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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been
triggering an inevitable change in society.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health care system after the COVID-19 era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VID-19 response in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health care systems and other factors by country.
Methods: Italy,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ere included
as subjects, taking into account the geopolitical location and health care
system. As the situation was updated and academic articles were published
simultaneously at the time of the literature review, a comprehensive review
of academic papers, institutional reports, publications, and media reports was
conducted.
Results: European countries Europe countries with a robust public health
system and flexible hospital capacity management responded relatively stably
to the COVID-19 crisis. To this end, clinicians and public health experts led the
active and efficient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information sharing, and the
health authorities were able to implement bold response policies. From now
on, public health crises due to communicable diseases should be regarded
as serious threats to human lives, which means to be approached as a health
security issue. Health policy should be designed as a means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to ensure global sustainability.
Conclusion: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for overcoming the public health emergency, should be strengthened, 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facilitated.
Keywords: COVID-19; Pandemic; Comparative analysis; Policy response; Heal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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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를 구분해 보면 감염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의심
되는 접촉자를 추적하여 격리하는 봉쇄조치와 개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과 집단 간 물리적 거리를 강제하는 통제와 완화조

2019, 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치를 혼용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

코로나19는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에서 먼저 보고되

국가는 완화전략을 주로 적용하였다[3]. 국가별 초

었고,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유럽 및 다른 대륙의

기 코로나19 대응의 차이는 각국의 코로나19의 유

지역사회로 유입되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유행

행 규모, 사망률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

으로 매일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건강불평등을

코로나19 유행은 팬데믹(pandemic)이 되었을 뿐 아

비롯하여 빈곤과 실업의 증가, 교육격차 등 보건복

니라 세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증급성

지 분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

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기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sustain-

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

ability)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강조되고 있다

tory syndrome, MERS)의 전파를 성공적으로 차단

[4]. 회복탄력성은 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

했던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이전과는 전혀

인해 발생하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역량을 나타내는 개념이다[5]. 공중보건 위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달리 폭증하는 의료수요를 감

WHO)가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전략은 크게 세

당할 역량(surge capacity)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서

가지로 구분되는데, 봉쇄(containment), 통제와 완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물자 등을 배

화(control and mitigation), 제거 혹은 박멸(elimi-

분해야 하는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

nation or eradication)이다. WHO는 이들 대응전략

보건의료체계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비감염성

을 유행의 규모와 양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혼용해

만성질환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관리를 동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 한편, 경제협력개발

시에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6]. 이와 같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은 맥락에서 국내와 인구구조 및 경제수준이 비슷한

and Development, OECD)는 코로나19 대응을 위

유럽 국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연계하여 분석하

한 조기진단과 추적검사 중심의 봉쇄전략은 감염병

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럽지

발생 초기 단계에 지역사회 내 감염원이 전파될 위

역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함께 각국의

험을 낮추기에 효과적인 방법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보건의료체계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와 위생실천 중심의 완화전략은 지역사회 감염병 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입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를 낮추기에 적절한
방안으로 설명하고 있다[2]. 다만 어느 전략을 택하

방 법

든 신종감염병의 유행 규모와 확산 속도를 줄여 보
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이 연구는 유럽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전파가 본격

목표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대응조

화되던 2020년 2월 1일부터 8월까지 발행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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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전략 분석 틀과 분석내용
영역

고려 요인

보건의료체계 내 회복탄력성

세부 요인

의료자원(service delivery)

의료인력, 중환자치료 병상

거버넌스(governance)

위기대응 지휘체계, 리더십

자원(resource)

공중보건조직

재정(financing)

보건의료체계 외 거시적 맥락

건강보장제도, 재원 조달

감염병 위기 경험

역사문화적 영향, 대비(preparedness)

비약물적 중재

지역사회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Modified from Thomas S, Sagan A, Larkin J, Cylus J, Figueras J, Karanikolos M.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resilience: key concepts and strategies.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20 [9].

표 2. 2018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인구 수(백만 명) [10]
면적(km ) [11]

영국

독일

243,610

357,580

549,087

301,340

13.6

4.3

16.7

7.1

3.8

9.4

66.4

2

인구밀도[11] (km 당 인구수)
2

수도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12]
65세 이상의 인구비율(%) [10]
실업률(%) [10]

1인당 GDP (PPP) [10] (단위: EUR)

275

82.9
237

18.1

21.2

31,700

37,100

4.4

GDP, gross domestic product; PPP, purchasing power parity.

