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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

은 대표적인 정책 난제(wicked problem)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같은 코로나19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 변화하면서 

코로나19 통제정책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변동이 근거에 기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정부의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을 크게 제1기

(2020년 2월~2020년 10월)와 제2기(2020년 11월~2021년 6월)로 구분하

여 정책변동의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변동의 유형과 원인을 검토하고자 하였

다. 특히 정책변동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변동을 위한 행위자 집단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변동을 주장하였는

지를 비교 분석하여 각 행위자 집단의 신념체계에 따른 근거의 선택과 활용

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변동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정책변동 유형에 관한 연구와 정책변동 

원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변동에는 정책 혁신 및 정책 종결

과 같이 기존 정책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단절적 변동도 있지만, 정책 유

지 및 정책 승계와 같이 정책수단의 일부가 변화하는 점증적 변동으로도 구

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정부의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은 표면적으로는 점

증주의적 변동이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정책목표와 수단의 변화

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관상 가겹(layering) 형태의 정책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정책 목표와 수단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정책 

변동의 유형을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었다. 이는 복잡한 정책변동을 특정 유

형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려는 시도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책변동 유형

의 검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변동에 대한 사례를 축적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정책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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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의 원인은 크게 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

고 있는 대부분의 모형들도 정책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을 분석모형에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의 원인 중에서 정책 

환경적 요인은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한 분류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행

위자 요인은 정책 개편을 위한 공식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사

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은 Oxford의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OxCGRT) 산출 방식을 국내조치 상황

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제1기에는 ‘신규 확진자수’와 같은 

정책 문제적 요인이 통제수준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 제2기에는 ‘인구 이동량’과 같은 정책 산출적 요인의 피쳐 중요도

(Feature importanc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에 따라 통제정책 수준의 변화를 설명하는 정책 환경적 요인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변동의 행위자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통제수준 변

화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

를 활용하여 행위자의 주장과 근거 등을 분석하였다. 토론회 및 공청회의 참

석자는 크게 기존 통제수준의 완화를 선호하는 집단과 통제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를 Sabatier & Jeckins-Smith(1993) 정책지

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신념체계의 차이가 행위자들의 주장과 근거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은 의료계 중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정부에서 방

역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담당자들로 구성되었

다.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신중 입장의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 모두 방역과 경

제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규범적 핵심 신념은 일치하지만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정책 핵심 신념에는 차이가 있었다.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은 통제 

수준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여 빠르게 경제 활동을 회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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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수단을 선호하지만,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코로나19 통제 기간에

도 적정한 수준의 통제를 해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정책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통제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토론자들은 주로 신규 확진자 수를 근거로 하여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의료체계의 감당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

였다. 이와 달리 통제수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장의 참여자 그룹은 소상공

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통제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정책변동의 행위자들이 주장한 근거들을 살펴보면 ‘통제 완화 신중’ 그룹

은 앞서 분석한 정책변동의 정책 환경적 요인 중에서 제1기의 주요 요인으

로 나타난 정책 문제적 근거를 주로 활용하여 주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제2기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정책 산출적 근거를 주로 사용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는 Strassheim & Kettunen(2014)이 제시한 정책

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 현상들도 나타났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임상적 자료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지식독점’ 현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비율 관련 자료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의 비

판을 반박하기 위한 ‘비난회피’ 행태와 ‘지나친 단순화’ 유형도 확인되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정책지지연합에 따라 다른 

내용의 근거가 제시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규제가 적정한지에 대한 

근거로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식당, 카페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

염발생 비율이 높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통제 완화 신중 그룹에서

는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집단감염 발생 건수의 비중을 계산하였으

며 해당 자료의 수집 기간도 달랐다. 다만, 이러한 제시 근거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에는 양쪽 집

단 모두 공동인식이 형성되어 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는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 개편이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의료지원 역량 확보 

추세에 대해서는 정책지지연합 간의 공동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

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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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의 요인이 정책 문제적 근거에서 정책 

산출적 근거로 변화하였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실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례분석에서도 정책선호 집단에 따라 활용하는 

근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역량 강화’와 ‘소상공인 손실보

상’ 등과 같은 정책 자원적 요인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토론회

와 공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역량 강화’는 

코로나19 통제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향후 ‘코로나

19 통제’ 정책이 아닌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정책이 통합적으로 변동하

여 통제와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정책변동, 코로나19, 통제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어: 근거기반 정책, 정책기반 근거

학번: 2015-3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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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정책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 정책도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동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이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단절적 변동(punctuated 

change)과 점증적 변동(incremental chan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절적 

변동은 정책 혁신과 정책 종결과 같이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변

화를 의미하고(Krasner, 1984; Baumgartner & Jones, 1993), 점증적 변

동은 정책 유지, 정책 승계와 같이 기존 정책과 차이가 크지 않은 변화를 말

한다(Lindblom, 1979; Wildavasky, 1989). 단절적 정책 변동은 변화가 진

행되는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정책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와 달리 점증적 변동의 경우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책의 

점증적 변동도 행정학의 연구 대상인 정부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정책의 집행과정의 필요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정책변동의 원인은 크게 정책을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의 

틀(framework)로 제시되는 모형도 강조하는 요인이 다를 뿐 대체로 정책변

동의 정책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 모두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Kingdon, 1984; Sabatier & Jeckins-Smith, 1993; Scharpf, 1997; 

Ostrom, 2011). 이처럼 정책변동이 다양한 정책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일반화할 수 있는 large-N 연구를 

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사례분석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개별 사례분석

을 통해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각종 근거들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것이 어



- 2 -

떤 행위자에 의해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정책 변화에 내

재한 복잡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통제정책 변동을 분석 사례로 하여 정책변동

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행위자들이 사용한 근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

나19 감염병은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서 6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5

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시민의 자유의 광범위한 제한, 경제활동의 위축, 사회적 활동의 

위축 등 정책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불확실성, 반복적인 수정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변동을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변동의 유형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정책은 ‘어떻게(How)’ 변화를 하였는가?”. 그

리고 정책변동의 요인과 관련하여 정책이 변화된 ‘이유(Why)’는 무엇이며 어

떠한 근거(evidence) 요인들이 정책변동에 중요하게 작용했는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또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 변화를 위해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

책지지연합(Who)’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변

화를 위한 주장을 하였는가?”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변동과 관련된 연구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책변동을 주로 분석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된 정책변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책변동의 유형과 원인을 검토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 정책변동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

나19와 같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난제(wicked problem)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동의 유형을 살펴보고 시기에 따라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활용되

는 정책 환경적 근거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여 정책을 둘러싼 환경

적 요인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정책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변동이 어떤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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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근거기반 정책에 관한 이론적 의미

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

책변동과 관련된 정책지지연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 

변화를 시도했는지를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발언 자료를 통해 검토함으

로써 사례에 바탕을 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자의 발언과 근거를 분석하여 정책지지연합들의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러한 차이가 근거의 선택과 해석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아닌 ‘정책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 현상이 나타났는

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유형의 행태가 나타났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근거기반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학습을 위한 근거의 생산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 하였다. 특히 정책기반 근거의 유형 중에서 ‘지나친 단순화’의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근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시기에 따라 유행과 소강상태가 반복해서 나타

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통제정책의 변

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확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시기를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1기

는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5단계 거리두

기 체계 개편(2021.11.1.)’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5단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한 이유는 5단계 거리두기 체계 도입에서부터 

정책목표가 기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서 벗어나 장기화에 대비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 통제’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 당시에

는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여 감염의 종식을 기대하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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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후 전 세계적인 확산 양상과 국내 2차 유행 시기 등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정책 개편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제2기는 5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제2기에서는 2020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3

차 유행 시기가 있었고, 3차 유행의 정점(peak)을 지나 소강상태에 진입하

였을 때부터 ‘4단계 거리두기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개편이 

논의된 4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2021년 7월부터 시작되었지만 3차 유행 이

후부터 ‘일정 인원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시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시기별 정책변동의 특

징과 변동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의 상황은 필요한 경우 국내 상황과의 비교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국내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의 측정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

적인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조치인지 특정지역에서만 시행된 조치인지를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이는 이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강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이하 ‘OxCGRT’)의 각종 지수산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출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는 OxCGRT의 정책대응 수준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국내 통

제정책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몇 가지 조치와 단계를 수정하여 

재산정하였다. 정책 행위자들의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사례분석

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편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자 

발언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책지지연합의 근거와 주장을 비교 분석하였

다.

실증분석의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분류 모형을 통해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을 설명하는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적 근

거 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어떤 정책변동 요인들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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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류모형 방법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

여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시기별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활용한 분석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방법의 하나인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과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 행위자들이 어떠한 근거를 주로 사용 또는 

강조하여 통제 완화를 주장하거나 신중론을 주장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은 방역당국에서 주최한 코로나19 통제정책

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자들이 직접적인 정책결정의 행위자는 아니지만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근거 

선택과 인식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 유행 시기가 지나간 이후 실시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2020.10.27.)’ 와 3차 유행시기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2021.2.2.)’ 및 ‘2차 공개토론회

(2021.2.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안 공청회(2021.3.5.)’ 자료를 바탕

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활용된 자료 및 참

석자의 발언 등을 분석하여 정책변동 과정에 참여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

계 차이를 확인하고 근거의 선택과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중에서 논란이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규제 관련 제시된 근거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기간, 분류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토론자의 발언의 취지와 내용을 분석하여 근거기반 정책이 아닌 정책기반 근

거 현상의 사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변

동에서 근거의 역할을 검토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차이로 인해 근거의 선택과 인식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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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과정

  1. 정책변동의 유형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정책(policy)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특정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

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정부의 계획적인 행동

(Lasswell & Kaplan, 1970: 70)”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제가 변화하거나 동원하는 수단들이 달라지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정책변동(policy change)1)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있

지만 “기존 정책의 실패를 수정 또는 극복하기 위한 조치(May, 1992: 

332)” 또는 “이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출된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결하는 

것(유훈, 2009: 135)”과 같이 기존 정책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

다. 정부에서 정책 집행 이후 결과를 피드백하여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은 정책의 유형과 종류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

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한번 실시한 정책은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학습 과정을 통해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는 순간부터 변화

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책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책변동’과 ‘정책변화’가 주로 사용되는데 ‘정책변화’는 
변화된 상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변동’은 변화하는 움직임 또는 과정을 표현하
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책변동’ 용어를 사용하되 문맥에 따라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국내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과 관련하여 3차례의 공식적인 
정책 개편과 개편된 정책 내에서 각각의 조치의 추가 또는 적용 수준의 변화 모두를 ‘정
책변동’으로 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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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연구와 정책변동

의 ‘원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연구는 

Hogwood & Peters(1983)가 제시한 ‘정책 혁신’,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종결’ 4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이후 이를 보다 구체화한 연구들로 발전

하게 된다. 각각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혁신(policy 

innovation)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를 해결하는 수단에 획기적

인 변화가 발생하여 정부가 새롭게 해당 영역에 개입하는 수준의 정책변동을 

말한다. 정책 유지(policy maintenance)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황

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의 정책변동을 의미한다. 정책 승계(policy 

succession)는 기존의 정책 목적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지만 새로운 프로

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정도의 정책변동을 의미한다. 정책 종결

(policy termination)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더 이상 해당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정책 집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책변동의 유형 중에서 정책 혁신과 정책 종결과 같은 

변화보다는 정책 유지와 정책 승계와 같은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은재호, 2007: 244). 이는 “Majone & Wildavasky(1979)가 정책

은 자원과 목표의 변동을 동시적으로 유발하는 집행 활동이기 때문에 정책 

설계보다는 정책 재설계(redesign)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한 것(최병선, 

2015: 68 재인용)”과 같은 맥락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변동의 수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indblom(1979)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정책변동의 수준은 큰 변화 보

다는 점증적인 변화가 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제약의 구체

적인 예로 정보의 부족, 시간과 자원의 부족 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포괄적인 대안의 탐색이 어렵다고 하였다. 예산과 관련된 정

책 결정에 대해 Wildavasky(1989)도 점증주의(incrementalism) 관점에서 

많은 경우에 기존의 결정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여도 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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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Krasner(1984)는 장기간의 안정적 상태 이후 급격한 

변동이라는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형태의 변동이라고 하

였다. Ikenberry(1988)도 사회·경제적 위기, 역사적 전환점 등과 같은 강한 

외부충격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책변동의 수준은 때로는 ‘점증적 변동’(Lindblom, 1979; 

Wildavasky, 1989)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단절적 변동’(Krasner, 

1984; Ikenberry, 1988)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Hall(1993)은 이러한 정

책 변동을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관점에서 1차적 변화, 2차적 변

화, 3차적 변화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차적 변화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점증적인 변화로 동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지만 정책수단의 개입 수준만 변

화하는 정도의 정책변동를 의미한다. 2차적 변화는 정책목표에는 변화가 없

으나 사용하는 정책수단을 변경하는 수준의 정책변동을 말한다. 3차적 변화

는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여 정책수단뿐 아니라 정책목표도 변화하는 

수준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책변동의 유형을 정책변동의 수준과 연계시켜 살펴보면 Hogwood & 

Peters(1983)가 제시한 4개의 정책변동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혁신과 정책 종결은 기존 정책과는 단절적 변화가 생기는 수준의 변동으로 

볼 수 있고, 정책 승계와 정책 유지는 기존 정책에 대한 점증적 수준의 변동

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정책목표의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 혁신과 

정책 종결은 정책목표의 변경 또는 소멸 수준의 변화가 발생하지만, 정책 승

계와 정책 유지는 기존 정책과 정책목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책수단의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 혁신, 정책 종결, 정책 승계 모

두 정책수단의 변화가 존재하지만, 정책 유지의 경우에는 정책수단의 변화라

기보다는 정책 내용의 수정 수준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책 유지의 경우에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

책의 지속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정책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적용 범위, 내용의 수정 등이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정책 유지 또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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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Hall(1993)이 제시한 3가지 차원의 정책변동 수준의 구분을 정책변동 유

형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정책 혁신과 정책 종결은 3차적 변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책 승계는 정책 수단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2차적 변화 수

준으로 볼 수 있고, 정책 유지는 정책 수단의 교체가 아닌 개입 수준의 변화

만을 의미하는 1차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정책변동의 유형을 인류의 감염병 대응 정책의 변화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감염병의 원인에 대한 근거와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감

염병 대응 방법에도 ‘단절적 변동(punctuated change)’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감염병의 원인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주술적인(shamanism)’ 대응을 하였다. 이후 질병은 사람의 체액 이상으로 

생긴다는 ‘체액주의(humoralism)’가 17세기까지 질병에 대한 주류적 패러다

임으로 자리잡으면서 ‘방혈(防⾎)’ 등의 대응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미생물학 연구 등을 통해 감염병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염원을 격리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여 확산을 억제하는 ‘역학적

(epidemical)’ 대응 방법으로 단절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Snowden, 

2019). 

한편, 코로나19는 1918년 ‘스페인 독감(Spanish flu)’ 이후 100년 만에 

2년 넘게 지속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팬데믹(pandemic)’ 상황이다. 현재 코

로나19 대응 방식이 당시의 대응 방법이었던 마스크 착용, 봉쇄 조치, 격리 

등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점증적 변동(incremental 

change)’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의 대응 

방식의 단절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발견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감염병의 임상적 경험에 

따른 근거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같은 통제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 산출(output)이 계속 쌓여가면서 정책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Ⅱ-1> 정책변동 수준에 따른 정책변동의 유형 구분



- 10 -

자료 : Hogwood & Peters(1983)와 Hall(1993)을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한편, 정책변동의 유형과 관련하여 Howlett & Rayner(2006)는 기존 정

책목표와 새로운 정책목표의 관계 및 기존 정책수단과 새로운 정책수단과의 

관계에 따라 정책변동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정책목표는 일관적(coherent)인

지의 여부로 구분하고 정책수단은 지속적(consistent)인지의 여부로 구분하

였다. 정책목표의 일관성은 변화하는 정책목표가 기존 정책목표와 논리적으

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책수단의 지속성은 기존의 정책수단

과 새로운 정책수단이 정책목표 달성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Howlett & Rayner(2006)는 정부가 정책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구성된 최적의 통합적인(integrated)2) 정책으로 변

화를 시도하는데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표류(drift), 전환(conversion), 가겹

(layering)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최적화된 변화가 되지 못한다고 하

였다.

2) Howlett & Rayner(2006)는 정책을 다양한 목표와 수단이 조합되는 ‘정책 복합체(policy 
complexes)’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는 유형을 분석하였기 때문
에 최적의 정책변동의 유형을 ‘통합(integrated)’으로 보았다. 

구 분 정책 혁신 정책 종결 정책 승계 정책 유지

정책 목표의 

변화

새로운 정책 

목표가 발생

기존 정책 

목표의 소멸
정책 목표의 변화가 거의 없음

정책 수단의 

변화

정책 수단의 

변화가 있음

기존 정책 

수단의 소멸

정책 수단의 

변화가 있음

정책 내용의 

수정

변화 수준 단절적 변동 점증적 변동

Hall(1993)

변화 수준
3차적 변화 2차적 변화 1차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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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정책변동의 유형 (Howlett & Rayner, 2006)

출처 : Howlett & Rayner(2006: 12)

Howlett & Rayner(2006)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을 구분하는 이론은 

정책변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와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는 의미가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조합되는 환경에서

의 정책변동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관심 분야인 ‘코로

나19 통제정책’과 정책변동의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책 문제

의 특성에 따라 통합적(integrated) 정책변동 이외의 유형들이 반드시 부정

적인 변화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해당 사례연구의 정책 분야가 산림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임업 부문(forestry sector)’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위기적 상황이 발생하여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정책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정책변동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재난과 같은 긴

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

다는 주장(Comfort, 1988: 155)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통제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계속 정책목표가 수정되고 정책수단도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외형상 세부조치가 가겹(layering)로 변동된 것처럼 보

인다. 이후 정책목표의 일관성 여부와 정책수단의 지속성 여부의 검토를 통

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 분
기존 정책수단과 새로운 정책수단의 관계

지속적(consistent) 비지속적

기존 

정책목표와 

새로운 

정책목표의 

관계

일관적

(coherent)

통합 (integration)

최적의 변화 (Optimal)

표류 (drift)

비효과적인 변화 

(Ineffective)

비일관적

전환 (conversion)

잘못된 방향의 변화 

(Misdirected)

가겹 (layering)

실패한 변화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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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코로나19 통제 정책의 변화는 ‘가겹’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다. 

  2. 정책변동의 과정

     가.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설명 모형

정책변동의 원인은 크게 정책을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변화를 정책 환경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경

우 결정론적 설명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정책 변화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

용 및 활동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달리 행위자 요인으로만 정책변동

을 설명하는 경우 정책변동의 행위자 사이에 놓여있는 맥락적 의미를 해석하

기 어렵고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존

재한다(김선희, 2020). 따라서 정책변동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행위자의 의도가 정책 환경적 

요인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하

연섭, 2003: 162). 

정책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의 틀(framework)로 제시

되는 모형도 <표 Ⅱ-3>에서와 같이 대부분 정책 변화의 구조적 요인과 행위

자 요인 모두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책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

론적 분석모형은 Kingdon(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Framework, PSF),  Sabatier & Jeckins-Smith(1993)가 주장한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Ostrom(2011)의 제도

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Scharpf(1997)

의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ACI) 등이 있

다. 각각의 모형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정책변동의 원인으로 정책 환

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의 정책 환경적 요인을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행위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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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정책변동의 정책 환경적 요인은 정책흐

름모형(PSF)이 다른 모형에 비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적 요인들을 ‘정책 문제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변동의 행위자 요인에 대해서는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ACI)와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이 보다 자세한 설명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는 정책변동의 행위자를 집합된 행위자(composite 

actors)를 의미하고 능력(capability)과 정향(orientations)으로 특정된다고 

본다. Scharpf(1997)는 능력은 정책변동 과정에서 참여, 거부, 의사권을 행

사할 수 있는 행위자의 역할을 의미하고, 정향은 행위자의 인식과 선호로 구

성되는데 인식은 정책 문제 및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고 선

호는 조직의 이익과 정체성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김선희, 2020).

<표 Ⅱ-3>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설명 모형

출처 : 김선희(2020: 121)를 참조하여 재구성

구 분
정책흐름모형

(PSF)

정책지지연합모형

(ACF)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ACI)

외생적 요인 정치의 흐름
사회경제적 조건

여론의 변화
제도적 환경

선행적 요인 정책 대안의 흐름
정책 문제의 속성

사회적 가치 구조
정책 문제

독립변수 정책 문제의 흐름 지지연합의 신념체계 행위자(능력, 선호)

매개요인 정책의 창
정책 중재자

정책 학습

전략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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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와 멘탈모델

정책지지연합모형의 경우 행위자를 정책하위체계 내의 전문가 중심의 참

여자로 가정하고 개별 정책지지연합은 정책 신념이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정

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신념체계는 지

지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동기이자 응집력으로 볼 수 있는데 신념체계는 

규범적 핵심, 정책 핵심, 2차적 측면으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념체

계 중에서 규범적 핵심(deep core)은 변경이 매우 어려운 규범적 가치체계

를 의미하고 정책 핵심(policy core)은 규범적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입장으로 볼 수 있으며 2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입장의 의미한다(Sabatier & Jenkins-Smith, 

1993). 국내에서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에서 정책지지연합 

간의 신념체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백승기, 2010; 신성현·정준금, 2019; 

양림, 2021).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동의 행위자 요인을 검토하기 위한 설명모형으로 행

위자 중심 제도주의 보다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입장과 통제 완화에 신중해야된다

는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과 사례분석에 사용되는 자료가 정책변동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전문가 집단의 토론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지지연합

모형을 통해 정책변동의 행위자 요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3) 구체적으로 정

책지지연합 신념체계의 위계적 경직성에 따른 구분을 분석하였다. 

