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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재난관리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 상태를 정의한 후 정부 활동의 결

과와 목표 상태 간의 괴리를 측정하여 그 효과성을 판단하는 합리모형의 접근을 취하기 

쉽지 않다. 재난 자체가 이미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고,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높으며, 문

제 정의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제한된 정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역시 자신의 대응이 

어떤 효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재난에 대한 사례연구들을 보

면 매우 합리적인 해석의 결론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민첩성, 투명성, 협력, 조정, 적극적 

소통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재난상황은 사전에 불확실성과 복잡성 상황에서 어떻게 대

응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떤 개입을 해야 할지 그 효과를 사전에 합리

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반대로 사후적으로 이미 일어난 개입과 그 결과를 재구성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Schon, 1983). 이 사후적 합리화는 정치적이며 사회적 상호작

용의 결과(Wildavsky, 1979; Lindblom & Cohen, 1979)이고 회고적, 직관적 명료화

(retrospective sensemaking) (Weick, 1995)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적인 예측에 기반한 분석이 아닌 회고적인 관점에서 재난사례를 해석(interpretation)

할 때는 엄밀한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기보다 프레임(frame)에 기초한 해석이 선호된다. 복잡

한 현상을 단순화하지 않으면 효과적 소통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의 있는 그

대로의 기술보다는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에 기반한 연구에 가치를 크게 부여하

는 경향이 있다. 현상이 이론적 틀에 갇혀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지식성장

(knowledge growth)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수 있지만 (Kuhn, 1992; Popper, 2014) 회

고적 합리화 과정에서 어떤 프레임이 사용되는지, 그 프레임이 타당한지 역시 비판적 검토

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 특히 코로나와 같은 질병 관련 연구는 국가중심의 프레임과 상호연결성을 강조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혹은 복잡적응시스템의 프레임이 경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도 초기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는 국가중심에서(김영수･조석주, 1993; 

임송태 외, 1996; 이창원 외, 2003),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박석희 외, 2004; 이재은, 

2011; 이영희, 2014) 및 민관협력을 강조한 연구 (성기환, 2009; 김영주･문명재, 2015)로 

확장이 되어 왔다.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든 재난대응에서 국가의 역할은 핵심적인 연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가정은 위험하다. 국가에 의

해서 형성된 정책 그 자체가 또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Wildavsky, 1979; 

Goodin et al., 2008; 최병선, 2015). 정책이 문제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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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역동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국가가 어

떻게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회고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

문제를 이해하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쟁점들이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코로나 

사태라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Kingdon & Stano, 1984: 99-103; Birkland, 2012; 

이동규, 2011)으로 인해 내부에서 어떤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한편 각 쟁점에 대해 국가의 선제적 대응 혹은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주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지, 시민의 대응은 국

가의 대응에 후행하는 수동적 대응이었는지, 그리고 국가 중심의 방역체제의 성공의 논

리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분석하였다. 

Ⅱ. 재난관리의 접근 방식과 코로나19 전개과정의 불확실성 

1. 국가중심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으로

재난관리 연구는 점차 국가1)중심에서 네트워크적 거버넌스 관점으로 연구 프레임이 

옮겨가고 있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논의하는 국가중심에서의 국가란, 대통령 권력

과 결합된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 인

식된다. 안혜원･류상일(2007)에 따르면, 1990년~2006년의 기간 동안 행정학 학회지 6개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분야 논문은 총 44건이었고, 2001년 이후 논문이 

36(81.8%)건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기 연구들은 국가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국가관리체계와 재난관리 

조직 개편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김영수･조석주, 1993; 임송태 외, 1996; 이창원 

외, 2003). 하지만 2000년대부터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개념이 행정학 연구에서 진행됨

에 따라 (고길곤, 2007), 이를 접목한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이

1) 국가와 정부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국가의 의미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 

조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가 경제･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며 정책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국

가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정부를 의미하는 

행정부와 대통령 개념보다도 포괄적인 제도화된 권력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행정의 관점에서 

국가는 주로 정부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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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은, 2011; 이영희, 2014). 이재은･양기근 (2004)은 현대사회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박석희 외(2004)는 기존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네

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연계성과 통합성을 중시하지 않고, 관료제적 위계의 방식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재난관리 등장 

이후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와 같은 민간협력

체계와 민관협력적 네트워크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성

기환, 2009). 또한, 민관협력 유무와 공공부문협력 유무가 조직효과성(인지된 예방･대비 

성과, 인지된 대응･복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민관협력 및 공공

부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김영주･문명재, 2015). 앞선 연구들과 같이 중

앙정부의 위계적 통제가 아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 공공부문을 통합한 재난관

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경향은 감염병 재난

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3년 SARS와 2009년 신종플루를 거쳐, 2015년 메르스 사태라는 초점사건은 질병

관리 정책의 변동을 초래했다. 그 결과 국가재난대응체계, 질병관리조직 개편 등 중앙정

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서정화 외, 2015; 배재현, 2016; 

변성수 외, 2018). 더 나아가 감염병 재난을 안보위기로 인식하여, 중앙정부가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로서 대응해야 된다는 국가중심주의가 재등장을 했다(정윤진･최선, 2017). 

