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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확산 현황] 2021년 11월 발견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의료체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오미크론 변이 유행 국가는 직전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감염 확산을 경험하고 있으나, 감염 규모
에 비해 입원환자 및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중증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감염의 절대 규모가 커져, 의료체계 부담은 기존 유
행과 비슷하거나 더 크게 나타남.
- 확진자 및 접촉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기존의 검사·추적·격리 체제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짐.
▶ [주요국 대응] 주요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여 방역 대응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 [미국]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별도로 강화하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자가검사 활용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사회 필수기능을 유지하려 함.
- [영국] 일시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일명 ‘Plan B’)을 강화하였으나 감염이 감소세로 돌아서자 방역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백신 접종과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전제로 여행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 [일본]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한 일부 지역에서 ‘만연방지 중점조치’를 시행하며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PCR 무료 검사 확대와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 연장을 통해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이스라엘] 접종 인센티브 추가 도입을 통해 추가 접종을 독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입국제한 조치는
점차 완화하면서 중증 예방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시사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 통제와 사회기능 유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
- 우리나라도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어 당분간 감염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감염 확산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로 인해 사회기능이 마
비될 가능성이 있음.
- 백신 접종, 중증 병상 확보, 기본 위생수칙 준수 등을 통해 감염 규모가 의료체계 역량을 초과하지 않도
록 주의하는 한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응전략을 ‘중증 및 사망 피해 방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대규모 유행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변화와 지침 준수에 대한
방역당국의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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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전략과 시사점

1.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현황
■ [오미크론 변이 발생] 2021년 11월 발견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의료체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오미크론 변이(B.1.1.529)는 2021년 11월 중순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발견된 이래 미
국, 덴마크, 영국, 일본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감.
◦ 오미크론 변이는 11월 11일 보츠와나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대규모 유행은 남아공에서 가장 먼저 발생함.
◦ 11월 26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다섯 번째 ‘우려변이(Variant of Concern)’로 지정됨.1)
◦ 주요국에서 신속한 여행제한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덴마크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이스라엘, 인
도, 브라질, 일본 등지로 퍼지고 있음.
◦ 1월 17일 기준 최소 161개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었으며 빠르게 우세종으로 변함(표 1 참고).2)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 전파력이 더 크고, ② 기존 감염 또는 백신의 면역 효과를 일부 회피하
나, ③ 중증 및 사망으로 발전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 바이러스 특정 부위의 돌연변이로 인해 전파력이 상승하였고 기존 면역을 회피함.
◦ 단 3차 접종 시 감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며, 예방접종의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도 83~92%로 높
아짐.3)
◦ 확진자 대비 입원 및 사망 환자의 비율은 낮으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감염의 절대 규모가 커질 경우
기존보다 의료체계에 부담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음.
표 1. 주요국 오미크론 변이 발견 시기 및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비율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덴마크
이스라엘
브라질
싱가포르
남아공
인도
일본
한국

첫 발견 시기
21년 11월 말
21년 11월 말
21년 12월 초
21년 11월 말
21년 12월 초
21년 11월 말
21년 11월 말
21년 12월 초
21년 11월 말
21년 12월 초
21년 11월 말
21년 12월 초

우세종화까지 걸린 기간1)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5주
4주
1주
6주
4주
7주

현재 오미크론 비율2)
97%
99%
97%
89%
97%
89%
90%
91%
99%
84%
100%
50.3%3)

