스웨덴 정부가 
5월 13일 의료 종사자 만 명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발표의 이면에는 경
직적 의료 공급체계와 낮은 의료수가(방문당 정액제, 의료비 및 약제비 
상한선 존재)의 현실이 배경이 된다. 

북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스웨덴의 확진자 수와 고령자 사망률
은 매우 높다. 인근 북유럽 국가들이 스웨덴의 인구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노르웨이 
244/8,692명, 핀란드 326/7,117명, 덴마크 600/12,344명 등과 비교할 때
(2020년 6월 19일 WHO 집계 기준) 스웨덴은 56,043명의 확진자 가운
데 5,033명이 사망했고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측면에서 도덕
적 비난을 받았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49) https://coronabo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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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초기
대응방식

⦁2월 말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온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발병 
증상을 호소, 스웨덴 보건당국은 감염위험 수준을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으로 상향하고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주요 시설, 학교, 대중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음

⦁3.09일에는 26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해외여행이나 확진자와 
미접촉자도 확진을 판정. 이때부터 지역사회 전염의 시작이란 
우려와 함께 보건당국은 코로나-19를 매우 위험 수준으로 
상향 조정

방역체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landsting), 지방자치단체(kommun) 
3차원에서 역할 분담 및 분권적 의료 체계가 특징

⦁2014년도 기준 의료서비스의 80%이상이 국가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의료체계이며 고령자 대상 케어 서비스 또한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

⦁하지만 코로나 창궐 초기 스웨덴의 인구 당 집중치료 병상 
수는 유럽에서 제일 낮은 수준

국가 
대응

⦁3.12일 첫 사망자가 나오자 우선 적으로 500명 이상의 모임과 
및 행사를 전면 금지

⦁4.01일엔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한 권고 내용을 
추가로 발표. 추가 권고사항은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 생활 속 
타인과 거리 두기, 행사 참석 자제임

⦁3.22일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수십 년 
만에 당하는 최대 위협으로 국민들의 성숙한 행동을 요구

⦁5.20일 스톡홀름의 코로나 항체 보유 비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서 봉쇄 없는 집단감염 대응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

대응
유형

⦁중앙정부의 미온한 초기대응과 정책 대응과 자율적 대처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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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의 코로
나19 재난관리 방식에 따라 보건성과 및 경제성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였
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따른 평가 

1. 코로나19 재난관리 대응방식

주요국의 코로나19 재난관리 대응방식에 따라 요약하면 아래 <표 
5-1>과 같다. 우선 코로나19 재난 관리 방식을 살펴본 결과, 비교적 규
제 방식이 낙관적이고 자유방임 접근법인 낙관적 자유방인 규제와 규제 
방식이 협력적이며 공동체적인 접근법인 협력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대만과 한국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자유방임 규제로 접근한 국가들은 기존 평시 정책체계의 특징
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했으며, 정책접근에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했
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에서 집권형 명령과 통제 대신 전문가 집단의 독
립성을 보장하여 그들의 권고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의료체계 수급의 평시 특징도 코로나19 대응에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는데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정책대상을 한정하고 의료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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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방역체계 수립에 있어 집단면역이론 
정책을 우선하면서 낙관적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WHO 권고사항인 
검사, 추적, 격리,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전통적 검사방식을 도입
하여 체계적인 방역에 미흡했다. 입국관리에 있어서도 주변국들 같이 확
진자 발생 직후 국경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확진자 증가 후 
국경폐쇄 및 봉쇄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미 확진자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출입국 관리가 이루어 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행정부 권고방식에 머
물렀으며, 국민들은 반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5-1>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따른 특징 
개인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강성 통제 정책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강성 통제 정책
ㅇ 해당 국가 : 독일, 영국, 미국
ㅇ 주요 특징 
 - 계층적, 위계적 재난관리체계
 - 강력한 규제와 법 제도 구축
 - 미온적 국경 봉쇄
 -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휴대폰 

위치 정보 등으로 추적하지 않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효율적 협

력
 - 초기 대응 느림
ㅇ대응평가 : 실패, 보건과 경제

ㅇ해당 국가 : 대만
ㅇ주요 특징
 - 정부 주도의 민간 참여와 협력
 - 신공공관거론적 접근 방식
 - 철저한 봉쇄와 통제
 - 중앙관료 + 지역공무원의 철저한 

임무 수행
 - 광범위한 휴대폰 등 개인 의료 정

산 등 필요시 실시, 사용
ㅇ 대응평가 : 성공적

개인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개인자율적 정책

협력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경성 통제 정책

ㅇ 해당 국가 : 스웨덴
ㅇ 주요 특징
 - 자유방임적 대응방식
 - 낙관적 위기관리체계
 - 지방노인요양원 지방정부에 관리 

ㅇ 해당국가 : 한국
ㅇ 주요 특징
 - 민간과 정부의 협력적 네트워크
 - 신공공 관리론적 접근방식
 - No 국경봉쇄 No 지역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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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협력적 규제로 접근한 국가들은 기존 평시 정책 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반영했으며, 정책 접근에 의학적, 과학
적, 구체적인 관점을 포괄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최소
한도로 유지하면서 정책을 설계하였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에서 집권형 
명령과 통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였다. 의료체
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기존의 보건행
정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자원을 최대한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방역체계 수립에 있어 즉각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체계를 수립하여 
행정부의 주도하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시민들의 행정부 대응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고 행정부 신뢰형성을 위해 매일 소통채널을 운영하였다. 
또한 주변국 대응과 전문가 의견을 중시하면서 관료제식 통제를 가동해 
왔으며, WHO 권고사항인 검사, 추적, 격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에 노력하였다. 입국관리에 
있어서도 주변국들 같이 최초 확진자 발생 직후 국경에 대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국가별 출입국자를 격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행정부 규제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민
들의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소통을 중시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은 능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였다.

책임부가
 - 민주적 거버넌스
 - 개인정보 감시 및 추적에 사용안

함
ㅇ 대응평가 : 실패적

 - 휴대폰정보 등 개인이동정보 사용
 - 중앙콘트롤 타워와 지방 방역조직 

협력 가동 
ㅇ 대응평가 :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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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백신개발 및 공급계획

한국은 12월 말까지 3,0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속에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1,0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연말까지 3,000만 명분
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50) 질병관리청은 이미 국
제 간의 백신 협약인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을 계약완료 하였으며,51) 특히 WHO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코로나
19 백신의 품질인증과 심사를 위해 식약처를 품질인증평가 심사자 자격
으로 참여한다.52) 이 평가를 거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향후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1,000만 명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만 
명분에 대한 확보 협상을 여러 기업들과 진행 중이다.53) 따라서 한국은 
1차적으로 ‘20년 12월까지 3,0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방침
이다.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인데 한국 식약청에 따르면 코로
나19 백신 분야에서 DNA 백신 4종이 지난 12월 22일 임상 시험 승인됐
으며, ’21년 중 3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54) 치료제 또한 항체치료제
가 임상 2상 시험의 환자 등록을 24일 완료한 상황이다.55)

