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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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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대응 (PREPAREDNESS)
준비성: 정책 학습 (2015 년의 MERS)
- KCDC의 역량 강화와 법 개정
- 적극적 확진자 동선 파악과 정보 공개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연계

2. 유연성 (Flexibility, Learning by Doing)
-

새로운 과학적 근거 축적,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조속히 반영
대규모 검사 – 확진자 파악과 분리 – 치료 (3T: Test, Trace, Treat)
Drive thru, walk thru 검사
생활치료센터의 도입: 경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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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 신뢰
- KCDC (technical) 리더십
- 사회적 자본과 신뢰, 자발적 참여: 개인 위생 (얼굴 마스크, 손 씻기),

사회적 두기, 모임의 취소

4. 전국민 건강보장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검사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재정적 장벽 낮음
건강보험의 신속한 대응
- 코로나 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서비스 급여 확대
-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병원에 사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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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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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정된 고민들
취약 계층 보호: 노인, 빈곤층, 일용직 근로자,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 전세계에서 인구당 병상수는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인데,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부족 …………
동선 파악과 정보 공개
- 공중 보건의 목표를 위해서는 정당화?: 국민들의 찬성
- 최소한의 정보가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제공하고 제대로 폐기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 필요: Privacy, 공개된 사업체/식당의 피해?
권순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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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 틀의 관점 부재
COVID-19 의 종결은 어렵거나, 혹 종결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수 있음
- 코로나 대응 총력전을 지속하기는 어려움: 경제와 고용, 교육, 빈곤,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 등도 고려해야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

질병의 위험(RISK)을 zero 로 만드는 것 불가능:
질병 위험의 일상화, Acceptable Risk 개념 필요
- 예, 사스 -> 메르스 -> 코로나 -> ???:

인류의 삶과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감염병의 위험
- 보건의료체계와 경제사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받아들여야 함

- 초기에 비해 우리의 위험 대응(감당)능력은 높아짐: 과학적 근거와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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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한 방법은 봉쇄이지만 봉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비용이 막대함
- 봉쇄 대신 거리두기의 실천: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
-> willingness and incentive for compliance

국민의 수용도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최적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무엇일까?
예,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
C1. School closures; C2. Workplace closures; C3. Cancel public events; C4. Restrictions on
gatherings; C5. Close public transport; C6. Stay at home; C7. Restrictions on internal
movement; C8. International travel controls; H1.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H2. Testing
policy; H3. Contract 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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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나 완전 봉쇄와 같은 양 극단의 경우가
아닌, 중간 단계의 사회적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 부족
- 대부분 연구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하고, 행위주체의 경제적 사회심리적
요인에 기반한 실증분석 아님: 예, 영세자업자의 참여? 국민의 피로도?
사회적거리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contact 을
감소시키고 얼마나 감염을 감소시키는가?
- 핵심적인 매개 변수: 마스크 착용이 사람들간 contact 보다 더 중요
- 사회적거리두기와 접촉, 감염의 관계?: Linear, Curvi-linear? Threshold effect?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경각심이 올라가는가?
- Normative 한 사고가 아닌 실증적 근거 필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기대한 효과없이 사회경제적 비용만 야기
권순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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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 보건의료, 사회, 경제 정책의 연계
사회적거리두기의 비용: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환자는 감소할 수
있지만, 학교를 닫을 때의 사회적 비용(돌봄 비용, 학력 격차, 인적자본
손실)이 매우 크고, 고용 감소와 소규모자업자 등의 도산에 의해 경제가
침체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악화시킴 (장기적인 의료비용 증가)
- 의료체계의 중증환자 치료역량을 강화하면,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더 비용-효과적
효과적인 정책은 위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들을 조율
- Flexibility, Fine tuning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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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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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
1) 전국민 대상 획일적 정책이 아닌 Risk assessment 에 근거한 정책
-

고 위험 시설, 고위험(중환자) 인구 집중적으로 보호: 요양원, 요양병원 등

- 지자체별로 위험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정책 필요

2) 유급병가,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
3)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와 보건의체계 역량에 기반한 정책 필요
-

공공의료기관과 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역량 강화

예, 현재 140 여개인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400개로 늘린다면 최대 1천 여명의 피크발생
곡선까지도 감당가능 (NMC, 2020. 11. 27 중수본 정책 포럼)
-

축적되는 임상근거를 토대로 진료지침을 수정해 의료체계의 코로나 중환자
치료여력을 늘려야: 격리기간의 단축, 경증환자의 재가치료, 퇴원 지침
권순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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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sk Communication
확진자는 많더라도 사망자는 적으며, 중증환자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국민에게 소통해야
- 위험의 과대평가/인지가 가진 부작용을 공감해야
정신건강: 우울 증가, 자살생각 증가 (2020년 9월 13.8% (20대는 19.9%);
2018년 4.7% (보건사회연구원, 2020. 10. 20))
- 학교와 지역사회 복지 시설은 최대한 오랫동안 열어야 함
-

-

경증환자는 자가치료(격리)가 가능한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오해하게 만듦, 병상 여유를 줄이므로 의료역량을 높이는데 제약

-> 위험의 정확한 인지를 목표로, Acceptable Risk 를 고민해야
권순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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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Cases and Deaths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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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결정 과정: 과학과 숙의
참여와 공론화(의견수렴)를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근거와 가치, 과학과 숙의
- 전문가: 질병의 제반 특성에 대한 Risk 의 과학적 근거를 산출 (생물학, 의과학);

제반 대응정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계산 (경제학, 정책학)
- 일반 국민: 위험도, 제반 정책의 편익과 근거를 기반으로
토론(deliberation)하고 가치판단과 의사 결정 (우선 순위 결정) -> 국민 참여

어떻게 질병과 함께 살 것인가는 (co-existence), 과학의 차원을 넘어
acceptable risk 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
- 정부는 의료체계의 감당능력을 높이고 국민과 위험 수준을 정확히 소통해야 함
권순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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