물론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제시되었다. 고대유･박재희(2018)는 정

부의 인력 및 예산, 법 제도와 함께 중앙정부 외 참여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

계를 강조하면서, 거버넌스의 협력 요소로 상호의존성, 정보, 학습 등을 강조했다. 또한 

전염병이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정보공유, 의

사소통을 통해 참여자들의 상호신뢰를 형성하도록 유인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구주영･나태준, 2017). 

해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재난의 내재적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통적인 계층제적 명령과 통제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즉 재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며, 이 불확실성을 복잡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으

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Comfort, 2019; Guo & Kapucu, 

2015). 복잡적응시스템의 관점은 전통적인 계층제적 명령과 통제 시스템(hierarchical 

command and control system)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상호 적응(mutual adapt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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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learning), 그리고 재생산(reproduction)과 예기치 않은 새로운 변이(mutation)의 과

정을 통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가 가능한 재난대응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복잡적응시스템이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성(resilience)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한다

(Harrald, 2006; Johnson & Olshansky, 2017). 여기서 자기조직화는 시스템 내부 혹은 

외부 환경의 행위자들 간의 소통행위들이 지속되는 과정, 시스템의 적응 능력을 형성하

는 과정, 상호의존적 시스템 하에서 구성요소들이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는 공진화 

(coevolution) 과정, 그리고 병렬적 정보처리 능력 등을 통해 달성된다(Comfort, 1994; 

Kauffman 1993; 노화준 1998).

복잡적응시스템이 이러한 유연한 대응과정과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 재난대응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정보(information)의 생산과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Comfort et al., 2004). 불확실성 하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의 가공은 중앙집권적 처리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적응시스템의 행위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보가 생

산되고 분석되며 해석 및 활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특정한 엘리트 그룹이나 

의사결정자 또는 조직에 의해 재난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의 상

호작용에 의한 재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 관점과 연결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명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네트워크적 관계가 권력자들의 

결정영역 및 계급체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Goodin et al., 2006; 

Rhodes, 1997). 물론 네트워크의 어떤 행위자는 핵심적 위치에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행위자는 주변부에 위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행위자 간의 관

계는 명령･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폭넓은 협력 관계인 것이다. 만일 국가가 지시하고 국

민이 순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을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젓기(rowing)보다는 설득(persuasion), 명령･통제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을 통해 형성되는 질서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점과 복

잡적응시스템은 유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Moynihan(2008)은 네트워크의 관점을 재

난으로부터의 학습 과정에 적용시키면서 대응뿐만 아니라 학습이 다양한 주체 수준에서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네트워크 학습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염병과 같은 재난대응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중심적인 대응의 한계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불

확실성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시민이나 다른 사회 구성 주체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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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정책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다

른 행위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자원 그리고 강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사태와 같이 국가에 의한 정책실패 역시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코로나19 사태의 전개와 불확실성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 코로나19 사태의 전개를 살펴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제1기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신천지 대구교회발 감염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한국의 경우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환자의 수는 초기

에 일정 정도의 정체기를 보이다가 2월 19일 대구(31번 확진자)에서 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즉각적인 위험인식 단계(1월 20일~2월 18일)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만 해도 중앙정부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

으며, 당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꺾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전염

병으로 확산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은 전형

적인 복잡적응시스템의 불확실성 상황이며 예측하지 못한 사건 발생이 시스템에 준 충

격은 상당하였다. 따라서 제1기는 안정적 시스템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월 말의 환자 급증은 이 균형이 파괴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를 확신하고 있던 만큼 제1기의 중앙정부 대응은 소극적이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였다. 일부 

시민은 중앙정부의 폐쇄적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판, 코로나 맵 등의 웹사이트를 개발하였고, 서울대학교 등 연구기관에서는 

hwp, pdf 형식의 중앙정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 데이터 클리닝하여 csv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19 연구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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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규확진자 추세

             출처: 질병관리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작성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제2기는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감염에서 시작된다. 

2월 19일 시작된 집단감염은 2월 29일에 이르러 81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최고

조에 달했다. 2월 29일 이후 신규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하여 3월 중순부터는 200명 이하

로, 4월 초가 되면서 100명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1단계에서 전염병 확산에 대해 과

소평가하고 있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확진자의 증가와 2월 20일 첫 사망자 발생은 중앙

정부 및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월 23일부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고, 전국 학교 개학연기,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시행, 무비자 입국중단 등 각종 조치를 단행했다. 민간 참여는 2기에서 그 활동이 

극대화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 이동제한은 2월 중순 신규확진자의 증가추세와 함께 감

소하기 시작하여 3월 2일 이동량이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마스크 대란에 대응한 마스크 

재고수량 사이트 개발, 종교집회 온라인 전환, 기업 등 민간단체에서의 생활치료센터 공

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3기는 안정화 단계로 4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의 시기다. 4월 중순부터는 신규확진

자 수가 50명 이하가 되었고, 5월 중순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5월 6일에는 신규확진자수가 2명에 불과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중앙정부는 5월 6일부로 생활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로 전환하였다. 