3)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조건으로 Sabatier & Weible(2007)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는 정책으로 정책에 관해 상반된 지지연합이 존재하고 지식과 정보
를 보유한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례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코로나19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진행되는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통제정
책의 수준에 대해 상반된 지지연합이 형성되어 있고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전
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지지연합의 분석모형을 준용하여 활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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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구조

구 분 특 성 변경 가능성

규범적 핵심신념

(Deep core)
규범적 존재론적 가치 매우 어려움

정책 핵심신념

(Policy core)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입장
어려움

2차적 신념측면

(Secondary aspects)

정책 수단, 예산의 배분, 성과 평가 등과 

같은 정책 핵심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인 집행

비교적 쉬움

출처 : Sabatier & Jenkins-Smith (1993: 125)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인지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멘탈모델(Mental-model)은 사람이 

어떤 상황을 예측하거나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perceptual processes)의 산

출물을 말한다(Johnson-Laird, 2001:434). 멘탈모델이 사람의 인지적 과정

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관련 연구와 조직의 학습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Senge, 2006). 행정학과 정책

학에서 멘탈모델을 활용한 연구로 최영준 외(2016)는 멘탈모델을 공유하는 

집단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의 정책지지연합 또는 정책하위공동체와 유사한 개

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멘탈모델이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구조화된 사전적 인식(prior cognitive)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

이다(Jacobs, 2011:56). 따라서 정책지지연합이 특정 신념 또는 이념에 근

거하여 현상을 해석하고 관련 주장을 하는 활동은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또는 멘탈모델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멘탈모델은 근거기반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멘

탈모델이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정책과 관련된 근거

에 대한 해석과 주장의 배경이 되는 사전적 인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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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man, 2006; 최영준 외, 2016). 멘탈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

은 Rosling(2019)이 주장한 일반화 본능(generalization instinct)4)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osling(2019)은 문제가 있는 일반화인 

‘고정관념(stereotype)’에 빠지게 되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인지편향은 전문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김청택·최인철(2010)는 103명의 판사, 76명의 사법연수원생, 134명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인지편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판사들의 경우도 확증편

향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해당 편향은 법관으로서의 경험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정책담론 분석 

정책담론(policy discourse)은 특정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 자체를 의미

하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적 기능(cognitive function)과 정책의 적

절성에 대한 규범적 기능(normative function)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김

길수, 2011). 또한 정책담론의 참여자 상호 간의 토론과 논변을 통해 설득과 

학습과정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다(박재창, 2009). 정책담론 분석은 이러한 정책담론이 정책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술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는 정책담론 분석을 통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

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기존 국내 정책변동 과정이 소수의 정책 결정

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하연섭, 2010). 그러나 

최근 정책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높아

짐에 따라 한국 사회의 경우도 정책담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기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정책 문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적 상황’(김동환·조수민, 2021)으로 인해 

정책담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코

4) Rosling(2019)은 사람은 끊임없이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무
의식적으로 나오는 성향으로 생각의 틀을 잡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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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위기 상황의 경우도 정책 문제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방역과 경제라

는 딜레마적 상황이 존재하여 정책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Shanahan et al.(2011)은 정책담론 분석의 관점별 분석유형을 

미시적(micro), 중시적(meso), 거시적(macro)으로 구분하였는데, 중시적 관

점에서는 분석단위가 정책지지연합과 같은 집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

서 중시적 관점의 정책담론 분석은 각 정책지지연합이 토론회에서의 담화 전

략을 통해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분석으로 정책지지연합모형(ACF)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권귀영, 2020:1972). 

<표 Ⅱ-5> 정책담론 분석의 관점별 분석 유형

출처 : Shanahan et al. (2011: 541)

구 분 미시적(micro) 중시적(meso) 거시적(macro)

분석단위 개인 단위 정책지지연합 제도·문화적 단위

담론의 구조적 

구성요소

담론 내 등장 개체, 

해결방안, 인과기재

담론 내 등장 개체,

해결방안, 인과기재
-

분석 변수의 

종류

담론의 내용

개인적 특성

(인구통계적, 이념적)

정치적 담론 전략

(비용과 편익 구조,

응축된 상징의 사용)

-

이론적 

인과관계

합의와 불일치,

준법과 위반,

담론 전달 수단

정책 신념

정책 학습

공공의견과 갈등

-

변화의 

동기유형
다양한 개인 유형 다양한 집단 유형

행위자 유형 파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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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서구의 모형은 정책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의 틀(framework)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한국 행정의 현실에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김정렬·한인섭, 2003).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로비가 진행되는 미국의 정책 환경과 강

한 국가중심의 관료적 문화가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

다(권향원, 2019). 이처럼 서구의 정책변동 이론은 아직까지 한국의 행정 환

경에 맞게 토착화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서구의 정책변동 이론을 적용

하여 분석한 정책변동의 대상들도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책변동

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이라고 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정책 

변동을 정책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변동의 원인 중에서 행위자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책지지연합

모형에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위계적 특성을 비교하고, 정책 담론의 

과정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각의 정책지지연합이 어떠한 근거와 주장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정책지지연합이 정책 

담론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신념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 지향적 학습

을 진행하였는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라. 정책 지향적 학습과 권력 지향적 학습

정책 지향적 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은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 정

책 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경로 중의 하나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를 변

화 또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Sabatier & Weible, 2007; 신성현·정준

금, 2019). Jenkins-smith & Sabatier(1994)는 정책 지향적 학습이 이루

어지려면 정책지지연합 사이에 상당한 갈등(certain level of conflict)이 존

재하고, 정책지지연합 사이의 담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개적이고 전

문적인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책지지연합 사이에 갈등이 큰 

경우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차이로 인해 상대연합에 대해 ‘악의적 왜곡

(devil shift)’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신념체계의 차이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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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된다(Sabatier,et al., 1987: 451; 정지원·박치성, 2012 재인용). 

정책지지연합 간의 악의적 왜곡이 정책 결정권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

우 정책 학습은 정책 지향적 학습이 아니라 비난 회피적(blame avoidance) 

학습 또는 권력 지향적 학습(power-oriented learning)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Weaver, 1986; Trein, 2018). 권력 지향적 학습은 정책 문제의 해

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가해질 때 정책 행위자들이 조직의 정당성

(legitimacy)을 지키기 위해 정책 근거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Trein, 

2018; 김향미, 2021 재인용). Kahneman & Tversky(1979)는 사람들은 

극단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는데 이는 Rosling(2019)가 주장한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비난회피 행동의 원인이 된다. 집행 중인 정책에 대한 호

의적 의견 보다 비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Sabatier & Weible(2007)은 정책 지향적 학습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촉

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정책 지향적 학습 관점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새

로운 근거가 제시되면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정책학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지지연합 간의 갈등이 심

해져 비난회피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이슈의 재정의(redefine the issue)’5)

와 같은 비난회피 행동을 위해 정보 또는 근거를 선택적으로 취합하거나 다

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국내 연구로 정지원·박치성

(2012)은 동남권신공항 입지갈등 사례를 분석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한 

정책지지연합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악의적 왜곡까지 나타나게 되어 중앙정부

는 정책결정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하였다. 감염병 대

응 정책에서의 비난회피 행위와 관련해서 박치성·백두산(2017)는 2015년 메

르스(MERS)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 정부는 비난회피 전략 중 소극적인 책임

전가 행태가 주로 나타났으나, 비난이 집중될 경우 희생양 찾기, 공동보조 

등 다양한 비난회피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김

5) Weaver(1986)는 정책 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를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이슈의 재정의, 의제화 제한, 병주고 약주기, 대중에의 영합, 공동보조, 희생양모
색, 책임전가, 재량권의 축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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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2021)는 코로나19 초기 자가격리제도의 입법화는 메르스(MERS) 사태

에 대한 정치인들의 권력 지향적 학습과 정부관료제의 정책 지향적 학습이 

결합되어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제 2 절 근거기반 정책의 의의와 한계 

  1. 정책의 합리성과 정치성의 관계 

  가. 정책의 제한된 합리성

  

정책의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정책은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수립되

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정책 평가에서

는 정책의 합리성이 평가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주재현, 2004).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객관적이고 과학

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정책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는 ‘정책 평가’

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Wholey et al(1970)은 정

책 평가를 “국가 계획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라고 하였으며, Anderson(1979)은 “국민의 생활조건에 정책이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책의 합리성은 정책 시행을 통한 정책 학습의 과정을 설명할 때도 등장

하게 된다. 정책 학습에 대해 Dye(1981)는 정책 평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

는 것은 정책의 결과에 대한 정책 학습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정부가 특정 

정책의 지속 또는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정책 평가자료가 근거로써 활용된다는 것이다(안해균, 1997).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정책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 정책의 목표와 결

과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학습한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책의 합리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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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합리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입장은 점차 여러 학자

들을 통해 비판을 받게 된다. Popper(1963)가 단순한 합리주의(naive 

rationalism)라고 말한 극단적 합리주의에 따르면 정책의 계획이 선한 경우 

정책의 결과도 선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unanticipated consequences)인 역효과

(reverse effect), 부수효과(side-effect), 무 효과(null effect)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가 등장하게 되었다(Simon, 1972). 인간은 인지의 한계

(cognitive limitations)로 인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고 한정된 정보

를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Hogarth, 1980; 권남호, 

2018 재인용).

정책의 합리성의 개념에서 극단적 합리주의에 따른 주장보다는 제한된 합

리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

으로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설계의 방법을 사회과학

의 영역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사회 현상에서는 

자연과학의 실험실에서와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험설

계(experimental designs)6)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준실험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s) 방법을 활용한 정책 평가를 진행하려는 노

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나. 정책의 정치성

정책을 사회의 제도화된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정책

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

6) 사회과학 분석방법 중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s)의 대표적인 형태는 동질적인 집
단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비교 설계 등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윤리적 문제 등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하지 않은 비등가집단 
사전-사후 조사 비교실험 등이 많이 실행되고 있다(주재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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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복수의 이해관계와 가치

들이 혼재된 상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과정은 정책 문제에 대해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 결정과정에는 과학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바람

직한 가치에 대한 지식과 구체적인 정책 상황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김항

규, 1995). 정부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

히 이념적 지향과 가치는 정책수단과 도구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정

정길, 1997). 따라서 특정 시기마다 정책수단의 선택에 일종의 경향성이 나

타나게 되는데, 시기별 정책수단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이 정치

적 맥락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정책의 합리성과 정치성과 관련하여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도구주의적 관점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정부가 도구적 합리성에만 매

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국민의 선호와 상반된 목표를 정부

가 능률적으로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Singer & Wooton, 

1976; 이종범, 2005 재인용). 코로나19 통제정책의 경우 통제를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통제로 인해 제약되는 경제

적 자유 등의 기본권의 충돌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제 수준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각국의 정치 지도자의 지지율이 상승

하는 현상(rally round the flag)7)이 나타난 이유도 코로나19 정책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 난제(wicked problem)로서의 정책 문제 

정책 문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고 복잡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문제를 ‘난제(wicked problem)’8)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은 기존의 

7) Economist(2020.5.9.). “Covid-19 has given most world leader a temporary rise 
in popularity”.

8) 난제(wicked problem)에 대해 Head(2008)는 복잡성, 불확실성, 이해관계의 분화라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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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책 문제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난제의 경우 정책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유동적인 특징이 있어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표준화된 대응 수

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난제의 개념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특성을 일반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인 정책 문제의 경우도 정책 문제의 특성에 따라 난제적 성격을 일정부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술 발달과 글로벌화로 인해 사회의 다

양성이 증대되어 정책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어 정책 문제의 난제적 성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

회의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다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 상호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대

응 및 통제정책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전형적인 난제적 성격의 정책 

문제(권향원, 2020; 문명재, 2021)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을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존재하였다.

<표 Ⅱ-6> 난제(wicked problem)의 특징

가지 측면에서 각 단계가 높은 문제를 난제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Head & Alford(2015)
는 난제를 문제의 정의가 어렵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어려운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라
고 하였다.

구 분 일반적인 정책 문제 난제(wicked problem)

문제의 특징

기존의 단일방식의 대응이 

가능한 문제

기존 대응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

잘 알려지고 정의된 문제 미지의 부정의된 문제

고정된 문제

(problem in fix)

유동적 문제

(problem in flux)

정책 목표 목표가 명확함 목표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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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향원 (2020: 12)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2. 근거기반 정책의 의미와 등장 배경

  가. 근거기반 정책의 의미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은 “정책 설계와 집행과정에서 연

구를 통해 최상의 이용 가능한 증거들을 도출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Davies, 1999; 김대중, 2014 재인용)을 

말한다. 해당 용어에 대한 번역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이라고도 많이 

지칭되고 있다. 근거와 증거의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대부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증

거기반’이라는 용어가 ‘증거기반 의학’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다(한승훈·안혜선, 2021). 그

러나 행정학과 정책학의 인접 학문으로 볼 수 있는 법학에서 사용하는 법정

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9)에서도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9) 국가 권력은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근거
를 가장 중요시 했던 분야는 재판과정에서 법정증거주의가 적용되는 사법 분야라고 할 수 

정책 수단

표준화된 대응 수단 비표준화된 대응 수단

합리적인 대응 프로세스 필요 다차원의 문제 접근이 필요

관련집단
범위가 한정되고 조직된 집단

명확히 정의된 구성원과 역할

분산되고 조직되지 않은 집단

정의되지 않은 구성원과 역할

이슈
(동의하기 쉬운)

가치에 대한 합의

(동의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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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행정학과 정책학에서의 근거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 수집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기반 정책이라는 용어가 보

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 정책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강조해온 행정과 정책학의 흐름으로 볼 때 근

거기반 정책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고길곤, 2017). 오히려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도 다양한 근거 등을 사용하

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정책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거기반 정책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근거로 활용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

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Simon(1972)이 지적하였듯이 인간 

이성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과 판

단은 문화, 관습, 신념 등을 통해 형성된 편견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10). 따라서 근거기반 정책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있다. 법정증거주의는 법률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채택하고 그에 따는 사
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리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한국
의 경우 자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정증거주의를 일정부분 요구하는 형태로 소송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정웅석, 2012). 

  

구 분 법률 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0) 하이데거(Heidegger)가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192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
간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현존재 이므로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강은숙·김종석,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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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되는 “편견과 오류 줄이기”(김병섭, 2010)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근거기반 정책의 등장 배경

근거기반 정책은 근거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개념을 사

회과학(social science)에도 접목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의학 분야에

서 근거기반 접근법이 먼저 시작된 이유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도입되고 이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등이 축적되면서 어떤 치료법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메타분석(meta analysis)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역학자인 Cochrane(1972)는 신뢰할 수 있는 임상 연구를 

위해서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법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RCT 임상 결과를 주기적으로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근거기반 의학의 중요성을 촉발시키게 된다. 이후 체계적 문헌 연구

를 지원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11)

이 1993년에 설립되면서 메타연구 등의 근거기반 의학 연구가 발전하게 된

다.

근거기반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70년대 사회과학적 지식을 정

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검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근거기반 정책이

라는 개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정부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부터이다(최영준 외, 

2016). 당시 영국 정부에서 근거기반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한 배경은 노동

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정책에 있어서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근거기반 접근방법이 강한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Solesbury, 

2001; 윤영근, 2013 재인용). 

11) 코크란 연합의 로고 안에 메타분석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Forest plot’이 그려져 있
는데 증거기반 의학에서 체계적 문헌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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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거기반 정책변동과 정책 학습

  가. 근거가 정책에 반영되는 유형

근거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표 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5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정책 문제에 대

한 개념을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가 사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통계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statistics)라는 단어의 어원이 

‘상태’를 의미하는 ‘라틴어(statisticum)’와 국가를 나타내는 ‘이탈리어

(statista)’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인 통계 

자체가 정책 문제의 개념을 나타내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정책 문제의 심각성이나 수준을 측정할 때에도 통계 데이터를 근

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유행 현황이나 심각성 등을 파악

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명률, 중환자 수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 데이터는 수집 가능한 많은 데이터와 정보 중에서 일부가 편향

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데이터 자체를 근거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Majone, 1989).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 의해 수집되고 활용되는지가 

근거기반 정책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대체로 국내·외 유사 사례를 찾게 

된다. 사례 연구에 따른 근거 유형이 활용되는 것이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추정해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사회

적 거리두기와 같은 통제정책을 시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집행되고 이에 따른 정책 산출(output)12)과 정책 결과

(outcome)13)를 평가하는 단계도 다양한 근거가 활용될 수 있지만 근거기반 

12) 정책 산출(ouput)은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정책 실행으로 인해 유발된 사회변화를 의미
하며 정책의 부작용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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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주로 요구되고 활용된다. 

<표 Ⅱ-7> 근거가 정책 과정 단계별 반영되는 유형

자료 : National Research Council(2012)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나. 근거의 선택과 해석

근거기반 정책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책변동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근거는 

엄밀한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만을 근거

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보다 폭넓은 범위의 정보와 지식도 포함해야 한

13) 정책 결과(outcome)은 정책 산출을 바탕으로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변화
를 의미한다.

구분
정책

단계
내 용 비 고

(1)

정책 

결정 

및 

변동

정책문제 개념을 정의하는 데 활용

예) 코로나19 (SARS-CoV2) 바이러스 모양 및 

구조 통계자료 

자체를 활용

(2)
정책문제의 심각성이나 수준을 측정하는 데 활용

예) 코로나19 치명률, 중환자 수 등

(3)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는 데 활용

예) 해외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집행 현황
사례 연구

(4)

정책 시행시 예상되는 결과를 검토하는 데 활용

예)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이동량 및 매출감소 추정

사례 연구

실증 분석

(5)
정책 

평가

정책 시행 후 정책에 대한 평가에 활용

예)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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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은 현상과 결과 사이

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사회과학에서 인과성(causality) 기준14)을 제시하고자 한 연

구들(Campbell & Stanley, 1963; Shadish et al., 2002)의 흐름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는 입장은 근거의 타

당성(validity)15)에 대한 검토를 중요시한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지식은 추

론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추론이 얼마만큼 근사적(approximate)으로 참에 

가까운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당성의 위협요인을 고

려하여 추론을 진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근거의 범위를 정책 결정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정

보도 포함되는 입장에 따르면 근거의 위계성에 따른 과학적 지식으로 근거의 

범위에 한계를 설정할 경우 관련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Boaz et al., 2008).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

에는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이 불가능한 경우

가 많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한 모형을 통해 산출된 연구 결과가 실제로 유용

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근거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오철호, 2015). 정책 결정

과 변동과정에서는 현장의 실무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는 주장(Schorr, 2003; Pawson, 2006)도 근거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서 해석하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4) 기존 사회과학 연구가 변수 간 상관관계(correlation)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후 인
과론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강조하게 된다. 변수들 간의 공
동의 변화(covariation) 또는 경험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결과 보다 원인이 선행되어야 하
며, 다른 변수로 인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인과성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고길곤, 2021; 한승훈·안혜선, 2021).

15) 타당성의 종류는 크게 구성개념의 타당성(construct validity),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병섭, 2010; 599). 



- 30 -

근거기반 정책에 영향을 미친 근거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sion)

의 경우도 최근에는 엄밀한 과학적 지식뿐 아니라 임상적 경험과 환자와 환

자 주변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유연화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

거기반 정책에서 근거의 범위도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국내 근거기반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의 입장도 근거를 한정된 범위만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윤건, 2012; 고길곤, 2017; 김병조·은종환, 2020; 

정성호, 2020). 다만, 근거 간에 서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이 높은 근거를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Davies & Nutley, 2000; 고길곤 외 2020: 4 재인

용). 

  다. 근거기반 정책 학습

정책 학습은 과거와 현재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책 수정과 새

로운 정책의 토대가 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ACF)에서 정책

지지연합 간 토론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정책 지향적 학습(policy-oriented 

learning)을 정책 변화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기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정책 지향

적 학습 뿐 아니라 비난 회피적 학습과 같은 권력 지향적 학습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학습이 정책 지향적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거

(evidence)에 기반한 정책 지식의 축적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정책 환경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생성되고 사용되고 있어 정책 학습을 위

해 적절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근거기반 정책 학습이 더 요

구되고 있다. 해당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어떠

한 자료들을 선택하고 분석 기간과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고 해석하는지에 따

라 학습의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기반 정책학습은 정책목표와 정책집행 결과 사이의 오차(error)를 줄

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정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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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s)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여 새로

운 정책 대안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

다. 특히,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다른 무엇인가가 

희생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기반 정책 학습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점진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 억

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원의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economic impact)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이를 인정하고 근거기반 정책 학습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

정하거나 단계별 세부 정책을 점차 개선하여 방역과 경제적 피해가 적정 수

준의 균형(optimize)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근거기반 정책 학습은 정책분석 과정 속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social interaction)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 담당자 또는 

정책 집행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학습과 정책분석에서도 근거기반 정

책 학습을 통해 오차와 부작용과 관련된 정책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는 사회

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 집행조직 내에서도 검토할 수 있

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기반 정책 학습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토론과 숙의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은 정책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근거기반 정책 학습의 결과로 산출되는 자료들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시민들

의 정책 학습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정책 선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정책 요구가 아닌 정책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제 3 절 근거기반 정책변동 과정의 이론적 쟁점

  

 1. 난제(wicked problem) 대응 정책에서의 근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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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 문제의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활용되는 근거가 시계열적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

면 상황에 따라 정책변동에 사용되는 근거의 종류와 개수를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반적인 정책에 활용되는 근거의 경우 시간에 

흐름에 따라 근거의 내용은 변화되지만, 근거의 종류와 개수가 변경되는 경

우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높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그리고 모호성(ambiguity)을 갖고 있

는 ‘난제(wicked problem)’의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근거의 종류와 수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 유연한 정책대응 역량이 부족한 경우 변화된 상황을 매

뉴얼의 형식적 해석을 고집하여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2015년 메르스(MERS)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당

시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2단계)’로 유지하였으나 실제 

대응은 ‘경계(3단계)’ 수준으로 대응하여 자원 동원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였

다(국회, 2015: 203). 이는 “지역사회 감염이 있어야 3단계에 해당된다”는 

위기경보 단계 기준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16)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는 근거의 내용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여 정책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신속한 대응

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일수록 정책 

문제가 갖고 있는 변동성과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미쳐 알 수 없었

던 근거와 자료 등을 계속 추가하거나 기존 근거 중에서 그 의미가 감소된 

것 등을 제외하여 신중한 정책 결정과 변화를 진행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근거기반 정책은 근거의 안정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기존 연구들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근거기반 정책을 활용하여 정책 혁신

과 같은 정책변동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한승훈·안혜선, 2021). 

근거기반 정책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강조하는 효

16) 메르스(MERS)의 경우 감염의 확산양상이 병원감염 형태로 전국적인 전파가 일어나는 새
로운 전파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경로만을 고집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유
연하게 조정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국회, 2015: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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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같이 정부가 기존에 설정해놓은 패러다임에서만 잘 작동하는 것이라

는 비판도 존재한다(Marston & Watts, 2003).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정책변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어떠한 근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를 실증적인 분석을 진

행하여 각 시기별 중요 근거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약 

시기별 정책변동에 중요하게 작용한 근거가 달라진 경우 근거의 유형이 어떻

게 변화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각 시기별 진행된 토론회와 공청회 자

료 등을 통해 사례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 대응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중한 의사결정 사이에서 어떠한 근거들이 중요하게 사용되거나 

중요도가 변동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가설 2: 코로나19 통제 정책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의 중요도는 시기

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2. 근거기반 정책의 한계

  가. 과학과 정책의 관계에 따른 한계

정책의 근거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지식과 분석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책

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성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

서 다양한 공익적 가치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과학적, 경제적 분석만을 강조

하면 이를 소홀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근거의 요건과 범위를 엄

격하게 한정할 경우 기술·과학 만능주의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중심으

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Clarence, 2002; 한승훈·안

혜선, 2021 재인용). Caplan(1979)는 과학적 근거가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정책 결정자와 연구자는 별개의 다른 ‘두 개의 공동체(two 

communities)’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는 현실에

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정치 권력의 의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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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엄밀한 과학적 지식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한다. Cameron et 

al.(2011)도 정책 결정자는 연구자들과 달리 엄밀한 방법을 통해 산출된 근

거 보다는 실현 가능하고 설득력이 높은 근거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Newman & Head(2015)는 정책 결정자들이 연구자의 연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와 연구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Caplan(1979)의 

‘두 개의 공동체’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정책 문제가 기존의 

일상적인 문제와 달리 난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정책 문제를 이해하거

나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자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코로

나19의 경우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도 과학적 

지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사회적 거

리두기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발제를 진행하였고 이후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코로나19라는 정책 난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적 근거의 생산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책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 현상의 발생 

근거기반 정책변동을 위해 사용되는 근거의 생산은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에서 생성되거나 소관 부처의 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근거는 특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자료로 생성되거나 정책 

방향과 다른 증거는 처음부터 생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 해

당 정책의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정책의 변화

를 선도하려는 입장에서는 주장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높여줄 근거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때 정책 소관부처에서 해당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이

를 고려하여 근거들을 생산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근거의 자료를 생성하지 않

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기반 정책이 아닌 ‘정책기반 근거

(policy-based evidence)’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Weiss, 1979).