영국은 최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하였고 이어서 미국, 유럽 등도 코로나 백신 승

50)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37
51)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7906
52)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1760
53)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2
5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22/104591958/1
55)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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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열에 속속 합류한다. 영국은 12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긴
급 사용을 승인했다. 지난 2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데 이은 것이다. 영국이 임상 3상을 마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
로나19 백신을 승인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백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
달 27일 기준 7개 제약사 코로나 백신 3억 5천 500만 개(3억 5천 500
만회 접종분)를 사전 확보(구매계약 체결)했는데,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억 개로 가장 많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노피, 노바
백스, 발네바가 개발 중인 백신이 각각 6천만 개로 2위 그룹을 형성했고, 
화이자 백신은 4천만 개로 그 뒤를 이었다.56) 

이 밖에 얀센 백신이 3천만 개이고, 모더나 백신은 500만 개로 영국의 
사전 확보 물량 중에서는 그 비중이 가장 낮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유럽 내 최다인 6만 명을 넘어선 영국은 여러 제약사로부터 백
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활
용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 본사
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했고, 영국 정부는 이들의 백신 개발에 8천 810만 파운드(한화 1천 
292억여 원)를 지원하였다.

미국도 서방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오
는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를 통해 화이자 백신의 긴급 
승인 신청을 결정한다.57) 승인 시 화이자 백신은 바로 배포될 예정이다. 
미국 복지부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분은 640만 회분이며, 12월 말까지 
4,000만 회분의 접종분이 배포될 예정이라 발표하였지만 최근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실패하면서58) 연말까지 

56)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4115600502
57)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021151071
5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4/20201204009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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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보급하기로 한 1억 회분이 5,000만 회분으로 줄 수 있다. 미국은 
또 연말에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사용 허가 결
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 예방효과가 90%가 넘
는 임상 3상 최종결과를 얻은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크, 모더나 백신 2
종이다. 모더나는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5억 회 투여분을 공급할 수 있다
고 12월 4일 밝혔다.59) 

독일과 스웨덴은 12월 중 화이자 백신에 대한 승인 검토에 돌입한다. 
유럽의약품청(EMA)은 늦어도 12월 29일 예정된 특별회의에서 화이자 
백신 평가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1년 1월부터
는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
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60) 독일은 유럽 당국이 첫 백신을 승인한
다는 가정 하에 12월 중순까지 독일 16개 주(州) 정부에 코로나 예방접
종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61) 또한 이 센터에서는 노약자 등 취약 계층
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유럽 내 올해 코
로나 백신이 승인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승인이 되
면 즉시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20년 말이나 내년 초에 코로나 백신을 최초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62) EMA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
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제약사 모더나,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코로나 백신을 동반 심사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국민 1인당당 코로나 백신을 2회씩 접종 하더라도 독일 전체 인구가 충
분히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합의한 지원이 
필요한 개도국 등과 공유할 계획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백신 
5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5/2020120501114.html
6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2536.html
61)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0911
6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4/20201124000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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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63) 주도로 350개 항공사 및 운송업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대만은 일찍이 다수의 백신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구매
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영
국 아스트라제네카사,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BNT162', 프랑스 사노피 백
신 등을 검토 중이다. 대만은 사스(SARS)때의 경험으로 코로나19 발병 
즉시 외부유입을 철통같이 차단했다. 또 처음부터 마스크 공급을 국가 주
도로 효율적으로 운용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역감염을 잘 막아냈다고 
평가 받았다. 

스웨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3월부터 다른 국
가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집단면역 전략을 구사 술집, 각종 행사 
등 자유롭게 개방했으며 마스크 지침도 시민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코로
나19 사망자가 100만 명당 700명으로 폭증하고,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집단면역 실험을 포기했다. 2020년 11월 처음으로 일부 봉쇄를 결정했으
며,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가 넘으면 주류 판매 금지, 8명 이상 모임도 금
지하였다. 하지만 늦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재까지 백신에 대한 개발이
나 확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없다.

6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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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코로나19 대응방식과 사회경제적 영향 

1.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발생 초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하였
으며,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 및 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2~3월부터 국가 단
위의 봉쇄(lock down)를 시작했다. 국경을 통제하고, 사람의 이동을 봉쇄
함으로써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산업은 항공 및 관광산업이다. 두 산업
의 붕괴를 시작으로 봉쇄는 모든 국가의 산업에 영향을 줬으며, 그 결과 
2020년 1분기 G20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변화는64) 2019년 4분기 대
비 –3.4% 하락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1.83%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2020년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28% 하락하는 데 그쳐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GDP 하락에 있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전분기 대비 주요국 GDP 변화율 (2000~2020)
64) OECD Data 누리집 (https://data.oecd.org/gdp/quarterly-gd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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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020년 주요국 GDP 변화율 예측

OECD 국가들의 2020년 연간 GDP 전망은 [그림 5-2]와 같다.65) 옅
은 주황색은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단일 파동(single-hit)으로만 영향
을 주었을 때의 결과이며, 짙은 주황색은 올해 가을과 겨울사이에 코로나
19의 두 번째 파동(double-hit)이 발생했을 때의 결과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단일 파동만 영향을 받았을 때 2020년 
GDP가 전년대비 –1.2% 포인트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두 번째 파동이 
65) OECD Economic Outlook 누리집 

(http://www.oecd.org/economic-outlook/jun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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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아 GDP가 전년대비 –2.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OECD 국가들에 비해 최저의 하락폭이며, 스페
인의 경우 두 번째 파동까지 영향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2020년 
GDP가 전년대비 최대 –14.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봉쇄의 결과를 GDP 뿐 아니라, 국제유가 및 주가지수와 연동해
서 살펴볼 수도 있다. 지역 봉쇄에 따라 3월 뉴욕시의 전력소비량이 평년
대비 14% 감소되었으며, 중국에서도 3월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대비 2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66)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올해 
초부터 WTI 국제유가 선물은 60달러/배럴을 시작으로 3월에 20달러/배
럴, 4월에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37.63달러/배럴까지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
문이며, 결과적으로 원유 가격이 유례없는 마이너스까지 기록한 것이다. 
마이너스 유가라는 것은 선물 만기에 따라 원유 현물 인도 시에 원유 매
수업체가 생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원유를 가져간다는 뜻이기도 한
다.67)

66) "코로나19 극복을 기후위기 극복의 기회로, <매일일보>, 2020.04.19.  
67)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국제유가...정유-화학사 엇갈린 셈법", <news1뉴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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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WTI 국제유가 추이($/배럴)
(자료: 뉴욕상업거래소, 2020)

또한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은 국내 주가지수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월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
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졌다. 그때부터 KOSPI를 포함한 전 세계 주가지수는 급락하였으
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1일의 KOSPI는 2,239.69
포인트였으나, 3월 19일에는 1,457.64포인트로 KOSPI 지수가 34.9%나 
떨어졌다(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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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전 세계 신규 확진자수 및 코스피 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2020)