주: 1)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
2) 2022년 1월 24일 기준 CoVarints.org에 보고된 최신 자료를 활용함.
3) 한국의 최신 자료는 상기 웹사이트에 보고되지 않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서 인용함.
자료: CoVariants. https://covariants.org/per-country(검색일: 2022. 1. 21).
1) 기존 우려변이로는 알파(영국 최초 발견), 베타(남아공), 감마(브라질), 델타(인도)가 있음.
2) 우세종이란 전체 감염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변이를 의미함. 기존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었음.
3) UK Health Security Agency(2022. 1. 19), SARS-CoV-2 variants of concern and variants under investigation in England: technical
briefing 34, p. 2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48395
/technical-briefing-34-14-january-2022.pdf(검색일: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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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오미크론 확산 현황]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는 기존 변이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르나, 백신 접종과
기존 감염의 효과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수 증가는 감염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임(그림 1, 2 참고).
- 오미크론 변이 유행 국가에서는 직전 유행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감염 확산을 경험하고 있음(그림 1, 왼쪽
축).
◦ 델타 변이 유행 시 2만~3만 명 수준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던 프랑스에서는 현재 일일 3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 영국 역시 직전 유행(5만여 명)의 4배에 달하는 일일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 미국에서는 한때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섬.
◦ 기감염 인구가 많은 국가(이스라엘, 브라질, 남아공, 인도 등)와 적은 국가(호주, 일본, 대한민국 등)에서
동일하게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유행 시작이 일렀던 남아공,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감염 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으며, 기존 유행에
비해 짧은 주기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됨.
◦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가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숨은 감염자의
규모는 기존에 비해 더 클 수 있음.

- 대부분 국가에서 감염 규모에 비해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유행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그림 1, 오른쪽 축).
◦ 확진자 수가 기존 유행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프랑스의 경우 사망자 수는 기존 대비 2배 정도에 불과하
며, 백신 접종 이전의 유행에 비하면 오히려 사망자가 30% 수준으로 감소함.
◦ 이스라엘, 남아공, 브라질의 역시 직전 유행에 비해 사망자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적 최근에 확진자 증가세가 관찰된 싱가포르, 일본,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
망자 발생이 가시화되지 않았음.
◦ 사망자 수 증가세의 둔화는 오미크론 자체의 치명률이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젊은 층 위주 감염 확산,
백신 접종, 기존 감염 후 완치자 재감염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오미크론 유행 후 대부분 국가에서 확진 치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아공에서
는 치명률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그림 2 참고).
◦ 오미크론 유행과 함께 대부분 국가에서 확진 치명률이 1%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추가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에서는 최근 치명률이
0.5% 이하를 기록함.
◦ 치명률은 감염자의 연령, 백신 접종률, 기감염 여부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체 치명률이 감소하더라도
고령의 미접종자 개개인에게는 중증, 사망의 위험이 기존 변이와 유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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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국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추이

주: 1) 신규 확진자 수는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의 7일 이동평균.
2) 각국의 검진 역량 및 통계의 완비성에 따라 확진자 수와 실제 감염자 수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2. 1.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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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치명률 추이

주: 1) 자료의 범위는 2021년 7월 1일(’21년 26주 차)부터 현재(’22년 2주 차)까지임.
2) 각국의 백신 접종률 통계의 완비성에 따라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
3) 치명률은 각 주별로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대비 4주간 신규 사망자의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확진-사망 시차를 2주로
가정하고 계산.
자료: Our Wold in Data(검색일: 2022. 1.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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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정책
가. 미국
■ 미국정부는 2021년 12월 2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4)
- [백신, 진단 키트 및 치료제 공급] 성인 3차 접종(부스터샷) 및 아동청소년 기본 접종을 확대하며, 경구용
치료제 조기 공급을 통해 감염, 입원 및 사망을 방지하고자 함.
◦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3차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며, 접종 접근성 및 홍보
캠페인을 확대함.5)
◦ 5~11세 대상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등교를 지원함.
◦ 약 1,300만 회분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투약을 통해 입원 및 사망을 방지함.

- [검진 확대] 코로나19의 빠른 진단과 격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자가검진 키트 공급을 확대함.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검사 수요가 폭증하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외의 다양한 검사 수단이
필요해짐.6)
◦ 3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사용을 확대하며, 자가검진 키트를 통해 스스로 감염 여부를 확
인할 수 있게 함.
◦ 의료기관 검사에만 적용되던 코로나19 검사 보험을 자가진단 키트로 확대하며, 연방정부가 5억 개의 키
트를 구매하여 원하는 가정에 무료로 공급함.7)

- [긴급상황 대응책 마련]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팀 편성
및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함.
◦ 담당 인력 추가 채용 및 군병력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 응급호송, 격리 및 재택치료자 행정 지원 등 코로
나19 전담 업무를 보조함.