 Solesbury(2001)는 근거의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으로 인해 과학이 정책

에 반영되는 과정에 정치적 권력이 영향을 미치고 근거 선택을 왜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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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Pawson(2006)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선택적 근거선택

(cherry picking of evidence)’이라고 하였으며, Gray(1997)도 근거를 편

향적으로 선택하거나 이데올로기에 따른 편견, 개인적 추측 등에 근거한 정

책을 ‘의견기반 정책(opinion-based policy)’이라고 지칭하였다. 정책기반 

근거가 활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정부의 활동이 직접 참여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블랙박스(black box)’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과 관

련한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 행위자는 자신

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을 새롭게 생성하여 발표하거나 정부에 자료

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게 된다.

Strassheim & Kettunen(2014)는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나는 유형

을 인식의 비대칭이 발생되는 대상과 근거 선택의 동기를 기준으로 <표 Ⅱ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 행위자 관련 인식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근거 선택의 동기가 인식적(coginitive) 선택일 경우 ‘지

식독점(Knowledge-monopolisatio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

책 행위자 관련 인식의 비대칭이 규범적(normative) 근거 선택 동인과 결합

하는 경우 ‘비난회피(Blame-avoidance)’적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발생된다

고 하였다. 특히 정책결정 행위자들이 근거기반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

할수록 오히려 정책기반 증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전에 결정

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목표-수단 전도’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근

거 선택의 동기가 인식적 선택일 경우에는 정책수단이 선택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 ‘블랙박스(Black-boxing)’ 유형의 행태가 나타나

며 근거 선택의 동기가 규범적일 때는 정책수단의 산출과 효과 등을 ‘지나친 

단순화(Over-simplification)’ 하는 행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표 Ⅱ-8> 정책기반 근거 현상의 유형

구 분
인식의 비대칭의 존재

행위자 관련 비대칭 정책수단 관련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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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rassheim & Kettunen(2014: 263).

정책지지연합 간의 근거 선택에 관한 국내 연구로 권태형 외(2016)는 원

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담론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이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

로 어떤 진단 프레임에 입각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김승정 

외(2019)는 시간강사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의 선

택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근거가 선택되고 활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은종

환·이한경(2021)도 기존의 갈등해결 방법은 시공간의 한계, 공동의 정보와 

근거 활용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의 플랫폼을 활용한 갈등해

결 사례를 소개하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된 정보와 근거는 참여자들이 

토론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정책기반 근거 현상은 코로나19 통제 정책과 관련된 정책지지연합 간의 

토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행위자 관련 인식의 비대칭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식독점 또는 비난회피 유형의 행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가설 3-1: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임상적 근거에 대해 ‘지식독점’ 유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가설 3-2: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임상적 근거에 대해 ‘비난회피’ 유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Actor-related) (Instrument-related)

근거 

선택의 

동기

인식적 선택

(Coginitive)

지식 독점

(Knowledge-monopolis

ation)

블랙 박스

(Black-boxing)

규범적 선택

(Normative)

비난 회피

(Blame-avoidance)

지나친 단순화

(Over-si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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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제 정책수단과 관련한 인식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지

지연합간의 토론에서 블랙박스 또는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

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설 3-3: 코로나19 통제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블랙박스’ 유형의 정

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가설 3-4: 코로나19 통제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지나친 단순화’ 유형

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한편, 최영준·전미선(2017)는 정책지지연합 간의 의견대립 상황이 발생할 

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대한 공동근거생산, 공동근거해석, 공

동근거채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근거에 대한 합의점을 찾

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지지연

합 간의 근거에 대한 공동근거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근거의 추세에 대

한 공동증거해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거가 나타나게 된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엄밀한 근거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 4-1: 코로나19 통제 정책 관련 근거(데이터)의 추세에 대한 정책지

지연합 간의 인식 차이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가설 4-2: 코로나19 통제 정책 관련 근거(데이터)가 나타나게 된 인과관

계에 대한 정책지지연합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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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통제 정책

제 1 절 코로나19 정책 문제의 변화 

  1.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문제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감염 확산 속도와 질병의 심각성(치명률)과 같은 위험의 불확실성이 높다

는 점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유행 시기에 따라 전파속도

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 Reproduction number)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치명률(CFR: case of fatality)도 백신 접종과 중환자 치료 역량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 감염병이 공중보건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올지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감염병 확산이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시간적 제

약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셋

째,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되는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접촉이 줄어들어 

자원과 사람의 이동이 필요한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사회·경제적 위기가 연

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넷째, 감염병의 전파과정을 추적하기 어렵고 대응

을 위해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기관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여 이를 수습하

는 과정이 복잡하다(Comfort et al., 2020; 고길곤·김범, 2020).

 

<표 Ⅲ-1> 코로나19 정책 문제의 특성

특 성 내 용

불확실성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치명률을 파악하기 어려움

긴급성 감염 확산이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대응 시간이 촉박함

연쇄성 보건 위기가 사회·경제적 위기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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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회고적 언

론 인터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

19 유행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7개의 기관의 시뮬레이션을 받아보고 종합해

서 판단을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Q :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유행을 전망해왔나 ?

A : 중수본에서는 7개 기관의 시뮬레이션을 받아본다. 방대본에서도 시뮬

레이션을 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같은 국가기관, 개인 전문가, 대학 연구

팀도 있다. 각각 시뮬레이션 모델이 다르다. 종합해서 예측에 참고한다. (해당 

시점으로부터) 1~2주까지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이상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 뼈아픈 비판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예측을 못하겠더라.

- 시사IN (2021.10.13.) “팬데믹 2년차, 한국정부는 어떻게 작동했나” -

  2. 코로나19 확진자 수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제1기(2020년 2월~2020

년 10월)와 제2기(2020년 11월~2021년 6월)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크게 3

차례의 유행 시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기에서는 2020년 2월 

말과 3월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진행되었고 2020년 8월 

중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제2기에는 2020년 11

월 중순부터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유행 시기

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시기도 있어 1,2차 유행 

복잡성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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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비해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3차 유행의 경우 유행의 

정점(peak)시기가 지나간 이후 소강 시기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림 Ⅲ-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자료 : 질병관리청 (KDCA)

  3. 코로나19 사망자 수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

나가 사망자 수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

였는데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신규 확진자 수는 3차 유행 정점 이후에도 높

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2021년 2월부터 고

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치명률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41 -

<그림 Ⅲ-2>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

자료 : 질병관리청 (KDCA)

  4. 코로나19 중환자 수

코로나19 중환자 수는 유증상 확진자가 치료 과정에서 패렴 등의 위중증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말한다. 언론에 보도된 임상적 연구에 따르면 코로

나19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머무르는 감염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기도를 타고 폐로 진행되는 감염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17) 또한 연령과 성별, 비만 등의 위험요인들도 

중환자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코로나19 중환자 수는 

초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 1주~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같이 증

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따라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일정시간이 지난 후 

17) 동아사이언스.(2021.09.01).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생과 사, 폐에 바이러스 얼마나 쌓
이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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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수가 증가한다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3차 유행 시기의 정점을 지난 

이후 부터는 백신 접종과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 규모에 비해 

중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앞서 사망자 수 현황

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문제 상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3> 코로나19 중환자 수의 변화

자료 : 질병관리청 (KDCA)

  5. 코로나19 치명률

코로나19 위기는 신종 감염병의 창궐로 인해 발생된 공중보건 위기이다. 

특히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실제 위험보다 과도하게 공포감을 느낄 수 있

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치명률이다. 치명률은 감염 확산 

이후 알려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표되는 치명률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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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감염병의 위험 수준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의 

변화는 1차 확산 시기 이후 약 2.5% 수준에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감소

하여 2021년 6월말에는 약 1.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치명률의 변화는 감

염병 위기 상황이라는 정책 문제 자체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

책 문제의 변화는 코로나19 통제 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Ⅲ-4> 코로나19 치명률의 변화

자료 : 질병관리청(KDCA)

제 2 절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 

  1.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통제정책의 구성

코로나19 통제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세부적인 규제조치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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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정책 복합체(policy complexes)’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코로나19 대

응 정책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통제정책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

난지원금’, ‘의료체계 대응능력 강화’, ‘백신 수급 및 접종 정책’ 등과 같은 

다앙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코로나

19 통제정책은 대응 정책이라는 보다 큰 정책 복합체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

는 규제적 성격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코로나19 

통제정책은 대응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원적 성격의 정책과 유기적으

로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상호 영향을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 및 

재난지원금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환자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와 같은 정책은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결정에 참고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비약제적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백신 수급 및 접종 현황에 

따른 치명률 감소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통제정책

의 변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인접한 다른 대응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5>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통제정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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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의의 

코로나19는 비말(droplet)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증이기 때문에 전파 경로

를 차단하는 것이 감염의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감염병의 전파력은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ation number, )로 측정되는데 감염률

(Probability of infection, ), 접촉률(Contacts, ), 전파기간(Duration 

of transmission, ) 이라는 3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감염률

은 개인이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때 걸리는 확률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위

생관리를 통해 억제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방법이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볼 수 있다. 감염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기간을 줄이는 방

법도 방역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코

로나19 감염 의심자를 검사(Testing)하고 감염경로를 추적(Tracing)하여 더 

많은 감염자를 찾아내어 격리하고 치료(Treat)하는 3T 방법은 감염의 전파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방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

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정책은 접촉률()을 줄여 전

파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많은 연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코

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Chinazzi et al., 

2020; Tian et al., 2020).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시기와 정도의 차이18)

는 있지만 외출자제(stay at home), 이동통제(travel ban), 학교 폐쇄

(school closure), 지역봉쇄(lockdown) 등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

을 복합 또는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Ⅲ-2>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18)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OxCGR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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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  × ×  

영향 요인 대응 정책

 : 감염률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씻기

 : 접촉률 사회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 감염전파기간 정부 방역 3T (Test-Trace-Treat)

자료 : SNU국가전략위원회 코로나19 세미나(2020.06.24.)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정책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통제정책으로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을 사

용하지 않아 비약제적 방역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라고 한다(Desvars-Larrive et al., 2020). 세부적인 정책은 밀집도를 

낮추는 방법, 모임을 금지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등 다양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치들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사회적 방역이라고도 지칭하는데 이는 <그림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염

확산 곡선을 통제하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

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Ⅲ-6>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감염병 확산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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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conomist. (2020.2.29.), 신현재(2021) 재인용

  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적 특성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시민

들의 모임과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이 갖고 있는 정책적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Wilson(1995)은 규제정책의 비용과 편익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고 분산되는 정도에 따라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

지의 정치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Ⅲ-3> Wilson(1995)의 규제정책 유형 분류

비용

집중 분산

편익 집중 이익집단 정치 고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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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ilson(1995)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분산 정도는 정책의 강

도와 지속기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처음 시행되고 강도가 낮은 경우 Wilson(1995)이 분류한 정책 시행

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많은 사람에게 분산되는 ‘대중적 정치’(majoritarian 

politics) 성격이 존재한다(Pedersen & Favero, 2020). 그러나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식당, 카페, 헬스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

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가 실시되어 특정 사업의 종사자에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가 높아지고 기

간이 길어질수록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

수에게 분산되는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가 발생하게 되

는 것이다. 정책 비용이 집중되는 규제 집단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동기가 

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주

장은 국민인식 조사와 같은 서베이(survey) 조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된

다.19) 

<그림 Ⅲ-7>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강도에 따른 정책 특성의 변화

19) 실제 코로나19 개편 과정의 1차 토론회에서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
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규제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을 이후 사례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terest group Politics) (Client Politics)

분산
기업가적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대중주의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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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20) 

  가. 정책변동의 진행 경과

코로나19 통제전략은 크게 차단전략과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단전략은 차단의 수준에 따라 제로화 전략, 지속적 억제전략, 지속가

능한 억제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 최소화 전략은 정부의 통제 정책의 

수준에 따라 지속적 관리전략과 무대응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로화 전

략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봉쇄정책을 통해서 감염을 종식시키겠

다는 전략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전략이다. 이와 달리 무대

응 전략은 사회의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별도

의 통제를 하지 않는 전략이다. 한국의 코로나19 통제정책은 초기 3단계 거

리두기 체계까지는 지속적 억제전략을 유지하였으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0) 본 절의 국내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정책변동은 신현재·고길곤(2021)와 신현재(2021)에 
사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변동 과정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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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부터는 지속가능한 억제 전략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정책목표가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통제’로 변

경되었고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정책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

로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지속가능한 억제전략도 전체적으로는 차단전략을 유지한다는 점에

서는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분류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략과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3단계, 5단계, 4단계 체계로 변화하면서 

정책목표가 조금씩 달라졌지만 차단전략이라는 분석수준에서는 일관된 전략

목표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변동 과정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0.1.)을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1차 개정 (3단계 정책)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각 단계의 조

정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 때 사용한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용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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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2020년 6월 28일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였다. 각 단계별 조치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의 전파 특성

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

정하였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대부분의 모임과 행사 등

이 허용되어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

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에 이르게 되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는데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실내 50인 이상 모

임도 금지되어 1단계에 비해 급격하게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조치가 늘어나

게 된다. 마지막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할 때 시행되는데 학교 등교가 금지되고 10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되어 사실상 봉쇄조치 수준의 정책이 시행된다. 

<표 Ⅲ-4>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020.6.28.)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이용 

시설

운영 허용

(필요시 일부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수업

등교,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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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6.28.)

    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차 개정 (5단계 정책)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경우 2단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실제 2차 유행 시기

를 거치면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

계별 정책을 세부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1월 1일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 동안 사

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기존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5단계로 세

분화하는 정책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2단계 실시기준이었던 주간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를 가장 낮은 1단계로 설정하는 등 거리두기 실시기준이 완화되었다. 이

는 그동안 의료대응 역량이 늘어났음에도 기존의 단계 격상기준이 초기 의료 

역량에 맞추어 있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한 기존의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규제조치가 급

격하게 상승하였던 것을 점증적으로 상향하도록 변경하였다. 

<표 Ⅲ-5>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020.11.1.)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본격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1)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전국)

400명~500명 

또는 더블링 

(전국)

800~1000명 

또는 더블링 



- 53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11.01.)

    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3차 개정 (4단계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3차 개정은 2021년 2월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

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1년 2월 2

일 1차 토론회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9일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후 

2021년 3월 5일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3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매일 500명 내외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개편안을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기간을 설

정하여 방역 조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6.27.). 개편안 발표일 기준으로 수도권

은 2단계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기존 

일일 

확진자 

수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2)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3) 전국 

300명 초과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정상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운영 중단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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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정책에 비해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

다. 이는 개편안 토론과정 중에 계속 논의되었던 시설(장소)에 대한 규제에서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로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시

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시설에 대해

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집합금지는 4

단계(전국 2천 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된다. 이와 달리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이 강

화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은 의무화되고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표 Ⅲ-6>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021.6.27.)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6.27.)

또한, 3차 유행 시기 시설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파티룸, 체육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없음 8인까지 허용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22시 제한 확대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사
500인 이상 

사전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개편안 

적용시 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해당 기준의 지차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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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의 방역수칙은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면적별 인원제한이 완화되고 집

합금지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는 관계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기존의 조치에서는 해당시설의 운영이 곤란하였던 현실을 반영하여 정

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7>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6.27.)

  4. 코로나19 통제 정책변동의 유형

  가. 정책목표의 일관성 여부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

핑 자료에 나타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취지와 목적 부분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거리두기 체계’의 정책목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구 분
개편안(변경 전) 개편안(변경 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GX)
6㎡ 당 1명 8㎡ 당 1명 4㎡ 당 1명 6㎡ 당 1명

파티룸 제한 없음

파티목적 

대여·이용 금지

(2~4단계)

제한 없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

(2~4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외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단, 집회·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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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의 종식을 정책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국내에서 발생한 호흡기 감염병이 코로나19와 같이 장

기적으로 유행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확산 억제를 통해 감염병 종식을 목

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단계 거리두기 체계’의 정책목표는 ‘감당 가능

한 위험수준으로 통제’인데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통제정책의 목표

를 기존과 같이 확산 억제로만 할 수는 없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함께 고려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변경된 것이다. ‘4단계 거리두기 체계’의 정

책목표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시

설 중심의 규제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과 같은 개인중심의 규제로 정책목표를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통제정책 변동의 방향이 통제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통제전략 측면에서는 여전

히 차단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Ⅲ-9> 코로나19 통제 정책목표의 변화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나. 정책수단의 지속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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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제정책은 <그림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행 시기별로 

기존에 설정하였던 정책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형태로 정책이 변동

되어왔다. 2차 유행 시기에는 기존의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없었던 “2단계

+” 조치인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는 사회적 거

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할 경우 영업금지 조치로 인해 지나치게 큰 경

제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2차 유행이 지나간 이후 5단

계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정책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면적당 밀집도 제한조

치’의 경우도 2020년 8월 30일 “2단계+” 조치에 포함되었던 정책으로 이

후 5단계 거리두기 개편에서 정책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3차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인구 이동량

이 감소되지 않고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로 격상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대신 ‘5인 이상 사

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당시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3단계에서도 

‘10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보다 더 엄격한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이후 4단계 거리두기 정책 개편에서는 장소 중심

의 규제보다는 사적모임을 몇 명까지 허용하는지가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

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조치가 추가되었다고 해도 기존

의 정책수단인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의 통제수준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수단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지속성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10> 코로나19 통제 정책수단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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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 2차 유행 시기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영업시

간 제한과 면적당 밀집도 제한조치가 신설된 것이다. 두 조치는 모두 개인 

규제의 성격보다는 시설 규제의 성격을 갖는 조치로 기존의 고위험시설에 대

한 집합금지 등과 다른 정책수단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접

당 밀집도 제한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 내용에 포함

되었으며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21시, 22시, 24시 등 시간을 달리하면

서 조정을 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표 Ⅲ-8>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규제 - -

시설 규제 -
· 영업시간 제한(21시 이후 포장)

· 면적당 밀집도 제한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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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차 유행 시기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기존

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집단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장소 중심의 시설 규

제 위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3차 유행 시기의 경우는 집단감염 발생 보다

는 개인간 접촉으로 인한 확산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설 중심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

어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

질랜드와 케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역 개념인 ‘소셜버블(social 

bubble)’21)과 유사한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리

고 당시 최고단계(3단계)의 경우도 ‘10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규정

되어 있었는데 이보다 더 엄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

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장소중심 규제에서 개인중심 규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규제이다. 유행 상

황에 따라 모임금지 인원의 변동이 일부 있었고 백신 접종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는 형태로 조치 내용의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2020년 12월 24일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해당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대표적인 조치가 되

었다.

<표 Ⅲ-9>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규제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 규제 - -

21) 매일경제 (2021.02.21.). “내달 새 거리두기 소셜버블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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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 4차 유행 시기

4차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변화는 3차 유행 시기부터 적용

되기 시작한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규모를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4

차 유행 시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발표22)하면서 거리

두기 마지막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8시 이후에는 3인 이

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2

명, 4명, 6명까지 점차 허용되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4단계-” 형태로 정책

이 변화하였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도 최초 ‘21시 이후 영업제한’에서 시

작하였다가 ‘22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다소 완화되는 형태로 정책 변화가 진

행되었다. 

<표 Ⅲ-10> 코로나19 4차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규제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백신완료자 모임허용 확대

(4명 -> 6명 -> 8명)

시설 규제 21시 영업제한 22시 영업제한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다. 코로나19 통제 정책변동 유형에 대한 검토 

코로나19 통제정책은 여러 가지 세부조치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

책 개편과정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조치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외형

22) 데일리안. (2021.07.12.). “문대통령 ‘국민께 대단히 송구’...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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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겹(layering)' 형태의 정책변동이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책

목적의 일관성 측면에서 여전히 ‘차단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새로 

추가된 조치도 통제수준은 기존과 차이가 있지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들이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지속성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통제 정책변동 유형은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가겹(layering)'형태가 아니

라 오히려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통합적인(integrated) 정책변동이 진행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외관상 가겹(layering) 형태의 정책변동이 진행되

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분석수준을 달리하면 정책변동의 

유형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복잡한 정책변동을 특정 유형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려는 시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책변동 유형의 검

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변동 유형에 대한 사례를 축적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정책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변동유형을 분류하는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변동 유형에 대한 연구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Ⅲ-11> 분석 결과의 정리

가설 검정 결과

가설 1: 코로나19 통제 정책의 변

화는 ‘가겹’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

다.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분석수준

에 따라 정책변동 유형을 가겹으

로 볼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볼 

수도 있음

기각

  5. 코로나19 통제정책 결정 근거의 변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다양

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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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 등을 근거로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활용 자료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시 단계 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지표가 있으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지표와 이동량 분석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의 근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는 단계 조정시 기준이 되는 지표를 <표 

Ⅲ-11>와 같이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1차 유행이 지난 이후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일일 확진자수, 관리 중인 집단발생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23),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5단계 거리두기 체계

에서는 확진자 수를 주간(week) 계절성을 고려하여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로 변경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도 포함되었다. 또한 확산 상황을 나타

내는 감염재생산지수(R)도 보조지표로 포함되었다. 한편 정책 자원과 관련하

여 중환자 병상수용능력과 역학조사 역량지표가 추가되었다.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정책 결정기준이 다시 변화하였는데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로 변경되었고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중화

율 등이 보조지표로 포함되었다. 한편 정책 자원과 관련하여서도 2021년 2

월부터 시작된 백신접종 현황이 추가되었다. 

<표 Ⅲ-12>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결정 근거의 변화

23)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
다. 따라서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높은 경우 역학조사를 통한 격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
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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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유형

3단계 거리두기

(2020.6.28.)

