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에 따른 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 간 관계
Ⅰ. 검토배경
Ⅱ. 방역과 경제적 비용 관련 논의
Ⅲ. 우리나라 방역정책 현황 및 관련 이슈
Ⅳ. 방역과 경제의 조화로운 운영방안
Ⅴ. 맺음말
박경훈
한국은행 조사국
전망모형팀 차장
Tel. 02-759-4137
pkhoon@bok.or.kr
지정구
한국은행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
Tel. 02-759-4185
chunggu.chee@bok.or.kr
이종웅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
Tel. 02-759-4215
jw.lee@bok.or.kr
장준호
한국은행 조사국
전망모형팀 조사역
Tel. 02-759-4278
wwgjjh120@bok.or.kr

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글로벌 경제에 전례없
는 충격을 초래하였다. 국내에서도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과 경제 간의 상충관계
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
재발에 대비하여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방역·봉쇄조치는 의료시설 수용범위 내에서
감염병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의료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코로나19가 지
속되면서 방역·봉쇄조치가 경제적 활동을 상당 기간 제약함에 따라 방
역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는 ‘사회후생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고강도 의료적 방역 시행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확진자
증가 억제 수준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연말경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접종이 개시되었
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로도 누적과 경제적 부담, 백신도입에 따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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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완 등으로 자발적 방역이 약화되면서 방역의 유효성이 저하될 가능
성도 제기되고 있다. 계량적 분석 결과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행정
적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방역참여 정도에도 크게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동량을 조절해 왔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의료적·행정적 방역체
계를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협력과
자발적 방역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백신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 등의 사례에 대해 실증분
석한 결과 백신접종과 함께 심리적 이완에 따라 이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역시 백신접종
이후 이동성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집단면역이 형
성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쓰기 등 자발
적 방역을 지속하는 등 백신과 방역을 병행함으로써 백신접종으로 인한
심리적 이완효과를 차단하여 추가적인 확산 위험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 발생시 방역이 곧 경제의 기초여건이라는 관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일관된 방역조치
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관된 방역조치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피
해가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조치를 느슨하게 할 경우보다는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확산모형(SIRDSGE 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초기에 방역강도가 높더라도 확진자수를
충분히 낮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향후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배병호 거시모형부장, 이주용 전망모형팀장, 이영재 모형연
구팀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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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b) OECD 회원국

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글로
벌 경제에 전례없는 충격을 초래하였다. 국내에서도
3차에 걸친 재확산을 거치면서 가계와 기업 전반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임
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부문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
는 상황이다.
금번 위기의 본질이 감염병에서 비롯된 만큼 방역이

자료: OECD, OWID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
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재개도 중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

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방역 완화는 단기적

에서 발생하는 방역과 경제활동 간의 상충관계(lives

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확산세 확대

vs. economy trade-off)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시에는 오히려 경기 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나라의 방역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위기 재발에 대비하여 방역과 경제 간 상충관계를 최

국가별 사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와

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경제성장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충관계 최소화 관점에서 본고는 자발적 방역의 중

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방역이 경제성장의 기반이

요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백신접종에 따른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리적 이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방역
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사망률
        (a) 주요국

자료: IMF, OWID(Our World i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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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중장기시계에서 방역의 일관성이 가져오는 효과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Ⅱ. 방역과 경제적 비용 관련 논의

또한 최적 방역수준은 동태적 특성상 경제적 한계
비용과 국민건강의 한계편익의 변화에 따라 높은 수

1. 단기적 시계의 상충관계

준과 낮은 수준을 오가며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개별국가의 경제 여건, 의료·보건 인프라 등을 고려

(사회후생 측면의 상충관계 논의)

해 방역 및 봉쇄조치의 지속기간과 강도를 결정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방역·봉쇄조치는 의료시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Ornelas,

수용범위 내에서 감염병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의료

2020).

문제로 인식되었다(Baldwin·Weder di Mauro,

한편 팬데믹 초기 정책당국이 경제적 활동에 중

2020).1)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봉쇄

점을 두고 방역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경우 경

조치가 경제적 활동을 상당 기간 제약함에 따라 단기

제활동과 방역(코로나19 확산) 간 상충관계가 악

적 시계에서 방역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는 ‘사회후생

화되면서 사회후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Gans,

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20). 이는 팬데믹 초기 대응정책이 방역활동에 보

이러한 측면에서 최적의 방역수준은 방역강도 변화

다 비중을 두고 선택가능영역(생산가능경계, PPF:

에 따른 경제적 한계비용과 국민건강의 한계편익을 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을 확장하는 방

려해 사회후생손실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결정할 필

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Assenza et al.,
2020; Gonzalez-Eiras·Niepelt, 2020).