특히 황금연휴 기간(4월 30일 ~ 5월 5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인 5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국 연휴 기간이 끝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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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66번 확진자(이하 용인-66)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5월 중순 이후 시작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시발점이 되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무색하게 서울시는 5월 9

일 행정명령을 통해 서울시 내의 모든 클럽과 주점 운영을 금지하였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된 이유는 최초 확진자인 용인-66의 동선이 매우 복잡했던 것과 

확진자들이 성매매업소를 출입한 것, 그리고 그 외 확진자들의 직장이 학원･과외 강사, 

군인, 백화점, 콜센터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우려와는 다르게 100명 미만 

수준에서 신규확진자 수가 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시기 구분은 사후적이며 자의적인 것이다. 사실 4기의 경우는 8월 15일 광

화문집회를 기점으로 10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확산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3기에 

가까운 안정화 단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심각한 재확산으로 인식되었던 8월 15일 이후

가 4기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8월 15일 이후의 확산은 여전히 진행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3. 코로나 전개과정에서 이슈의 변화

코로나 사태는 기존 재난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2)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관리 초기에는 중국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감염의 전파 경로, 감염 확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 간에 합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

황이었다. 즉 시간적 긴박성, 정보의 부족, 대응수단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

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이슈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

다. 합리적 정책결정모형과 중앙정부의 선제적 혹은 신속한 반응 가설이 타당하다면 이슈

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 간의 시차가 작아야 할 것이다. 이슈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신문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 

중 하나인 잠재 디레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법을 사용하였다. LDA

는 분석 대상 문서에 토픽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분석하는 기사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분포

를 추정하고,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사가 어떠한 토픽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김동욱･이수원, 2017). 그렇지만 기사를 포함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문서들에는 

2) 불확실성은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와 실제 주어진 정보 간의 차이로 정의되기

도 하고(Mack, 1971), 정책대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Quad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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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상관관계의 정도를 고려하여 토픽

을 생성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로지스틱 정규분포를 활용한 CTM(Correlated Topic 

Models)이다(Blei & Lafferty, 2006). 여기서는 이슈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LDA 기법을 활용한 본 연구는 토픽 간 상관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LDA 분석 기간은 제1기(1월 20일 ~ 2월 18일), 제2기(2월 19일 ~ 4월 9일), 제3기 

초반(4월 10일 ~ 5월 6일), 제3기 후반(5월 7일 ~ 7월 31일)으로 구분하였다. 제3기의 

경우 그 기간이 길고, 4･15 선거 및 5월 6일 시작된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 이슈 등을 

고려하여 초반과 후반으로 구분했다. 이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11개 중앙지(경향신

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코로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16만5천 건의 기사를 사용하였다. 

토픽은 각 주기별로 추출하여 시점 간 이슈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기별 LDA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토픽 순서는 전체 기사 중 해당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토픽 이름은 해당 토픽에 분포하고 있는 단어 중 높은 빈도의 

단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부여했다. 주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방역정보, 마스크, 교육, 

스포츠 이슈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기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이슈 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초기 상당한 논쟁이 되었던 중국 입국금지가 제1기와 제2기

에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했고, 신천지 대구교회발 사태가 제2기의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기부터 점차 코로나로 인한 경제 여파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서 제3기에는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기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난 지원금 및 4.15 국회의원 선거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

다. 제3기 후반에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시작한 지역감염이 다시 확산되었으나, 

안정된 추세를 보여서인지 오히려 관광, 예술 등의 문화 이슈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

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각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기간으로 분석했을 때는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이던 보건소, 의료, 병원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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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기별 토픽모델링 LDA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파라미터 조합을 K=5, α=0.02, β=0.001로 설정하였다. 
 출처: 저자작성

각 토픽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슈에 대한 관심이 3월 초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일 시점에 특정 이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슈들

이 동시에 상대적 차이를 갖고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제1기
(01.20~
02.18)

확진, 격리, 의료 
등

방역 정보
(24.7%)

발병원인 등 
전염병의 배경 

(24.4%)

마스크 및 교육 
(17.5%)

경제 여파
(17.2%)

중국 입국금지 등 
국제 이슈
(16.3%)

제2기
(02.19~
04.09)

신천지 
대구교회발 
지역감염 
(26.8%)

중국 입국금지 등 
국제 이슈 
(25.7%)