프랑스
66.9
122

이탈리아
60.4
205

19.3

22.3

31,200

28,900

11.2

공개된 학술문헌,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등을 고

상호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코로나19 범유행 초기

찰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

WHO는 보건의료체계의 (1) 조정과 기획, (2) 진단검

행과 그 대응과정을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인구

사와 추적조사를 통한 방역조치, (3) 임상진료와 필수

사회학적 특성과 소득수준이 유사한 영국, 독일, 프랑

서비스의 제공, (4) 지역사회 참여라는 네 가지 전략

스, 이탈리아를 선정하여 비교동등성(comparability)

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8].

WHO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는 (1) 의료자원 개

이 연구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방지하고 회복

발(인력과 시설 등), (2) 자원의 조직적 배치(보건당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국, 건강보험 등), (3) 관리(리더십, 정책결정과 규

별 서비스전달, 자원, 재정, 거버넌스, 네 가지 고려

제), (4) 경제적 지원, (5)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요인을 보건의료체계 내 분석영역으로 삼았다[9]. 또

구성되어 있다[7]. 각각의 요소는 독립적이기도 하고

한 신종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과거 신종감염병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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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하는 비약물적

와 간호사 수가 다른 국가보다 많은 편이다. 인구 천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라는 거시적

명당 의사 수는 모든 나라에서 5명 미만이었지만,

맥락을 보건의료체계 외부 분석영역으로 포함하였다.

특히 영국이 2.8명으로 가장 낮았다. 인구 천 명당

연구대상인 4개 국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

간호사 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10명 이상으로 상당히

에 제시하였다[10-12]. 초기 코로나19 유행은 인구가

많은 편이었고, 이탈리아가 6.7명으로 가장 낮았다.

밀집한 대도시에서 먼저 유행하는 ‘핫스팟’ 양상을 보

특히 영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의사와 간호사 수

였는데,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모두 크게 부족했다[13-15] (표 3).

2

200명/km 을 초과하였다. 수도권의 인구 거주비율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프랑스(16.7%)와 영국(13.6%)이 높고 이탈리아

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에 대응할 의료인력의 부족

(7.1%), 독일(4.3%)에서 낮게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 내외로 초고령사회에 접

다.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 등을 모집하거나 졸업예

어들었거나 매우 근접한 상태로 보인다. 영국은 국민

정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을 고안한 이탈리아 보

1인당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건부는 약 20,000명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6

product [purchasing power parity], GDP [PPP]) 규

억 6천만 유로를 책정했다[16]. 프랑스에서도 의사

모와 실업률 측면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와 간호사, 심리전문가, 지역보건기관 전문가 등 광

독일의 뒤를 이었다. 1인당 GDP (PPP) 규모는 30,000

범위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모집을 위한 단체가

유로 내외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탈리아, 프

조직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예산 80억

랑스는 두 국가에 비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유로를 책정했으나 간호사를 비롯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낮은 사회적 위치와 높은 업무 부

결 과

담으로 인해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
기도 했다[17]. 독일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 부족을

1. 보건의료체계 내 회복탄력성

해결하기 위한 의사 간 협력, 보조인력의 역할, 대체

1) 의료자원(service delivery)

인력 양성 등을 탐색하고 있었다[18].

(1) 의료인력

(2) 병상

코로나19 대응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인
력으로 의사와 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은 의사
표 3. 2018년 유럽 4개국의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 특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단위: 명)

7.8

13.2

10.8

6.7

8.8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단위: 명)

2.8

OECD 자료: 의사 수[13]; 간호사 수[14]; Health at a glance[15].