<그림 3>              경제활동 유지에 따른 후생감소

<그림 2>   단기적 시계의 방역수준에 따른 경제 및 건강 손·편익

1) 이와 함께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막대해 경제적 비용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견해도 다수 제기되었다(IGM 리서치센터(시카고大)가 Acemoglu, Hall, Shimer 등 44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20.3.27일; 김태경·장희창·정선영(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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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관계 완화 방안 논의)

다음으로, 일률적인 봉쇄조치보다 특정 부문에 강

경제의 선택가능영역(생산가능경계, PPF)을 확장

화된 선별적(targeted) 방역·봉쇄조치를 병행할 때

하여 방역과 경제 간 상충관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후생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

선 의료·보건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된다. 진단검사

려져 있다. 예를 들어, 산업 특성상 감염병 전파 위험

확대, 확진자 동선추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파경

도가 높은 특정 영역에 대해 봉쇄조치를 강화하는 방

로의 효율적 차단이 가능해지고, 충분한 공공 의료인

안이 추진될 수 있다(Assenza et al ., 2020). 이

력 및 중환자실 확보로 치료 역량이 높아지게 되면,

경우 산업별 보호 필요 부문(금융, 약품, 연구, 온라

봉쇄조치로 인한 국민건강 편익이 증가하면서 봉쇄

인 서비스 등), 제한 필요 부문(여가, 음식, 여행 등),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Xiao, 2020; 김

신중한 관리 필요 부문(식료품, 보건, 교육, 필수 여

태경·장희창·정선영, 2020; Prettner et al .,

행 등), 제한·보호 불필요 부문(재택활동 등)으로

2021).2)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김태경·장희창·정선영,
2020).

<그림 4>             효율적 방역조치에 따른 후생증대

또한 연령별 감염 및 중증화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
별적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 단일한 방역조치보다
더 효과적이다(Acemoglu et al ., 2020).
다만, 선별적 방역조치의 결과로 취약계층(직업·
소득별)이 더욱 큰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게 됨에 따
라 선별적 지원(targeted policies)도 병행할 필요
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등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에 있는 계층이나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
는 계층은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은
반면, 대면 거래 등 경직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층의
경우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Kaplan et

al ., 2020; Royal Society DELVE Initiative,
2020).

2) 대
 부분의 의료·보건 인프라가 단기간에 신속하게 확충되기는 어려우나,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일부 항목은 단기간에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Prettner et
al.(2021) 역시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대규모 진단검사와 유증상자 격리 기반 확충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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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시계의 보완관계

<그림 5>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1)별 감염률

앞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및 보건시스템 등 의료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방역에 따른 국민건강 편익
과 경제적 효용 간 상충관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
이다. 의료적 방역체계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출도 경제활동의 하부구조인 사회간접자본
(infrastructure) 투자의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재
난·질병 관련 충격의 완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

주: 1) α
 =0.001은 낮은 수준의 강도, α=0.005는 높은 수준의 강도
자료: Getachew(2020)

상된다.
최근 연구에서도 의료적 방역체계 구축은 중기적으

<그림 6>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1)별 사회후생(welfare)손실

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Attar·Tekin-Koru, 2020; Hale

et al ., 2020; Aum et al ., 2020).
한편 사회후생 측면의 연구결과에서는 강화된 사회
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중장기
(1~2년 시계)에서의 후생손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Getachew, 2020). 단기적으
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규모 일자
리가 사라지고 근로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방역과 경

주: 1) α
 =0.001은 낮은 수준의 강도, α=0.005는 높은 수준의 강도
자료: Getachew(2020)

제적 효과 간의 상충관계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는 방역이 안정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유지 효과를 가
져오며 후생손실을 상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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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방역정책 현황 및 관련 이슈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9.21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1. 방역정책 현황

완화되었다(⑥).4) 10.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조정(수도권에는 일부 2단계 조

(내용 및 실시배경)

치 지속)하여 약 한 달 넘게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상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수준에 따라 방역조치 강

황에서 10월 하순경에 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고

도를 조정하면서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해 왔다.

11월 중순에는 2에 근접하게 되었다(⑦).

1차 확산기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급격한 확산세에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1.5단계(11.19일) → 2

대응하여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①: 1차 확

단계(11.24일)로 방역조치 강도를 빠르게 상향시켰

산기 대응). 1차 확산이 억제된 이후에도 전세계 확

다(⑧: 3차 확산기 대응).

산세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의 강도를 추가로 강화

이러한 방역조치 강화로 12월에 접어들어 재생산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생산지수는 낮은 상태를 유지

지수의 상승세가 꺾이긴 하였으나, 이미 잔존확진자

하였다(②: 재생산지수 Rn=0 수준).3)

수가 5천명을 넘어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일 신규

이후 재생산지수가 1 근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방

확진자수는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그림 8>참조).5)

역조치의 강도를 완화하였으나(③, ④) 8월중 수도권

이에 대응하여 수도권의 경우 방역조치를 2+α단계

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재확산이 발생하면서 강화된 사

(12.1일)에서 2.5단계(12.8일)로 강화하고 크리스

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⑤: 2차 확산기 대응).
<그림 8>          재생산지수1)와 잔존확진자수2) 관계
<그림 7>           코로나19 전파력(재생산지수, Rn)1)에
                                    따른 방역조치강도2)

주: 1) 일별(daily frequency)모형으로 추출한 재생산지수
2) 잔존확진자는 현재 양성으로 확진되고 아직 완치되지 않은 환자를 의미
자료: Worldometer, 자체 시산
주: 1) 일별(daily frequency)모형으로 추출한 재생산지수
2) 방역조치강도는 Goldman Sachs의 ELI(effective lockdown index)
를 사용
자료: Goldman Sachs, 자체 시산