경제 여파 
(19.3%)

마스크 
(16.3%)

교육(개학, 
온라인 강의), 
스포츠 이슈 
(11.9%)

제3기 
초반

(04.10~
05.06)

경제 여파 
(26.2%)

확진,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보
(25%)

정치, 선거 및 
국제 이슈
(21.6%)

교육(개학, 
온라인 강의), 
스포츠 이슈 

(16.9%)

재난지원금
(10.3%)

제3기 
후반

(05.07~
07.31)

경제 여파 
(24%)

교육(온라인 
강의) 및 문화 

(관광, 예술 등) 
(22.1%)

마스크, 확진, 
감염 등 방역 

정보 (21.1%)

정치 및 국제 
이슈

(18.8%)

백신 연구 및 
스포츠 이슈
(13.9%)

전체기간

방역 정보 및 
보건소, 의료, 

병원 이슈 
(23.5%)

중국 입국금지 등 
국제 이슈 
(22.8%)

경제 여파 
(22.5%)

백신 연구 및 
스포츠 이슈 
이슈(16.5%)

마스크 및 교육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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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로나19 토픽 별 기사 빈도 추세

      출처: 저자작성

만일 합리모형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을 했다면 각 이슈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2월 중순에 제기가 되어야 했고, 만일 신속한 대응 가설이 맞는

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이슈가 증가하는 3월 시점에 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주요 정책들은 3월 말이 

돼서야 시행되었고,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동제한은 2월말에서 시작되어 3월 초 

이동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다 발 빠르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요 이슈로 등장한 중국인 입국금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를 권위적인 국가의 역할을 통해 해결하려는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방역

의 성공을 정부의 선제적 또는 신속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이 등장하면서 유연한 대응

보다는 수직적 조정과 통제에 기반을 둔 대응전략이 선호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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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슈별 근거 분석

앞 장에서 이슈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기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방역정보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효과, 보건의료 이슈,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초기부

터 지속적으로 언급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가중심주의적 주장에 해당하는 중국인 입국금지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주

장이 질병재난에 있어서 왜 효과가 크지 않은지를 논의한 후 시민의 이동량 변화와 K-

방역에서의 민간참여를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있

어서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보고자 한다. 

1. 자국우선주의: 중국인 입국이 한국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인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관한 주장은 2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인한 대

규모 확산 단계 이전부터 매우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1월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으

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 게시되었고 청원 마감일인 2월 22일 761,833명이 동의를 

할 정도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상당히 강력했다고 볼 수 있다.3) 하

지만 중앙정부는 2월 4일부터 2주 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및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 제도 운영 일시 중단을 했을 뿐 전면 금지는 하지 않았다.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인에 의한 감염은 적은 상황이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월 18일까지 발생한 31명의 확진자 중 중국인은 1, 12, 

14, 23, 27, 28번 확진자다. 이중 외국에서 감염된 후 국내로 입국한 1차 감염자는 1번, 

12번, 23번 확진자이지만 1번 확진자는 입국 검역에서 발열이 확인되어 바로 격리되었기 

때문에 2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중국인 확진자는 12번과 23번

이었다. 일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12번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42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중국에서 감염된 환자가 아니었다. 23번 환자의 감염도 가족감염을 초래했을 

뿐 지역감염으로 확산된 것도 아니다.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시점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이 매우 높았으나 그 시점에는 이미 중국인의 입국이 자발적으로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었고 해외 감염보다는 국내감염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원인이었다. 

국가의 국경봉쇄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주장은 재난에 대한 국민의 공포

를 고려한다면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경봉쇄는 

3) 청와대 국민청원,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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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적 확진일자 접촉자수 특징

1 중국 1.20 45 우한 거주

2 한국 1.24 75 우한 근무

3 한국 1.26 16 우한 거주

4 한국 1.27 95 우한 방문

5 한국 1.30 31 우한 방문

6 한국 1.30 17 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7 한국 1.30 9 우한 방문

8 한국 1.31 113 우한 방문

9 한국 1.31 2 5번째 확진자의 지인

10 한국 1.31 43 6번째 확진자의 부인

11 한국 1.31 0 6번째 확진자의 아들

12 중국 2.1 422 관광가이드 일본체류

13 한국 2.2 0 우한 교민

14 중국 2.2 3 12번째 확진자의 가족

15 한국 2.2 15 우한 방문

16 한국 2.4 450 태국 여행

17 한국 2.5 290 싱가포르 방문

18 한국 2.5 8 16번째 확진자의 딸

19 한국 2.5 68 17번째 확진자와 싱가포르 방문

20 한국 2.5 2 15번째 확진자의 처제

21 한국 2.5 6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22 한국 2.6 1 16번째 확진자의 가족