■ 여행객 검역 강화 및 글로벌 백신 공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최소화함.
- 오미크론 유행 발발 직후 남아공, 보츠와나 등 8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시행하였다가 2021년 12월 31일
해제함.
◦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퍼짐에 따라 특정 지역 입국제한의 의미가 없어짐.
4) White House Briefing(2021. 12. 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2/02/fact-sheet-pres
ident-biden-announces-new-actions-to-protect-americans-against-the-delta-and-omicron-variants-as-we-battle-covid-19this-winter/.
5)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 후 추가 접종.
6)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반면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1~2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특정 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
7) 단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위음성(감염자를 음성으로 판정하는 경우)의 가능성이 있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Rochelle Walensky 국장은 자가검진 키트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감염 전파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부함; Wall Street Journal(2022.
1. 17), https://www.wsj.com/articles/cdc-director-aims-to-improve-covid-19-messaging-data-collection-1164242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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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 외 여행자의 경우 백신 2회 이상을 접종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모든 여행자는 입국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2021년 11월 8일부터 미국 시민권 미소지자는 FDA 또는 WHO 승인 백신을 2회 접종해야 입국 가능
◦ 12월 6일부터는 여행자 대상 출국 전 검사가 강화되어 국적과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하루 전
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8)

- 비행기, 기차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함.
◦ 위반자에게 최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3,000달러 벌금 부과 가능

- 해외 유입의 근본적인 방지책은 팬데믹 조기 안정이므로 글로벌 백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함.
◦ 미국정부는 총 12억 회분의 백신 기부를 약속했으며, 현재까지 110여개 국가에 약 3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
◦ 2022년 3월까지 20억 회분 추가 공급 약속
◦ 약 10억 회분의 백신 추가 생산을 위해 국내외 생산 역량 증대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 백신 공급이 실제 백신 접종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보건 교육 및 캠페인 지원

■ 필수인력 유지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함(표 2 참고).
-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
◦ 승무원 감염으로 인해 12월 말 항공편이 2,300편 이상 결항9)
◦ 의료, 운송, 교육 등 필수업종 종사자 사이 감염 확산으로 인한 업무 마비10)
- 12월 28일 미국정부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함.
◦ 증상 발현 후 2~3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확진자의 약
30~40%가량이 5일 이후에도 감염을 전파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어남.11)
◦ 5일 이후 증상이 없을 경우에만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및 여행 자제 권고가 단서로 붙음.

8) 기존에는 3일 전 검사결과로도 입국이 가능했음.
9) Financial Times(2021. 12. 28), https://www.ft.com/content/780cd193-89b8-435a-a2f1-b51944f1bf56(검색일: 2022. 1. 24).
10) 시사인(2022. 1. 21), https://www.sisain.co.kr/cover/coverNews.html?sc_serial_number=750(검색일: 2022. 1. 24).
11) Forbes(2022. 1. 17), https://fortune.com/2022/01/17/covid-19-isolation-days-ideal-length-testing-infec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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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밀접접촉 또는 확진 시 자가격리 기간 및 추가 조치
격리 대상
백신 접종 완료2)
또는
최근
90일
이내
밀접접촉 시1)
코로나19 감염

격리기간

추가 조치

- 격리 불필요

- 10일간 증상 관찰
- 증상 발현 시 즉시 격리 및 진단검사
- 마스크 착용, 여행 및 외출 자제

백신 미접종

- 최소 5일간 격리
-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5일째 검사

- 위와 동일

무증상, 경증

- 5일간 격리
- 5일 차에 24시간 동안 발열 증상 없
으면 격리 해제 가능
- 증상 발현 시 격리 지속

- 확진 또는 증상 발현 후 최소 10일
간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 여행 및 외출 자제

중등증 및 중증

- 최소 10일간 격리
- 입원, 집중치료, 산소호흡기 등 치료
필요한 경우 최대 20일 간 격리

- 의사 권고에 따라 격리 해제

확진 시

주: 1) 코로나19 감염자와 2m 이내의 거리에 총 15분 이상 같이 있었을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
2) 백신 접종 완료는 2회 접종 후 5개월 미만이 경과했거나 3회 접종을 마친 경우를 의미.
자료: 미국 CDC,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quarantine-isolation.html(검색일: 2022. 1. 24).