3) 재
 생산지수는 감염병의 전파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재생산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감염병 전파력이 강하여 ‘감염속도’가 ‘회복속도’ 보다 빠른 상태(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반대로 1보다 작으면 감염병이 진정됨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1> “감염병 확산 모형과 재생산지수”를 참조하기 바란다.
4) 다만 동 기간 중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9.28~10.11일)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5) 잔
 존확진자수는 일종의 베이스 개념으로서, 같은 재생산지수(감염병의 전파력)라 할지라도 잔존확진자수가 클 경우 신규확진자수도 크게 급증한다. 예를 들어, 회복율( )이 0.04,
재생산지수( )가 1.1인 상황에서, 잔존확진자수( )가 100명인 경우에는 신규확진자수는 4.4명(100×1.1×0.04
)이나, 잔존확진자수( )가 10,000명인 경우에
는 신규확진자수는 4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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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와 설날을 전후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포함한

수가 일평균 100명 이내로 안정되기까지 각각 약 40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까지 시행하였다(⑨).

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이에 따라 재생산지수는 1월 중순부터 다시 1 미만

안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차 확산이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존확

시작된 이후 신규확진자수가 1천명대까지 높아졌다

진자 규모가 여전히 커서 신규확진자수가 완전히 감

가 금년 3월 현재 여전히 3~4백명대의 수준을 보이

소세로 접어들지 못한 채 4백명 전후대로 정체기를

고 있어 재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수준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

<표 2>                    코로나19 국내 확산기1) 비교

계로 완화(2.15일)하고 현재(3월말)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⑩).

<표 1>           3차 확산기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자

단계

20.11.19

수도권 1.5단계

11.24

수도권 2단계

12. 1

수도권 2+α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2. 8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2.24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

21. 1. 4

기존 조치 2주간 연장

신규확진자수 최고치
(일별 기준)
(7일 평균 기준)

구분

기간

1차

20.2.20일
~3.31일

813명
(20.2.28일)

623명
(20.3.3일)

2차

20.8.13일
~9.18일

441명
(20.8.26일)

344명
(20.8.27일)

3차

10.27일~

1,237명
(20.12.24일)

1,047명
(20.12.25일)

주: 1)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100명 이상인 날짜 기준
자료: OWID

이와 같은 연이은 재확산은 코로나19의 낮은 치사
율에 대한 학습효과, 장기간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도

1.18

기존 조치 2주간 재연장

2. 1

기존 조치 2주간 재연장

2.15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산기 이후 각각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2.26

기존 조치 2주간(~3.14까지) 연장

보인다. 최근 들어 3차 확산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3.12

기존 조치 2주간(~3.28까지) 재연장

주: 1) 5인 이상 집합금지 포함
자료: 질병관리청

등으로 인하여 소매·여가 관련 이동량이 1, 2차 확

방역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증가 및 백신접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동량이 크게 늘
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방역조치의 성과)

1차 확산기가 대체로 국지적인 양상을 보인 것과

우리나라의 방역조치는 신규확진자수 측면에서 주

달리 2~3차 확산기는 전국적인 데다 수도권을 중심

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여 왔다.

으로 한 인구밀집 지역으로의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

확산기간 측면에서는 1, 2차 확산기에 신규확진자

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6) 2~3차 확산기중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에 따른 재택근무 비중 증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용 이동 선호 확대 등 대중교통 이동성 지표 하락요인이 작용한 점도 감안하여 비교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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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내 확진자수1)와 이동제한지수2)

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정
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 금번 팬데믹 위기중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시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1차 확산기에는 대외활동 제약, 소비심리 위축 등
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위축되다 2/4분기 들어 사
주: 1) 음영은 일일 신규확진자수 100명 이상
2) Effective Lockdown Index 7일 이동평균
자료: OWID, Goldman Sachs

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지원책 등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재화-서비스 소비 간 회복 속도는 상
이한 모습을 보였다. 2차 확산기인 8월 중순 이후 외

<그림 10>                     구글 이동성 지표1)2)

부활동 자제,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학습효과로
인해 감소폭은 1차 확산기에 비해 작은 것으로 추정
된다. 3차 확산기에는 2차 확산기 이후 소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재확산이 이어진 데다, 전국
적인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등 거리두기 강화로 대
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 1) 구글

위치정보 이용, 특정장소 방문 횟수, 체류 시간을 코로나 직전
(baseline, 20.1.3~2.6일)과 비교
2) 7일 이동평균
자료: Google Mobility

<그림 11>                     민간소비 추이 비교1)

(방역의 경제적 비용)7)
이러한 방역은 보건적 측면에서 사회후생을 증대시
키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비용
을 수반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방역조치의 시행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
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소득과 소비가 크게 감소
주: 1) 외환위기 97.3/4분기, 금융위기 08.3/4분기, 코로나19 위기 19.
4/4분기 100 기준
자료: 한국은행

7) 동
 비용 평가에서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방역조치 실시에 따른 영향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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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취업자수는 전년

(생산) 제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서비

대비 22만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중

스업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취업자수 감소폭(-9만명, 2009년중)보다 상당폭 확

입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되었다. 이중 제조업은 5만명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부진을 지속하였다.