23 중국 2.6 23 관광 입국

24 한국 2.6 0 우한 교민

25 한국 2.9 12 중국 광둥성 방문

26 한국 2.9 0 25번째 확진자의 아들

27 중국 2.9 39 25번째 확진자의 며느리

28 중국 2.10 1 3번째 확진자의 지인

29 한국 2.16 117 확진자 접촉 없음

30 한국 2.16 27 29번째 확진자의 아내

31 한국 2.18 166 대구 첫 확진자 (신천지 교인)

출처: 질병관리본부 2월 19일 정례브리핑5)

<표 2> 1단계 확진자 국적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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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중심주의라는 폐쇄성을 강화할 뿐 실질적인 효과가 불확실하다. 입국 금지, 국경봉

쇄 등의 극단적인 정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같이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하

기 어렵고, 그 효과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Brownstein et al., 2006; Cooper et al., 

2006). 또한, 전문가 집단의 권고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집행 시기

가 이미 늦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대한감염학회가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 2월 2일이다.4) 이때는 이미 기존 확진 

환자들의 누적 접촉자 수가 886명인 상황이었다. 대한감염학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

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감염병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전 지역

을 포함한 위험지역의 입국을 금지했다면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이 한국 초기대응을 취약하게 했는가?

한국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논의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을 거치면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조승연(2015)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이 국가 재난적 질병(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대한 방어

막 기능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영국과 같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주장이 다시 

등장했는데, 윤강재(2020)는 한국의 병상자원이 과잉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

염이 확산되자 병실 부족으로 인한 입원 불가 또는 병실이 없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

는 이유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병원 수는 3,924개(94.3%)이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는 224개(5.7%)로 공공의료기관 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

공보건의료기관의 수가 감염병 대응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국가 재난적 감염병 상황에서는 민간병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3>은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OECD 국가의 인구 백만 명당 누적확진자 

수, 전체 병원 수 및 공공의료기관 수를 확진자가 50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30일째가 

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누적확진자수와 전체 병원 수의 상관관

계 계수는 –0.33으로 유의수준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수

4) 대한감염학회, 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code=notice3&num=3362

5) 질병관리본부,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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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기관 자체보다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 수가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OECD 국가 누적확진자 수, 전체 병원 수 및 공공의료기관 수

    출처: OECD, ECDC, JHU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작성

다음으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다.6) 이를 확인

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90% 이상인 국가들의 누적확진자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슬란드(100%), 영국(100%), 캐나다(99%), 슬로베니아

(90%)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이고, 스위스(100%), 네덜란드

(100%), 한국(94%)은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누적확진자 추세를 보면 민간 또는 공공의료 여부가 초기대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

렵다. 아래 <그림 4>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90%를 넘는 국가들의 누

적확진자 50명 이후 일수에 따른 인구 백만 명당 누적확진자 추세를 보여준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아이슬란드의 경우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확진자 수가 급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와 캐나다는 코로나19 초기에 갑작

스러운 증가가 작고, 비교적 빠르게 안정 추세가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의료

6) 한의신문,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8683, 보건의료단

체연합, http://kfhr.org/?p=12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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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발 사태가 있었음에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 그 증가가 매우 작은 편이고, 오히려 스위스, 네덜란드는 초기대응에 실

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공공의료기관의 많고 적음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초기대응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민간 기업과 각

종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시설들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의료시설의 부족을 극복해 

나간 한국의 경험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자체가 유일한 해결책만도 아님을 시사한다.

<그림 4> 민간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비중 90% 이상 국가의 누적확진자 추세

   출처: OECD, ECDC, JHU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논의에서 중요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음압격리병상 수

이다. 음압격리병실은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관리비용이 큰 반면, 전염병 미발생시 이용

률 저하로 인한 수익감소 문제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음압격리병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임송식, 2020).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늘

려 음압격리병상을 강제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장하

는 사람들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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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상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시기는 신규확진자 수가 813명으로 최고치를 기

록한 2월 29일이라 할 수 있다. 일별 가용 음압격리병상 수 데이터 또는 지역별 격리 

환자 수 데이터의 부재로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입원 치료자의 평균 입원 기간

이 20.7일인 것을 고려할 때 신규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2월 29일 기준으로 누적확진자 

수와 음압격리병상 수를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7) 분석에 사용

된 2019년 기준 지역별 음압격리병상 수는 총 병상 수가 1,027개이나,8) 2월 23일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음압격리병상 수는 1,077개로 지역별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용 중인 음압격리병상 수는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 결과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9) 

<그림 5> 지역별 누적확진자 수 및 음압격리병상 수 (2월 29일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작성

7)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70815582116614 

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69100017?input=1195m 

9) 질병관리본부,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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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압격리병상 수는 서울(383개), 경기(143개), 부산(90개), 

경남(71개), 인천과 대구(54개), 그 외 지역은 50개 미만으로 서울, 경기에 전체의 51.6%

가 집중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대구와 경북의 경우, 대구 지역은 2월 

18일 확진자 1명을 시작으로, 10일 만에 2,236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고, 경북은 2월 

18일 확진자 0명에서 2월 29일 488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대구, 경북지역의 확진

자 수만 해도 약 2,7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국의 음압격리병상 수보다 2배 이상의 병상 

수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된 상황에서만 많은 수

의 음압격리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구축비용만 1인실당 2억 

원, 월 운영비용 3천만 원이 소요되는 음압격리병상을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확보하

고 대응하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는 무증상자나 경증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

려웠다. 그 결과 환자 증가에 따른 병원 서비스의 과부화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것이 3월 2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다. 