4.3

3.4

4.0

3.5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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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환자실의 확보 역시 중요하다. 인구 100,000명

다른 하나는 독일 의사들이 노인 환자에 대해서 급

당 중환자실 병상 규모를 비교해보면, 독일은 다른

성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

국가와 비교해 중환자실 병상 수가 2–4배 정도 많

였다. 독일에서 2004년에 입원치료의 효율성을 높

았고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도 병상 수가 적다고

이기 위해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할 수는 없다[19,20] (표 4). 유럽 국가에서는 코로

based payment system)를 도입한 뒤로도 병상 활

나19 경증환자는 자가 격리하고 중증 환자를 선별하

용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병상 규모를 축소할 동기가

여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유행 규모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22].

커지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병상과 장비 부족 현상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나타났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병상 부족 현상이 없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한

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 코로나19 환자를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하려면 일반 환

받아서 입원치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영국은 코로

자에 대한 치료자원의 배분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나19 1차 대유행 시기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위해 약 10,000개 병상을 추가로 증설하였다. 코로

병원은 경제적 보상 이외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코

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신규 병상을 확보하는 방

로나19 환자 치료를 꺼릴 수 있다. 반면에 공공병원

법은 기존에 있는 공영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책임이 있어 코로나19

Service, NHS) 병원의 회복실, 수술장 등을 중환자

환자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2003-

실로 개조하거나 민간병원의 병상을 사용하는 것이

2017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유럽 내 국가별 공공

었다. 또한 2억 2천만 파운드를 투입하여 7개의

병상(publicly-owned hospital beds)은 감소하는

NHS 나이팅게일 병원을 임시로 증설하였다[21]. 이

추세이긴 하나,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탈리아, 프랑스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임시

공공병상 수는 프랑스 3.68, 독일 3.26, 영국 2.54,

병상 증설 등의 방법으로 추가 병상을 확보하였다.

이탈리아 2.12로 나타났다[10] (그림 1). 국내 인구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병상이나 중환자실을

1,000명당 공공병상 수가 1.25임을 감안하면 유럽

충분하게 보유할 수 있었던 의료 제도적 배경은 두

국가의 공공병상 규모를 적다고 할 수 없다. 2000년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일차의료 전달체계

대 들어와 공공병상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일정 규

가 분절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 외래에서 관리

모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코로나19 환자를 관리하는

할 수 있는 질병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본다.

표 4. 2018년 유럽 4개국의 전체 병상과 ICU 병상 수
구분

인구 1,000명당 전체 병상 수(단위: 개)
인구 100,000명당 ICU 수(단위: 개)

영국
2.8

10.5

독일
8.0

33.9

주: 독일의 ICU 수는 2017년도 기준, 이탈리아는 2020년 기준임. 병상 수[19]; ICU 병상 수[20].

ICU, intensive care uni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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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5.9

16.3

이탈리아
3.1
8.6

OECD 평균
4.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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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03년에서 2017년까지 인구 천 명당 공공병원의 병상 수 추이.  자료: OECD. State of health in EU, Country health
profile 2019 [10].

한편, 병상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 및 이송체계도

Act 제정 이후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러 조직이 통합

국가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되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일각에서는 이 통합 과정

다. 독일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수와 남은

에서 숙련된 전문인력이 빠져나가고 코로나19 대응

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치료 담당 의사연합,

에서 조직의 리더십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

병원연합,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었다[23]. 독일은 보건부 산하에 별도의 감염병 관련

Institute, RKI) 등이 협력하여 등록체계를 만들어서

연구개발 조직이 지원하는 형태로, RKI가 있다. 독

관리하고 있다. 영국 England 지역에서는 NHS가

일은 연구 및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RKI가 대응

병상 확보는 물론 중환자실 진료원칙 제공 등을 통

준비나 과학적 분석, 전략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

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을

였다. 프랑스는 2016년 공중보건조직 통폐합 과정

하고 있다[21].