업은 21만명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8)
가 제조업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충격의 영

<그림 13>                  대면서비스업1) 생산지수2)

향을 크게 받은 서비스업을 통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재택가능 일자리 비중이
낮은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박창현·유민정, 2020). 서비스업 중
숙박음식점업(-16만명), 도소매업(-16만명)의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 1) 운송,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2) 금융위기 08.3/4분기, 코로나19 위기 19.4/4분기 100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12>                   취업자수 변화 기여도

(재정지원)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
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고
용안정지원금, 피해지역 특별지원 등으로 방역에 따
른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의료적 방역을 위한 재
정지원도 병행하였다. 금년에도 1차 추경예산안 편
성을 준비중에 있다.
자료: 통계청

8) 취업유발계수는 국산품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취업유발계수
(2018년 기준, 명/10억원)

서비스업
13.7

대면서비스업
15.6

비대면서비스업
10.6

제조업
7.8

전산업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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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정책 관련 이슈

의료시설 활용,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을 통한 원활한
마스크 보급 등도 확진자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

정부의 고강도 의료적 방역 시행에 힘입어 우리나

다. 이에 따라 전면적 봉쇄조치(lockdown) 없이 사

라의 확진자 증가 억제 수준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

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의료적 방역수준

낮은 수준의 신규확진자수를 보이고 있다.

이 높은 데다 기존 SARS(2003년), MERS(2015

그러나 팬데믹 종료가 지연되면서 방역조치 및 이

년) 등을 겪으면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데 주로 기

에 따른 경제적 피로도 누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면서

인한다. 또한 진단검사 키트 상용화, 보건소 등 관련

지속 가능한 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방역수칙 위반 등 자발

<그림 14>                       의료적 방역의 강도1)

적 방역 약화로 행정적 방역(social distancing,
lockdown 등)의 유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자발적 방역 약화로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
가할 경우 행정적 방역이 추가적으로 강화되어야 하
며 이는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수반한다. 아울러
감염자수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량 폭증, 환자수 대
비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적 방역의 과부하가

주: 1) 100에

가까울수록 의료적 방역의 강도가 높음
자료: Oxford CGRT를 이용한 자체 시산

동반될 경우 그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림 16>               방역기능의 분류와 작용1)
1)

<그림 15>                      행정적 방역의 강도

감염병  방역

행정적 방역

주: 1)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체 작성
주: 1) 100에 가까울수록 행정적 방역의 강도가 높음
자료: Oxford CGRT를 이용한 자체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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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의료적·행정적 방역체계

<그림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

위반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y)9)를 해소시키는

동량을 조절해 온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

것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는 가운

보면 2차 확산 전까지는 이동량의 감소폭이 적정 수

데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일부 경제주체들은 개개인의

준에 일부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10), 2차 확산

방역수칙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총비용(경제

기 이후부터는 적정 수준의 이동량 감소에 추가하여

적·의료적 손실)을 내부화(internalize)하지 않는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동량을 줄인 것으로 나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 방역의 이완 가

타났다. 2차 확산 전까지 이동량이 적정 수준보다 다

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으로 이

소 높았던 것은 첫째, 코로나19가 국지적으로 발생

어지면서 행정적 방역 강화 및 의료적 방역체계 과부

하여 전국적인 이동량 감소가 많지 않았고, 둘째, 코

화를 야기할 수 있다.

로나19 발생 후 변경된 생활패턴에 대한 적응이 미흡

계량적 분석 결과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행정

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

적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방역참여

나 2차 확산부터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

정도에도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자발

는 가운데, 일상 주변의 소규모 다발적 전파가 늘어

적 방역참여가 높을수록 행정적 방역의 강도가 완화

남에 따라 국민들이 감염 가능성 축소를 위해 보다

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동량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동량을 줄이는 생활패턴에 점점 익숙해진 것

<그림 17>                       국민 이동량 분해1)2)

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차와 3차 확산
기 중 추가(적극)적 이동량 감소는 확진자 증가세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7,
18> C영역).
그러나 최근 들어 이동량이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방역수칙의 준수 등 자발적 방역이 약화되고 있

주: 1) 소매·여가 이동량과 대중교통 이동량의 평균
2)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분석
자료: Google Mobility

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염
의 확산이 다시 크게 증가하여, 행정방역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9) 타인을 감염시키는 감염 외부성과 의료 수용능력을 포화상태에 이르게 하는 의료 수용능력 외부성이 야기될 수 있다.
10) 이동량 분해 결과 양(+)의 이동량 충격이 발생한 경우 적정 수준보다 많은 이동량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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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잔존확진자수 증가율 분해1)

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
실률은 7.4%에 달하고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삼일·이상아, 2021).