5단계 거리두기

(2020.11.1.)

4단계 거리두기

(2021.7.1.)

정책 

문제

①일일 확진환자 수

②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①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②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③감염재생산지수(R)

④집단감염 발생 현황

①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②감염재생산지수(R)

③검사 양성률

④위중중 환자 수

⑤중증화율

정책 

자원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①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②역학조사 역량 

③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④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①중환자 병상 여력

②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③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④백신접종 상황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지표의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 지

표에 근거하여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지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

다. 1차 유행 이후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표 Ⅲ-13>와 같이 일일 평

균 신규 확진자수를 수도권과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발표하였고 집단발생 건

수, 감염경로 불명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2주 단위로 발표하였다. 

<표 Ⅲ-13> 방역관리 상황 비교 (코로나19 1차 유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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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월31일 ~ 6월13일

⇨

6월14~6월27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43.5명 43.1명

지역사회 37.6명 28.9명

수도권 36.5명 22.1명

집단 발생(신규기준) 11건 14건

감염경로 불명비율 8.9% (54/609) 10.0% (60/60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미만 80% 미만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6.28.)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 5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는 시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발표하는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지표는 <표 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수도권과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고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그 외 집단발생 건수와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었으며 정책 자원과 관련한 

지표인 즉시 가용 중환자실수 자료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지표는 3차 유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표 Ⅲ-14> 방역관리 상황 비교 (코로나19 2차 유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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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월18일~ 

10월24일

⇨

10월25일~

10월31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5.3명 86.9명

수도권 61.7명 69.7명

60세 이상 31명 22.4명

해외유입 일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 20명 18.3명

집단발생 (신규 기준) 14건 12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8.7% (58/667) 13.9% (102/736)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미만 80% 미만

즉시 가용 중환자실 - 150개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11.1.)

  다. 거리두기 조치 이후 정책 산출(output) 지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앞서 살펴본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이후 발표되는 자료로 이동량 분석결과가 있다. 이동량 분

석결과는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접촉률이 어느 

정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는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자료로 정책집행 이후 

산출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유행부터 2020년 10월까지

는 <표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 분석을 위해 

휴대폰 이동량, 신용카드 매출자료, 대중교통 이용량의 3가지 자료를 종합하

여 분석하였다. 이후 이동량 분석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이동량 기

초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동량 변화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Ⅲ-15>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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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보 항목 보유기관 내 용

휴대폰 

이동량

인구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 

매출액 추정(단, 보험, 통신, 홈쇼핑, 

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 현황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6.28.)

  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결정 시 검토 근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단계 조정시 검토하는 지

표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방역상황 및 위험도 지표’와 같이 정책 문제와 정책 자원에 

관한 지표뿐 아니라 인구 이동량 자료와 같은 정책 산출(output)과 관련된 

자료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를 바

탕으로 정부가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을 결정하는지

를 종합하여 보면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적 근거 모두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

(2021.11.8.)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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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 시 어떤 자료 등을 검토하나요 ?

A : 질문자가 예시로 제시한 확진자수, 사망자수, 치명률과 같은 코로나19 

확산 수준 자료 등과 의료체계 감당 가능역량으로 활용 가능한 중환자실 병

상 수 등을 고려하고 인구 이동량, 소상공인 피해 수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전화 인터뷰(2021.11.8) -

  6.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의 변화 측정 

  가.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측정 방법 

코로나19 통제정책의 강도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1차 유행 초

기부터 진행되어 왔다.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료로 Oxford의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OxCGRT)가 있으며 그 외에

도 Goldman Sachs의 Effective Lockdown Index (ELI), COVID-19 

Government Response Event Dataset (CoronaNet v.1.0)24) 등 많은 기

관과 연구자들이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발표하

였다. OxCGRT 자료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토론회 발제 

자료 등에서도 사용되었고 국가별 통제정책을 비교하는 자료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OxCGRT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을 크게 통제정책

(Containment and Closure), 보건의료 정책(Health system policies), 경

제 지원정책(Economic Response), 백신 정책(Vaccine policies) 부문으로 

24) Cheng, C., Barceló, J., Hartnett, A. S., Kubinec, R., & Messerschmidt, L. 
(2020). COVID-19 government response event dataset (CoronaNet v. 1.0). 
Nature human behaviour, 4(7), 756-768.



- 68 -

구분한다. 각 부문별 구체적인 세부조치는 <표 Ⅲ-16>에서 보듯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로 세부조치의 강도(Max value)와 실시

지역의 범위(Flag) 등 표기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 대응 지수(index)를 산

출하고 있다. 

<표 Ⅲ-16> OxCGRT 세부조치의 구성

자료: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OxCGRT)

구 분 코 드 내 용

통제 정책

(Containment 

and Closure)

C1 학교 폐쇄 (School closing)

C2 직장 폐쇄 (Workplace closing)

C3 집회 금지 (Cancel public events)

C4 모임 규제 (Restrictions on gatherings)

C5 대중교통 폐쇄 (Close public transport)

C6 외출 통제 (Stay at home requirements)

C7 이동 통제 (Restrictions on internal movement)

C8 국외 이동 통제 (International travel controls)

보건의료 정책

(Health system 

policies)

H1 방역 홍보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H2 진단 검사 (Testing policy)

H3 역학 조사 (Contract tracing)

H4 의료분야 투자(Emergency investment in health)

H5 백신 투자 (Investment in COVID-19 vaccines)

H6 마스크 착용 (Facial coverings)

H7 백신접종 정책 (Vaccination Policy)

H8 요양시설 보호 (Protection of elderly people)

경제 대응

(Economic 

Reponse)

E1 소득 지원 (Income support)

E2 부채 지원 (Debt relief for households)

E3 재정 투입 (Fiscal measures)

E4 국제 공조 지원 (Giving international support)

백신 정책

(Vaccine 

Policies)

V1 (Vaccine prioritisation)

V2 (Vaccine eligibility)

V3 (Vaccine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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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GRT에서 산출되는 지표는 정부 대응 지수(Government response 

index)와 공공보건 억제정책 지수(Containment and health index), 엄격

성 지수(Stringency index), 경제적 지원 지수(Economic support index) 

등이 있다. 각각의 지수는 <표 Ⅲ-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에 사용되는 

세부조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표 Ⅲ-17> OxCGRT 산출 지표의 구성

자료: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OxCGRT)

OxCGRT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수는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는 통제정책의 세부조치(C1~C8)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보건

의료 정책에서는 방역 홍보(H1) 조치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세

부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 대응 지수(Government response index)의 

경우 통제정책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H1~H3, H6~H8)까지의 조치가 포

함되고 경제적 지원 조치(E1,E2)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조치

지 수 세부 조치의 구성 세부 조치의 수(k)

정부 대응 지수

(Government response index)

C1 ~ C8 

E1 ~ E2

H1 ~ H3, H6 ~ H8

16개

공중보건 억제정책 지수

(Containment and Health index)

C1 ~ C8 

H1 ~ H3, H6 ~ H8
14개

경제적 지원 지수

(Economic support index)
E1 ~ E2 2개

엄격성 지수

(Stringency index)

C1 ~ C8 

H1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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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단순히 실시 여부에 대한 범주형 지표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책 강도

를 나타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제정책의 세부조치

(C1~C8)만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

였다. 다만 해당지표가 국내 규제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표 

Ⅲ-18>와 같이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규제정책의 수준

을 측정하였다.

<표 Ⅲ-18> 국내 코로나19 통제 정책 (KCGRT) 수준 측정 항목

자료: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OxCGRT) 재구성

구분 내용 조치수준

C1 학교 폐쇄 0: 규제없음 / 1: 권고 / 2: 일부시행 / 3: 전체시행 

C2 직장 폐쇄 0: 규제없음 / 1: 권고 / 2: 일부시행 / 3: 필수제외 시행

C2-1 영업시간 제한 0: 규제없음 / 1: 22시 제한 / 2: 21시 제한

C3 집회 금지 0: 규제없음 / 1: 권고 / 2: 금지 

C4 모임 규제

0: 규제없음 / 1: 1,000명 이상 금지 / 2: 100명 이상 금지

3: 10인 이상 금지 / 4: 6인 이상 금지 / 5: 5인 이상 금지 

/ 6: 3인 이상 금지 

C5 대중교통 패쇄 0: 규제없음 / 1: 운행감축 / 2: 이용금지 

C6 외출 통제
0: 규제없음 / 1: 권고 / 2: 필수이외 금지 / 3: 최소 

이외금지

C7 이동 통제 0: 규제없음 / 1: 권고 / 2: 금지 

C8 국외 이동 통제
0: 규제없음 / 1: 검역 / 2: 고위험격리 / 2: 특정지역 금지

3: 전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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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표 산출은 각 부문별 세부조치의 강도와 실시 범위 등을 조합

하여 세부조치별 강도를 수식 (4.1)과 같이 산출한다. 

  ×

   
 ....................... (4.1)

 는 각 조치별 단계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C2-1의 조치는 규제

없음(0)부터 21시 제한(2)까지로 구성되어 있어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 3 이다.  는 통제 조치의 성격이 지역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지를 나타낸다. 통제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설정된다. C8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이므로 1의 값으로 설정된다.   는 특정 시점에 

해당 조치가 전국에 걸처 실시된는 경우 1이고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서만 

실시되는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매일 각 시점별 적용되는 조치

의 수준과 적용 지역의 값을 계산하여 세부조치별 점수를 수식 (4.2)와 같이 

평균값을 산출하여 각 지수별 대응 지수값을 산출하게 된다. 

  



 



 ...............................(4.2)

이러한 KCGRT 지수 산출 방법을 2020년 8월 30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

기 조치들에 적용하여 통제수준을 산출하면 <표 Ⅲ-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하게 된다. 

<표 Ⅲ-19> 국내 코로나19 통제정책 (KCGRT) 수준 산출 (예시)

조치내용

(2020.8.30. 기준)
     

C1 2 0 3 YE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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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제1기) 

국내 코로나19 제1기(2020년 2월~2020년 10월) 통제정책 수준을 살펴

보면 <그림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2020년 2월 말에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감염이 시작된 이후 점차 통제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4월 초까지 통제수준이 계속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통제수준이 낮아졌다가 5월에 다시 일부 상승

하고 9월에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점보다 통제정책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다소 늦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Oxford 지수를 국내 코로나19 통제조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지수인 KCGRT(Korea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를 

살펴보면 2차 유행 시기에 기존 Oxford 지수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xford 지수에 따르면 2차 유행 시기 사회적 

C2 2 0 3 YES = 1

C2-1 2 0 2 YES = 1

C3 2 0 2 YES = 1

C4 4 0 6 YES = 1

C5 0 0 2 YES = 1

C6 1 0 3 YES = 1

C7 1 0 2 YES = 1

C8 3 - 4 No = 0

OxCGRT Stringency index 53.24

KCGRT index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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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와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

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수준이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조치가 반영된 KCGRT 지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정부의 통제수준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1>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제1기)

자료: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및 질병관리청(KCDA)

  다. 국내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제2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지나간 이후 3차 유행이 지속되는 

기간을 제2기(2020.11월.~2021.6월)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신규 확진자 

수 발생 현황과 정부 통제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Ⅲ-12>에서 보는 바와 같

다. 3차 유행 시기의 정부 대응은 기존 1,2차 유행에 비해 통제수준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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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빠르게 상향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2차 유행 시기에 비해 3차 유

행 시기 발생한 확진자 수가 더 많았고 그동안의 임상적 정보 등과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4월에 다시 확진자 수가 일

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지만 통제정책의 수준은 오히려 단계적으로 하락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면 통제정책의 강도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상향하였던 것과 달라진 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2기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그동안의 사회적 거

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수준을 결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림 Ⅲ-12>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제2기)

자료: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및 질병관리청(KCDA)

제 3 절 코로나19 통제 정책 자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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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체계 대응능력의 변화 

  가. 즉시 사용 가능 중환자 병상 수

코로나19 통제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 중의 하나가 의료대응 체계 

이다.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이 갑자기 확산되었을 때 병상이 

부족하여 대기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였다.25) 이후 중환자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 등이 제기되었으나 유행 시기마다 병상 부족 

상황은 계속 발생되었다.26) 코로나 3차 유행 상황에서도 이러한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되자 방역당국은 민간 종합병원 등에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병상 확보를 추진하였고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

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시행하였다.27) 이에 따라 3차 유행 시기 초기에는 중

환자 수가 증가하자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나 

2021년부터는 중환자 수가 증가하여도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수를 일정 

수준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 즉시 사용 가능 중환자 병상 수

25) 아시아투데이(2020.02.27). "대구서 13번째 코로나19 사망자 발생...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 숨져"

26) 메디게이트뉴스(2020.12.19). "12월에만 코로나19 입원대기 중 사망 6명... 대구 확산 
때 중환자실 병상 의료 인력 부족 '되풀이'"

27) 이데일리(2021.01.17). "'병상 초과' 국가... 감염병 앞에 나타났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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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질병관리청(KDCA)

    나. 일일 진단검사 수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정부 방역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신속한 검

사를 통해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조기에 격리하

고 치료하는 3T(Test-Tracing-Treat)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부

터 확진자를 찾아내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3차 유행 시기에는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익명으로 검

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선별진료소'도 운영하였다. 인구 천명당 진단

검사의 수를 살펴보면 제1기에 비해 제2기의 진단검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유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진단검사 수도 증가하

였지만 2020년 6월의 경우에는 1차 유행 이후 소강상태의 시기임에도 불구

하여 진단검사 수가 증가하였던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4> 코로나19 진단검사 수 (인구 천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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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다. 백신 접종자 비율 

코로나19 통제정책의 환경에서 백신 접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더불어 

가장 크게 정책 문제의 특성을 바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

스가 감염재생산지수(R)의 변화로 인해 높은 전파력으로 감염의 양상을 변경

하였다면 백신 접종은 치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고 알려져있다.28)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백신 수급이 지연

되어 <그림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차례의 접종지연 시기가 있었지

만 이후 백신 수급이 다시 원활하게 되면서 접종률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

었다. 그러나 초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백신 효과

가 줄어들면서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10월 중순 이후부터 고령층의 사망자

28) 세계일보(2021.10.20). "백신 미접종자 치명률 2.3배, 중중화율 4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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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29)  

<그림 Ⅲ-15> 백신 접종자 비율

자료 : 질병관리청(KDCA)

  2.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정책변동에서 중요한 환경 변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실패에는 정치적 책임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

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유행이 시작되면 방역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부정인식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29) 뉴스 1(2021.10.20). "위드코로나 코 앞인데 치명률이 왜이래..."부스터샷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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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가 방역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근거하

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통제수준과 방역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방역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통제정책 수준을 높이는 초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유행 상황에서

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부정적 인식이 

낮아진다. 이는 재난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재난 발생 이후 대응, 복

구, 환류 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재은, 2003)과 재난 관리의 경우 

투입 단계보다 산출 또는 결과 단계의 성과가 중요하다는 주장(황은하·정덕

훈, 2011)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16>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자료: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인식조사 (https://hrcopinion.co.kr/covid-19)

코로나19 통제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는데 있어서 방역에 대한 국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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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분석결과를 주기적으로 실시하

여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방역 당국이 발제자로 

나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토

론회에서는 방역 당국의 의뢰를 받은 조사 결과를 발제가가 발표하고 설명하

기도 하였다.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각 부문별 국민인식

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Ⅲ-17>와 같이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사

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수준에 대

해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에는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나, 2021년 6월에는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역정책의 방

향과 관련하여 경제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021년 6월에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7>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자료: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인식조사 (https://hrcopinion.co.kr/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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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코로나19 통제 정책 산출의 변화  

  1. 인구 이동량의 변화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결과 또는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발표자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방역 

당국은 인구 이동량 감소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0) 구체적인 인구 이동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차 유행의 시작시점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기 

시작한 일자(2020.08.16.)로 종료시점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미만

으로 줄어든 일자(2020.09.03.)로 설정하여 19일간의 확산기간을 설정하였

다. 3차 유행의 시작시점은 2차 유행 시기와 동일하게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기 시작한 일자(2020.11.14.)로 설정하였다. 기간은 2차 유행과 

비교를 위해 19일간으로 설정하였다. 2차 유행 시기 이동량 감소와 3차 유

행 시기 이동량 감소 정도는 <그림 Ⅲ-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유행 시

기가 더 급격하게 이동량이 감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차 유행 시기에는 소매점 및 여가시설 이동량이 일 평균 약 1.67% 정도 

감소하였으나, 3차 유행 시기에는 약 0.96%정도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Ⅲ-18> 인구 이동량의 변화 (2차, 3차 유행 시기 비교)

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8.26.)
   8월 19일(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8월 

22일∼8월 23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보다 20.1% 감
소(672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
드리는 한편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확산 당시의 이동량 감소(최대 38.1% 감소)에 비
해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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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글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2.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비대면 서비

스를 제공하기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통제정책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 유행과 소강을 반복하면서 계속되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를 살펴보

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시기에 경기체감지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부정적 산출(output)도 정책을 변화하게 만

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Ⅲ-19>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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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질병관리청

제 5 절 코로나19 통제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정책결과에 대한 연구3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정책으로 정책 결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분석(Flaxman et al., 2020)과 여러 정책

을 결합하여 집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분석(Kucharski et al., 2020) 등이 

정책 결과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참여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social distancing index) 개발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책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제적 충격을 분석한 연구로 

31) 본 절의 정책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신현재(2021)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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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 et al.(2020)는 트위터(twitter)의 위치 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주(State)

의 이동량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거리두기를 시행한 주의 이동량이 

더 크게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동량을 더 효율적으로 감소시켰다는 Frey et al.(2020)의 연구와 소득 수준

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이동량 감소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Weill et al.(2020)의 연구도 거리두기 정책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볼 수 있

다. 국내 연구로 유성훈·김이연(2021)은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모

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Ashraf(2020)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확진자 수를 감소시켜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고 하였

다. Ferguson(2021)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유럽 등에서 실시한 봉

쇄정책(lockdown)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파력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하였다. 또한 Oxford의 OxCGRT의 코로나19 통제의 

엄격성(stringency)은 감염 확산 억제와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경제 위축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로 최봉석·박호정(2021)은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방역조치 수준을 2배 

강화해야 하고 이에 따라 총소비는 7% 정도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

다. 이와 달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경우 그

전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상 더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김동규 외, 2021).

  2.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 

코로나19 통제정책의 결과 또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통제정책의 변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다만 비교적 성

공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국가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agile) 대응을 소개하면서 정책변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Lee, 

Yeo & Na(2020)는 한국과 미국의 과거 감염병 위기 이후 정책 학습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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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명하면서 효율적인 정책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응 정책 운영구

조와 프로세스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과거의 감염병 대

응 경험의 학습을 통해 이후 정책이 변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Lee, 

Hwang & Moon(2020)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대

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위기 상황의 맥락 등을 고려한 정책 학습이 일어났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oon(2020)도 한국의 경우 대응 정책을 상황에 맞

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agile and adaptive approach)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통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의료체계 

대응역량, 정치적 성향, 커뮤니케이션 등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Bel et 

al., 2021; Kasis et al., 2021; Adolph et al., 2021; Weible et al., 

2020). Bel et al. (2021)은 OECD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

한 결과 국가의 의료체계 역량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는 경우 정책 대응 속

도가 늦었다고 분석하였다. Toshkov et al.(2021)도 유럽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

였다고 분석하였다. Kasis et al. (2021)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역량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Cronert(2020)는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를 더 빠르게 시행하였다고 분석하였다. Adolph et al.(2021)은 미국의 50

개 주(state)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공화

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가 코로나19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더 늦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Weible et al.(2020)은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 시민들의 정서 등이 정책 결정과 변동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Habersaat et al.(2020)는 코로나19 방

역 정책 결정 및 변동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원칙으로 개인의 권리

(individual right)와 사회적 선(social good)의 조화(balance)를 강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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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감염병 위

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학습 그리고 의료체계 대응역량과 정치적 맥락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등을 참고하

여 국내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환경적 요인은 무

엇인지 살펴보고 정책지지연합 간의 토론과정에서 관련 근거가 정책변동 과

정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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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설계 및 방법

제 1 절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과정에서 검토되는 근거와 정책변동 결

과 사이의 과정에 주목하여 통제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근거 요

인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정책변

동 과정에 검토되는 근거는 크게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과 관련된 

근거로 구분하고 이러한 근거들이 실제 정책변동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의 발언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론회와 공청회의 참여자를 통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인 그룹와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토론자들이 발언을 바탕으

로 도출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실제 발언자들이 어떤 근거를 선택하고 해석 

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크게 실증연구와 사례연구로 구분되는데 먼저 실

증연구의 경우 분석기간을 코로나19 제1기(2020년 2월~2020년 10월)와 제

2기(2020년 11월~2021년 6월)로 구분하였다. 분석시기를 구분한 이유는 2

차 유행 이후 발표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부터 정책변동에 고려

하는 요인들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시기에 따른 체계적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3차 유행시기 부터 4차 유행시기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유

행과 백신 접종 등과 같이 제1기와는 정책 환경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

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정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수를 근

거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가 

정책변동 요인의 근거변수들이 어떻게 조합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통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와 

LIME, SHAP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 

등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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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실증 연구의 분석의 틀 

사례연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

회 자료를 바탕으로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으로 참

여자를 구분한 이후 각 참여자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참여자들 사이에 어떠한 

신념체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신념체계 차이에 따라 

각각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

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사용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의견의 대립이 

계속되는 항목은 어떤 점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견의 대립이 있

는 지점에서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근거에도 차이점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

다. 

<그림 Ⅳ-2> 사례 연구의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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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의 구성과 측정지표는 <표 Ⅲ-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하였다. 국내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은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OxCGRT)의 자료 중에서 

GRI(Government Response Index)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출하였다. 특

히 Oxford의 GRI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조치의 내용과 비교하여 실제 유의미한 정책변동이 있는 경우

의 시점과 지수를 재계산하여 산출을 진행하였다. 이는 Oxford의 GRI 자료

의 산출방식이 영어로 작성된 언론 보도자료를 근거로 수집된 경우가 많아 

실제 국내 방역정책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정책의 해석과 자료수집

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 문제와 관련된 변수는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사명자 수, 치명률, 중

환자 수, 진단 양성률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코로나19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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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위험성 관련 통계 및 데이터이므로 정책 문제와 관련된 변수로 지정

하였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치명률(Case Fatality Rate)은 누적 사망자 수를 누적 

확진자 수로 나눈 자료로 산출하였다. 중환자 수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방역 위험도 평가항목에 있는 주간 중환자 수 자료를 바탕으로 수

집하였다. 진단 양성률은 확산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our world in 

data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정책 자원과 관련된 변수는 중환자 병상수, 진단검사 수, 방역정책 관련 

부정적 여론, 백신 접종자 비율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중환자 병상수는 중

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방역 위험도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 즉시 사용 가능 중환자 병상 수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진단 검

사의 수는 인구 천명당 진단검사수를 기준으로 Our world in data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방역정책 관련 여론은 한국리서치에서 매월 주기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방역정책

에 대한 부정 답변 수준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백신 접종자 비율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접종자 비율을 산정하여 변수로 구성하였다. 