코로나19는 국제유가와 주가지수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코로나19가 완전
히 종식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 
OECD는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경제
를 분석하였는데(OECD, 2020),68)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코로나19는 
2020년 2분기까지 글로벌 GDP가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분
기 이후로 GDP가 반등(turn around)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는 코로나19의 두 번째 파동(double-hit)을 경계하고 있
다. 즉, 2020년 2분기에 턴어라운드 한 GDP가 2020년 가을에서 겨울사
이의 두 번째 파동을 만난다면, 다시 실물경제는 역성장을 가속화할 것이
라는 전망이며, 이는 첫 번째 파동(single-hit)만 있는 상황에 비해 더욱 
68) OECD 누리집 (https://oecd.github.io/EO-Outlook_chart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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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유념할 것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향후 2
년 내에는 2019년 4분기의 GDP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림 5-5] 코로나19 이후의 느린 경제 회복
(자료: OECD, 2020)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재정 정책을 집행 중인데 IEA의 분석69)에 따르면, G20 국
가들은 최소 260억 달러(멕시코)에서 최대 2조 9160억 달러(영국)에 달
하는 재정수단을 집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GDP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이는 최소 0.2%(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대 21.1%(일본)에 이르는 규
모이다. 이러한 재정수단은 국가별 코로나19의 확산정도 및 재정여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재정지출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9)IEA누리집(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emergency-fiscal-meas

ures-announced-by- g20-countries-in-response-to-the-covid-19-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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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와 경제 성장 

2.1. 스웨덴

스웨덴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2020년 1/4분기 플러스 성장을 보였는
데(그림 5-6 참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작년대비 0.1% 성장하였
으며, 소비와 투자는 줄었지만, 수출 증가가 큰 도움이 됐다.70) 

가계소비가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고강도 봉쇄를 실시한 주변국에 
비해 작은 수준으로,71) 서비스 분야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역시 주요국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작어서 향후 회복
전망도 양호하다.72) 2차 파동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점도 경기에 
호재로 작용하는데 봉쇄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이후 감염
자 및 사망자 수가 급감하였다.73) 

70) 2018년 기준 GDP 대비 가계소비 44.7%, 정부지출 25.9%, 투자 25.9%, 순수출 2.5%
(수출 45.8%, 수입 43.3%). European Commission(2020. 5), European Economic 
Forecast, p. 134. (Spring) 

71) IMF Country Focus(2020. 6. 4), "Sweden: Will COVID-19 Economics be 
Different?" p. 4.

72) IHS Markit(2020. 7. 3), "COVID-19 virus: What can we learn from the Swedish 
approach?" p. 5.

73) Bloomberg(2020. 7. 28), "Sweden Unveils 'Promising' Covid-19 Data as New 
CasesPlung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7-28/sweden- 
unveils-promising-covid-19-data-as-new-cases-plunge?sref=QbgqEltZ(검색일: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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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주요국의 2020년 1/4분기 성장률 
(자료 : IMF Country Focus(2020. 6. 4), "Sweden: Will COVID-19 

Economics be Different?")

[그림 5-7] 스웨덴의 2020년 1/4분기 부문별 경제성장률 
(자료: IMF Country Focus(2020. 6. 4), "Sweden: Will COVID-19 

Economics be Different?" )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월 7.5%에서 5월과 6월 9%, 9.8%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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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고용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는 2019년 평균 6.8% 보다 크게 높
아진 수치로 2020년 5월 기준 노르웨이(4.6%), 덴마크(5.6%)보다 높고 
10.6%를 보인 핀란드 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1월 실업률을 보면 그  증
가폭이 주변국보다 크지 않았다. (스웨덴 20%, 노르웨이 24.3%, 핀란드 
47.2%, 덴마크 51.4%, 한국 12.5%).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고강도 봉쇄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률 증가 폭이 되레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많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5-2> 주요국 실업률 변화 추이

2020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스웨덴 역시 전염병 유행의 경제적 여파
를 피해가지 못했다. 4월 IMF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스웨덴의 예상 경
제성장률은 -6.8%로, EU (-7.1%)와 비슷한 수준이다.74) 느슨한 대응
을 펼쳤음에도 국민들의 거리두기로 가계소비가 줄고, 수출 감소의 영향
을 많이 받는 구조이다(2018년 GDP 대비 수출 비중: 45.8%). 

또한 2차 유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데 한데, EU 집행위원회는 스웨덴
74) IMF의 6월 세계경제 전망에는 스웨덴이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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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축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6.1%에서 -5.3%로 
조정, 그림 5-8 참고). 1분기 잘 지켜낸 영향으로 소폭 올랐으나 4~5월
실적이 반영될 경우는 불확실하다.

[그림 5-8]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IMF), (단위 %)

 

[그림 5-9]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전망(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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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고강도 봉쇄보다 경제에 영향을 덜 주는 
지에 대한 것은 불확실하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 하는지와 무관하게 바이
러스가 퍼지면 경제활동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무역의 비중이 높
은 국가 일수록 주변국의 대응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감염병 유행이 
빨리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경제와 방역의 균형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절한 재정 금융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경제적 타격을 줄일 중요한 요소이다.  

2.2. 한국

우리나라는 2분기 -3.3% 성장해 IMF 위기 이후(98년 -5.1%) 가장 
큰 폭의 성장률 저하를 경험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소비가 전
년보다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이 부진하면서 1분기보다 충격파는 컸다. 
4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소비 감소가 다소 줄었
지만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대외부문의 타격이 커졌기 때문이
다. 하지만 월별로 볼 때 5월을 저점으로 경기가 조금씩 회복 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소비활동을 가늠하게 해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5월에 전년동
기비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했다(통계청, 2020). 구글 이동지수를 보더라
도 우리나라는 5월 이후 사람들의 이동 수준이 예년 수준의 95%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정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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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구글 이동지수 (자료: LG경제연구원, 2020)

경기가 3분기 초까지 비교적 순항하겠지만 차츰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예년의 생산 수준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전염병 확산이 멈춰 모
든 생활이 제자리를 찾고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면 그동안 잠자던 소
비가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나
더라도 고령층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는 여전히 대면 소비를 꺼리는 분
위기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하루 50~100명 내외의 신규 확
진자는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정부양책 규모는 총 60조 원으로(GDP의 3.1%)에 달한
다(LG경제연구원, 2020). 코로나 사망자 수가 100만 명당 6명으로(8월 
4일 기준) 전 세계(90명)의 1/15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많은 수준이다. 
연말에도 경기회복이 빠르지 않아 올해 성장률 전망은 -1%로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주요국과 비교해선 충격파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
다. 국민과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냈고 정부의 부양책도 큰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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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은 소비부문보다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바
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서유럽도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주요국이 국경을 열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 활동이 제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말까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낮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관광수지 적자국인 점
이 되레 도움이 됐다. 국내 소비의 4%가 여행, 유학 등 해외로 나가는 
는 데 비해, 외국인의 한국 내 소비는 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의 금지는 국내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3.2%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는 올해 크게 위축되었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의 
평균 성장률은 1%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75) 코로나19 확산이 
중기적으로 비대면 수요를 늘려 우리 주력제품인 IT 수출을 확대시키겠
지만 이와 동시에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시키고 국가간 협력을 떨어뜨려 
세계교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경
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바이러스 확산은 출산율을 더 떨어뜨려 소비가 더욱 위축 될 것으로 
보인다. 5월까지 신생아는 전년 대비 10.6% 줄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
인구 감소로 장기적 경기 부진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2.3. 대만

COVID-19 발생 이후, 세계인들의 경제, 의료 및 보건, 교육, 문화, 사
회 활동의 상당 부분이 대면접촉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된 2020년, 

7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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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강력한 지역 폐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나, 3차 유행 없이, 대만의 주력 ITC 산업이 global community의 
on-line platform based 전환을 통하여, 대만 경제는 2020년 첫 3분기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향상한 경제 성장율을 기록했다.