■ [고강도 방역조치 최소화] 기존에 활용했던 직장 폐쇄, 이동제한, 휴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최소화하며,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
- [학교] 현재 99%의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
기 위해 노력함.
◦ 백신 접종 확대, 정기 검사,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환기, 손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
◦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가격리를 실시하되, ‘검사 후 격리 면제(TTS: Test To Stay)’ 시
스템을 통해 학업 공백 최소화12)

- [업무 공간 보호]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장 폐쇄 등의 고강도 방역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대신 백신 접종과
주기적 검사를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함.
◦ 연방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
원의 제동으로 인해 보류된 상황13)
◦ 단 정부출연 의료기관 종사자 1,000만 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적용 허용
◦ 또한 구글, 시티은행, IBM 등 일부 기업에서 자사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

12) TTS를 선택한 밀접접촉자는 마스크 착용과 매일 반복 검사를 전제로 등교할 수 있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
nity/schools-childcare/what-you-should-know.html.
13)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998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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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 영국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2021년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정책을 일부 강화하였으나, 이전에
취해진 봉쇄조치들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한 편임(일명 ‘Plan B’).14)
- 12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정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장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시설
내 백신패스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함(표 3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정책은 2022년 1월 26일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
획을 발표함.15)
표 3. 잉글랜드 지역 코로나19 방역수칙 주요 내용
분류
실내 마스크 착용

주요 내용
- 실내 및 대중교통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선술집(펍), 식당 등 접객업소(Hospitality) 및 체육관·수영장 등 마스크 착용이 실용적이지
않거나 불가능한 업종은 예외

재택근무 장려

- 가능한 한 재택근무 권장

백신패스 적용

-

학교 개방 유지

- 모든 교직원과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 학생은 매주 2회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 중·고등학교 학생은 수업 중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 잉글랜드 지역은 별도의 사적모임 제한 없음
* 그 외 지역(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실시
(2m 규칙, 인원수 제한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행사 및 장소를 대상으로 백신패스 적용
실내 기준 500명 이상 이동이 자유로운 장소(unseated venues)
실외 기준 4,000명 이상 이동이 자유로운 장소
기타 10,000명 이상 수용하는 장소(실내·외 무관)
나이트클럽

주: 잉글랜드 지역 한정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지역의 규정과는 상이함.
자료: BBC, “What are the new Covid rules for the UK?” https://www.bbc.com/news/explainers-52530518; “Covid: What
are the social distancing rules?” https://www.bbc.com/news/explainers-52530518(모든 자료 검색일: 2022. 1. 12).

■ [백신패스] 일정 규모 수용인원을 초과한 행사 및 장소에 한정하여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임.16)
- 잉글랜드 지역에서 백신패스는 실내 기준 500명 이상 수용하는 이동이 자유로운 장소(unseated venues),
실외 기준 4,000명 이상 수용하는 이동이 자유로운 장소 및 실내외에 관계없이 1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소에 한정하며 적용함.17)
◦ 적용 대상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모임의 성격이 종교행사, 결혼식, 장례식, 시위 및 다중 참여 스포츠 이벤
트(예, 마라톤)인 경우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음.
14) 영국은 구성국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별로 거리두기 정책이 일부 상이하며, 본문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가장 규모가 큰 잉글랜드 지역에 한정하여 기술함.
15) BBC(2022. 1. 21), https://www.bbc.com/news/uk-60047438.
16) 영국정부 홈페이지, “NHS Covid Pass,” https://www.gov.uk/guidance/nhs-covid-pass(검색일: 2022. 1. 12).
17) ‘이동이 자유로운 장소(unseated venues)’란 해당 장소의 방문객이 지정된 장소에 앉지 않고 이동하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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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종 중에서는 나이트클럽(Nightclubs, Dance halls, discotheques)이 백신패스 적용 대상18)
◦ 백신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업주 및 행사 주최는 자발적으로 백신패스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백신패스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적용됨.