이 정책은 현장 의견을 받아 중앙정부가 실시하였지만, 시설물의 제공은 삼성, LG, 한화 

등의 기업 연수원, 대학교의 기숙사, 천주교 복지시설, 대한축구협회 등 민간에서 유휴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집행할 수 있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이나 특정 의료설비를 확충하는 것은 전염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명확하다. 하지만 정책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긴급하게 사회의 자원

과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도 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효율

적일 수 있다. 즉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에서 민간과 협력을 통해 부족한 의료시설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지, 국가가 더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의 이동제한 때문에 국민 이동량이 감소했는가?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 우한시와 몇몇 다른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국경봉쇄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대구 확산이 진행될 때도 2월 24일 대구시민의 2주간 

자발적 이동제한 ‘권고’를 내렸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시점이 아니었음에도 3월 22일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

책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체육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5월에는 신규확진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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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국가 개입은 선제적 예방의 관점에서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효과성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감염(2월 19일) 이후 국내 직장･소

매･휴양･교통 등의 이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최고 감소율을 보여주었던 3월 1일에는 소

매 및 레크리에이션(파란색) 이동 변화율이 41%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이동성은 점

차 회복되어, 4월 초에는 직장, 교통, 소매 & 레크리에이션의 이동성 수준이 기준점(1월 

3일 ~ 2월 6일 이동량 중윗값)으로 회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이동성이 코로나 확산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큰 시차를 보일 뿐 아니라 추세와 역행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중앙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하면서 종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3월 

22일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이미 신규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

이었고 신규확진자가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였다. 4월 19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였으나 이 시점에서도 신규확진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림 6> 장소 유형별 이동 변화 추세

    출처: 구글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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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앙정부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으면 확진자가 폭증했을 것이라고 주

장할 수 있다. 이 주장은 8월 16일 서울･경기에서 시작하여 8월 23일 전국으로 확대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실시의 근거가 된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으

면 신규확진자가 수천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던 상황이었다. 일반적

으로 감염이 된 후 확진자로 판정되는데 4.2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

는 4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정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신규확진

자 수는 증가추세가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계없이 감소추세

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계없이 이미 자발적

으로 이동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통제가 시작되면서 마치 정부의 개입

이 확산을 줄였다는 착시를 초래하였다. 이런 현상은 2월 대구 확산에서도 나타난다. 대

구의 자발적 이동 권고의 전후로 이동의 급격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강도 사회

적 거리두기가 이동성의 회복을 더디게 했다는 증거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시

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을 인지하면서 이미 이동을 줄였고, 위험 수준이 낮

아지면서 이동성을 회복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 지자체들은 

영업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통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적극적 개입을 당연시했다. 

국가가 개인의 이동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며 개입하던 시점은 상황이 가장 심

각했던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상황이 통제되던 시점이었다는 것은 불확실성 

하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국가의 적절한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민의 자발성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따라서 시민의 이동량 

감소가, 국가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중단 등 시민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했기 때문

에 가능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의 빠른 정보제공과 

이를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동제한이 신규확진자 추세를 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전반적인 이동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모든 장소 유형에서 이

동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공원으로 분류되는 장소의 이동

률은 기준 기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유행의 공포로 인한 심리적 스트

레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내 여가 장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인구가 스트

레스 해소를 위해 비교적 감염 가능성이 낮은 공원 등 외부 장소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

10)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재난대응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모든 원인을 국가에 돌리

는 것도 국가주의에 경도된 행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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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가 공원을 많이 이용하라고 강제하여 공원으로의 이동량이 증가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을 통한 사회 내 자생적 질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대중교통 수단의 위험성이 존재하면 시민들은 따릉이(서울시 공유자전거), 

자가용, 전동 킥보드 등의 대체 수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위험을 최소화했다. 