IMF는 4월에 예측했던 대만의 2020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인 –
4%를 10월에 0%로 수정해서 발표했다. 대만의 예산, 회계 및 통계국
(Taiwan Government Department of Government Budget Analysis and 
Statistics)은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이 1.56%, 2021년 3.92%가 될 
것으로 보고했다.

대만 정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2020년 2분기와 3분기 GDP성장률 
추정치에 따르면 대만 경제는 급증한 전자정보, 통신 및 오디오 비디오 
제품의 글로벌 수요로 인해서 2019년 대비 3.33%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Oxford Economics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대만의 수
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20년 대
만의 경제성장률을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하였다.76)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이 장기화될 경우 대만의 전자부품, 기계, 화학제품의 대중국 수
출이 어려워질 것이며,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은 전기기기, 원자로·보일러, 
광학기기 등이며, 무역 비중은 2018년 기준 24.3%로, 대만의 중국 의존
도가 높다(허재철 외, 2020). 

76) "Export outlook hampered by virus outbreak in China"(2020. 2. 7), 
https://www.oxfordeconomics.com/my-oxford/publications/53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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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대만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2018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그림 5-11] 중국인 관광객 현황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대만 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11월 전체 대만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2월 첫 주 양안간 항공 승객 수는 2019년 12월과 비교하여 67% 
감소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코로나19가 대만의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였다.77) 

77) "Virus not a threat to financial firms' standing: agency"(2020. 2. 11),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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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들도 대만 정부가 2017년 미·중 무역 분쟁의 간접적인 피해
로 이미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영향이 즉
시 나타나고 있지만 대만 은행들의 자본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교통, 숙박 등 업종의 대중 비중은 5% 이하이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 부실화 등의 문
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4. 미국

2019년 4/4분기 작년과 같이 1.6%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왔던 민간
소비 지출이 3월 들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020년 1/4분기에 
6.9% 하락, 2/4분기에는 전국적 봉쇄(lock down)대책과 대량 실업으로 
33.2%라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2019년 4/4분기부터 내리막 길을 
걷던 민간투자는 코로나19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1/4분기 -9.0%에
서 2/4분기 -46.6%로 감소폭이 대폭 커졌다. 또한 국경 봉쇄로 2020년 
2/4분기 수출(-64.4%)도 수입(-54.1%)도 큰 폭의 동반 하락했다. 코로
나19 경기부양책으로 총 4차례 약 2조 8,200억 달러를 사용 정부지출은 
늘어만 갔다.

 코로나19로 민간소비, 기업투자 등 정부지출을 뺀 모든 부문에서 성
장률이 떨어져 실질 GDP 성장률은 하락했지만 연방정부의 부양책 확대 
와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로 2020년 하반기 어느 정도 경기의 부분 회복
세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2차 팬데믹이 심각해져 2020년 성장률은 –
5.0%로 예상된다.

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20/02/11/20037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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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미국 경제성장률 (지출부문별)

주: 전기대비 연체율 기준(계절조정), 근원 PCE는 전년동기대비 수치.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20. 9, 검색일: 2020. 10.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금지명령(lock down)이 시작된 4월 민간소
비가 급격히 위축된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
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 2020년 4월과 5월에 작년보다 각
각 -19.94%, -5.77%로, 큰 폭으로 줄었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6월부터 
다시 오르는 모습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
비심리지수도 연초에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오래 갈 것
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안정하기는 하나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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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미국 소매판매지수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2020. 10)(검색일: 2020. 10. 10)

[그림 5-13]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단위: 1985년=100)
(자료: 미시간대학교, 컨퍼런스보드(2020. 9)(검색일: 2020. 10. 10). 

특히 미국은 고용 회복이 생각보다 더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2020년 9월 66.1만 명 
늘었지만 이는 전월 148.9만 명보다 82.8만 명 줄어든 수치다78) 또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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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망치인 85만 명보다도 18.9만 명 적었으며,79) 2020년 7월에는 아
주 없어진 일자리가 전월보다 6,000개나 줄었으나, 8월 53만 4000개, 9
월에는 34만 5,000개 늘었다.80) 

2020년 9월 아예 없어진 일자리는 375.6만 개였는데, 이는 전년동월
(131.8만 개)대비 2.8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미국경제에 오랫동안 부정
적 영향을 안길 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서비스 임시직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생겼다면, 최근에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양상
이다. 골드만 삭스는 코로나19로 3만 8,700명을 해고했고, 약 400명을 
더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81) 연방정부의 항공사 긴급 지원이 늦어짐
에 따라 American Airline, United Airlines도 3만 2,000명의 직원을 해
고할 계획이다.82)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21년 1월 중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21년 경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부터 주 별로 경제활동을 
부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개주는 경제 활동을 다시 제
한83) (10. 23 기준)하거나 재개를 일시 중단한 주도 7개84)이다.85) 

3월 중순부터 보름간 미 전체 카운티 80%에 이동금지명령(lockdown 
order)을 선포했으며, 41개 주가 식당, 대학 등 비필수 사업장에 운영을 

78)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0. 10. 2), "The Employment Situation - 
September 2020." 

79) Investing.com(2020. 10. 2), "U.S. Nonfarm Payrolls."
80) NBC(2020. 10. 3), "Nearly 4 Million US Jobs Have Vanished Forever."
81) CNN(2020. 9. 30), "Goldman Sachs resumes job cuts after halting them during 

the pandemic." 
82) CNN(2020. 10. 1), "American and United cutting 32,000 jobs as federal aid 

plans stall." 
83)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아이다호주,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푸에르토리코임.
84)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앨라배마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델라웨어주, 로드아일랜드주, 

메인주임.
85) The New York Times(2020. 11. 6), "See How All 50 States Are Reopening(and 

Closing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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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한 상태이다.86) 이동금지명령을 내린 카운티들은 국내 생산의 약 
96%를 담당하고 있는데 11월 6일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 2,830명으로 
7월 중순의 최고치 7만 4,818명을 넘어선 상태다. 워싱턴대 보건평가연
구소는87)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10월 말부터 늘어나 2021년 1월에는 
이전 최고치 2,33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88)