Ⅳ. 방역과 경제의 조화로운 운영방안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할수록 방역의 강도와 경
주: 1)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분석
자료: Worldometer

제활동 재개 간 접점을 찾으면서 방역정책을 지속가
능하도록 운용할 필요성도 커진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행정

단기적으로는 먼저 직업별 근무환경, 연령층, 산업

적 방역이 ‘강화-완화’를 반복하며 지속됨에 따라 취

부문 등에 따라 방역조치의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다

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확대, 소득분배 악화 등도 간

는 점을 감안하여 선별적 조치(targeted policies)

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방역조치가 장기화 될

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의 이질성(예: 재무

경우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고용불안으로 소득

건전성 차이)에 따라 충격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이 감소하면서 분배적 측면의 불평등이 유발될 가능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 현시

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

점에서는 코로나 충격에 대한 부문별 피해가 어느 정

될 경우 취업자 3명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

도 식별되기 때문에 코로나 충격에 직접적 영향을 받

려울 것으로 분석된다(오삼일·이상아, 2020). 특

는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 대책이 가능할 것으

히 노동수요 충격이 누적될 경우 노동공급이 회복되

로 보인다(Blanchard, 2020).

더라도 고용개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박창현·유

다음으로 행정적 방역은 경제적 손실이 필연적으로

민정, 2020). 또한 노동수요 충격의 장기화는 제조

수반되므로 자발적 방역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

업 등으로의 충격 파급, 이력현상 등 노동시장의 구

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적·행정적 방역체계의

조적 문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코로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협력과 자

나19 이후 고용 재조정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

발적 방역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오삼일·이

이를 위해 행정적 방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

상아, 2020).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그

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건적·경제적 비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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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여 자발적 방
역 태도를 고취하여야 한다.11) 공중방역에 대한 사회

<그림 19>            백신접종 효과의 직·간접 경로

적 한계비용보다 개인의 위생관리에 대한 한계비용이
낮은 상황에서, 개인은 방역지침을 준수할 유인이 적
기 때문에 자발적 방역의 이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
다. 그러나 개인들이 방역조치의 가치(health)가 크
다고 평가할 경우 방역에 보다 협조적이고 방역의 효

New Inf
(신규
확진자수)
R
(재생산지수)

ELI
(봉쇄지수)
M
(이동성지수)
V
(백신접종)

과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의 유포는 또 다른 정보의 피해(infodemic)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만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백신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
엘12) 사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백신접종 초기에는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월말 백신접종이 시작되었

신규확진자수가 늘어나는 확산기와 맞물려 봉쇄조치

지만 집단면역이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마스크 쓰기

가 병행됨에 따라 이동성 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최근

등 자발적 방역 협력을 유지하면서 의료적 방역과 행

에는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이

정적 방역을 조합하는 것이 경제적 기회비용을 최소

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백신접종의 영향은 ① 심리적 이완 → 이동량 증가

<그림 20>        이스라엘 구글이동성 지수1)와 백신접종

→ 신규확진자 증가의 심리적(간접) 경로와 ② 면역
력 증가와 전파력 약화로 신규확진자수를 감소시키
는 병리학적(직접) 경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주: 1) 소매·여가 이동량, 코로나19 직전(baseline) 대비(%)
자료: OWID(3.15일 기준), Google Mobility Index(3.13일 기준)

11)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Hargreaves Heap et al., 2020).
12) 이스라엘은 지난해 12.19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금년 3.15일 현재 100명당 접종자수가 약 60명, 1~2차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수는 100명당 약 5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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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백신접종이 이동성과 신규확진자수 및

SVAR(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종

재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13) 백신접

합적인 반응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이스라엘은 백신접

종은 집단면역 달성 이전에 심리적 이완(안심)으로 이

종 이후 심리적 경로에 의해 이동성이 상승하여 감염

14)

동성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함께

심리적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 이스라엘은 백신접종

시차를 두고 점차 면역력이 형성되면서 병리학적 경로

1%p 증가시 이동성지수가 0.07%p 상승하는 것으로

가 작동하여 전체적으로 신규확진자수가 감소하는 효

나타났다.15)

과가 나타났다.

<표 6>              이스라엘 백신접종의 심리적 경로

<그림 21>           이스라엘의 백신접종 충격에 대한 반응1)
               이동성지수 반응(일별)  

이동성지수(잔차)3)4)5)
봉쇄지수(%,잔차)1)3)
백신(%, 잔차)2)3)

-0.012

(0.035)

0.073** (0.026)

주: 1) 봉쇄지수
신규확진자수
의 잔차
2) 백신
신규확진자수
의 잔차
3) 7일 이동평균
4) 이동성지수
봉쇄지수(잔차)
신규확진자수
5) ( )내는 표준오차,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의 잔차

한편 병리학적 경로로서 백신접종 1%p 증가시 이스
라엘의 재생산지수는 0.0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
(일)

타나 병리학적 경로가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규확진자수 반응(일별)
<표 7>             이스라엘 백신접종의 병리학적 경로
재생산지수(R)3)4)
이동성지수(%, 잔차Ⅱ)1)3)
백신(%, 잔차)2)3)

0.007*** (0.002)
-0.005*** (0.001)

주: 1) 이동성지수

신규확진자수
봉쇄지수(잔차)
백신(잔차)
의 잔차
2) 백신
신규확진자수
의 잔차
3) 7일 이동평균
4) ( )내는 표준오차,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일)
주: 1) 2020.12.20~2021.3.13일 자료 기준, 점선은 95% 신뢰구간