에서 공중보건감시센터(Institute for Public Health

2) 자원(resource): 공중보건조직

Surveillance)가 담당하던 감염병 감시와 공중보건
위기 관리업무를 공중보건청(Sante Publicque)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재난대응체

이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건부가 공중보건에 대

계를 갖고 있으며 감염병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

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보건부를 지원하는 가장 중

정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결정을 하고

요한 공중보건조직인 국립고등보건연구원(Instituto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서는 당연하

Superiore di Sanit )이 과학적 연구, 모니터링과 함

게 보건부, 공중보건청과 함께 산하 조직이 협력하

께 공중보건서비스 증진과 함께 위기대응을 담당하

여 대응전략과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 혹

영국은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England,
PHE)이 있는데, 2012년 Health and Social Care

은 약화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아직 제한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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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governance)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응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보건당국이며, 이 과정
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과 이탈

국에서는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27].
4) 재정(financing)

다음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중 건강보장제

리아는 지방분권이 강한 특성이 있어서 코로나19 대

도와 의료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비교 국가 중 이탈

응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조정이 쉽지 않았던

리아, 영국은 일반조세로 정부가 의료인을 고용해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 대응은 지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NHS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제3

정부에 있는 예방부서(Department of Prevention)

자인 조합, 의료제공자, 의료이용자가 각각 계약을

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주의(regionalism)로 인해

맺는 사회보험에 기반한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서 중앙과 소통이 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방

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프랑스, 독일이

간 코로나19 유행과 사망 규모에 큰 격차를 보였다

높고, 이탈리아가 가장 낮다. 부문별 경상의료비 지

고 한다[24]. 독일 RKI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

출 비중을 살펴보면 외래서비스 이용은 독일은 입원

역 활동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방감염보호

과 외래서비스 지출 비중이 비슷하다. 보건의료 재

법(Federal Infection Protection Act)이 개정되어

원 구성에서 공적 재원 비중이 높은 국가는 독일로

중앙과 지역 간 활동 조정과 함께 지역 보건당국에

84.4%이며 다른 국가들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협력 담당자를 지정하였다고 한다[25]. 반면에 영국

보인다[21] (표 5).

은 PHE 산하에 8개의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지

한편,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2007-2008년

역센터가 지방의 대응전략에 대한 자문과 조정 등

경제위기는 유럽 국가의 보건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지

[28].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긴축정책과 신자유주

방분권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중앙집중식 전통이 남

의적 공공관리제도의 영향 아래 보건의료지출은 감

아있기 때문인지, 공중보건청(Sante Publicque)이

소하거나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보건의료예산에

전략을 설정하고 선택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

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비용효

보건단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과성을 목표로 정부는 민간 민관협력에 기반한 의료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재난대응체계를 이끄는 정

기술평가, 성과기반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부 관계자들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과

등을 시도하는 한편, 만성질환자를 위한 입원서비스

학적 자문에 기반한 전략과 방침이 잘 연계되어야 하

에 대한 예산은 감축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난

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독일

을 이기지 못한 공공병원의 폐쇄 혹은 통합이 진행

의 메르켈 총리는 원래 과학자(양자 화학)로서 연구

되었다. 이처럼 다년간 진행된 공중보건과 공공병원

경험이 있으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

의 약화가 유럽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 영

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서 존경받는 과학 및 의학

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유일하게 경제발전을

전문가로 조직된 양질의 시스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

지속하면서 낮은 실업률과 탄탄한 건강보험 재정을

는데, 이는 대응이 잘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

유지한 독일만이 공중보건체계와 병상을 운영할 자

다[26]. 반면에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응에 대해서 영

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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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럽 4개국의 의료비용과 자금 조달
구분

영국

독일

외래

31

27

27

NA

장기요양

19

18

15

NA

GDP에서 보건의료비용의 비율(%)
보건의료비용(%)
입원

의약품 & 치료재료
예방 & 프로모션

자금조달(%)

9.6

29
14
5

11.2

28
19
3

공적 지원

78.8

84.4

개인 부담

16

12.5

민간 비용

3.1

1.4

프랑스

이탈리아

11.3

8.8

32

NA

18

NA

2

NA

78

74

9

24

5/7*

2

자료: 김남순, 송은솔, 박은자, 전진아, 변지혜, 문주현. 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1].
GDP, gross domestic product; NA, not available.

*프랑스의 민간보험은 2가지가 있으며, private compulsory insurance가 5%, private voluntary insurance가 7%를 담당함.

2. 보건의료체계 외 거시적 맥락
1) 감염병 위기 경험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었다
[29,30].