미국은 2020년 –5.0%, 2021년 2.8%의 성장을 전망하면서  코로나19 
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와 이에 따른 소비 지출의 급감, 수출 부진 등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이어진 고용시장 안정세는 크게 꺾였으
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9월 초 한때 2만 4,000
명까지 감소했던 하루 확진자가 10월 말부터 최고치인 8만 명을 넘어서 
2차 팬데믹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제 활동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미국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큰 폭의 경기침
체로부터 일정 부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반등은 실
물부문 성장보다는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 개선으로 봐야 하며,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21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
이 -31.4%를 기록하는 등 실물부문에서 큰 폭의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올해 잔여 분기뿐만 아니라 2021년 경제성장률 수치 개선은 기저
효과로부터 비롯된 반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코
로나19 2차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둔화, 민간소비 지출 감소 추세는 2021
년 1/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86) The Wall Street Journal(2020. 4. 5), "State Shutdowns Have Taken at Least a 

Quarter of U.S. Economy Offline." 
87) 백만 명당 8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6주간 이동금지 조치가 실시된다고 

가정하였음. 
88)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2020. 11. 8), "COVID-19 

Pro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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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주요 기관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시점.
자료: KIEP, IMF, OECD별 전망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5. 독일

금년 상반기 독일경제는 2019년 4/4분기보다 약 14% 하락하여 전례 
없는 수준으로 수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에서 독일경제가 2/4분기 안에 6% 감소했던 것에 비교
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연간으
로 볼 때, 올해 경제성장률은 9.0% 감소하고 2021년에는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정부의 공식입장 및 여타 연구소보다 더 부정적으로 전
망하고 있다.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89)는 2020년 –5.8%, 2021년 4.4%
로 예상하고, 베를린 경제연구소(DIW)는90) 2020년 –9.4%, 2021년 
3.0%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독일경제연구소(IWH)91)는 2020년 –6.25%, 
2021년 4.5% 예측하였다. 

이번 코로나19는 이전의 경기 침체와 달리 코로나가 본격 유행한 3~5

89)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0090207532562416336258971_1&m
d=20200902131009_R

90) 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29/view.do?seq=1286246
91) http://overseas.mofa.go.kr/de-bonn-ko/brd/m_12048/view.do?seq=1340351&src

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
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
p%3B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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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총수요의 급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급 부족(주요산업의 일시적 
폐쇄, 서비스업의 제한 등)이 함께 했던 것에 기인한다. 특히 개인 소비
가 10%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13.6% 감소한 것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
인을 꼽히고 있으며,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줄어든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추어 비교적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올
해 연평균 약 289만 명(전년보다 62만 명 증가)이고, 금년 말에는 35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실업률은 
지난 해 5.0%보다 증가하여 올해 6.3%, 내년도 7.5%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지원대책 등에 따라 2021년 말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지난 해 말 60%에서 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 1인당 7,000유로 이상의 채무 증가를 의미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
(ECB)이 현재의 제로 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추가적인 국가채무가 적어도 단기 및 중기적으로 공공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부채의 실제 감축 요구가 10년 내지 
20년 내에 이뤄진다면 매년 약 300억 유로 내지 600억 유로를 상환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고령화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성장과 생산 잠재
력을 모두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5-6> 주요 거시지표 전망 (HRI 6.19일, 정부 4.29일 발표)

구분 2018 2019
2020(전망) 2021(전망)

HRI 연방정부 HRI 연방정부

GDP(%) 1.5 0.6 -9.0 -6.3 5.3 5.2

개인소비(%) 1.3 1.6 -10.0 -7.4 7.6 6.5
국가소비(%) 1.4 2.7 4.4 3.7 6.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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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의 회복 제약 요인을 보면, 종래의 경기 불황 시에는 외국에
서의 급격한 수요 증가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위기
에서는 수출 중심 독일경제는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이는 독일
의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인 미국,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및 영국 역
시 독일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위기 이후와 
달리, 중국이 현재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결과, 독일에서 제조
된 자동차 및 기계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소비함으로써 민간 수요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동차, 기계 등 독일의 대표적인 주요 산업에서 구
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이상 해외수요를 대체하거나 자극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예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해외생산 증가(2019년 독일 지
역 내에서의 자동차 생산량은 1997년 수준인 460만대에 그침), 새로운 
이동 모델 및 엔진 트렌드를 외면한 채 기존의 내연 기관 중심의 자동차
에 집중 등으로 약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그리고 독일 기계 및 플랜트 엔
지니어링 산업 역시 중국 경쟁 업체의 기술적 진보 및 저렴한 가격경쟁으

총 투자(%) 3.5 2.6 -5.7 -5.0 2.4 3.5

-설비투자(%) 4.4 0.6 -13.6 -15.1 7.4 8.7

-건설투자(%) 2.5 3.8 0.7 -1.0 1.1 1.1

수출(%) 2.1 1.0 -20.2 -11.6 8.5 7.6

수입(%) 3.6 2.5 -14.9 -8.2 10.9 6.5

실업자(만명) 234 227 289 262 344 246

취업자(만명) 449 453 449 449 446 450

실업률(%) 5.2 5.0 6.3 - 7.5 -

국가채무(%) 61.9 59.8 76.6 - 79.9 -

인플레이션(%) 1.8 1.4 0.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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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경쟁력 약화되고 있다.

2.6. 영국

영국정부의 안정정책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점진적 회복을 기대하나 
경제 지표는 과거 평균에 비해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1.25%로 2019년도와 같게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GDP에 비해 0.75%p 하락한 수치이다. 
더딘 공급 증가율에 비해 총 수요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
너지 가격 및 수도 요금 감소로 인해 2% 미만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은 
2020년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5-7> 영국 경제 지표 현황 및 전망* (단위: %)

주: 수치는 연간 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주**: 예측 보고서 발표 시점: 2019년11월
자료 : 영국은행, The economic outlook

구분 평균 예측**
연도 2010~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GDP 2 1.25 1.25 1.75 2
가계소비 2 1.25 1.5 1.75 2
사업투자 3.75 -1.5 0.25 4 4.5
주택투자 2.75 1 1.75 3.25 3.25

수출 3 0 1 -1 -1
수입 3.75 3.25 -0.5 0.5 -0.5

시간당 노동 생산성 0.5 0 0.75 0.75 1
실업률 6.25 4 4 3.75 3.5

CPI인플레이션 2.25 1.5 1.5 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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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EU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면서 위기 트렌드가 지속되고 비즈
니스 투자 및 개방이 둔화됨에 따라 생산성 성장은 평균 0.75%로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잠재 공급 증가율이 과거의 수준보다 낮
아지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GDP성장 속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 성장의 둔화로 인해 실제 
소득 증가율이 약화되면 소비 증가율은 과거 평균에 비해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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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따른 경제 변화

1. 코로나19에 의한 산업생산률과 소매판매율 변화

우리나라의 COVID-19 대응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UN
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은 OECD 국가들의 COVID-19 대응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Covid Index를 개발했다. 한국은 2개 기관의 지표 모두
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4).