1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2> “백신접종이 확진자수 및 재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다
 만,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고 백신접종의 효과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의 효과가 단기에 선형적이라고 가정한 본 분석결과에는 상
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5) 영
 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1%p 증가시 심리적 이완 효과에 따라 이동성지수가 0.20%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지난해 12.13일부터 백신접종을 시
작하여 금년 3.14일 현재 100명당 접종자수가 약 36명, 1~2차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수는 100명당 약 2.4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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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향후 코로나19 전개상황 예측 및 사회적

감염병 확산모형(SIR-DSGE 모형) 분석 결과20)에

거리두기 조정시 백신접종의 병리학적 효과뿐만 아니

서도 방역강도가 일부 높더라도 초기에 확진자수를 충

라 심리적 이완 효과에 의한 이동량 증대의 영향도 함

분히 낮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향후 GDP 손

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신접종이 시

실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영국16)처럼 심리적 이완 효

<그림 22>와 <그림 23>은 행정방역 강도별 재생산

과에 의해 자발적 방역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수와 확진자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시나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

리오2]는 행정방역 수준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

정도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백신접

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반면 [시나리오1]은 방역당국

종과 더불어 자발적인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미

이 초기(4~6개월차)에 행정방역의 강도를 높여서 재

국의 사례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질병통

생산지수를 충분히 낮춘 다음, 이후에 방역의 강도를

제센터(CDC)는 백신접종 완료자(fully vaccinated

[시나리오2]와 평균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people)에 대해서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

서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황을 나타낸다. [시나리

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오1]의 방역강도 변화폭은 [시나리오2]보다 작게 설정

두기에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7) 이에 따라 미국

하였다.

은 백신접종 1%p 증가시 이스라엘이나 영국과 달리
이동성지수가 0.2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우리나라도 백신접종과 함께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

<그림 22>                    방역강도 시나리오
    

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자발적 방역이 병행
되어야 백신접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 발생시 방역이 곧 경제의
기초여건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
려하면서 초기부터 일관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방역조치를 일관되게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는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방역
조치를 느슨하게 할 경우19)보다는 지속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6) 최근 영국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Bernal et al.(2021)의 연구결과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접종후 첫 9일간 심리적 이완에 의해 양성 가능성이 높
게 나왔다. 이는 10일 이상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13일부터는 백신으로 인한 감염 예
방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CDC (2021.3.8) “Interim Public Health Recommendations for Fully Vaccinated Peopl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
fully-vaccinated-guidance.html
18) 다만 이는 접종률이 낮은 단계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향후 심리적 이완이 확대되면서 자발적 방역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부활절 연휴, 텍사스주 및 미시시피주
등의 마스크 의무착용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심리적 이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19) 스웨덴의 경우 강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초기에는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점차 경제적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Bricco et al., IMF, 2020).
20) 지정구·배의환(2020),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조사통계월보, 2020.6월호)에서 사용된 SIR –DSGE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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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확진자수가 약 7천5백명 수준인 상태에서 초기

Ⅴ. 맺음말

에 방역강화를 통해 재생산지수를 충분히 낮추는 경
우([시나리오1])의 평균 확진자수는 그렇지 않은 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우([시나리오2])의 1/3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타났다. [시나리오2]의 경우 평균 잔존확진자수가 약

작용하고 있다. 금번 위기의 본질이 감염병에서 비롯

1.2만명임에 반해, [시나리오1]의 경우는 약 4천명

된 만큼 방역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이 과정에서

수준이다. 또한 [시나리오1]의 방역강도 변화의 폭이

도 방역과 경제 간의 최적조합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작음에 따라 확진자수의 변화폭도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시계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

중장기 시계에서 방역강화는 경제와 상충관계를 보

이기 위해 방역강도를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제

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

및 국민건강 측면에서 오히려 열등한 후생 상태에 진

역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21)

방역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방역과 경제 간의 상충관

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 주력하여야 한다.
<그림 23>                        잔존확진자수

방역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경제활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방역수준을 확대하면서 행정방역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방역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
시에 방역조치 이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명확히 인
식시킬 필요가 있다. 자발적 방역의 약화로 감염자수
가 증가할 경우 행정적 방역이 강화되어 추가적인 경
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적 방역의
과부하가 동반될 경우 그 손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향후 유사한 팬데믹 재발에 대비하여 원격(재
택)근무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
도록 점진적으로 구조변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