신종감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공중보건 위기로 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은 계절성 독감 이외의

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이 크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게 유행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처를 해야 하

이 부족했으며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

는데, 이와 같은 역량은 단기간에 준비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한 바

은 아니며 기존 경험도 중요하다. 국내는 2015년

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1968년 홍콩 독감이 유

MERS 유행 당시 병원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해 상당

행한 이후 감염병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

한 혼란을 겪으면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시체

경우가 없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신종감염

계를 정비하는 기회를 경험했다. 2003년에 중국과

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가 되도록 영향을 준

홍콩을 중심으로 유행한 SARS도 한국에서는 신종

것으로 진단하였다. 실제로 2005년 팬데믹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조했

국가적 계획이 수립되긴 했지만, 방역물자 비축 등

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권

을 포함한 관련 지침이 국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실

국가는 SARS나 MERS처럼 2000년대 이후 발생한

행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24]. 한편, 영국에서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5명 미만에 불과

는 보건의료전문가이자 Lancet 편집장인 호튼

했다[29]. 오히려 고령화와 함께 반복되던 계절성 독

(Horton)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문

감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유럽대륙 통합감시체계를

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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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는 WHO의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경고에 주목하지 않았

고... 정부와 함께 일하는 SAG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 chief scientific officer, chief
medical officer 등은 1월부터 위험 신호를 놓치고 말았다. …

개인적으로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시스템은 재난적 실패로
귀결되었다.”

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 크고 작은
감염병 유행이 유럽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례가 적었으며, 질병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해 인구이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
며, 신자유주의는 공공이 주도해왔던 보건의료체계

한편, 유럽에서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

가 분절화되었을 뿐 아니라 재원이 부족한 문제 등

(novel swine-origin influenza A)인 H1N1 대유행

으로 인해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공공조직에서 이탈

당시에는 항바이러스제제 의약품 oseltamivir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이 누적된 사

(Tamiflu)를 대량 비축한 바 있었다. WHO를 비롯

례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가 있는데, 롬바르디아

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한

주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국제 무역과 상업 중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비축물량 확보를 권고했기

심지로 코로나19 감염의 진앙지가 되었다. 롬바르디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중 항바이러

아주 정부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피하고자 방

스제제가 환각을 비롯한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한다

역조치를 포함해 주민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보다 코

는 점이 논쟁을 촉발했다[32]. 2010년 언론과의 인

로나19 환자를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방향으

터뷰를 통해 당시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었던

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롬바르디아주의 코로나19

Roselyne Bachelot는 논란이 발생한 이후 위약금

유행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

없이 5천만 명을 접종할 분량의 주문을 취소했으나

자 및 사망 규모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

공공재원의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호소

준을 보였다[21].

하였다. 타미플루에 대한 논쟁은 2013년 영국 감사

한편, 대기오염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

원의 보고서와 2014년 코크란의 체계적 문헌 고찰

진 국내 상황과 달리 서구 사회는 마스크는 질병에

이 발표되면서 종식되었다[33,34]. 공교롭게도 신종

걸린 환자들이나 착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2007-2008 경제위기 직후에 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면서 European Centre for

생했는데, 공적 재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논란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을 비롯한 각국의

이 파급된 것은 이후 공중보건조직 강화 및 신종감

정부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쇼핑센터 등 사람이 밀

염병에 대한 자원 비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

집하는 장소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권고하였지만,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 반발하
는 양상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국가에

2) 비약물적 중재

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정책

유럽 국가의 공통된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한

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이 잘 따르지 않았다. 한 사

결과, 유럽은 코로나19 감염증을 아시아를 비롯한

회의 문화적 경험과 상충되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위기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

서는 위기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의사소통과 함께

58

www.hira-research.or.kr

|

HIRA RESEARCH 2021;1(1):50-63

유럽 4개국 코로나19 대응 • 송은솔과 문주현 외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으며, 프랑스, 영국과 독일 순으로 강력한 정책을 적

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볼

용하였다. 유럽대륙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확진

키스(비쥬) 인사법이나 대가족 생활 등 사회적 관습

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점

이 감염원 전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견해가 있

차 완화되었다.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160일

지만, 학술적으로 검증된 근거는 아직 미흡하다.