정책 산출(output)과 관련된 변수는 인구 이동량과 소상공인 경기체감지

수로 구성하였다. 인구 이동량은 구글의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Google’s 

COVID-19 mobility report) 자료의 소매점 및 여가시설 이동량(retail 

and recreation) 이동량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인구 이동량의 경우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동참 

수준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32)를 나타내

는 변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BSI)의 경기체감지수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표 Ⅳ-1> 변수의 구성 및 측정지표

32)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는 신용카드 매출량 감소 
등도 있으나 해당자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하나인 ‘재난지원금’에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자료를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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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측정 지표 단 위 출 처

정책
변동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 및 추가조치에 
따른 방역 통제 수준

지수
Oxford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정

정책
문제

신규 
확진자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7일 이동평균) 명

질병관리청
(KDCA)

신규
사망자수

일일 신규 사망자 수 (7일 이동평균) 명

치명률 누적 사망자 수 / 누적 확진자 수 %

중환자 수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 명

진단
양성률

누적확진자수/ 누적의심신고 검사수 %
Our World in 

data

정책
환경

진단
검사수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수 (인구 천명당) 건

중환자 
병상수

주간 평균 즉시 사용 가능 중환자 병상 수 건
질병관리청
(KDCA)

방역정책 
여론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의 
부정 응답률

% 한국리서치

백신
접종자 
비율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비율 %
질병관리청
(KDCA)

정책
산출

인구 
이동량

코로나19 발생 이전 이동량 대비 일일 
이동량 변화율 (소매 및 여가시설)

%
구글의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소상공인 
경기체감

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의 BSI(Business Survey 
Index)의 경기체감 지수

지수
국가통계포털

(KOSIS)

제 3 절 사례 연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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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크게 통계적 방법, 수리적 모형

(formal modeling) 방법, 사례연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George & 

Bennett, 2005). 사례연구는 다시 서술과 설명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술은 사회 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며 설명은 그 중에

서 중심적 특성을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김승현, 2008). 따라서 설명을 위주

로 진행되는 사례연구의 경우는 제한된 사례의 수와 제한된 중심 특성에 갖

기 때문에 사례선택 과정에서 편의(bias)를 피하려는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사례가 연구목적과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례선택의 정합성

을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의 목적이 정책지지연합 

간의 신념체계와 근거선택 및 활용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선택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방송 매체에서 각 분야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많은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본 연구

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 유행 시기가 지나간 이후 실시

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2020.10.27.)’와 3

차 유행 시기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2021.2.2.)’ 및 ‘2차 공개토론회(2021.2.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안 

공청회(2021.3.5.)’ 자료를 바탕으로 각 토론자의 발언에서 사용된 근거 등

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책 행위자의 입장은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활용하여 각각의 행위자들의 신념에 따라 

형성된 정책지지연합으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 통제정책과 관련한 정책지지

연합은 통제수준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과 통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신념체계의 차이를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의 담론(discourse)33)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지지

33) 담론은 말 또는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전
달하고 상호 교환하는 기능을 갖는다(Fischer, 2003). 정책 과정에서는 담론을 통해 국민
적 공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적 담론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충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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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간의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근거가 정책변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많은 모형들이 정책변동의 원인으

로 정책 환경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환

경적 요인을 나타내는 근거들이 정책지지연합 간의 토론과정에서 어떻게 선

택되고 해석되는지를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다(Harberma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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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근거기반 정책변동의 설명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이 어떠한 설명요인에 의해 구분되

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공식적인 거리두기 단계 개편뿐 아니라 거리두기 정책의 구체적인 조치의 조

합으로 나타나는 통제수준의 변화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제정책

의 수준을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적 근거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들

로 분류하고 구분하기 위해 머신러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하여 대상변수를 다양한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분류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측 또는 인과성 분석보다는 분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의 중요

도(feature importance)’34)를 살펴보고 이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 모델을 통해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인과 기제를 분석하는 방법론

사회과학에서 인과성(causality)의 발견은 중요한 연구목적 중의 하나이

다. 자연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처럼 사회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

성(regularity)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인과성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34) 퍼뮤테이션 중요도(Permutation Importance)라고도 불리우는 변수 중요도는 해당 설명
변수가 정확한 분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정 설명변수의 값
을 다른 임의의 값으로 변환하였을 때 원래 데이터 보다 예측 에러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안재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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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경로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길곤, 2021: 6). 인과성 유형은 

크게 ‘선형(linear) 인과성’과 ‘조건적(conditional) 인과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Capano & Howlett, 2009: 김선희, 2020 재인용). 선형 인과성은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순효과(net effect)’를 분석하는 것이지

만, 조건적 인과성은 설명 요소 사이의 가능한 결합 방식을 찾는 과정으로 

사건을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변수 중심적 분석방법과 발생 기제적(generative mechanism) 분석방법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길곤, 2021; 김선희, 2020). 선형 인과성이 ‘원인

(why)’을 찾는데 연구의 관심이 있는 반면, 조건적 인과성은 ‘어떻게(how)’ 

현상이 발현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분석의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2.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분석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은 분류와 회귀분석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머신러

닝 알고리즘의 하나이다.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전처리가 필수적이지 않아 변수간의 스케일 조정을 위한 표준

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나

무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CART, CHIAD, C4.5 등 다양하다. 의

사결정나무모형은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나무 형태로 도식화하여 

관심 대상의 집단을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거나 예측

(prediction)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의사결정규칙의 

생성, 가지치기와 타당성 평가 그리고 해석의 절차로 진행된다(James et al, 

2013). 자료의 특성에 따라 분리 기준(split criterion)과 정지 규칙

(stopping rule)으로 의사결정 규칙을 지정하여 나무모형을 생성한 후 이후 

분류의 오류를 높이는 가지를 제거하게 된다. 이후 오류를 최소화하는 교차 

타당화(cross validation) 절차를 거쳐 대상변수와 설명변수를 가장 잘 나타

내는 나무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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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분리기준 비교

출처 : Raschka & Vahid (2019)를 참고하여 재구성

의사결정나무모형은 분석과정을 이해하기 쉽고 시각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의사결정나무는 설명력은 높지만 예측력이 떨어

지는 단점이 있다. 전체 자료를 훈련 자료(train data)와 시험 자료(test 

data)로 나누어 교차 타당화를 거치지만 모형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Friedman et al., 2000). 또한 예측변수가 늘어날수록 해당 자료는 잘 설

명하지만 다른 표본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과적합(overfitting)문제가 있

분리 기준 내 용

카이제곱 

통계량(Chi-squar

e statistics)의 

유의수준

· 카이제곱 통계량 :  
 


  

(   범주의 관측도수,   기대도수)

· 범주형 자료의 순수도 차이 유무에 대한 검정결과인 

유의확률(P-value)을 이용하여 유의확률이 작은 설명변수와 분리기준에 

의해 자식노드 생성

지니 지수

(Gini index)

· Gini index : 
  





( = 목적변수의 범주의 수,  = 자료에서  범주로 분류될 확률)

· 불순도(impurity)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수로 이를 가장 감소시켜주는 

설명변수와 분리기준에 의해 자식노드 생성 

엔트로피 지수

(Entropy index)

· Entropy index : 
  



log

( = 목적변수의 범주의 수,  = 자료에서  범주로 분류될 확률)

· 전체 엔트로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입력변수와 분리기준에 의해 

자식노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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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무의 크기와 가지치기(pruning) 방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결정나

무모형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회귀분석 등과는 차이가 있다. 회귀분석 등

에서는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기존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모형을 찾아가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의사결정나무모형과 

같은 데이터마이닝에서는 노드분할 기준 등을 사전에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

라 생성된 나무모형은 모형의 유의성이 있다고 본다(최영출, 2019).

  가. 제1기 (2020년 2월　~ 2020년 10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부터 2차 유행 시기까지 통제정책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유행 초기보다 2차 유행 시

기의 정책의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

준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고점을 지난 이후에 높아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통제정책이 확진자 수 증가가 발생한 다음 이를 분

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차(lag)로 볼 수 있다. 비교

적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2020년 5월의 경우에도 통제 

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20년 5월 연휴 이후에 이태원 지

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림 Ⅴ-1>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 (제1기)



- 98 -

자료: 질병관리청 및 OxCGRT 재산정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Ⅴ-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 

대상 변수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KCGRT_Shift)는 다른 변수와의 시

차(time lag)를 고려하여 1주(week)의 시차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관측치는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37주로 구성되어 있다. 코

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은 평균 41.83을 나타냈으며 최소값은 26.19 최대값

은 67.59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수와 신규 사망자수는 7일 이동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치명률(CFR)은 시점별 누적 확진자수와 누적 사망자수

를 통해 산출된 누적 치명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코로나19 제1기의 치명

률은 평균 1.78로 나타났으며 사망자가 많아진 시점에서는 최대 2.37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2주 또는 4주 간격

으로 진행되어 해당 값을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활용한 주

간 자료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월별로 산출되는 

자료로 해당 월이 속한 주간에는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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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변수의 기초통계량 (제1기)

코로나19 제1기의 통제정책의 수준이 어떠한 정책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

어 형성되고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사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대상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분류나무로 생성되고 대상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 회귀나무로 분석이 진

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변수가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이라는 지수 형

태의 값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다만 대상변수를 범주형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진행한 분류나무 분석

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부록에 첨부하였다.35) 분석결과 1단계 가지노드의 

35) 대상변수의 유형을 범주형으로 설정하는 경우 대상변수 값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렵지
만 분류 정확도가 연속형으로 설정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
다(정찬미·민대기, 2020). 다만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조작하는 경우 정보가 손실
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와 달리 대상변수를 연속형으로 고려하는 경우 높은 예측 정
확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달리 관측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변수로 설정한 분석결과
를 비교를 위해 부록에 첨부하였다.

변 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37 41.83 9.31 26.19 67.59

신규 확진자수 37 98.55 113.92 0.95 559.73

신규 사망자수 37 1.74 1.60 0 5.95

치명률 (누적) 37 1.78 0.59 0 2.37

진단 양성률 37 0.96 0.96 0.20 4.47

방역정책 부정인식 37 25.74 9.26 16.28 52.35

인구 이동량 37 -11.70 8.53 -32.71 -1.42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37 65.57 17.95 29.70 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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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은 ‘신규 사망자수’로 나타났고 2단계 가지노드의 분류기준은 ‘신규 

확진자수’와 ‘치명률’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3단계 가지노드의 분류기준은 

‘진단 양성률’과 ‘인구 이동량’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2>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 (제1기)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변수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Ⅴ-3>에서 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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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신규 사망자수가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에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규 확진자수과 치명률이 중요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규 사망자수, 신규 확진자수, 치명률 자료는 모두 코로나19 

정책 문제를 나타내는 근거로 제1기의 코로나19 통제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에 대

한 초기 대응에서는 해당 감염병의 특성을 나타내는 근거들이 정책 결정 및 

변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Ⅴ-3>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변수 중요도 (제1기)

  나. 제2기 (2020년 11월 ~ 2021년 6월)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가 지난 이후 2020년 11월 중순부터 겨울철 3차 

유행이 진행되었다. <그림 Ⅴ-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코로나19 통제 

정책의 수준은 확진자 수 증가함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2021년 2월 중순 이후 6월 말까지는 확진자 수가 400명에서 800명까

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폭발적인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시기가 

지속되었다. 당시 통제정책의 수준은 3차 유행이 고조된 시기의 수준에서부

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거듭하면서 통제수준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

고 있다.

Variable
Training

Count
Relative Importance

신규 사망자수 1.00 45.82 1

신규 확진자수 0.48 22.05 3

치명률 (누적) 0.35 16.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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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 (제2기)

자료: 질병관리청 및 OxCGRT 재산정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Ⅴ-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2

기의 관측치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35주를 대상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 변수인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은 전반기와 마찬

가지로 정책 시차(time lag)를 1주(week)로 설정하였다. 제2기의 통제정책 

수준은 평균 49.44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37.96 최대값은 67.32로 나타났

다. 코로나19 제2기는 제1기와 다르게 중환자 수, 중환자 병상수, 백신 2차 

접종률 자료가 추가되었다. 이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5단계 사회

적 거리두기 정책에서는 단계 조정시 중환자 수, 중환자 병상 수 등을 고려

하기로 하여 해당자료가 방역 당국의 정례브리핑 자료에 포함되어 발표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의 경우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자원의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Ⅴ-4> 변수의 기초통계량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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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2기의 통제정책 수준이 어떠한 정책 환경적 변수에 의해 분

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Ⅴ

-4> 과 같은 나무모형이 생성되었다. 1단계 가지노드의 분류기준은 ‘인구 이

동량’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가지노드의 분류기준은 ‘신규 사망자수’와 ‘진

단검사수’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1기의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분류기준은 

모두 정책 문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였으나, 2기의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분류기준에서는 정책 산출적 요인인 인구 이동량 변수가 분류기준에 포함되

어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변 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35 49.44 9.20 37.96 67.32

신규 확진자수 35 521.19 211.33 109.64 1024.18

신규 사망자수 35 6.34 5.92 1.14 22.22

치명률 (누적) 35 1.59 0.16 1.31 1.82

진단 양성률 35 1.70 0.59 0.90 3.27

방역정책 부정인식 35 37.73 6.73 23.85 47.80

인구 이동량 35 -7.27 11.54 -28.00 10.00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35 54.82 12.39 35.80 79.90

중환자 수 35 163.93 87.77 52.28 394.57

중환자 병상수 35 436.10 227.64 56.00 738.85

백신 접종률 (2차) 35 1.03 2.23 0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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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 (제2기)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 변수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Ⅴ-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인구 이동량이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에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명률이 중요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가지노드의 분류기준이 변수 중요도 분석결과에서도 중요 변수인 것

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2차 유행을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목표가 

‘감당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수준에 맞는 통제수준을 지향하였으며, 

3차 유행 시기에도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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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두기’ 정책을 지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기의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은 정책 산출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

다. 특히 인구 이동량 변수의 경우 코로나19 정책 집행 이후 나타나는 결과 

자료라는 점에서 제2기의 통제정책 수준의 변화는 집행 이후 나타나는 정책 

산출적 요인의 근거 등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

다. 

<표 Ⅴ-5>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변수 중요도 (제2기)

제 2 절 정책변동 설명요인의 중요도 분석 

  1.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분석 

무작위로 선택된 여러 예측 모형을 통해 산출된 값을 통해 예측을 진행하

면 더 좋은 예측 모형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앙상블 학습(ensemble 

learning)이라고 한다. 앙상블 방법은 훈련 세트로부터 무작위로 서브셋 데

이터를 만들어 의사결정나무모형 분류기를 학습시키고 모든 개별 트리의 예

측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Breiman 

(1996)은 하나의 의사결정나무가 아닌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생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앙상블 학습의 방법으로 배깅(bagging : 

Variable
Training

Count
Relative Importance

인구 이동량 1.00 44.17 1

신규 사망자수 0.44 19.77 3

진단 검사수 0.34 15.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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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 aggregat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배깅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에

서 무작위 복원추출을 통해 다수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만들고 각각의 부트스

트랩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모형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나무의 분산을 감소시켜 예

측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후 Breiman(2001)는 각 노드마다 모든 예측변수를 최적 분할하는 배

깅 방식에서 더 나아가 각 노드에서 예측변수들을 임의로 추출하고 추출된 

변수 안에서 최적 분할을 만들어 나가는 임의 노드 최적화(randomized 

node optimization: RNO)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나무모형 간의 상관성을 배깅의 방법보다 낮춤으로써 예측오차를 보

다 감소하게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나무의 수를 늘릴수록 의사결정나무모

형에서 나타나는 과적합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의 노

드 최적화를 통해 여러 설명변수를 무작위로 조합하여 설명변수가 많은 경우

에도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중요도 지수를 통해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수치로 제시하는데 중요도 지수는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에 속하지 않은 자료인 OOB(Out of 

bag)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각각의 의사결정나무모형에 대한 OOB의 오분류

률 평균과 해당변수를 제외한 OOB의 오분류률 평균의 차이를 표준오차로 

나누어 표준화한 값으로 산출하게 된다(Hastie et al., 2009; 최진수·정혜원, 

2021).

  2. 설명변수의 중요도(Feature importance) 분석

    가. 제1기 (2020년 2월 ~ 2020년 10월)

코로나19 제1기의 통제정책 수준을 분류하는데 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

적 요인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표 Ⅴ-6>과 같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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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신규 사망자수, 인구 이동량, 신

규 확진자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결

과와 인구 이동량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로 비

슷한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Ⅴ-6> 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랜덤 포레스트 분석 (제1기)

    나. 제2기 (2020년 11월 ~ 2021년 6월)

코로나19 제2기의 통제정책 수준을 분류하는데 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

적 요인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표 Ⅴ-7>와 같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신규 사망자수, 인구 이동량, 중

환자수로 나타났다. 정책 집행 이후에 나타나는 인구 이동량도 중요한 설명

변수로 나타났다. 신규 사망자수와 중환자수와 같은 정책 문제적 요인도 여

전히 통제 정책 수준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확

진자수가 중요 설명변수에서 제외된 점이 제1기의 분석과 가장 큰 차이점으

로 볼 수 있다. 

Loss Reduction Variable Importance

Variable
Number

of Rules
MSE

OOB

MSE

Absolute 

Error

OOB 

Absolute 

Error

신규 사망자수 467 30.96 20.01 1.55 1.02

인구 이동량 543 17.94 12.48 0.89 0.51

신규 확진자수 566 8.79 4.35 0.6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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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랜덤 포레스트 분석 (제2기)

제 3 절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분석 방법의 활용

  1. XAI 방법론의 등장 배경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ail Intelligence, XAI)'은 인

공지능 모델이 특정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를 알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을 추가한 방법을 말한다. 인공지능에 설명 능

력을 추가하여 기계와 사람의 상호작용에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등장하게 되

었다. 머신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러

한 알고리즘은 불투명한 블랙박스(black box)와 같다. 이를 XAI 기법 중에

서 피처 중요도(Feature Importance)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 해석을 통해 

불투명한 머신러닝 모형의 분석 과정을 보다 설명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

이다(안재현, 2020). 

Loss Reduction Variable Importance

Variable
Number

of Rules
MSE

OOB

MSE

Absolute 

Error

OOB 

Absolute 

Error

신규 사망자수 377 20.30 20.17 1.35 1.15

인구 이동량 368 19.65 14.53 1.21 0.81

중환자수 325 12.35 11.12 0.93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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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

XAI 알고리즘은 기존 머신러닝 방법의 분석결과와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다(Gunning et 

al., 2019). 다앙한 기법 중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LIME 알고리즘은 

설명변수의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 예측 대상변수의 결과값이 변하게 되면 해

당 변수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해석하고자 하는 예측

값 주변(Local)에서 모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특정 머

신러닝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 가능한(Model-agnostic) 특징을 갖고 있

다. LIME 분석 방법은 결정경계(Decision Boundary)의 근사치의 입력값을  

통해 예측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한다. 즉 전체(Grobal) 모형의 

추정이 아닌 지역(Local) 모형을 통해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은 머신러

닝 모델을 근사적(approximation)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즉 전체 데이터셋

이 아닌 특정 관측치에 대한 예측 설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해석 가능한 대리 

모형(Local Surrogate Model)을 통해 관측치 하나의 예측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게 된다. Ribeiro et al.(2016)는 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데이터

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국소공간에서 의미 있는 모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

게 되지만 전체 데이터 공간에 대한 해석력이 감소하게 되는 trade-off 관

계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림 Ⅴ-5> LIME 알고리즘의 로컬 분석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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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ibeiro et al.(2016)

LIME 알고리즘은 관측치에 대한 좋은 설명 모델()를 찾고자 하는 것으

로 좋은 설명 모델은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모델이면서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의 예측과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의미한다. 수식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모형을 통해 수행한 예측 가 단순하여 설명 가능

한 모형으로 한 예측 ′ 의 차이() 와 설명의 복잡한 정도()가 가장 작

은 (argmin) 모형 를 찾는다면 모형 를  주변에서  의 설명으로 추정

하는 것이다. 

  argmin       ....................... (5.1)

∈

LIME 분석은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 가능한(Model-agnostic) 모형

으로 초기 모형에서 다양한 머신러닝 모형을 사용하여 LIME 분석을 실시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초기 모형으로 사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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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기 (2020년 2월 ~ 2020년 10월)

코로나19 제1기 통제정책 수준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도출하기 위해 LIME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림 Ⅴ-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신규 사망자 수, 신규 확진자 수, 치명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LIME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의 특징은 해당 요인

의 중요도뿐 아니라 설명변수의 특정 지역(local)에서 예측의 방향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모형에서 사용한 설명변수의 지역적 범위는 그래프의 

Y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축의 변수들이 설명변수의 특정 값의 

범위를 나타내며 이러한 설명변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한 변수의 

설명력의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LIME 분석의 경우 1

개의 대상변수의 대한 지역적 설명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변수의 지정이 

달라지면 설명력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Ⅴ-6> 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LIME 분석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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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기 (2020년 11월 ~ 2021년 6월)

코로나19 제2기 통제정책 수준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도출하기 위해 LIME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Ⅴ-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신 접종률, 인구 이동량, 치명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Y축의 변수들은 설명변수의 특정 값의 범위를 나타내며 

이러한 설명변수의 지역적(local)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한 변수의 설명력의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설명변수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명력의 방향을 살펴보면 분석에 활용한 설명변수들이 모두 통제정책 수준

을 감소시키는 (-) 방향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의 분

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IME 모형은 1개의 대상변수의 대한 지역적 설명

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변수의 지정이 달라지면 설명력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Ⅴ-7> 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LIME 분석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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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

섀플리 값(Shapley values)는 게임 이론(Game Theory)을 바탕으로 게

임에서 각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방법에서

부터 도출된 개념이다. 각 참여자의 협력과 비협력 또는 존재와 비존재에 따

른 영향을 계산해 각 참여자의 한계 기여도(Marginal contribution)을 계산

하고 이를 가중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기여도는 게임의 참여자 전체 집합에 

대해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 마다 특정 참여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상금의 

변화량을 의미한다(Lundberg & Lee, 2017). 이를 기반으로 SHAP 값은 원

래 모델에 대한 조건부 기대 함수에 대한 Shapley value를 의미한다. 수식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섀플리 값()은 모든 설명변수의 피처() 중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집합(⊆ )을 학습하여 산출하고, ∪ ∪       

는 섀플리 값을 얻고자 하는 설명변수 를 포함하는 모델과 포함하지 않는 

모델의 예측을 비교하여 산출하게 된다(Shapley, 1971; 안재현, 2020) 