<그림 7> 공원 이동 변화 추세

      출처: 구글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작성

4. 한국의 성과는 국가의 K-방역에서 비롯된 것인가?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은 3T(technology, tracking, transparency)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효과적 대응 덕분이라는 주장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

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발맞추어 6월 11일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로드맵)’을 발표

하였는데, 전략의 3가지 주축이 (1) 검사와 확진, (2) 역학과 추적, (3) 격리와 치료로, 중

앙정부 외 민간 조직, 시민 등과의 소통과 협력은 경시된 국가중심 방역모델을 따르고 

있다.11) 중앙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실패한 해외 사례를 접하면서 K-방역의 신화는 계

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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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적응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방역의 성공 원인은 오히려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병원, 공공병원, 중앙･지방정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공진화 과

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K-방역의 성공 요인이라고 알려진 신속한 대응은 실제 중앙정부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대응의 결과에 가깝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경우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

기는 3월 2일 서울시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12) 중앙정부는 3월 22일이 되어서야 사회

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의 캠페인 시작 이전에 <그림 6>의 이동 

변화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월 중순부터 이동 변화율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중앙정부

의 캠페인보다 3주 빠른 3월 1일 이미 이동률이 최소치를 기록했다. 큰 규모의 행사로 

손꼽히는 종교 집회 또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모두가 2월 28일부로 중단하거

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었다.13) 

마스크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도 매우 늦었다. 마스크 가격 통제, 수출제한, 지정장

소 사용 의무화 등 마스크 관련 국민청원은 2020년 2월 1일부터 수출제한조치가 시행된 

2월 26일 전까지 110건에 이르렀다. 그 사이 마스크 가격은 최대 27%까지 상승했고,14) 

2월 27일부터 시작된 공적 마스크 판매는 마스크 대란을 불러일으켰다.15) 이에 대한 정

부 대응이 늦어지자, 공적 마스크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사이트가 3월 8일 한 

시민에 의해 직접 개발되어 배포되었고, 3월 11일에는 민간업체들에서 개발된 17여개의 

사이트를 통해 공적 마스크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K-방역의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 불리는 기술(technology) 역시 민간의 역할이 컸다. 

설 연휴 직후였던 1월 27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민간시약 업체들을 소집하여, 그 자리

에서 긴급사용 승인 계획과 함께 진단 시약 개발을 각 사에 요청하였다.17) 결국, 진단검

사 키트 개발을 주도한 것은 민간 중소기업들이었다. 또한 6월 이후 각국의 진단 키트가 

검사 시간을 줄이고 개인화된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술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 진단 키트의 기술 혁신 수준은 정체되어 있었다. 

코로나 상황판(https://coronaboard.kr/)은 1월 29일 두 명의 민간 개발자에 의해 만

1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1469 

13)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0939&ref=A 

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8103500030?input=1195m 

15)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94528&code=61111111&cp=nv 

16)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8881&ref=A 

17)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3/28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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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져 신속하게 상황을 제공하였고, 1월 30일에는 대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자의 동선을 코로나 맵(http://coronamap.site/)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GIS 기반으로 제

공하였다. 당시만 해도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정보 제공 방식은 보도자료 형식의 제공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개방된 정보를 민간이 먼저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 예라

고 할 것이다. 

감염자 추적(tracking) 역시 전문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2월 4

일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지역감염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을 민간 역학 조사관으로 전환해 업무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18) 당시만 해도 전

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은 130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경기도는 1월 29일 민

간 역학조사관 6명을 임명하는 등 민간 자원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2월 6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확진자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독자적 정보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19)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자 2월 26일 기초지자체에서 역학조사관을 운영할 권

한을 부여하는 국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투명성(transparency)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보제공에 기여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우수한 

평가와는 상반되게 데이터의 제공방식은 매우 폐쇄적이다. 한국 중앙정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도자료는 hwp와 pdf 기반으로 웹페이지에 제공될 

뿐,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CSV, JSON, XML 등의 오픈포맷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

다.20) 오히려 기술분야에서는 코로나 상황판(CoronaBoard)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아시

아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등 민간에서 일일이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한 데이터를 오

픈포맷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민간 연구개발 및 분석의 효율을 향상시켰다.21) 

지역 간 민관 협력(collaboration)에서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대구시의 병

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적절히 치유를 받지 못하자 광주시와 같이 자발적으로 병상 제공

을 결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또한 서울대 병원 인재원, 경북 

18)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833307 

19)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7159 

20)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9/2020040903725.html 

2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지역정보센터, http://snuac.snu.ac.kr/a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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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의 한티 피정의 집, 대구은행 연수원, LG 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 우정공무원 교육

원 등 다양한 단체가 생활치료센터의 공간을 제공한 것도 국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생활치료센터 아이디어 자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대구 

현지의 의사들 간의 협력도 공식적인 협력 채널보다는 SNS 대화방 등을 통한 비공식적 

소통 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졌다(이시철, 2020).