- 백신패스는 QR코드 기반인 NHS Covid Pass가 활용되며,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또한 사용할 수 있음(PCR 검사 및 rapid lateral flow test(LFT) 테스트 둘 다 가능).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면제 확인서
(medical exemption)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해당 장소에 출입 가능

- 백신패스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행사 주최자는 1,000~10,000파운드(한화 약 160만~1,600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기소될 수 있음.
- 동 조치는 1월 26일 시한이 만료됨.

■ [격리기간 단축] 2021년 12월 22일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한 차례 단축한 후, 2022년
1월 14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음.19)
-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면서 최종 음성판정은 자가격리 6일 차와 7일 차
두 차례의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정함.
◦ 감염 후 5일이 지나면 확진자의 31.4%만 감염력을 유지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 2회 조건을 추가할 경우
확률이 6.2%까지 감소함.20)
◦ 단, 격리 해제 시 감염력은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판정하는 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민감도가 낮은 진단키트를 사용할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은 상기 연구에서 제시한 값보다 더 커짐.21)

- 밀접접촉자는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접촉 후 7일간 매일 검사 실시를 전제로 격리를 면제할 수 있음.
◦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면제됨.

- 본인의 자가격리 혹은 자녀의 자가격리에 따른 재택 돌봄으로 소득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500파운드(한화
약 8만원)의 자가격리 지원금(Test and Trace Support Payment)을 지급함.22)

■ [검사 수단 다양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PCR 검사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의 인정 폭을
확대함.23)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PCR을 다시 실시할 필요 없이 확진으로 확정됨.
◦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양성으로 인정받았음.
18) 나이트클럽의 경우 잉글랜드 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있어 백신패스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음.
19) https://www.bbc.com/news/uk-60011276.
20) UKHSA(2021. 12. 22), https://ukhsalibrary.koha-ptfs.co.uk/wp-content/uploads/sites/40/2022/01/20220110_Self-isolation_S
cientific-Summary_Final-clean.pdf.
21) 연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홍기호 교수 자문.
22) 영국정부 홈페이지, “Apply for a Test and Trace Support Payment,” https://www.gov.uk/test-and-trace-support-payment(검색일:
2022. 1. 14).
23) BBC, “Omicron: How do I get a lateral flow or PCR Covid test?” https://www.bbc.com/news/health-51943612(검색일: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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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검사 수요 증가로 인해 검사 수단을 다양화하였으며, 신속항원검사 인정 시 결과 도출까지 시간이
단축되 격리기간도 1~2일 정도 짧아지는 효과를 보임.
◦ 단,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격리 해제도 신속항원검사 2회 음성 시 가능함.
- 학교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함.

■ [여행 제한 완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영국 입국 전 출발 국가에서 사전 코로나19 검사(pre-departure
test)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완화함.24)
- 백신 접종 완료 입국자는 도착 후 48시간 이내 본인 비용 부담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함.
-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판정 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입국 후 10일
간의 자가격리 및 2회의 PCR 테스트(비용 본인 부담)를 실시해야 함.

■ [중소기업 대출 지원] 영국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회복대출 지원제도(Recovery Loan Scheme)’를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25)
- 사업체당 최대 대출금액은 200만 파운드(한화 약 32억원)로, 정부가 대출금액의 70%까지 보증하는 형식임.
◦ 2022년 1월부터 회복대출 대상이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으로 한정되었으
며, 최대 대출금액도 기존 1,000만 파운드에서 200만 파운드로 줄어듦.