[그림 5-14] COVID-19 대응 효과성 지수
(자료 출처: UN. July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 Cambridge University. June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Covid Index는 백만 명당 사망자수, ERR(감염율,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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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on Rate), ECE(방역효율성, Epidemic Control Efficiency 
(ECE), ERR 감소율(ERR Decline), 이동성 감소율(Mobility Decline)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백만 명당 사망자는 2020년 5월 12일 기
준, ERR, ECE 및 이동성 감소율는 2020년 3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하였으며, ERR 감소는 2.4로 가정하였다.

대응 효과성 지수를 보면, 첫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높은 성과를 거
두었는데 한국이 1위, 호주 3위, 일본 6위 뉴질랜드 9위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일본을 제외하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OECD 국가는 상당히 낮
게 나타났다. 독일은 19위, 스웨덴은 22위, 미국은 28위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31위로 제일 낮게 평가되었다. 

ERR은 감염자로부터 감염되는 평균 감염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ERR 
지표가 1 이하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억제를 의미하고 ERR 지표가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염이 확산중인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뉴
질랜드와 같은 일부 OECD 국가는 3월과 4월에 바이러스 전염을 효과적
으로 억제했지만 미국이나 스웨덴,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ERR이 
평균 1.0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전염이 확산 중이었음을 의미한다. 

대응효과성을 ERR을 1 이하로 줄이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경제를 폐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 폐쇄는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지만 경제와 일상  
생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ERR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감
염된 개인의 격리 또는 격리, 접촉 추적, 바이러스 보균자에 노출 된 사
람들의 격리, 안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강력한 대
응이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으로 전염병을 억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 이러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ERR을 줄이는 데 성공한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
들은 한국과 대만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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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과 대만이 선택한 대응 방식은 검사 및 병원 집중 치료 능
력이 낮은 국가에 가장 적합한 대응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Flaxman et al., 
2020).

<표 5-8> COVID-19 대응 효과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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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통계 속보성의 차이가 있어 산업생산, 소매판매에서 살펴보
았으며, 기준점은 코로나 발병 이후 각국의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
한 1월경을 시점으로 그 후 10월까지 나타난 경제적 변동을 비교하였다. 
<표 5-9>은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생산률을 비교한 것이다. 

<표 5-9> 주요국 2020년 월별 산업생산률 비교
2020년 한국 대만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

1월 -2.8 -2.11 -1.3 -1.1 -0.6 -0.8
2월 11.3 20.69 -1.6 0.1 -0.1 -0.2
3월 7.4 11.18 -11.1 0.2 0.2 -4.7
4월 -5.1 4.22 -24.5 -0.1 -18.1 -16.3
5월 -9.8 1.68 -19.2 -4.2 -17 -15.7
6월 -0.6 7.19 -10.9 -20.2 -8.9 -10.7
7월 -2.4 2.75 -9.5 6.2 -8 -6.7
8월 -2.7 3.6 -8.7 9.3 -1.4 -6.7
9월 8.1 11.62 -6.7 5.2 -2.4 -6.7
10월 -2.2 7.06 -3.0 0.3 0.2 -5.3
평균 0.12 6.79 -9.65 -0.43 -5.61 -7.38

(자료: tradingeconomics.com)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수록 산업생산의 감소 폭도 적다는 대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대만은 6월부터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산업생산의 개선 움직임이 확연하다. 그러나 초기 방역
에 실패한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국가들의 산업 생산 감소폭은 줄어들



- 109 -

고는 있지만 산업생산률 변동이 매우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을 보면, 한국과 대만만이 0.12%, 6.79%
로 (+)의 생산률을 보인 반면에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은 모두 (-) 
생산률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대응방식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태세가 
남달랐던 두 나라는 방역 성과와 산업 생산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 감염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
가별 방역 역량의 차이는 여전하기는 하지만 봉쇄정책(lock-down)을 둘
러싼 대응방식도 차이가 있어 미래까지 예단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
지만 대체로 유럽은 다소 진정세를 찾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유럽에 비해 
진정세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몇 가지 있다. 협력 공동체
적 시민사회와 경성통제 정책을 택한 한국이나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강성통제 정책을 택한 대만의 경우는 개인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강성 통제 
정책을 펼친 독일, 영국, 미국이나 개인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개인자율적 
정책을 펼친 스웨덴에 비해 산업생산률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는 점이다. 각국이 취한 봉쇄정책 정도가 코로나19 감염자수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중기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단기적인 경제비용이 발생했으며,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은 산업
생산률이 크게 위축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봉쇄정책을 도입하는 등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점이 확산세 차단 및 이후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과거 사스와 매르스와 같은 다른 팬데믹을 겪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을 낙
관적 혹은 방임적으로 하여 한국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봉쇄조치에 
시간이 소요된 영국, 독일, 미국, 스웨덴의 경우는 누진 확진자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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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사회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산업생산률도 떨어진다.
<표 5-10>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율을 비교한 것이

다. 소매판매율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따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소매판매율이 가장 낮았고 영국(1.07%), 미국
(0.88%), 독일(0.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0.02%), 대만
(0.46%)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대응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국가들의 소매
판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19 대
응체계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동체적인 사회활동 자제 등이 자국 
내 소매판매를 위축시킨 결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
리두기와 봉쇄정책이 약했던 영국, 독일, 미국이 소매판매가 높게 나타났
다. 또한 경제구조의 차이가 코로나 위기가 소매판매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미국, 독일, 영국의 소매판매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서
비스·자원 중심 경제의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0> 주요국 2020년 월별 소매판매 비교
2020년 한국 대만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

1월 -3.1 1.4 1.1 1.0 0.5 0.8
2월 -6 -21.6 0.4 -0.7 1.5 -0.4
3월 -1 4.1 -1.5 -5 -1.4 -8.2
4월 5.3 -4.2 -6.2 -18.1 -1.9 -14.7
5월 4.6 8.4 13.1 12.3 1.7 18.3
6월 2.3 2 -1.4 13.8 1.2 8.6
7월 -6 9.4 0.2 3.9 0.2 1.1
8월 3 -0.6 1.9 0.9 -0.2 1.4
9월 1.6 -3.8 -1.9 1.4 0.7 1.6
10월 -0.9 9.5 2.6 1.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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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adingeconomics.com)

하지만 이러한 국가별 소매판매율을 코로나19 대응방식의 차이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것이다. 소비심리 위축
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나라가 유사한 긴급 재정지출 정책을 시행
하였다. 그러나 통계결과는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결정과 신속한 지급이 있었
음에도 차별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
사한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소매판매 개선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은 급격한 실업 증가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방식이 경제효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대
응방식이 경제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신속
한 방역대책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스스로 실증한, 팬데믹 경제의 중요한 
명제(proposition)는 확산세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인구 국가들
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코로나19 재 확산과 경제전망 

상반기 세계경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주체들의 대면활동이 멈추
면서 급격한 수요 위축을 겪었다. 5월이 가장 크게 수요가 위축된 시기로
판단되며, 6월부터는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는 벗어나는 모습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코로나19 확산이 가
속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는 것은 과거 수차례 경제위기와 