  
 ⊆ ╲
 

       
∪ ∪       ........... (5.2)

SHAP는 모델의 출력을 각 설명변수의 기여도로 분해하여 나타낸다. 모든 

가능한 설명변수의 순서쌍에 대해 샘플링을 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며 음수의 섀플리 값은 특정 설명변수가 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SHAP는 변수의 피처 간 의존성을 고려하여 영

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분석에서의 변수 중요도(feature 

importance)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SHAP에서도 섀플리 값의 절대값을 계

산하는 막대 플롯을 통해 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AP 분석을 하기 위한 초기 모형을 XGBoost를 활용한 모형으로 설정하

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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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기 (2020년 2월 ~ 2020년 10월)

SHAP 분석의 경우도 대상변수를 예측 및 분류하고 주요 설명변수를 도

출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코로나19 제1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Ⅴ-8>과 같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통제정책 수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SHAP 분석 결과의 Y축은 여러 관측치 

중에서 특정 테스트 데이터(test dat)의 설명변수의 특징을 나타내고 X축은 

대상변수의 예측값을 의미하며 각 설명변수의 중요도와 함께 예측과 분류에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사망자 수, 인구 이동량, 신규 확진자 수 등은 

통제정책 수준을 증가시키는 (+) 방향의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소상공

인 경기체감지수는 중요도는 크지 않지만 통제정책 수준을 감소시키는 (-) 

방향의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그림 Ⅴ-8> 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SHAP 분석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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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 분석을 통해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SHAP value 절대값의 평균을 

산출하면 <그림 Ⅴ-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사망자 수, 신규 확진자 수, 

치명률 등의 순으로 변수 중요도가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SHAP 분석에서

는 특정 테스트 변수를 지정하여 분석결과를 산출하였으나 해당 분석에서는 

분석 데이터 전체를 통해 산출된 SHAP의 절대값을 나타내므로 Y축의 설명

변수에 특정 피쳐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HAP 분석은 LIME 분

석과 달리 대상변수의 지정 따라 SHAP 절대값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변수 중요도 분석에 대한 해석에 보다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림 Ⅴ-9> SHAP 분석 변수 중요도 (제1기)

    나. 제2기 (2020년 11월 ~ 2021년 6월)

코로나19 제2기를 대상으로 SHAP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Ⅴ-10>과 같이 

중환자 수, 백신 접종률, 인구 이동량이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테스트 변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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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및 분류에 설명변수의 SHAP 값을 통해 변수들의 예측 뱡항을 살펴보

면 중환자수는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을 감소시키는 (-) 방향의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백신 접종률과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을 증가시키는 (+) 방향의 설명변수로 확인되었다. 그 외 변수들은 중요도는 

크지 않지만 코로나19 통제 정책 수준을 감소시키는 (-) 뱡향의 설명변수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특정 대상변수의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

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설명변수의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

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SHAP value를 평균한 값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Ⅴ-10> 정책변동 요인에 대한 SAHP 분석 (제2기)

코로나19 제2기를 대상으로 SHAP 분석을 통해 변수 중요도를 산출하면 

<그림 Ⅴ-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환자 수, 백신 접종률, 인구 이동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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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변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수는 정책 문제적 

요인이고 백신 접종률은 정책 자원적 요인, 인구 이동량은 정책 산출적 요인

이라는 점에서 정책변동의 정책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한 3개의 영역 모두의 

근거가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을 분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제2기를 분석 대상으로 진행한 LIME분석에서도 백신 접종률, 인구 

이동량 변수가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2기에서는 정책 자원적 근

거와 정책 산출적 근거가 코로나19 통제수준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11> SHAP 분석 변수 중요도 (제2기)

  4. 분석 결과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한 비지도학습 방법의 머신러닝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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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 정확도 

등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설명변수의 상관관계36)로 인해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 중요도 산정에서도 하향 편향이 존재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37)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소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한 LIME분석과 변수

간 연관성이 고려되는 SHAP분석을 통해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석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1기와 제2기의 변수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제1기의 경우 주로 신규 확

진자 수와 같은 정책 문제적 요인 변수들의 변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제2기에는 인구 이동량과 백신 접종률과 같은 정책 산출적 요인의 변수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1기와 제2기의 통

제정책 변동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근거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을 추정해볼 수 있다. 

<표 Ⅴ-8> 분석 결과의 비교

36) 코로나19 정책 환경적 요인의 특성상 각 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
으며 변수간 상관관계 현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37) 유사한 여러 설명변수가 포함되어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각 변수는 하나
의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모형에 비슷한 빈도로 선택되어 변수 중요도가 하향 
편향(bias)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Breiman, 2001; 신승범·조형준. 2021).

구 분
변수 중요도 (Feature importance)

제1기 제2기

의사결정나무

신규 사망자 수

신규 확진자 수

치명률

인구 이동량

신규 사망자수

진단검사수

랜덤 포레스트

신규 사망자 수

인구 이동량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사망자 수

인구 이동량

중환자수

LIME

신규 사망자 수

신규 확진자 수 

치명률

백신 접종률 (2차)

인구 이동량

신규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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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에 포함된 알고리즘은 데이터 자체가 설명변수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변수의 값을 예측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조합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통제해 효과의 크기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김선영, 2020). 또한 머신러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비모수적

(non-parametric) 특징을 갖는 경우가 많아 분석모형이 전체 현상을 포괄

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현상을 대변하

지는 못한다(Boyd & Crawford  2012: 669). 특히 본 연구의 경우 관측치 

수가 적은 데이터를 부트스트랩(bootstrap)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강건성을 높이고자 하였지만 근본적인 방법론상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머신러닝의 분석결과는 이론과 상황에 맞게 해석될 필요

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전화 통화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0년과 2021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활용되는 근거의 중요도와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회의에 활용되는 자료의 중요도가 2020

년과 2021년 시기에 따라 달라진 측면이 있나요 ?

A : 2020년에는 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으

나, 2021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와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 

등과 같은 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전화 인터뷰(2021.11.8) -

SHAP

신규 사망자 수

신규 확진자 수

치명률

중환자 수

백신 접종률 (2차)

인구 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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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은 정책 문제적 요인, 정

책 자원적 요인, 정책 산출적 요인으로 구성된 설명변수 중에서 시기에 따라 

변수 중요도(feature importance)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따라 정책변동 근거의 중요도가 변화하였

다는 점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Ⅴ-9> 분석 결과의 정리

가설 검정 결과

가설 2: 코로나19 통제 정책수준

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의 중요도

는 시기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따라 정책을 둘

러싼 근거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

타났음

지지

제 4 절 근거기반 정책변동에 대한 사례연구

본 절에서는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

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거 중에서 실제 정책변동 과정에 영

향을 주는 행위자 집단이 어떠한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의 변동과 관련된 주

장을 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정책변동이 다양한 정책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정책변동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정책변동 과정의 행

위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는 코로나19 통제정책 중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보다 강화하려는 입장의 행위자 집단과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려는 입장의 행위자 집단 간의 토론회와 공청회 발언을 

중심으로 어떠한 근거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변화를 주장하였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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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례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변동과

정에서 행위자 집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변동의 시기를 특정하여야 

보다 정합성 있는 정책변동에 대한 사례분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정책변동의 행위자 집단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정책변동의 시기를 2차 

유행 이후 진행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정’, 3차 유행 진행 

중에 검토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Ⅴ-12> 사례연구 분석대상 현황

  

  1. 정책변동의 행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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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정책변동의 행위자는 법률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 결정권자 또는 

집행권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 명시된 공식적인 조직

의 구성원도 정책 결정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그림 Ⅴ

-13>와 같은 대응 체계 조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38) 다만 감염병 대응의 특

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본)’가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행

정안전부 장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

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를 구성하여 감염병전담병원과 병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의 수용범위를 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대응하게 된다.

<그림 Ⅴ-13> 코로나19 대응 체계

38)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편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책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면 
‘관계부처 장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화의 의사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관계장관 회의에
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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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결정하는 행위자는 대응 체계 조직

도에 구성된 공식적인 담당자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자가 실제 정책 

변화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주도했는지는 회의록 등이 공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39) 다만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경우 정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약계 및 인문·사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방

역위원회’를 통해 단계 조정 및 개편 등을 논의하였다. 다만 생활방역위원회

39) 방역 당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2021년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
고 과학적으로 정리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재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결정 근거와 위원 명단을 투
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메디게이트뉴스 (2021.10.06). "방
역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해야... 위원회 명단 회의 내용 공개")



- 124 -

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조정 및 개편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당국의 브리핑 

자료에서는 정책 조정과 개편 과정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거쳐 논의한 

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마련한 조정 및 개편안에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40) 그러나 그동안 토론

회와 공청회에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동

하였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생활방역위원회가 정책변동과 개편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인터뷰 자료41)와 행정안

전부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Ⅴ-14>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

쳐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초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여기서 이견이 있거나 쟁점이 

있는 문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방역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무총리가 본부장

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림 Ⅴ-14> 코로나19 통제정책 결정 프로세스

40) 2021년 10월 1일에 진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생활방역위원회가 정책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41) 시사IN. (2021.10.13.). “팬데믹 2년차, 한국 정부는 어떻게 작동했나” 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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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아 정책변동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와 근

거를 통해 정책 과정에 참여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각종 행사의 연설문 자료와 수석·보좌

관 회의 자료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를 추정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2020.02.24.)’에서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하

였다는 점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2020.12.13.)’에서 중대본에 거리두기 3

단계 결정을 위임한 듯한 발언을 바탕으로 방역 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이 

고려된 정책변동 과정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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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활방역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의견을 제

시한 생활방역위원회는 임기가 1년 단위로 ‘1기 생활방역위원회’는 2020년 

4월 6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 활동하였다. 1기 생활방역위원회는 보건

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의약계

에서 7명, 인문사회계에서 5명, 시민사회에서 2명, 질병관리본부장, 행정안

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구성되었다. 1기 생활방역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초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차 유행 이후 ‘5단계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 개편, 3차 유행 시기 논의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

편 과정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

…  오늘 회의에는 특별히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임

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주

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

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달라진 코로나19 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 수석·보좌관 회의(2020.02.24.) 대통령 모두 발언 -

…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응을 집중하여 코로나 상

황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이

겨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

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2020.12.13.) 대통령 모두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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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각 분야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

다. 

코로나19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특성과 전파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여 의약계 출신이 가장 많은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살펴보면 의약계의 경우도 방역 강화와 완화에 대

해 입장이 크게 다른 것을 확인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논

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는 의약계 위원 중에서 방역 강화를 선호하는 그

룹과 방역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으로 구분되고 인문·사회학계는 대체로 방역 

완화를 선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정책지지연합이 갖고 있는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

는데 구체적인 신념체계의 차이는 이후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발언 등을 통

해 비교하고자 한다. 

<표 Ⅴ-10>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 (2020.04.06.~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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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이윤성

의약계

(7명)

서울대학교(감염학) 교수 최은화

서울대학교(감염학) 교수 김홍빈

국립암센터(예방의학) 교수 기모란

한림대학교(역학) 교수 김동현

한림대학교(의료감염) 교수 이재갑

서울대학교(직업환경) 교수 홍윤철

국립중앙의료원(직업환경) 보건의료본부장 주영수

인문사회

학계

(5인)

세종대학교(헬스커뮤니케이션) 교수 이귀옥

서울대학교(사회학) 교수 장덕진

서울대학교(보건경제학) 교수 권순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유종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시민사회

(2인)

한국YMCA연합회 회장 한영수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정부

(2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은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년 임기의 1기 생활방역위원회 이후 새로 구성된 2기 생활방역위원회는

2021년 4월 8일부터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2기 생활방역위원회는 1

기에 비해 위원 수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

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각 1명씩 포함

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계속 지적된 ‘소통’과 

‘협치’의 관점에서 통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 격인 협회 및 단체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

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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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이윤성

의약계

(8인)

국립암센터 교수 기모란

한림대 교수 김동현

서울대 교수 김홍빈

한림대 교수 이재갑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본부장 주영수

서울대 교수 최은화

서울대 교수 홍윤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원장 허  목

인문사회

학계

(5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순만

세종대 교수 이귀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중앙대 교수 이정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시민사회

(2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한국YMCA연합회 회장 원영희

소상공인

(2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 노화봉

정부

(2인)

질병관리청 청장 정은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희겸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통제정책 변화에 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 행위자

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정책과 

관련한 토론회 및 공청회에 참여하였던 발제자와 토론자를 정책변동의 행위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코로나19 통제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거

리두기 단계 조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체계 개편과정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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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방역 당국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위원들과 방역 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토론회 및 공청회 발언을 살펴보면 방역정책에 대한 주장과 근거 등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역당국에 대한 입장을 정책지지연합모형(ACF)

의 분석의 틀을 준용하여 통제 완화 신중과 통제 완화 선호 입장의 지지연

합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코로나9 통제 정책지지연합의 구성

  가. 정책지지연합의 구성

코로나19 통제정책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 및 공청회는 대부분 기존 통제 

정책 보다 통제수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적정한지에 대한 주제

로 진행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공감하였지만, 정책에 대한 입장은 통제수준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과 통제 완화를 보다 선호하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 중에서 

통제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통제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한 경우에도 통제 완화 입장으

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지지연합의 구분하면 의약계 중에서 감염내

과 전공의 참여자들과 정부에서 방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

부 참여자는 통제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 외 참여자는 대부분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주로 인문사회학계, 시민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참여자들로 볼 수 있

다.

<표 Ⅴ-12>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의 정책 지지연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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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완화 신중 통제 완화 선호

의약계 (감염내과 전공)

정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나.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belief system)

코로나19 통제 정책변동에 대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belief system)

를 분석해보면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범적 핵심

(deep core)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21년 2월 9일 진행된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참여자

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우리 거리두기 기준이나 방역 강도가 한쪽에서는 너무 강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약하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

는 것 같습니다.  …  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던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

소화 하자는 입장 입니다. 좀 더 기민하게 해서 코로나19 피해를 빨리 진정

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번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나면 상당히 긴 기간

에 걸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여유를 가지고 특히 의료 체계를 확충해 나

가면서 버틸 수 있는 폭을 가지고 기준을 좀 더 상향시키자 라고 하는 의견

들 모두 목적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2021.2.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

다만, 통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의 그룹은 방역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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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상황을 빠르게 억제하여 사회의 경제적 활동을 회복하는 방법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확산 상황보다 통제수준이 높은 경

우 통제기간 동안 경제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시

작된 코로나19 통제정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누

적적으로 크게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통제 기간에도 확산 위험수준과 비

례적인 통제수준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쪽의 정책 

지지연합의 신념체계는 정책 핵심(policy core)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경직성의 위계적 체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으로 분류되는 2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 부분은 정책 핵심을 실현하

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핵심의 신념이 다른 정책

지지연합 간에도 2차적 측면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치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 각 집단 간의 의견의 차이

가 없었던 대표적인 항목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분이었다. 다중이용시설 규

제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서 통제 완화에 가장 신중한 입장

을 보였던 감염내과 전문의의 경우도 진행된 토론회에서 모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 완화를 가장 적

극적으로 주장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석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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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 찬성 ]

…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고민이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영세한 분들 소

상공인 분들에게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의 상황

이 2.5단계에서는 누적이 없고 3단계에서는 누적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는 거죠 … 우리가 그 분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고 있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2021.02.02.)  

토론자 :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안 되고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면서 손

실보상 이야기도 다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300만

원, 200만원 받아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집합 제한 업종들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그 다음

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2021.02.09.)  

토론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  생활방역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런 보상책을 어떻게 갖추

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경제의 영역이나 

사회영역의 전문가들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재

정이라든지 국가의 법체계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상

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2021.02.09.)  

토론자 :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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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코로나19 토론 및 공청회 참여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2차적 측면

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조치에 대한 입장이 지지연합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경우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관

련하여 통제 완화 선호 입장 내에서도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고 보는 참여자도 있었다.

[ 21시 이후 영업제한 : 찬성 ]

 … 저녁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시 이후에 2차 모임과 술자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위험이 높아질 위험이 있어서 해당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2021.2.2.) 

발제자 :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

 … 지난 21시 운영 제한을 22시로 늦춘 이후에 수도권의 이동량 증가 현

황을 봤을 때에는 이동량이 크게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방역적으로

는 21시 운영제한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2021.3.5.) 

발제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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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이후 영업제한 : 반대 ]

 … 영업시간 9시 제한 부분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녁 약속을 취

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사실은 보통 밖에서 

저녁은 7시에 보통 만나는데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보통 7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영업시간 제한을 하니까 주방이 8시 반에 마감을 해요 모일 

수 없더라구요. 세세한 부분을 조금만 조정 하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

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2021.2.2.) 

토론자 : 숭실대 중소밴처기업학부 박주영 교수 -

 … 자영업자분들이 저녁 9시 이후 저녁시간대에 수입이 많습니다. 왜냐하

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녁시간대의 경제활동이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방역의 주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

적 피해가 크게 발생되는 이러한 조치는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2021.2.2.) 

토론자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한 발언과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통제 

완화 선호’ 그룹과 ‘통제 완화 신중’ 그룹에서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면 ‘통

제 완화 선호’ 입장의 참석자는 대부분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반

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일부 참석자의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

견을 나타냈다. 주장에 사용한 근거를 살펴보면 21시 영업제한이 22시로 늦

춰진 시기에 수도권 이동량이 7.8% 증가하였다는 자료를 모두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 대한 해석에는 각 집단 마다 차이가 있었

는데 ‘통제 완화 선호’ 그룹에서는 이동량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기

존의 규제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 136 -

고 하였다. 이와 달리 ‘통제 완화 신중’ 입장의 경우 이동량 감소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한 21시 이후에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

므로 21시 이후 영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표 Ⅴ-13>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한 입장

구 분 찬성 반대

토론자

(통제 완화 선호)

권순만 교수

(통제 완화 신중)

손영래 국장

(통제 완화 선호)

박주영 교수

이정희 교수

근거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완화 후 이동량 7.8% 증가

주장
이동량 감소에 효과가 있으므로 

유행 차단에 필요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영업시간 규제 폐지

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2021.2.2.)
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2021.3.5.)

또한 유행 시작시점에서 통제강도의 빠른 상향조치에 대해 ‘통제 완화 신

중’ 입장의 행위자는 초기에 강한 조치를 시행해야 유행 상황을 빠르게 안정

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핵심(policy core)를 공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 완화 선호’ 입장의 참여자 중에서 

일부가 보상조치를 마련하여 초기에 강도 높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

기하여 확산수준에 맞는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통제 완화 선호’ 그룹과

는 다소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 주장의 근거가 유행 초기에 국

민들이 위험인식과 통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때 그에 맞는 상향 조치를 

해야 국민들의 피로도가 덜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역과 경제에 대한 정책 

핵심의 차이라기 보다는 2차적 측면의 정책수단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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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초기 신속한 거리두기 상향 : 찬성 ]

 … 유행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거리두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초기에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2.5단계로 올려 나가는 방식으로 한 것이 국

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2021.2.2.) 

토론자 :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인 파급력의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 되었

을 때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보상체계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2021.2.9.)

토론자 :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에 대한 토론회 및 공청회 참여자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의 신념체계를 위계

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규범적 핵심(deep 

core) 부분에서는 방역과 경제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념체계 중에서 가장 변화가 어려운 

규범적 핵심을 부분에서 양쪽 집단의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구체적인 정

책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지만 이를 조정하면서 정책변동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책 핵심(policy core)의 경우에는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의 경우 통제 강화를 통해 유행을 먼저 안정시킨 이후 사회

경제 활동을 회복하자는 입장인 반면,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통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통제 기간 내에서도 적정 수준의 통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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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신념체계 중 규범적 핵심이 각 

집단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없이 동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관한 신념인 2차적 측면

의 경우 '통제 완화 신중'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반면, '통제 완

화 선호' 입장의 경우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유행 초기 신속한 통

제 강화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Ⅴ-14> 정책지지연합의 입장별 신념체계의 비교

구 분 통제 완화 신중 통제 완화 선호

규범적 핵심

(Deep core)
방역과 경제의 균형과 조화

정책 핵심

(Policy core)

통제를 강화해서 감염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임

통제 기간에도 경제 활동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방법임

2차적 측면

(Secondary aspects)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필요

-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 有

유행 초기 신속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입장 차이 有

  3. 정책변동 과정의 토론회 및 공청회 발언 분석

   가.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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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유행이 지나고 2020년 10월 27일에 실시된 ‘코로나19 대

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는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법률과 규정 및 코로나19 대응 체계 등에서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된 정책 

행위자는 아니지만 방역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라는 점에

서 정책의 변화와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과 주장을 대

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정책변동 과정에

서 사용한 주장과 근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1부에서는 생활

방역위원회 소속의 3명의 발제자가 각각 방역 대응(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김

동현 교수), 의료 대응(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기획조정실장), 사회 대응(서울

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2부에서 토

론자들이 순서에 따라 각자 토론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회 발표와 발언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의 인식과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을 구분하여 각각의 발언을 분석하

여 주장과 근거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발언에

서도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전제로 하고 발언하거나 근거기반 방역을 위한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근거기

반 정책을 위해서 어떠한 점 등을 강조하고 요구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Ⅴ-15>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토론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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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위42)

발제자

김동현 한림대 교수 (역학 전문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실장 (직업환경)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토론자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자료: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2020.10.27.)