다. 일본
■ [방역 강화]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확산이
심각한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였으며,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연장함.
- 일본정부는 2021년 9월 30일 제4차 긴급사태선언 종료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감하자 백신패스 도입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였으나, 12월 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에 따라 2022년 1월 14~18일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자 확진자 및 병상 사용률이 급증한
지역에 긴급사태선언의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적용함.
◦ 중점조치가 적용된 지자체는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 내 일부 구역 및 업종을 지정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20만 엔(한화 약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26)
◦ 일본정부는 2022년 1월 9일 오키나와, 히로시마, 야마구치의 3개 지역에 중점조치를 적용하고 1월 19일
24) BBC, “Omicron: What Covid tests do I need to travel abroad?” https://www.bbc.co.uk/news/explainers-52544307(검색일:
2022. 1. 12).
25) 영국정부 홈페이지, “Recovery Loan Scheme.” https://www.gov.uk/guidance/recovery-loan-scheme?priority-taxon=774cee22-d8
96-44c1-a611-e3109cce8eae#changes-from-1-january-2022(검색일: 2022. 1. 14).
26) 반면 긴급사태선언의 경우 지자체 단위로 발동되며,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요청에 응한 업체에 지원금(협력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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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도쿄, 지바, 가나가와 등을 포함한 13개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중점조치 추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27)

- 일본은 2021년 11월 30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일본인 및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강도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1월
10일 이를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 [검사 및 격리 기준 변화]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방역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 격리기간을 단축함.
- 일본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 백신패스를 도입하였으나,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2022년 1월 19일 이를 원칙적으로 중지하였음.
◦ 일본의 백신패스(‘백신·검사 패키지’)는 관할 지자체에 미리 등록한 음식점·이벤트업 사업자가 이용자의
백신 2차 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의 음성결과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적용 지역, 협력지원금 지불 방법, 주류 제공 정지 여부 등을 결정하며,
지자체의 판단하에 백신패스를 계속할 수도 있음.28)

- 일본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5~11세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 중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는 기업·대학 대상의 단체접종을 2월 중에 실시하기로
함.29)
◦ 2021년 12월, 8개월이었던 3차 접종 간격을 의료종사자와 노인시설 입소 고령자의 경우 6개월, 일반 고
령자의 경우 7개월로 단축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는 일반 고령자도 6개월, 그 외 일반인은 6~7개월로
단축할 예정

- 일본정부는 2021년 11월 12일 기존 유료였던 백신 미접종자 및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무료화를 지원하
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30) 최근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해지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러 지자체에서 잇따라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2022년 1월 14일 감염자 급증으로 의료·사회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접접촉
자(14일→10일) 및 입국자(14일→3~10일)의 의무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그 외 의료종사자, 경찰, 대중교통
기관 종사자 등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의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격리기간
을 6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음.

27) 1월 21일 기준으로 중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총 16개로, 오키나와, 히로시마, 야마구치는 1월 9일~1월 31일까지,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군마, 니가타, 아이치, 기후, 미에, 가가와, 나가사키, 구마모토, 미야기는 1월 21일~2월 13일까지 적용됨. 그 외 오키나와, 사가,
나가노, 후쿠시마, 홋카이도 등 지역에서도 잇따라 정부에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할 것을 밝혔음.
28) 日本経済新聞(2022. 1. 19), 「13都県にまん延防止、19日夕決定 酒類提供は自治体判断」,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8D
0L0Y2A110C2000000/(검색일: 2022. 1. 21).
29) NHK(2022. 1. 20), 「子どもへのワクチン接種 対象を5歳以上に拡大 承認方針を決定」,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120/k100
13441401000.html(검색일: 2022. 1. 21); 日本経済新聞(2022. 1. 17), 「3回目の職場接種、2月下旬からに 1週間前倒し」, https://www.nikkei.
com/article/DGXZQOUA175VU0X10C22A1000000/.
3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2021. 11. 12), 「次の感染拡大に向けた安心確保のための取組の全体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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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대책] 기시다 정부는 2021년 11월 19일 △ 코로나19 확산 방지 △ 사회경제활동 재개 △ 성장전략
및 분배전략 등으로 구성된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함(표.
- 추경예산의 약 65%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의료제공체제 정비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계에 대한 현금급여책을 포함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0만 엔(한화 약 2,600만원; 개인 사업주는 최대 50
만 엔)을 지급하는 ‘사업부활지원금’이 새로 도입
◦ 저소득층(주민세 비과세 세대) 대상 10만 엔(한화 약 100만원) 지급하며 18세 이하 아동 세대에 10만 엔
지급함.31)