<표 3> 정부 대응과 민간 대응

주제 정부 대응 민간 대응

마스크 -2월 27일 공적마스크 정책 시행 -3월 8일 재고수량 사이트 개발

사회적 거리두기
-3월 2일 서울시 멈춤 캠페인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월 28일 종교집회 온라인 전환
-3월 1일 이동률 최저 기록

감염자 추적 -확진자 이동경로를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
-1월 30일 코로나 맵을 통한 GIS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신규확진자, 사망자 등의 데이터를 보도자료
(hwp, pdf)로 제공

-1월 29일 코로나 상황판
-서울대학교 csv 파일 제공

생활치료센터 -3월 2일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
-기업, 종교 등 민간 단체에서 생활치료센
터 공간 제공

 출처: 저자작성

Ⅳ. 결론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서 성공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

을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한 후, 이 이슈

들을 정부나 국가중심적으로 접근 해석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공적 대응이 중

앙정부 주도형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민간기업, 민간 의료기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해야 됨을 실증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

정부 대응이 선제적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전문가, 시민, 지자체의 반응이 선행하

였고 중앙정부는 시차를 두고 뒤늦게 대책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첫째,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개인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

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회피를 위해 봉쇄정책

을 선호하지만 정책결정과 집행이 되는 시점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크

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조차 중국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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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보다는 내국인에 의한 감염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처럼 확산이 

인지되는 시점에서 바로 봉쇄를 하는 정책은 정치적인 이유로 채택이 쉽지 않다. 또한 

선제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봉쇄가 

마치 최선의 대안처럼 주장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중국식의 전체주의적 봉쇄

모델이 아닌 개인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효과

적 봉쇄를 할 수 있는 한국적 대안 모델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낙관적 견해도 한계가 크다. 공공의료기관

의 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 실패 등의 주장은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더라도 국가 재난

적 전염병이 발생하면 민간병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

는 대안이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당시 격리병상의 부족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생활치료센터 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민간 의료 전문가들이 제안

한 생활방역센터, 드라이브 스루 선별 검사소, 민간 및 준공공기관이 제공한 각종 격리

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검사기술들을 통해 성공

적인 방역이 이루어졌고, 중앙정부가 이러한 민간의 자원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유연

성이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초기에는 이미 확산이 한참 진행된 단계에 도입･집행되었고, 

후반기로 가면 확산 정도에 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계없이 이미 종교시설, 

지방정부, 시민 등의 자발적인 이동제한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대응이 오

히려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투명하게 전염병 확산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

하고, 전문가들이 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행동

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하에서 각 주체 간 자율적 상호작용 모형이 

한국의 재난관리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복잡적응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성공적 K-방역의 요소라고 하는 기술, 

신속한 검사, 투명성, 그리고 민관협력의 내용 모두에서 국가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임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시민, 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민간의 자발적 대응으로, 정부의 폐쇄적 정보 제공체계를 효율적으로 전환하였고, 진단

검사 키트 개발, 사회적 거리두기, 의사인력 및 치료공간 확보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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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갖고 있는 높은 불확실성, 복잡성, 변동성을 전제할 때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

한 선제적 방역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방역의 경험이 제시하는 교

훈을 노 젓는 중앙정부의 성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이런 잘못된 학습이 

시민의 자율적 대응 역량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지

적하고자 한다. 국가중심적 방역체계를 강조할수록 민간 참여자들의 기여를 과소평가하

여, 재난 상황이 재발했을 때 이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큰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행위, 충분한 근거 없이 제시되는 각종 영업 및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 책임회피를 위해 전염병 확산이 통제된 시점에 오히려 처벌과 규제를 

늘리는 역설적 행위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 능력을 저해할 위험이 너무 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규제와 통제적 접근은 시민들의 피로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반복되는 재난 상황은 정부는 규제 의존도를 높여 재난 

대응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불확실성, 변동성, 복잡성이 큰 재난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정책을 기

획･결정･집행할 수 있다는 믿음은 위험한 신화이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의 경험으로부

터 우리는 시민, 전문가, 의료인, 민간기업,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상호 조정과 협상 그리고 협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재난 대응 네트

워크의 가능성을 학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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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 Evaluation of the COVID-19 Response in 
South Korea: Issue Changes and Analysis of Empirical Evidence

Kilkon Ko & Bum Kim

This paper criticizes the view of the K-quarantine, which deifies Korea's state-led 

quarantine. To this end, major issues (border lockdown, intensive social distancing policy, 

expansion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 and 3T [tracking, testing, transparency]) 

that emerg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re derived through LDA topic modeling. 

Focusing on the major issues, this paper raised the argument in the perspective of complex 

adaptive system and network governance that the self-organization process of various 

participants, including citizens, civil experts, private enterprises, NGOs,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was able to respond to the COVID-19 effectively. Various data such 

as Korea epdemiological survey, OECD data on medical institutions, COVID-19 confirmed 

cases, and mobility data were used to show that the success of K-quarantine was not due to 

the state's preemptive action but to the social interaction of the government and civil 

participants. In particula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myth of the state's preemptive 

response in a disaster with high uncertainty may reduce the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civil participants in a future disaster.

【Keywords: state-centric view, network governance, complex adaptive system, 

COVID-19, topic mode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