이 지난 시점의 GSI 값은 40–70으로 국가별 차이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경험과 지리·경제적 특성

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며, 50–90일경에 가장

도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응강도가 높았던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40–60가

있다. 독일의 중환자실 병상 수가 프랑스나 영국보

량으로 대응강도가 낮아졌고 독일과 영국은 60–70

다 2배 이상 많았던 배경에 대해서 텍사스 대학의

가량의 대응강도를 유지하였다[37] (그림 2).

브래너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의료진이 임

이 연구에서 검토한 유럽 국가 중 독일은 초기부

종기 치료(end of life care)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하

결정을 했던 경험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였다.

였으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은 전략 수립과정에

즉 독일인들은 나치 시대와 같이 치료에 대한 종료

서의 정책 혼선과 사전 준비의 부족으로 유행이 확

결정을 의료전문가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산하고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것으

하며,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고 충분한 의료자원을

로 보인다. 종합하면 유행 시점이나 초기 대응전략,

갖추고자 했다는 것이다[35]. 독일에서는 노인의 치

사전 준비, 사회경제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

료에 대해 비용 대비 효용(utility)을 고려하여 의학적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36].

서는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로 확산하였으며 사망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정책강도를 비교하기 위

률도 높게 나타났고, 독일은 비교적 잘 대응한 편으

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지표인

로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에 다른 국가들보다 유

Government Stringency Index (GSI)를 분석하였

행과 사망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37]. 분석기간은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
으로부터 7일 전부터 발생 후 200일간으로 정하고

고찰 및 결론

해당 기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유럽 6개
국의 코로나19 첫 환자 유입 후 초기 3주가량은 지

이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1차 대유행 속 유럽

표 값이 0–20 사이로 낮게 유지되었다. 이탈리아는

4개국 상황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진

코로나19 환자 유입 후 21일 시점부터 GSI 값이 증

행된 연구였다. 연구에 착수한 당시에는 코로나19

가하였으며, 첫 환자 발생 후 23일 무렵부터 거리두

대응전략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한 학술자료가 제한

기 정책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여 55–95일에는

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방문조사나 전문가

대응강도 지표 90 이상의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들을

와의 면담할 수 없었던 한계점도 있었으나 가용한

수행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도 첫 환자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헌과 보고서, 데이터를

유입 후 30일 이후부터 정책 대응강도가 증가하여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50일 이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적용하였

2020년 8월 31일 기준 역학적 지표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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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럽 4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강도 지표(Government Stringency Index).  자료: Ritchie H, et al.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Our World in Data; 2020 [37].  주: 국가별 첫 번째 환자 발생 7일 전부터 환자 발생 후 200일까지의 기간을
제시하였음.

영국은 누적 확진자 338,083명 중 사망자 41,589명

닥친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된 긴축정

이었고, 프랑스는 누적 확진자 321,160명 중

책은 정치적 분절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

30,646명이 사망했으며,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

지면서 독일을 제외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의 ‘폭

269,214명 중 35,483명이 사망하였다. 독일은 누적

증 대응역량(surge capacity)’의 제한을 유발했다.

확진자 244,802명 중 9,303명 사망해 네 개 국가 중

한편, 초기 대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복탄

상대적으로 유행의 충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력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1차 유행의 교훈을 바탕으

2020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은 국가별로 차이

로 빠르게 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독일은 다른 국

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건의료체계 내부적으로

가에 비해 중환자실 병상을 월등히 많이 보유하고

는 부족하거나 부적절했던 영역에 차이가 존재했다.

있음에도 병상 확대정책을 추가하고, 중환자실을 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영국은 자원과

유한 병원 중 95%가 병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

거버넌스 측면에서 공중보건조직과 지휘체계에 대

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참여하게 만들었다[32]. 영

한 비판이 거세었으나, 프랑스에서는 서비스전달을

국 역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공공병원의 적자를

위한 인력과 병상의 부족이 심각했으며, 이탈리아는

탕감하면서 10,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공적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은

그 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독일의 거버

사회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재정과 서비스전달의

넌스 구조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한 레오폴

역량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과학적인 지식을 생산해

디나 독일 한림원(German National Academy of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한 공중보건조직 RKI를 중심

Sciences Leopoldina)은 비약물적 중재인 사회적 거

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위기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

리두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 정치적 의사결정과

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짐작된다. 결국, 유럽에 불어

사회적 수용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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