표 4. 2021년도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구분

I.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II. 위드 코로나

III. 새로운
자본주의

IV. 재난 대책

주요 내용
1. 의료제공체제 확보 등(44,783억 엔)
- 코로나19 병상 확보 등(20,314억 엔)
- 코로나19 백신 접종체제 정비·실시(12,954억 엔)
- 치료제 확보(6,019억 엔) 등
2. 코로나19 피해 지원(141,276억 엔)
- 사업자 지원(사업부활지원금, 음식점 지원 등, 94,204억 엔)
- 시민·생활 지원(저소득층 지원, 학생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44,585억 엔) 등
1. 사회경제활동 재개(8,336억 엔)
- 새로운 ‘Go to Travel’ 사업(2,685억 엔), 무료 코로나19 검사 확대(3,200억
엔) 등
2. 감염증 대응체제 강화(7,355억 엔)
- 백신·치료제의 연구개발 및 생산체제 정비(7,355억 엔) 등
1. 성장전략
- 과학기술입국 실현(62,579억 엔)
·대학펀드(6,111억 엔), 문샷형 연구개발(800억 엔)
·우주분야 R&D(933억 엔), 포스트 5G 시스템 R&D(1,100억 엔)
·2차 전지 국내생산기반 확보(1,000억 엔) 등
- 디지털 시골도시 국가 구상
·데이터 센터 등 지방의 디지털 인프라 정비(571억 엔)
·마이넘버포인트(18,134억 엔)
·중소기업 사업재구축 촉진사업(6,123억 엔), 중소기업 생산성 혁명 추진사업
(2,001억 엔)
·농림수산업의 수출 및 성장 촉진(3,200억 엔) 등
- 경제안보
·첨단반도체의 국내 생산거점 확보(6,170억 엔)
·경제안보 주요 기술 육성 프로그램(2,500억 엔) 등
2. 분배전략
·육아세대 급부(18세 이하에게 인당 10만 엔 급부, 12,162억 엔)
·산업·직업 간 노동이동 지원·인재육성 추진(640억 엔)
·간호, 개호, 보육, 유아교육자 처우 개선(2,600억 엔)
·보육·방과 후 교육 정비(618억 엔) 등
방재·감재(減災), 국토강인화 추진 등
추가세출 합계

주: 1엔은 한화로 약 10.51원(1월 25일 기준)
자료: 이정은(2021. 12. 9), 「제20호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 p. 23.
31) 財務省(2021. 11. 26), 「令和３年度補正予算（第１号）の概要」.

세출: 억 엔(%)

186,059
(58.9%)

17,687
(5.6%)

82,532
(26.1%)

29,349
(9.3%)
3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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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스라엘
■ [백신 접종 확대] 이스라엘은 의료인력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하고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백신 접종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이스라엘 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2021년 11월 말 최초 유입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자국 내 신규 확진자의 약 90%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파악되고 있음.32)
◦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는 현 확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후 자국 내 누적 확진
자가 총인구의 약 4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33)

- 지난 12월 21일 이스라엘 정부는 의료 관계자 및 60대 이상 면역 저하자에 한하여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하
고, 이후 1월 2일에는 접종대상을 60대 이상 전체로 확대함.
- 아울러 백신 접종자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도 항원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
거나,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30일간 한시적으로 유효한 그린패스 발급을 허용하는 등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관련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도입함.34)