평균 -0.02 0.46 0.83 1.07 0.28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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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수요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무제한 
통화공급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위험을 막아 신용
리스크 확산으로 기업연쇄부도와 신용경색의 악순환이 거의 없었다. 또한 
한국,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유럽 선진국이 가계에 대한 대규모 소득지원
에 나서면서 고용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크게 줄지 않아 소비위축
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금융위기 시에
는 재정통화 정책으로 금융 패닉이 진정되면서 실물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된 반면, 이번에는 위기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는 한 소
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름철에도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점, 2020년말 3차 재확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주요 국
가들이 경제적 충격을 우려해 봉쇄를 점차 완화하고 사람들이 격리 피로
감으로 점차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 신규감염은 연말
까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반구의 겨울
철이 다가오면 이미 바이러스가 진정된 국가에서 다시 빠른 확산이 재개
될 우려도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세계 경제가 호전되더라도 회복의 
속도는 느릴 것이다. 최근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소비가 전년 수준
을 넘어섰지만 이는 봉쇄 해제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미루었던 소비가 
일시에 집중된 영향이 크며 대기수요가 충족되면 회복 속도가 크게 떨어
질 것이다. 대면활동 증대에 따른 감염 확산으로 부분적 봉쇄가 강화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비가 정상화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비대면활
동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여행, 문화 및 스포츠 관람, 교제활동 등은 미국
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소비의 약 9%를 차지하는데 보건위생 용품, 비
대면 관련 장비구입 등이 확대되더라도 소비 위축분을 모두 상쇄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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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코로나

19가 재 확산세를 보이고 그에 따라 각국 정부가 추가적인 활동 제한조
치를 도입 중인 가운데,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 가능 시점에 대
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2020년 
11월 6일 기준 전 세계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는 약 58만 명으로,92) 북반
구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10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미국, 독일, 한국, 영국이 3차 확산의 영향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 확산 현상은 추운 날씨와 더불어 올 3/4분기에 각국의 방역
조치가 2/4분기 대비 완화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Amundi 
Asset Management사에 따르면 현재 임상 시험 중인 약 40개의 백신 후
보군 가운데 12개가 승인을 받기 이전 단계에 있으며, 보건 전문가들은 
2021년 초반 또는 늦어도 중순경에는 적어도 하나의 백신이 대량생산 단
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그러나 백신 개발 및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일어나는 바이러
스의 변이,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생산 
후 대량 접종에 이르기까지의 시차 축소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무수히 많
아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따라서 예상과 달리 백신 개발이 내년 
중순까지도 완료되지 못 할 경우 보건 및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1월 10일 현재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텍이 공동 개발 중
인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11월 9일),93) 조기에 백신 승인 및 상용화가 세계 경제 회복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92) https://coronaboard.kr
9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0/2020111001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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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일부 국가의 봉쇄가 시차를 두고 다른 
국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팬데믹화하면서 글로벌 성장이 동반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적, 물적 교류에 국가 간 장벽이 세워지고 
항공 및 해상 운송 축소에 따른 물류비용이 상승하면서 충격이 연쇄화됨
으로써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강도 봉쇄를 
지속하면 경제 충격이 심각해지고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확진
자 수 변동에 따라 봉쇄와 완화를 반복하게 되며, 그 결과 보건 충격이 
경제활동에 따라 내재화되어 백신 개발 등 적절한 의료적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보건경기 변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림 5-15]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단위: %)
(자료: IMF Datamapper)

그러나 이러한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여력이 소진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코로나19 재 확산 시 지난 2/4분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이 가능할지 미지수이며, 결국 세계 경제에 커다란 하방 위험이 상
존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
채 비율은 2019년 대비 20%p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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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 당시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코로나19가 미친 경제 영향
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6]  6개국 정책에 따른 보건 및 경제 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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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도 7,210만 명
의 인구가 확진판정으로 받았고(2020년 12월 14일 기준) 아직도 확산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는 유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러 나라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국
경을 걸어 잠그고, 대내적으로는 여러 정책을 동원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방식과 결과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의료
수준과 공적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음에도 엄청난 숫자의 확
진자와 사망자를 낳고 있으며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유럽은 초기의 확
산을 통제하지 못해 많은 사망자를 남긴 채 아직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
이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발생 초기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점
차 그 숫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체적으로 초기 방
역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현재는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
는 시점이다.  

한국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은 매우 상이하며, 대응방식에 따
른 결과 또한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주요 국가별로 코로나19 대응방식 
및 국가 보건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와 같은 보건성과와 
국가 GDP나 실업자 증가 등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코로나19 백신개발 연구나 치료제 개발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각 나라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지침이나 보건정책을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대응방식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정책을 
비교 및 분석한 연구는 미흡했다. 따라서 대응방식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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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국가 별 경제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통해 나타
난 위기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 대만,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의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찰하고 대응방식이 국가 경제성과에 어떠
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미
국, 독일, 영국, 스웨덴의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보건정책을 고
찰하고, 비교분석하며, 나아가 이러한 대처방식 및 정책에 따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와 같은 보건성과와 국가 GDP나 실업자 증가와 같은 경
제성과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난안전 관리전략은 크게 4가지의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작동되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19 대응방
식을 비교하기 위해 이러한 4가지 패러다임을 분석틀로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명령과 통제의 경성규제”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
다임에 입각하여, 국가는 위험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법, 제도를 
구축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 위계적인 
명령과 통제 하에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으로 기업에 추진되어 왔던 
위험관리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사적위험관리시스템
(Enterprise-wideRisk Management：ERM)이다. ERM은 조직적 차원에
서 자기 통제 및 규제 시스템(self-regul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정부
와 민간을 포함한 잠재적 위험생산자가 스스로 위험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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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패러다임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정부가 민간부문 및 비정부
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패러다임은 개인책임 자유방임 방식으로 위에서 논의한 영역
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체제의 하
위부문 또는 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분산된 
권위와 권력, 참여, 시장제도의 활용, 기존 제도나 조직을 전제로 하기보
다는 제도와 조직에 대한 유연한 접근, 새로운 제도의 설계 가능성에 주
목하는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재난 관리 방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 자유주의 시민사
회와 강성통제 정책(독일, 영국, 미국),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강성 
통제 정책(대만),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와 경성 통제 정책(한국), 개인 
자유주의 시민사회와 개인 자율적 정책(스웨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자유주의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통제와 자유방임 정책으로 대응
한 국가들은(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 기존 평시 정책체계의 특징을 코
로나19 대응 정책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했으며, 정책접근에 다양한 관점
을 포괄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에서 집권형 명령과 통제 대신 전문가 집단의 독립성
을 보장하여 그들의 권고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
고 있다. 의료체계 수급의 평시 특징도 코로나19 대응에 큰 변화 없이 지
속되었는데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정책대상을 한정하고 의료자원을 
최소한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방역체계 수립에 있어 집단면역이론 
정책을 우선하면서 낙관적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으며, WHO 권고사항인 
검사, 추적, 격리,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전통적 검사방식을 도입
하여 체계적인 방역에 미흡했다. 입국관리에 있어서도 주변국들 같이 확
진자 발생 직후 국경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확진자 증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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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폐쇄 및 봉쇄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미 확진자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출입국 관리가 이루어 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행정부 권고방식에 머
물렀으며, 국민들은 반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 혹은 경성통제로 
접근한 국가들은(한국, 대만) 기존 평시 정책 체계를 강화하여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반영했으며, 정책 접근에 의학적, 과학적, 구체적인 관점을 
포괄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정
책을 설계하였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에서 집권형 명령과 통제에 절대적
인 비중을 두고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였다. 의료체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콘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기존의 보건행정기관의 역할 및 기
능 강화를 위한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자원을 
최대한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방역체계 수립에 있어 즉각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체계를 수립하여 
행정부의 주도하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시민들의 행정부 대응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고 행정부 신뢰형성을 위해 매일 소통채널을 운영하였다. 
또한 주변국 대응과 전문가 의견을 중시하면서 관료제식 통제를 가동해 
왔으며, WHO 권고사항인 검사, 추적, 격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에 노력하였다. 입국관리에 
있어서도 주변국들 같이 최초 확진자 발생 직후 국경에 대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국가별 출입국자를 격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행정부 규제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민
들의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소통을 중시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은 능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국가별 코로나19 대응방식이 미치는 경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발병 이후 각국의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1월경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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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후 10월까지 나타난 산업생산율과 소매판매율을 국가별 비교하
였다.