21) 1
 년차에는 [시나리오1]의 경우 초기 방역조치 강화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른 플러스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시나리오2]와
유사한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2년차에는 두 시나리오의 방역강도는 유사하지만 [시나리오1]의 확진자수 규모가 작아 [시나리오1]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확진자
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위축이 덜 심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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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산업·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취약부문의 고용안전
망 구축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공공 의료·보건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적 방역체계는 중장기적 시
계에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일부이다.
따라서 긴 시계에서 향후의 보건의료적 위기에 대비하
기 위한 의료시설 확충 및 인력 유지에 보다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2월말 백신 접종이 개시된 가운데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자발적 방역 협력을 유지하
면서 고강도의 의료적 방역을 조합하는 것이 경제적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 주요국 사례를 통
해 볼 때 백신접종 이후에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상당기간 동안 자발적 방역을 지속할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심리적 이완효과를 차단함으로
써 추가적인 확산 위험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방역’과 ‘경제’는 양자 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은 경제활동의 기초여건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강도
높은 자발적 방역참여와 중장기적인 의료 인프라 확대
가 향후 유사한 팬데믹 시기의 감염확산 억제와 지속
가능한 경제활력 유지에 필수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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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감염병 확산 모형(SIR 모형)과 재생산지수22)
SIR 모형에서 인구는 다음의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첫째 집단은 감염대상군(susceptible, S)으로 아직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감염대상자를 의미한다. 둘째는 감염군(infected, I)으로 현재 감염되어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셋째는 회복군(recovered, R)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치료된 사람을 의미한다.
편의상 사망자는 회복군에 포함시켰으며, 회복군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감염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
다. 아래 그림은 세 집단 간의 인구이동을 보여준다.
SIR 모형의 개요1)

주: 1)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감염에 따른 사망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회복군(R)에 포함
2) 감염병 초기 단계에는 S(감염대상군)와 N(인구)의 크기가 비슷하여 로 표기 가능

감염대상군(S)은 일정기간 발생하는 감염자수 만큼 감소하는 반면 회복군(R)은 감염에서 치료되는 사람의 수
만큼 증가한다. 감염군(I)은 감염자수 만큼 증가하고, 치료되는 사람의 수 만큼 감소하는 동학을 보인다.
는 감염속도를 결정짓는 모수로 작용한다.

와

는 확산(감염)속도를 결정하는 모수로서 감염자 한 사람이 단위

기간당 타인과 접촉하여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비율을 의미한다.23) 다만, 총 접촉자 중에서 감염대상자의 비율
이

이므로,

명이 감염자 한 명으로부터 감염되고, 집단에서는 총

명의 신규감염자가 발생한다.

는 회복율을 나타내며 기간당 총

명이 감염병으로부터 회복된다.

감염병의 확산 여부는

중에 어느 것이 크냐에 달려있다. 전자가 크면 감염병은 확산되고, 후자가

와

크면 감염병은 진정된다. 이 양자의 비율

을 유효 재생산지수(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

라고 부른다.24) 재생산지수가 1보다 크면 ‘감염속도’가 ‘회복속도’ 보다 빨라 감염병이 확산되고, 1보다 작으면
감염병이 진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잔존확진자수가 작을 경우 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해도 신규확진자수가 작
지만, 잔존확진자수가 큰 상태에서는 1을 조금만 넘어도 신규확진자가 크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회복율( )이
0.04, 재생산지수( )가 1.1인 상황에서, 잔존확진자수( )가 100명인 경우에는 신규확진자수는 4.4명(100×
1.1×0.04=

)이나, 잔존확진자수( )가 10,000명인 경우에는 신규확진자수는 440명이다.

22) 지
 정구·배의환(2020),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조사통계월보, 2020.6월호)내의 SIR모형 설명을 재기술하였다.
23) 는 확산(감염)속도를 결정하는 모수로서 이동제한조치가 시행되거나 백신이 보급될 경우 낮아지며, 는 감소(회복)속도를 결정하며
는 감염자의 평균 회복기간을 의미한다.
24) 감염병 초기 단계에서는 S와 N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재생산지수는
가 되고 이를 기본 재생산지수(basic reproduction number,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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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백신접종이 확진자수 및 재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case study)
백신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미국 사례를 통해 백신접종이 이동성과 신규확진자수 및 재생
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고 백신접종의 효과가 비선형적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의 효과가 단기에 선형적이라고 가정한 본 분석결과에는 상당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백신의 작용경로)
백신접종의 효과를 ① 심리적 이완 → 이동량 증가 → 신규확진자 증가의 심리적(간접)경로와 ② 면역력 증가
와 전파력 약화로 신규확진자수를 감소시키는 병리학적(직접)경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
을 통해 백신접종 증가의 개별 경로별 효과를 평가한 후 SVAR(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백신접종
의 충격반응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았다.
(현황)
이스라엘은 지난해 12.19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금년 3.15일 현재 100명당 접종자수가 약 60명,
1~2차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수는 100명당 약 50명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해 12.20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
여 금년 3.15일 현재 100명당 접종자수가 약 21명, 1~2차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수는 100명당 약 11명 수준
이다. 두 나라 모두 백신접종 초기에는 신규확진자수가 늘어나는 확산기와 맞물려 봉쇄조치가 병행됨에 따라 이
동성 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봉쇄조치를 완화면서 이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신규확진자수와 봉쇄지수

이스라엘 구글이동성 지수1)와 백신접종

주: 1) 소비·여가 이동량, 코로나19 직전 대비(%)
자료: OWID(3.15일 기준), Google Mobility Index(3.13일 기준)

미국 신규확진자수와 봉쇄지수

미국 구글이동성 지수1)와 백신접종

주: 1) 소비·여가 이동량, 코로나19 직전 대비(%)
자료: OWID(3.15일 기준), Google Mobility Index(3.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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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OLS 분석 결과: 2020.2.20~2021.3.15일 기준]