  1) 정부(방역 당국)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주장의 근거

코로나19 토론회에서 방역 당국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회 

주최 측의 ‘인사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

기화 대비 공개토론회(2020.10.27.)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

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해당 

발언을 통해 당시 방역 당국의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해당 발언을 살펴

보면 먼저 정부는 지난 2차 유행 시기 진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

계(2단계+)’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어 발생하였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42) 토론회 참석자 소속 및 직위는 토론회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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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도 감염의 확산과 안정이 반복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사회적 국가적 대응

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지난 방역의 조치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다 어려운 분들에

게 더 어려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의 고

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열악한 소상공인 자

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점도 정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 -

방역 당국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다음의 ‘인사말’ 부

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중환자 중심의 치료 역량의 확충이라는 

의료체계 부담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으며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책변동 요인 중의 하나

인 정책 문제적 변수인 코로나19의 ‘치명률’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의료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보다 중환자 중심의 치료 

역량을 확충면서 치명률을 낮춤으로써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응을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 -

  2) '통제 완화 신중' 집단의 주장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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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참석자의 토론회 발언을 살펴보면 환자 수

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러한 위험을 받아드릴 수 있는 준

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역 완화를 위해서

는 중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의료 자원

을 보강하기 위해 민간 의료 자원의 일부를 동원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결국 코로나19 이외 질병으로 중환자 병상 등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배

정될 수 있는 의료 자원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코로

나19 확진자 중에 일부가 유증상 환자가 되고 이 중에서 또 일부가 중환자

가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통제 강화는 여전히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환자가 발생하는데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어떤 수준의 리스크를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을 완화하여 높아진 리스

크를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중환자 관리에 있습니다. … 부족한 중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Collateral 

Damage(부수적 피해), 즉 다른 중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감수히야 

합니다. …

- 토론자 :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한편, 치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 최소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대응역량이 강화되어야 정밀한 방역이 가능하게 되

고 정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주

장은 역학조사 역량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완

화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것이므로 통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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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밀한 방역을 위해

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

합니다. 또한 중환자 수 치료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국

가에 비해 병상 수는 많은 편이지만 중환자 병상 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

- 토론자 :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생활치료센터의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도 

확진자 및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응역량과 관련된 문제로 이러한 

시설과 역량이 보강되지 않는 경우 통제정책의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환자의 적절한 배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서 중환자실의 상당부

분이 중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경증 환자를 보낼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치료센터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생

활치료센터 문을 닫고 의료기관 내에 있는 격리시설만 남깁니다. 그래서 환자

가 생기면 일단 그곳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상시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토론자 :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3)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의 주장과 근거 



- 144 -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통제를 다소 완화하자는 입장을 가진 참여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2차 유행 시기에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정책 결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수준을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로 중환자 병상 수와 인력과 같은 의료체계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2단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습

니다. … 따라서 방역 정책을 단순하고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또한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 수를 추정할 때 400개의 중환자 병상이 

있다면 1천명의 Peak 발생곡선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문제는 병상수 만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간호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대근무를 고려

할 때 병상 1개당 필요 간호사를 5명 정도로 본다면 병상 200개를 늘리려면 

간호사 1,000명이 필요합니다.  …

- 발제자 :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주영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

또한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목표에 대한 인식에서도 감염의 최소화가 아닌 

사망률의 최소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변동의 정책 문제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던 치명률을 근거로 강조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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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확진자 수를 목표로 한다면 어려

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목표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

강수준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염의 최소

화가 목표가 아니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연령별 

치명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 발제자 :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

한편, 통제정책의 완화를 선호하는 행위자 중에서 다른 국가와 정책 대응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도 참고하고 있는 OxCGRT 자료를 활

용하여 코로나19 초기에 유럽과 같은 봉쇄정책(lockdown)을 실시하지는 않

았지만 다양한 조치들을 결합하여 그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 강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우리는 지금까지 Lockdown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국민들의 활동

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결합하여 실시함에 따라 그에 준하는 수준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다른 나라와 

정책 수준을 비교한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 자료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발제자 :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등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방역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단은 인권

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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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초기에는 우리 사회가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단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개

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외

부에서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어도 당사자에게는 필수적인 서비

스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폐쇄와 서비스 중단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이며 

당사자의 인권을 애써 모른채한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토론자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석재은 교수 -

한편, 코로나19 중간점검 토론회에서는 통제의 강화 또는 완화를 주장하

기 앞서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은 높고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도 높게 나타났으나 타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신뢰는 낮게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낙인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유지되고 있어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협치의 자세로 방역 당국의 정책이 수

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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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 인력들의 심리상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번아웃 증상과 일에 대한 냉소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의 문제는 방역 

강화에 비해 후순위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위반

한 타인에 대해서는 분노가 높고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

에게도 타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습

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일상이 지쳐가고 있게 됩니다.  …

- 토론자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

  4) 근거기반 정책을 위한 자료 공개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2020.10.27.)의 발

제자와 토론자 중에서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

요하든 점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 통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에서 주장한 경우

에도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의 조정을 강조하였으며, 통제 완화를 선

호하는 입장을 가진 토론자들도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한 위험에 맞는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근거기반 정책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거와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보

건복지부의 자료는 그래픽이지 데이터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위

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부 등을 통합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

-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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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있었

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선제적 검사는 효과적이지만 선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가 효과적이라는 논문을 본적이 없습니다. … 실증적 근거를 쌓아야지만 국민

들을 설득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 발제자 :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

   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과정 : 1차 공개토론회(2021.2.2.)

4단계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토론회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차 토론회에서는 기존 중간점검 토론회와 유사하게 생활방역위원회 위원과 

의료, 사회복지, 경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1

차 토론회의 참석자는 <표 Ⅴ-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Ⅴ-16> 1차 공개토론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위43)

발제자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토론 좌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토론자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 교수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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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2021.2.2.)

    1) 정부(방역 당국)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주장의 근거

2020년 10월에 진행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코로나19 상황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인사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3차 유행 시기의 정점을 조금 지난 시점에 개최된 토론회에서 방역 당국

의 인사말을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외국에 비해 정밀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여러 차례의 유행을 안정화 시키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해왔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외

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정밀하고 세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은 주로 negative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positive 

방식을 채택하여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작고 상당부분 자유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

습니다. …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 -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인사말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밀 방역을 위해 지

나치게 조치가 세분화됨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하고 업종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의 경제적 어려움도 누적되고 있다는 상황도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 중심의 

규제 정책의 한계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토론회 참석자 소속 및 직위는 토론회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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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세분화된 정책의 단점도 있습니다. 세분화할수록 정책의 내용

이 복잡해지고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세분화된 업종별로 형평성과 

실효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에 더해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상의 곤란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함께 파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개인간 접촉이 우세했던 이번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도 들어났습니다.  …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 -

    2)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의 주장과 근거 

코로나19 통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의 행위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확진자 

수를 근거로 확진자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고위험군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것

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중간평

가 토론회에서의 주장과 같은 근거와 맥락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 중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는 선택적 진료가 불가능한 다른 

중환자의 병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의료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다는 자영업

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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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이 컨트롤 되지 않는다면 요양시설, 요양병원으

로의 코로나19의 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그 위험이 고위험군에 전이되는 것을 막는데 필

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중환자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사용

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환자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료자원을 소진하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논의

가 필요한 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특정 곳에 누적되는 문제입니다.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해

야 합니다.  …

- 토론자 :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로감은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할 초

기에 점진적으로 단계를 상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행 초기 거리두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을 때 급격하게 단계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동안 방역당국이 유행 초기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하고 급격하게 높이지 못한 이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인데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유행 초기부터 강한 억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은 단계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국민들도 거리두기의 필요

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를 신속하고 급격하게 상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나면 이

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토론자 :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 나백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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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도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방역 당국의 토론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 취합하고 있는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이 대체로 강한 방역정책을 선

호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전문가들과의 토론에

서 나오는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민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종

식시키기를 원하는 희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인식조사를 근거로 방역 당국이 통제 완화에 신중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책 결정에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인식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인식조

사 등을 살펴보면 많은 조사에서 국민들은 보다 강하고 선제적인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코로나

19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달라는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토론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

    3)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의 주장과 근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나고 실시된 4단계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는 

이전의 토론회에서 강조한 근거기반 정책 시행을 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발제자 및 참여자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역 당국

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한 근거를 바탕으로 방역정책을 시행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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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 이동량의 경우도 평균적인 이동량 감소가 감염 

확산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인 확

산세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방역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로 인해 확진자수가 어떻게 감소했는

지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국민 전체의 이동

량의 평균이 얼마정도가 줄었는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증적인 근거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

4단계 거리두기 정책개편 1차 공개토론회에서 방역 완화를 주장하는 참여

자의 주장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새

롭게 분석하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에서 집단감염 사

례로 열거한 시설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유형별로 다시 구분하여 

어떠한 유형의 시설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산출

하여 근거로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근거 자

료를 바탕으로 발제자가 주장한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방역

당국과 ‘통제 완화 신중’ 그룹에 부담이 되었다.44) 이러한 부담은 ‘비난회피

(blame avoidance)’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후 2차 토론회에서 ‘통제 완화 신중’ 그룹에서 새로운 근거자료

를 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지지연합 간의 신념체계의 

차이가 근거 선택과 해석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44) 국민일보(2021.02.03.). “단체기합식 집합금지 안돼...피해분산 거리두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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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를 하면서 다양한 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시행하였는데 과연 그 조치

가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설유형별 집단감염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차지한 비율은 높지 않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시설의 유형

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단계가 상향하면 영업제한

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시설

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다수의 선량한 시설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단체기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

습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 윤 교수 -

한편, 한국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

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버팀목 자금 지원과 같이 자영업자의 생존만을 유지시키는 정책보다는 비대

면 서비스로의 업종 전환 및 취업 등을 지원하여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한국은 자영업 비중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경제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

화로 인해 자영업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부분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보다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 -

또한, 자영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역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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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영업시간 제한조치’ 부분부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한 토론자도 있었다.

…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가계부채에는 일정부분 

자영업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들이 부

채로 버티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1시 영업제한으로 인해 이동량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만큼 자영업자의 경제적 효과도 크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시 영업제한의 효과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면 

이러한 규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

    4) 정책변동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이를 생략하거나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사회복

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과 같이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여전

히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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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 사회복지시설 등은 서비스를 중단

하고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양시설, 사회복지지설에 있는 취약계층

의 목소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

들이 병상에 누어있어서 보이스를 내지 못할 뿐 지금의 상황을 용인하고 있

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거버넌스

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구인회 교수 -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중요한 이유

로 위험관리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어느정도 수준으로 위험을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통제를 위해 어느정

도의 사회적 비용을 용인할 수 있는지 등은 결국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도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  모든 정책의 평가에는 비용과 편익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

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는 비용이 과도하게 과소평가 되어있습니다. 아

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발생되는 피해,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피해 등

은 집계되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비용 편익의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

역이기 때문에 소통과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

    5) 근거기반 정책결정의 필요성 강조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2020년 10월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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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간평가 토론회보다 더 많은 토론자와 발제자가 언급을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역학조사 자료 및 임상자료 등은 방역당국에서 수집하고 있

는 자료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 

등은 ‘정책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의 유형 중에서 ‘지식독점’ 유

형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정책 행위자 간의 인식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근

거 선택의 동기가 규범적이라기 보다는 인식적인 동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한편,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달라진 방역환경과 상황을 근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방역 정책의 산출과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하고 비

효율적인 방역조치는 폐기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위해서는 정부가 자료와 데이터를 더 많이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방역이 경제다’ 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을 틀린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확진자를 통제하면 수출 

대기업은 더 발전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

습니다. 경제성장의 평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 윤 교수 -

   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과정 : 2차 공개토론회(2021.2.10.)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진행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과정은 앞서 살펴본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 비해 절차적으로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먼저 공개 토론회의 횟수와 공청회가 실시된 측면에

서 차이가 있는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당시에는 2020년 10월에 중

간평가를 겸한 토론회가 1회 개최되었는데 4단계 거리두기 개편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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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토론회가 2회 개최되었고 공청회도 1회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구성에서

도 1차 토론회는 기존의 생활방역위원회 위원과 의료, 경제, 사회복지 분야

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는데, 2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당사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회 

횟수도 늘어나고 피해업계 관계자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 및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토론회의 

발표 내용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과 어려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17> 2차 공개토론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위45)

발제자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전문가)

박혜경 방대본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토론 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토론자

이재갑 한림대 교수 (감염 전문가)

김동현 한림대 교수 (역학 전문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2.9.)

    1)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의 주장과 근거 

45) 토론회 참석자 소속 및 직위는 토론회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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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론회에서도 방역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책

변동 행위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앞서 1차 토론회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근

거와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고려할 때 확진자 수 통제

는 여전히 필요하고 오히려 신속한 거리두기 조치 상향이 필요한데 장애 요

인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여 신속한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때 신속하게 상향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그 동안 유행에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상향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갖추고 유행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재갑 교수 -

또한 1차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발생 비율이 다

른 시설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주장과 근거에 대해 2차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한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보면 집단감염 비

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N차 감염

의 위험성을 강조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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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주

장하는데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볼 때 집단감염 발생비율이 낮다고 볼 수 없

고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N차 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발제자 : 질병관리청 박혜경 감염병정책국장 -

    2) 다중이용시설 규제와 관련된 근거의 선택과 해석의 차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46)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정책지지연합 간 의견의 대립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1차 

토론회 때의 발제자가 제시한 근거자료를 2차 토론회의 발제자가 다시 산정

하여 제시하면서 정책지지연합 간의 신념체계의 차이가 근거 선택과 해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차 토론회의 발제자가 제시한 근

거자료는 식당·카폐와 유흥시설의 집단감염발생 비율이 각각 2.4%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차 토론회 발제자는 자료 수집기간을 다르

게 설정하고 추가전파사례 등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집단감염발생 

비율을 산정할 경우 9.1% 수준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기

준에 따른 근거가 제기된 이유는 1차 토론회에서 나온 비판에 대한 대응으

로 정책기반 근거 현상의 유형 중 ‘비난회피(Blame-avoidance)’ 유형의 현

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차이로 인해 행

위자 간의 인식의 비대칭이 존재하면서 반대 여론이 사용하고 있는 근거에 

대한 반증을 위해 규범적 근거 선택의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난회피’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6)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된 이후 증가한 중환자수 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시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기존의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다중이
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일정인원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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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8> 근거 선택의 차이

구 분 통제 완화 선호 통제 완화 신중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 발생

1차 토론회

(김 윤 교수)

2차 토론회

(박혜경 방역지원단장)

2020년 8월 ~ 2021년 1월
2020년 10월 ~ 2021년 1월

(추가전파사례 포함)

회사(16%), 요양병원(7.5%)

요양시설(6%), 

예체능학원(3.2%), 

식당카페(2.4%), 유흥시설(2.4%)

다중이용시설(9.1%),

종교시설(7.7%),

요양병원(6.9%)

감염관리의 

핵심

역학조사를 통한 

N차 감염을 막는 것
슈퍼전파 가능성을 예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주장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비해 과도한 규제

다중이용시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많지 않은 것은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을 사전에 적용하였기 

때문임

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2021.02.02.)
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2021.02.09.)    

또한, 다중이용시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서 집단감염비율이 높지 않은 이

유를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여 

근거에 대한 인과관계 인식이 ‘통제 완화 선호’ 그룹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의 경우는 다중이

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발생 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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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근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차 토론회에서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비율이 감소하게 된 것은 선제적인 통제 때문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인 분

석 또는 연구자료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정책 신념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당시 상황이 다중이

용시설 규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 효과

에 대해 정책기반 증거의 유형 중 ‘지나친 단순화(over-simplification)’ 행

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이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정책

수단의 산출과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등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워 ‘블랙박스(Black boxing)’ 유형의 행태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발생비율은 11월, 12월에 높은 발생을 보이

고 있다가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을 통해서 1월달에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서는 1월에 발생이 많지 

않았던 것은 단계 상향에 따라서 여가 유흥목적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을 사전에 적용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

- 발제자 : 질병관리청 박혜경 감염병정책국장 -

    3)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비율 감소 추세 대한 공동 인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근거로 제시하고 있

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발생 비율 자체에 대해서는 ‘통제 완

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3차 

유행 시기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단감염발생 비율이 이전에 비해 감소

하고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확산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동 인

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차 토론회(2021.02.02.)에서 발제자가 집단감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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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대 잠복기를 초과하여 발생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근

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단감염 보다는 개인 간 

전파로 인한 감염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제가 앞에서 집단감염의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

데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6월5일 이전, 8월15일 이전, 10월5일 이전, 

12월5일 이전으로 첫 번째 지표환자가 발생해서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할 때

까지 2주가 초과된, 즉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를 초과된 사례가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보시면 6월5일 이전에는 17% 였던 것이 12월5일 이전에는 36%까

지 두배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집단감염 현장에서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2021.02.02.)  

발제자 :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 윤 교수 -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비율 감소 추세에 대한 인식은 1차 토론회의 보

건복지부 제1차관의 인사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차 유행에서는 개인 간 

접촉이 우세하였다는 발언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비율 감소 추세에 대

해서는 공동 인식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개인간 접촉이 우세했던 이번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심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도 들어났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2021.02.02.)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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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론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발생 비율의 감소추세에 대한 

공동인식에 근거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운영규제

를 최소화하면서 일정인원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행동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의 방향이 설정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의 경험 특히 3차 유행의 경험

을 저희가 평가하면서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 시키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2021.02.09.)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

    4)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의 주장과 근거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행위자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의료역

량 강화의 노력으로 중환자 병상 수 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정책

도 이러한 근거에 기반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

럼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행위자는 정책 자원적 요인인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통제 완화 신중 입장의 참여자는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도 인식에 

차이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주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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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근거에 기반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의료체계 

대응역량이 강화되었으면 강화된 근거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유연

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동현 교수 -

    5) 통제 집행에 따른 피해업종 당사자의 의견 

  

2차 토론회가 기존의 토론회가 다른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직접적

인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참여하여 정책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

는 정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설 유형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시설 위주 규제의 한계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로 집단감염 발생비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형평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

었습니다. 확진자는 지방의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규

제는 수도권의 자영업자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

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 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라.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과정 : 공청회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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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앞서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로 진행되었던 1차, 2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거

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제자가 발표한 후에 해당 초안에 대

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공청회에서도 2차 토론회 

때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과 소상

공인연합회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기존 보다 

통제수준이 낮아지는 개편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어 ‘통제 완화 신

중’ 집단의 발언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방식

으로 진행된 공청회여서 앞서 살펴본 1차, 2차 토론회와 같이 '통제 완화 신

중' 집단과 '통제 완화 선호' 집단으로 참석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웠

다. 실제로 토론과정에서도 통제 완화를 선호하였던 참석자도 개편된 거리두

기 체계를 시행하는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Ⅴ-19> 공청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위47)

발제자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토론 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토론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예방의학)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실장 (직업환경)

김동현 한림대학교 교수 (역학)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경제학)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3.5.)

47) 공청회 참석자 소속 및 직위는 공청회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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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단계 거리두기 체계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 

앞서 2차 토론회에서 기존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통제강도가 완

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던 참여자가 개편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

에서는 개편안의 시행시기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유행이 다소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든 상태를 6월까지는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4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해당 의견이 정책변동 과정

에서 반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금 우리 목표는 결국에 6월말까지 65세 이상 즉 천만 명 이상의 백

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학교도 운영

하고 요양병원도 운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혹시라도 그 전에 거리 두기

가 완화 해서 다시 한번 또 유행을 겪는 일이 생긴다면 백신접종 사업도 우

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

-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예방의학) -

    2) 중환자 병상 동원을 통한 통제 완화 여력 확보

코로나19 통제 정책변동과 관련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에 참여한 많은 사

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중환자 병상수와 의료인력의 확보가 중

요하다는 점이었다. 의료체계 감당역량이 확보되면 통제수준을 완화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

장의 근거로 공청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중환자 병상 수에 대한 근거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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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으며 민간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12월 중순 이후로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 1%를 행정명령을 통해 동

원을 하면서 지금 1% 동원에서 얻어낸 게 760 병상입니다.  … 그런 면에서

는 저는 4단계를 마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상황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여서 그 이상도 사실 아직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

겠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에 일임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국내의 90%가 넘는 민간 병원들이 결국은 사

회적 책무성을 다 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2021.03.05.) 

-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실장  -

    3) 의료체계 대응역량 확보 추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는 의료체계 대응역량 확보 추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의 경우 의료

체계 대응역량을 늘려오고 있지만 공청회 시점에서 최대 확보 가능 중환자 

병상은 1,560 병상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통제 완화 선

호’ 그룹에서 중환자 병상에 대해 아직 좀 더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

과 확보 추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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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4단계가 하루 확진자가 1,560명 정도, 아

직까지 국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 정도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

습니다. 참고로 4단계의 1,560명의 환자 수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

로나19 전용의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모두 동원했을 때 감당가능한 의료

환자 수입니다. 이를 벗어나서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결국 의료체계에 문

제가 생기게 되면서 의료체계 붕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2021.03.05.) 

발제자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

    4) 통제 집행에 따른 피해업종 당사자의 의견 

  

한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치는 방역당국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매우 정밀한 통제정책을 지향하였다. 그러다 보니 업종별로 위험도나 

영업환경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세부적인 규정으로 인해 어떤 곳은 통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데 다른 곳은 통제 조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현상들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피해업종 당사자들에게는 

통제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던 것이다.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을 대표하여 참석한 토론자는 이러한 형평

성 부분을 지적하면서 업종별 영업환경과 특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통

제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는 의료대응역량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큼 소상공인의 생존 능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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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지난해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여

야 당사 앞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 5단계에서 4단계를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소

상공인들의 여러가지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업종

별 특성에 따른 규모에 따른 내용이 담아 있지가 않습니다. 의료적 대응능력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 능력, 대응 능력도 한번 고려해 줄 순 없는 겁니

까?

-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

 4. 정책 자원과 관련된 다른 정책과의 통합적 변화의 필요성

   가. 의료체계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통제정책 변화에 대해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

호'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체계 대응역량 강화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이다. 의료체계 대응역량은 중환자 병상 수 등과 

같은 정책 자원적 요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실증분석에서 정책 

결과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와 연결되지만 피해를 보

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역시 정책 자원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쪽 집단 모두 정책 자원적 요인의 강화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실제 토론회 및 공청회의 발언자료를 살펴보면 '통제 완화 

신중' 및 '통제 완화 선호' 집단 모두 중환자실 병상수 확보와 의료인력, 역

학조사 인력의 확충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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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 진료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중환자는 병상의 문제

만은 아니고 반드시 인력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환자들을 실제 경

험하면서 알게되는 많은 임상적 경험과 지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2020.10.27.)  

토론자 :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  중환자실 확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에 어느 정도 확진자 수

가 점점 줄어들고 할 때가 가장 골든타임 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환자실 

확보라거나 이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큰 유행에 대비

를 충분히 못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2021.02.02.)  

토론자 :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 교수 -

…  k방역 체계의 미스테리가 확진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은

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대응 역량의 부족을 사회적인 거리두기 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2021.3.5.)  

토론자 : 한림대학교 김동현 교수 (역학) -

   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통제 완화 신중' 그룹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적절한 통제가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하고 늦게 대응

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

해를 의식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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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정된 기준 이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에 맞는 

통제수준을 적용할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결국 코로나19 유행을 더 악화시

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체계를 만들게 되면 보다 

적절한 통제정책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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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고민이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영세한 분들 소

상공인 분들에게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의 상황

이 2.5단계에서는 누적이 없고 3단계에서는 누적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는 거죠 … 우리가 그 분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고 있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 (2021.02.02.)  

토론자 : 고려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

…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안 되고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면서 손

실보상 이야기도 다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300만

원, 200만원 받아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집합 제한 업종들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그 다음

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2021.02.09.)  

토론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  생활방역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런 보상책을 어떻게 갖추

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경제의 영역이나 

사회영역의 전문가들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재

정이라든지 국가의 법체계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상

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2021.02.09.)  