첫째, 산업생산율을 살펴본 결과,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수록 산업
생산의 감소 폭도 적다는 대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대만은 6월부터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산업생산의 개선 움
직임이 확연하다. 그러나 초기 방역에 실패한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국가들의 산업 생산 감소폭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산업생산률 변동이 매우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을 보면, 
한국과 대만만이 0.12%, 6.79%로 (+)의 생산률을 보인 반면에 독일, 영
국, 스웨덴, 미국은 모두 (-) 생산률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대응방식
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태세가 남달랐던 두 나라는 방역 성과와 산업생산
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 공동체적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 혹은 경성통제를 
택한 대만과 한국의 경우는 개인 자유주의 시민사회 기반의 강성통제와 
자유방임 정책을 펼친 국가들에 비해 산업생산률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각국이 취한 봉쇄정책 정도가 코로나19 감염자수 및 사망자 수
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중기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단기적인 경제비용이 발생했으며,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은 산업
생산률이 크게 위축되었다. 

둘째, 소매판매율을 살펴본 결과, 영국(1.07%), 미국(0.88%), 독일
(0.83%)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한국(-0.02%), 대만(0.46%)들의 소매판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19 대응체계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협력적 봉쇄정책이 자국 내 소매판매를 위축시킨 결과로 예상할 수 있으
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정책이 약했던 영국, 독일,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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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방식이 경제효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대

응방식이 경제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교함이 다소 떨어지는 분석이지만, 현 시점에서 차별적인 성과를 확인하
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신속한 방역대책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스스로 실증
한, 팬데믹 경제의 중요한 명제(proposition)는 확산세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인구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몇몇 국가들은 전염병 확산이 늘고 있음에도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느슨한 방역정책을 취하고 있거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역이 최우선 경제정책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조치의 효과는 없다. 

코로나 위기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전 세계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넘었고, 희생자도 73만 명을 넘었다. 여
러 거시경제 전망을 종합하면, 2022년까지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의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방역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상대적 순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효과적인 방역에 성공하여 빠르게 기존의 경제성장 경로로 재진입
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는 항구적인 차이로 굳어질 가능
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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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COVID-19 Pandemics, the world faces unprecedented 
difficulties. Governments are pushing for various efforts and 
mitigation policies to cope with the unprecedented surge in confirmed 
cases and deaths of COVID-19. The spread and long-term 
prevalence of COVID-19 is due to the influence on the global 
economy in addition to public health issues. However, each country's 
response to COVID-19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method 
and out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each 
country's response and health policies to COVID-19 in Korea, 
Taiwan, the U.S., Germany, the U.K., and Sweden, and furth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health and economic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se approaches and policies.

First of all, we analyze the COVID-19 disaster management 
approach. As a result, the types of non-centralized rigidity regulation 
policies(German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based on liberalism 
were classified as cooperative rigidity regulatory policies(Taiwan), 
cooperative community defense and central authority rigidity 
regulations(Korea), free and self-regulatory policies(Sweden). 
Countries that approached liberal-based and laissez-faire 
regulations(Germany,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Sweden) 
maintained almost the sam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peac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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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rameworks in response to COVID-19. In addition, various 
perspectives were reflected in the policy approach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autonomy of individual members of society were 
reflected in the policy design. In addition, policy governance ensures 
the independence of a group of experts instead of a ruling order and 
control, ensuring that policies are enforced with absolute weight on 
their recommendations. The peacetime characteristics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medical system also continued without significant 
changes in COVID-19 response, with policy targets limited in terms 
of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and at least limited medical 
resources. In addition, the preventive networks established policy 
putting priority on herd immunity theory and optimistic response 
systems and to be operational, track, for inspection, tracking, 
isolation, the passive. Traditional approach to keeping systematic 
examination as to deal with insufficient for the prevention of 
epidemics. 

In contrast, countries that approached cooperative community 
quarantine and central authoritative regulations (Korea, Taiwan) 
reinforced existing peacetime policy systems to reflect them in 
COVID-19 response policies, and designed policies that encompass 
medical, scientific, and specific perspectives and maintain minimum 
responsibility and autonomy of individual members of society. In 
addition, policies were implemented with absolute emphasis on 
governing orders and controls in policy governance. 

Next, to look 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ountry'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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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s,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retail sales rates were 
compared by country from January to October, when the country's 
quarantine systems began to operate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First, the analysis of industrial production rates shows that the 
more effective the prevention is, the less the decrease in industrial 
production is. South Korea and Taiwan, which succeeded in 
preventing the disease in the early stages, have decreased since 
June, and there is a clear movement to improve industrial production. 
However, industrial production declines in the U.S., Germany, the 
U.K., and Swedish countries, which failed to prevent the initial 
quarantine, are decreasing, but industrial production fluctuations are 
very unstable. These results mean that Taiwan and Korea, which 
have chosen community-cooperative rigidity regulations or 
community-cooperative rigidity regulations, have a difference in 
industrial production rates compared to countries that have chosen 
optimistic rigidity regulations and free-for-restraint self-regulation.

Second, the retail sales rate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the 
UK(1.07%), the United States(0.88%) and Germany(0.83%), while 
the retail sales rate of Korea(-0.02%) and Taiwan(0.46%) were 
relatively low. This can be expected as a result of social distancing 
and cooperative containment policies in the COVID-19 response 
system, and retail sale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ere social distance and containment policies were 
relatively weak, were high. Looking at the impact of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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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on economic effects, we found that the national response 
method had a discriminatory effect on the economy as well. 

Through further analysis, the global economy is unlikely to 
re-enter the pre-COVID-19 growth trajectory by 2022. This means 
that the relative ranking of the global economy could change 
significantly in the mid-term to long-term depending on quarantine 
performance.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that succeed in 
effective quarantine and quickly re-enter the existing economic 
growth path and those that do not means that they are likely to 
become permanent dif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