(심리적 경로) 심리적 경로는 신규확진자수 증가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이동감소 및 이동제한조치 강화
로 인한 이동감소를 통제(잔차를 통해 reverse causality 제거)한 이후 이동성지수의 잔차(종속변수)를 백신접
종자수(설명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이스라엘과 미국은 백신접종에 따른 이동성에 차이를 보였다. 이스라엘은 백신접종 1%p 증가시
이동성지수가 0.0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반면 미국은 백신접종 1%p 증가시 이스라엘이나 영국과
달리 이동성지수가 0.2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스라엘과 영국의 경우 심리적 이완 효과가 나
타나 이동량이 늘어난 반면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 면역형성까지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백신접종 완료자(fully vaccinated people)에 대해서 일
부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의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26)27)

(병리학적 경로) 병리학적 경로를 식별하기 위해 ‘백신접종 → 심리적 경로 → 이동량 증가 → 신규확진자 증가
(재생산지수 상승)’의 간접경로를 통제한 이후 재생산지수(종속변수)를 백신접종자수(설명변수)에 대해 회귀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백신접종 1%p 증가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재생산지수는 각각 0.005%p, 0.0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병리학적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28)
백신접종의 심리적 경로
3)4)5)

이동성지수(잔차)
[이스라엘]
봉쇄지수(%,잔차)1)3)
백신(%, 잔차)2)3)

-0.012

(0.035)

0.073** (0.026)

백신접종의 병리학적 경로
3)4)5)

이동성지수(잔차)
[미국]
-0.039

(0.065)

-0.252*** (0.084)

주: 1) 봉쇄지수
신규확진자수
의 잔차
2) 백신
신규확진자수
의 잔차
3) 7일 이동평균
4) 이동성지수
봉쇄지수(잔차)
신규확진자수
5) ( )내는 표준오차,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이동성지수(%,잔차Ⅱ)1)3)
백신(%, 잔차)2)3)
주: 1) 이동성지수

의 잔차

재생산지수(R)3)4)

재생산지수(R)3)4)

[이스라엘]

[미국]

0.007*** (0.002) -0.013*** (0.003)
-0.005*** (0.001) -0.030*** (0.003)

신규확진자수
봉쇄지수(잔차)
백신(잔차)
의 잔차
신규확진자수
의 잔차

2) 백신
3) 7일 이동평균
4) ( )내는 표준오차,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25) 영
 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1%p 증가시 심리적 이완 효과에 따라 이동성지수가 0.20%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지난해 12.13일부터 백신접종을 시
작하여 금년 3.14일 현재 100명당 접종자수가 약 36명, 1~2차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수는 100명당 약 2.4명 수준이다.
26) C
 DC (2021.3.8) “Interim Public Health Recommendations for Fully Vaccinated Peopl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
fully-vaccinated-guidance.html
27) 다
 만 최근 부활절 연휴, 텍사스주 및 미시시피주 등의 마스크 의무착용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심리적 이완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 영국에 대한 병리학적 경로 분석결과에서도 백신접종 1%p 증가시 재생산지수가 약 0.0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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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R 분석 결과]
‘신규확진자수’, ‘봉쇄지수’, ‘이동성지수’, ‘100명당 백신접종수’ 자료를 활용한 SVAR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심리적 경로로서 백신접종시 이동성지수의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은 백신접종 이후 심리적 경로에 의해
이동성이 상승하여 감염의 위험이 커지지만, 미국의 경우 자발적 이동자제 노력으로 시차를 두고 소폭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병리학적 효과로서 백신접종시 신규확진자수는 이스라엘, 미국 모두 시차를 두고 점차 감소하는 효
과가 나타났는데 백신접종 후 이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경우 더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신규확진자수 대신에 재생산지수를 활용할 경우에도 병리학적 효과를 통해 재생산지수가 서서히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29)
<이스라엘의 백신접종 충격에 대한 반응>1)
이동성지수 반응(일별)

재생산지수 반응(일별)2)

신규확진자수 반응(일별)

(일)

(일)

(일)

주: 1) 2020.12.20~2021.3.13일 자료 기준, 점선은 95% 신뢰구간
2) 신규확진자수 대신에 재생산지수를 포함시킨 모형 결과

  <미국의 백신접종 충격에 대한 반응>1)
이동성지수 반응(일별)

재생산지수 반응(일별)2)

신규확진자수 반응(일별)

(일)

(일)

(일)

주: 1) 2020.12.20~2021.3.8일 자료 기준, 점선은 95% 신뢰구간
2) 신규확진자수 대신에 재생산지수를 포함시킨 모형 결과

(시사점)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코로나19 전개상황 예측시 백신접종의 병리학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완
효과에 의한 이동량 증대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영국처럼
심리적 이완 효과에 의해 자발적 방역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
계의 조정도 충분히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9)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다. 최근 영국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Bernal et al.(2021)의 연구결과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접종후 첫 9일
간 심리적 이완에 의해 양성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이는 10일 이상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0~13일부터는 백신으로 인한 감염 예방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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