토론자 :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통제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이와 연관된 다양한 정책 자원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통제정책의 강도는 중환자 병상 수와 의료인력 등과 같은 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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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응역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적정 수

준으로 이루어진다면 방역당국에서는 사회·경제적 피해보다는 방역상황 자체

에 집중하여 통제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서 코로나19 통제정책 변동의 유형에 대해 외형상으로는 ‘가

겹’ 형태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정책목표와 수단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분석

수준을 다르게 검토하는 경우 통합적인 형태의 정책변동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코로나19 통제정책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확

대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체계 대응역량 강화’와 같은 유관 정책

들과 정책목표가 일관성 있게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수단도 지속적

인 형태로 변화하는 통합적 정책변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는 앞서 토론회 참석자의 발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제정책에 대한 입장

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여러 차례의 토론과 공청

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라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15>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통합적 변동의 필요성

  5. 사례분석 결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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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제정책 개편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자의 발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통제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룹과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 사이의 신념체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규범적 핵심’ 측면에서는 

신념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책적 핵심’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통제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룹은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억제해야 경제적 

피해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통제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해야 경제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과 통제 완화에 신중해야 된다

는 그룹은 토론회에서 근거 선택과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에 대해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식당·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건수의 비율이 적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은 다중이용시설 전체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건수의 비율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집단감염발생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에도 차이가 있

었으며 추가 감염자의 포함 여부에도 차이가 있었다. 

셋째, 코로나19 ‘통제 완화 선호’ 그룹과 ‘통제 완화 신중’ 그룹 간에는 

근거가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통제 완

화 신중’ 그룹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집합금지를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비율이 감소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

러나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집단감염의 비율이 낮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단체기합식 규제’ 라고 비판하였다. 

넷째, 코로나19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가 달랐다. 양쪽 모두 ‘부수적 피해’를 언

급하였지만 통제 완화를 선호하는 그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경

제적 피해를 의미한 반면,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로 

인한 다른 중환자의 치료가 소홀해져서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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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건수의 비율이 3차 유행 시기에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는 추세에는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

화 선호’ 그룹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였다. 근거가 가지고 있는 추세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경우 소폭의 정책변동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의료체계 대응역량이 보강되고 있는 추세에 대

해서는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통제 완

화 선호’ 그룹은 중환자 병상수 등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책 근거의 추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

는 경우 정책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분석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기반 증거 현상이 나타난 

경우와 정책지지연합 간의 공동근거해석에 대한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반 증거 현상으로 방역당국의 ‘지식독

점’, ‘비난회피’,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행태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만, 코로나19 통제 정책수단에 대해 방역당국이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유형

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정책지지연합 간의 공동

근거해석과 관련하여 근거의 추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형성된 경우와 인식

의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 경우는 합의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비율 감소추세에 대해서는 공동인식

이 나타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반면, 의료대응역량 확보 추

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여 방역 수준을 크게 낮추는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셋째,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비율이 낮아지게 

된 원인에 대해 ‘통제 완화 신중’ 그룹은 해당시설에 대한 규제의 결과라고 

해석하였으나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집단감염비율이 낮은 곳에 대한 과도

한 규제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근거의 원인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

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등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자들이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쌓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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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가설 검정 결과

가설 3-1: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임상적 근거에 대해 ‘지식독점’ 유

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

났을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당국에 보다 많은 임상적 자

료의 공개를 요구함

지지

가설 3-2: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임상적 근거에 대해 ‘비난회피’ 유

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

났을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발생 비율

에 대해 방역당국에서 자료 수집

기간, 범위가 상이한 다른 근거자

료를 제시함

지지

가설 3-3: 코로나19 통제 정책수

단의 효과에 대해 ‘블랙박스’ 유형

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났

을 것이다.  

방역당국만 알고 있는 정책수단의 

내용과 효과가 있다고 보기 여러

움

기각

가설 3-4: 코로나19 통제 정책수

단의 효과에 대해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

타났을 것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선제적인 중점관

리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집단감염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

었다고 단순화하여 제시함

지지

가설 4-1: 코로나19 통제 정책 관

련 근거(데이터)의 추세에 대한 정

책지지연합 간의 인식 차이에 따

라 합의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

을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비율의 감

소추세에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어 

규제가 다소 완화된 반면, 의료대

응역량 확보추세에는 여전히 인식

차가 존재하였음 

지지

가설 4-2: 코로나19 통제 정책 관

련 근거(데이터)가 나타나게 된 인

과관계에 대한 정책지지연합 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다중이

용시설 집단감염비율이 낮은데도 

규제가 높다고 하였으나 ‘통제 완

화 신중’ 그룹은 다중이용시설 집

단감염비율이 낮은 것은 선제적 

규제에 의한 결과라고 인식함

지지



- 178 -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알려진 정부의 코로나19 

통제정책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정책 환경적 변화를 나타

내는 근거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변동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공청회 자료 분석을 통해 ‘통제 완화 신중’ 그룹

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이라는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차이와 그에 따

른 근거 선택과 활용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통제정책 변

동은 표면적으로는 ‘가겹(layering)’ 형태의 변화가 진행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정책목표의 변동이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목표의 경우 2020년 6월 '3단계 체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설

정하여 감염 확산을 ‘0(Zero) 수준’으로 통제하는 데 정책목표가 집중되어 있

었다. 이후 2020년 11월 '5단계 체계'에서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정

책목표를 설정하여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한 확산 통제로 정책목표가 변화

하였고, 2021년 2월부터 논의된 ‘4단계 개편안’의 정책목표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지속되었고 점증적으로 수정된 것 같지만 실

제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동과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점증주의적 정책변동에 대한 분석은 정책 내부

에 존재하는 상당한 질적 변화를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정책수단의 선택도 단순히 점증주의적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었다. 정책수단의 경우는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한 후 유행에 적용시킬 때

마다 새로운 정책수단을 계속 고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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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기에는 마지막 단계인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면적별 수용인

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였다. 3

차 유행 시기에도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상향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었다. 새로 추가된 조치들은 외관상 가겹

(layering) 형태로 정책수단이 쌓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책목표를 여

전히 차단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정책수단도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라

는 점에서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의 분석수준을 다르게 설정하여 분석할 경우 정책변동의 유형을 가겹 형태로 

볼 수도 있고 통합적 형태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는 복잡한 정책변동을 특

정 유형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려는 시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책변

동 유형의 검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축적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정책수단 채택의 원인 변수도 감염병 자체의 심각성에서 감염병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 강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머신러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1기(2020년 2

월~2020년 10월)’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와 같은 정책 문제적 근거가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2기(2020년 11월~2021년 6월)’

에서는 ‘인구 이동량’과 같은 정책 산출적 근거가 중요한 설명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통제정책의 강도를 설명하는 요인이 시기에 따라 

달라진 것은 앞서 정책변동의 유형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목표가 

점차 변화하였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목표가 달라졌기 때

문에 통제정책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의 중요성도 기존의 정책 문제적 

성격의 근거가 아닌 정책 산출적 근거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변동도 표면적으로는 점증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목표의 변동과 정책수단 선택 근거변화의 결과로 적응론적 관점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적응의 과정(adaptive process)은 때로는 점증적이고 

때로는 상당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초래하는 과정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변화 크기까지를 점증주의로 보아야 할 것인지, 평균적 변화가 아니라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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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점증주의에 대한 대표

적인 비판 논거이다. 실제로 코로나 통제 정책수단 선택에서도 장소중심 규

제에서 개인중심 규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에 참여

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언을 분석하여 정책지지연합을 구분하고 그들의 신

념체계(belief system)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호’ 그룹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과 조화

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공통된 ‘규범적 핵심(deep core)’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 핵심(policy core)’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통제 

완화 신중’ 그룹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억제를 통해 유행을 조기에 안

정시켜야 이후 경제 활동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와 달리 ‘통제 완화 선호’ 그룹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적정 수준의 통

제를 해야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통제정책에 대한 정책지지연합의 이러한 신념의 차이는 실제 토

론 및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지지연합에 따라 

같은 단어(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의미가 달랐다. 양쪽의 지지연합 모두 

‘부수적 피해’를 언급하였지만 ‘통제 완화 신중’ 입장의 경우 다른 중환자들

의 치료를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으

나, ‘통제 완화 선호’ 입장의 경우 ‘부수적 피해’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와 복지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정책 주장에 사용하는 근거의 선택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중에서 이슈가 되었던 다중이용시설 관련 규제에 대해 ‘통제 완화 

선호’ 집단은 개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비율이 낮다는 근거

를 제시하였으나 ‘통제 완화 신중’ 집단은 다중이용시설 전체에서 발생한 집

단감염의 비율은 높은 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거의 차이는 

자료수집 기간의 차이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작된 감염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는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에 따라 근거의 수

집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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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양한 유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이용시

설 집단감염비율에 대한 상이한 기준에 따른 근거 제시는 ‘비난회피’ 유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으로 볼 수 있었으며, 3차 유행 시기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비율 감소 추세의 원인을 선제적 규제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많은 토론자들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및 임상적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식독점’ 유형의 정책기

반 근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기반 근거 현상 중에서 

‘지나친 단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

석과 연구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근거기반 정책에서 강조하는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은 난제의 대응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책변동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 정책변동을 점

증주의적 혹은 단절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접근과 달리 실제 정책변동은 목

표, 수단, 그리고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에 있어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함께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적응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이 적응적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기존 정책의 수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는 상당 수준의 목표와 수단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향

후 정책변동 연구가 변화의 과정을 단순화하기보다는 정책변동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현상을 심층분석 할수록 변화가 갖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혀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즉 점증적 변화나 단속적 

변화 간의 논쟁은 정책변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분

석수준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변동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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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책변동을 목표, 수단,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등 다양한 측면을 얼

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정책 문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적 난제(wicked problem)의 경

우 정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환경적 요인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변화하는데 이를 고려

하지 않고 이전에 설정한 근거 기준만을 고집하는 경우 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렵게 된다. 코로나19 제1기와 제2기 사이에 통제정책 수준의 강도를 설명

하는 정책 환경적 요인의 변수 중요도가 달라졌다는 머신러닝 분석결과와 행

정안전부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은 국내 코로나19 통제정책이 유연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2021년 12월 기

준 코로나19는 델타(delta)변이에 이어 오미크론(omicron)변이까지 발생되

어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기존 바이러

스에 비해 낮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정책 문제와 관련된 근거에 다시 한

번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 선택의 중요도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근거의 선택과 해석에 대한 정책지지연합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근거의 추세적 자료 제시와 근거가 나타나게 된 인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신념체계의 경직성은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제 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 완화 선

호’ 그룹이 선택한 근거에 차이가 있다는 점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근거를 선택한 경우에도 이를 수집·가공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도 사례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논란이 되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시간 제한조치 관련 제시된 근거들이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의 차이에 따라 서

로 다르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아닌 ‘비난회피(blame avoiding)’를 위한 정책기반 근거

(policy-based evidence)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차 유행 시기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비율이 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해 별도의 근거 제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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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제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지나치게 단순화(over-simplification)’한 측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토론자들이 방역당국에 코로나

19 역학조사 자료 및 임상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지식 독점

(knowledge-monopolisation)’ 유형의 정책기반 근거 현상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정책지지연합 간의 의견대립이 존재할 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념체계의 경직

성은 정책변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통제 완화 신중’ 집단과 ‘통제 완화 선호’ 집단 사이에 정책 핵심(policy 

core)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신념체계 중 가장 경직성이 강한 규범적 핵심

(deep core)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완화 방향으로 정책변동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조화와 균형이

라는 규범적 핵심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에서 지지연합 간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통제 

완화 신중’ 그룹에 비해 ‘통제 완화 선호’ 그룹에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

한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정책변동이 진행될 수 있는 협의의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정책지

지연합 간의 의견이 다시 충돌할 때 일치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에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근거의 해석에서 

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정책변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실

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정책지지연합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추세에 대한 

공동인식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

염비율의 감소추세에 대해서는 정책지지연합 간의 공동인식이 형성되어 정책 

변화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대응 역량 확보추세에 있어서는 ‘통제 

완화 선호’ 집단에서는 추가적인 확보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인식하였지만 

‘통제 완화 신중’ 집단에서는 중환자 병상 수 확보의 최대치를 계산하여 이

를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대응 역량 확보 

추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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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연합 간의 합의를 위해서는 근거의 추세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자료의 제시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근거기반 정책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공동근거생

산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유행 시기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비율

이 감소하게 된 원인에 대해 방역당국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선제적인 규제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비

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

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근거가 필요하다. 많은 토론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코로나19 통제정책의 구체적인 조치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효과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역당국에서는 수집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공

개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인 공동근거생산을 진행하여 보다 실효

성 있는 정책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보다 상위의 정책 복합체인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관점에서 인접 정책과의 통합적인 정책변동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

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 역량,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 등

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통제정책도 코

로나19 대응 정책을 구성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인접한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변동을 추구해야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변동과 관련한 본 연구의 이론과 정책적 함의를 종합하면 정책변동에

서 근거의 선택과 활용도 중요한 변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는 점이다.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에 따라 근거의 선택과 해석에 차이

는 존재하지만 일정수준에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책변동이 결정되고, 이렇

게 변동된 정책의 산출적 요인은 다시 정책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잠정적

인 정책결정에 다시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또한 정책지지연합 간의 신념체

계의 차이에 따른 서로 주장도 정책 환경적 근거의 중요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선택의 과정에서 정책기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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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경계하고 근거기반 정책변동을 위한 노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실증분석에서의 자료 및 분석방법의 한계와 사례

연구에서의 사례선택의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책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사용한 머신러닝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측치 수

가 적은 데이터를 부트스트랩(bootstrap) 등의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다양한 머신러닝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강건성을 확보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였지만 해당 방법론 상의 한계는 여전히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석자료의 수집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코로

나19 통제정책의 수준은 일일 기준으로 산출되는 자료이나, 중환자 병상수와 

같은 자료는 주간 단위 자료이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자료는 월 단위 자

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시간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분석

기간의 단위를 주간 단위로 일치시킬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 대상변수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수준 자료와 설명변수 간의 시차를 1주로만 선정하였는데 추후 대상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시차 설정을 조정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분석결과의 강건

성이 유지되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머신러닝 분

석 방법론을 활용한 피쳐 중요도(Feature Importance) 산출값을 바탕으로 

제1기와 제2기의 설명변수의 중요도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추후 제1기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2기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할 경우 근거 활용도 

비중의 차이로 인해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연구의 경우에도 실제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정책 행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정책 행위자가 코

로나19와 관련하여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과 관련한 다양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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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어떤 근거를 활용하여 방역 강화 또는 완화 주장을 하였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토론회 및 공청회 발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토론회 및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방역정책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라는 점과 방역당국이 직접 참여하여 공식적

으로 주최한 토론회라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정책 결정과정의 직접적인 행

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청와대 등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행위자의 의견과 발언 등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자료와 청와대의 역

할과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 행위자들이 어떤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던 코로나19 시기 이후인 2021년 11

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등이 실시되었다가 중환자수와 사망자수가 증

가하여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2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자료 등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지적하였던 정책기

반 근거 현상이 나타났는지와 공동근거인식 등이 이루어졌는지 등도 추후 후

속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일부 다중이

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도입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하는 등의 다양한 정

책변동이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과 법원이 활용한 근거 등에 대

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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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구글 이동성 보고서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ncov.mohw.go.kr

질병관리청(KDCA) : https://www.cdc.go.kr 

대한민국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https://kosis.kr

통계데이터센터(SDC) : https://data.kostat.go.kr/sbchome/index.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https://www.gallup.co.kr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인식조사 https://hrcopinion.co.kr/covid-19

ECDC https://www.ecdc.europa.eu/en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OxCGRT)

https://www.bsg.ox.ac.uk/research/research-projects/covid-19-gover

nment-response-tracker

WHO https://www.who.int/

5. 동영상 자료

SNU국가전략위원회 코로나19 세미나(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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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JkqezPQAyM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2020.10.27.)

https://www.youtube.com/watch?v=qb7Aps08jbo&t=563s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2021.2.2.)

https://www.youtube.com/watch?v=G0WWriXMf88&t=409s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2021.2.9.)

https://www.youtube.com/watch?v=e5zb4Inyv_A&t=7634s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안 공청회(2021.3.5.)

https://www.youtube.com/watch?v=QXzUFFsjY4I&t=303s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 (2021.10.1.)

https://www.youtube.com/watch?v=AfjUAj5pJyg&t=1322s

https://www.youtube.com/watch?v=jJkqezPQAyM
https://www.youtube.com/watch?v=qb7Aps08jbo&t=563s
https://www.youtube.com/watch?v=G0WWriXMf88&t=409s
https://www.youtube.com/watch?v=e5zb4Inyv_A&t=7634s
https://www.youtube.com/watch?v=QXzUFFsjY4I&t=303s
https://www.youtube.com/watch?v=AfjUAj5pJyg&t=132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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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코로나19 1기 변수 간 상관관계

 주)  * p < 0.05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신규 확진자수 신규 사망자수 치명률 (누적) 진단 양성률

방역정책 

부정인식
진단검사수 인구 이동량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코로나19 

통제 정책 수준 
1.000

신규 확진자수 0.245 1.000

신규 사망자수 0.727* 0.331* 1.000

치명률 (누적) -0.219 -0.483* -0.284 1.000

진단 양성률 0.266 0.886* 0.268 -0.613* 1.000

방역정책 부정인식 0.332* 0.720* 0.411* -0.895* 0.847* 1.000

진단검사수 0.172 0.477* 0.161 0.238 0.143 -0.025 1.000

인구 이동량 -0.478* -0.779* -0.592* 0.558* -0.761* -0.781* -0.366* 1.000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0.412* -0.551* -0.493* 0.860* -0.623* -0.623* 0.050 0.6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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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코로나19 2기 변수 간 상관관계

 주)  * p < 0.05

변 수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신규 

확진자수

신규 

사망자수 

치명률 

(누적)

진단 

양성률

방역정책 

부정인식

인구 

이동량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중환자 수

중환자 

병상수
진단검사수

백신 접종률 

(2차)
코로나19 

통제정책 수준
1.000

신규 

확진자수 
0.480* 1.000

신규 

사망자수 
0.791* 0.572* 1.000

치명률 

(누적)
0.190 -0.606* 0.080 1.000

진단 양성률 0.073 0.572* -0.054 -0.813* 1.000

방역정책 

부정인식
0.119 0.700* 0.351* -0.230 0.089 1.000

인구 이동량 -0.817* -0.242 -0.652* -0.189 -0.201 0.124 1.000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0.585* -0.558* -0.658* 0.019 0.104 -0.546* 0.205 1.000

중환자 수 0.719* 0.657* 0.946* -0.107 0.036 0.433* -0.526* -0.783* 1.000

중환자 

병상수
-0.275 -0.042 -0.201 0.134 -0.454* 0.357* 0.708* -0.379* -0.071 1.000

진단검사수 0.610* 0.566* 0.717* 0.136 -0.280 0.642* -0.184 -0.871* 0.759* 0.417* 1.000

백신 접종률 

(2차)
-0.490* 0.061 -0.289 -0.643* 0.218 -0.122 0.594* -0.022 -0.076 0.314 -0.1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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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범주형 변수로 설정한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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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범주형 변수로 설정한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 (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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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범주형 변수로 설정한 랜덤 포레스트 분석결과

1. 코로나19 제1기

2. 코로나19 제2기

Loss Reduction Variable Importance

Variable
Number

of Rules
MSE

OOB

MSE

Absolute 

Error

OOB 

Absolute 

Error

신규 사망자수 557 35.60 21.32 1.80 1.12

인구 이동량 586 17.50 11.74 0.92 0.53

신규 확진자수 633 10.43 3.78 0.81 0.23

Loss Reduction Variable Importance

Variable
Number

of Rules
MSE

OOB

MSE

Absolute 

Error

OOB 

Absolute 

Error

신규 사망자수 310 16.41 15.20 1.10 0.86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221 12.84 11.85 0.71 0.59

인구 이동량 322 15.02 11.18 0.95 0.65



- 209 -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Change Process and 

Evidence-Based Policy

- Focusing on the COVID-19 Government 

Response -

Hyunjae Shi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VID-19 situation in Korea, which started in January 

2020, can be viewed as a ‘wicked problem’ policy challenge with 

high uncertainty and volatility. In order to contain the spread of 

COVID-19,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with a focus on 

COVID-19 control policies such as Social Distancing. As the 

COVID-19 epidemic situation continues to change, the COVID-19 

response policy is also changing. This study mainl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s COVID-19 control policy from 

February 2020 to June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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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the types and causes of policy changes. It was also 

analyzed whether the importance of policy evidence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 of the COVID-19. In particular, this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data discussed in the official 

discussion and public hearings. In the policy debate, it was 

analyzed whether the selection and use of evidence wer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belief systems between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s. This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COVID-19 control 

policy change was a incremental change, but in reality there were 

changes in various policy goals and instruments. It seems that 

policy changes appeared in a multi-layered pattern, but if the 

analysis level was different, it could be viewed as an integrated 

change. This can be seen as a problem caused by simplifying the 

type of policy change.

Secon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policy 

changes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COVID-19 period in South 

Korea. To measure the level of policy change,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Oxford's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OxCGRT) was modified to suit the domestic situation. As a result 

of using machine learning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new COVID-19 cases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first 

period (February 2020 to October 2020). In contrast, in the 

second period (November 2020 to June 2021), policy outcome 

variables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Third, the differences in the belief systems between the Policy 

Advocate Coalitions were confirmed through the speech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iscussion. The ‘pro-regulation group’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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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 composed of infectious disease doctors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anti-regulatory 

group’ is a coalition of economic and social experts and small 

business stakeholders. The Deep core belief of both sides were 

the same in that quarantine and the economy needed to be 

harmonized.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olicy beliefs 

about whether quarantine or the economy should be prioritized.

Fourth, differences in beliefs among policy advocacy coalitions 

caused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and use of evidences. In 

particula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evidence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multi-use 

facilities. The ‘anti-regulatory group’ used data on the group 

infection rate of each multi-use facilities. The ‘pro-regulation 

group’ group used data on the collective infection rate of all 

multi-use facilities. Cherry-picking of evidence for avoidance of 

blame appeared.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in which the evidence appeared among the Policy 

Advocate Coalitions. The ‘anti-regulatory group’ recognized that 

the regulations were strict despite the low rate of group infection 

in multi-use facilities. The ‘pro-regulation group’ recognized that 

the reason for the low rate of group infection in multi-use 

facilities was due to preemptive social distancing regulations. It 

was argued that the effect of regulations on multi-use facilities 

was over-simplified. In addition, a knowledge monopoly was 

confirmed in which the government did not disclose various data 

related to COVID-19. 

Summarizing the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selection and utilization of evid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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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 can also be an important channel for policy change 

proces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evidence according to the belief system of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s. However, provisional policies are decided through the 

use of evidence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The result of this 

changed policy output evidence again acts as a factor of policy 

change. In addition, different opinions due to differences in belief 

systems among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s may be evaluated 

differently as the importance of the evidence change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evidence,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about the Policy-based evidence and to pursue efforts to change 

the Evidence-based Policy.

keywords : Policy Change, COVID-19, Government Responce, 

            Social Distancing, Evidence-Based Policy,

            Policy-based evidence.

Student Number : 2015-3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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