■ [방역 조치 완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최근 규제 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 2022년 1월 11일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주변국 상황을 예로 들며 “봉쇄조치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경제를 개방한 가운데 중증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35)
- 1월 1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 1월 19일부터는 5일로
단축함.
◦ 이스라엘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자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
르면, 오미크론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에도 바이러스가 증식할 확률은 6%에 그침.36)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필수업무 유지가 어려워지자 1월 19일부터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함.
◦ 학교와 보육 시설 내 대면 교육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 입국제한의 경우에도 최초 오미크론 확산 이후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등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최근
제한 수준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32) Times of Israel(2022. 1. 9),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90-of-recent-covid-infections-in-israel-are-omicro
n-claims-new-report(검색일: 2022. 1. 13).
33) Haaretz(2022. 1. 9), https://www.haaretz.com/israel-news/up-to-40-of-israelis-expected-to-get-covid-during-omicron-wave
-bennett-warns-1.10525872(검색일: 2022. 1. 13).
34) Ministry of Health, The Coronavirus Cabinet Has Approved: “Temporary Green Pass,” For Whom Received First Vaccine
Dose, https://www.gov.il/en/departments/news/02012022-03(검색일: 2022. 1. 14).
35) abc News(2022. 1. 12), https://apnews.com/article/coronavirus-pandemic-health-middle-east-israel-tel-aviv-e1a3b6fae2d1a
6eca12140aa195b3d3f(검색일: 2022. 1. 14).
36) Ministry of Health, Mandatory Isolation Length of Confirmed COVID-19 Cases Will Be Shortened to 7 Days, https://www.gov.il/en/
departments/news/11012022-03(검색일: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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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 발생 직후인 지난 11월 28일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였으나, 이후 점
진적으로 규제 수준을 완화하다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43일 만인 2022년 1월 9일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되거나 백신을 접종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함.

-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자국 내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응하여
60대 미만 연령층과 백신 접종자는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신 항원검사를 이용해 일차적인 확진 여부
를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지침을 변경함.

■ [경제 정책]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시행된 별도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은 없었던 반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
- 지난 1월 9일 아빅도르 리베르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오미
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별도의 경영지원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37)
- 반면 지난 1월 3일 이스라엘 중앙은행(Bank of Israel)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역내 경제 활동을 위협하
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자국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함.38)

3. 정책 시사점
■ [감염 통제 노력 지속]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중증 및 사망 비율은 높지 않으나,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 감염 확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로 인해 사회기능
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음.
◦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기존 변이에 비해 1/3~1/4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유행 규모가 기존
의 3~4배를 넘어갈 경우 의료체계 부담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음.
◦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수가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수요와 행정 지원도 기존 체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짐.

- 주요국에서는 백신 추가 접종, 중증 병상 확보, 자발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환기 등 기본 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 통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추가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가 90% 정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접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37) Bloomberg(2022. 1. 1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1-09/israel-doesn-t-plan-widespread-business-suppor
t-for-omicron-wave(검색일: 2022. 1. 14).
38) Times of Israel(2022. 1. 3), https://www.timesofisrael.com/bank-of-israel-holds-benchmark-interest-rate-unchanged-at-0-1(검색
일: 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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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완료율(2차 기준)은 86.9%이며, 60세 이상의 84.7%가 3차 접종까지 마침.
◦ 1월 24일 기준 2,208개의 중증 병상을 확보하여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시점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함.
◦ 추가적인 감염 통제 노력을 통해 감염 규모가 의료체계 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대응전략 변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우선 관리, 밀접접촉자 범위 조정, 격리기간 단축,
검사 수단 다양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대응전략은 역학조사, 격리, 입원, 치료 등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 방역 및 의료 조치를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기존의 검사-추적-격리 체제로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무증상, 경증 환자의
사회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무증상 확진자 또는 백신을 접종한 밀접접촉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5~7일로 단축하거나 면제하고, PCR
검사도 고위험군 위주로 제공함.
◦ 백신 접종자에게 여행 제한을 면제해주고 백신패스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활용함.

- 한국 역시 2022년 1월 14일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발표하여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방역 및 의료대응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39)
◦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초과할 경우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며, △ 고위험군만 PCR 검사 가능
△ 역학조사 대상 효율화 △ 확진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 백신 접종한 밀접접촉자 격리 면제 △ 일반
의원급 신속항원검사 확대 △ 필수업종 업무지속 계획 등 실시
◦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됨에 따라 1월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오미크론 대응단계 우선 시행

- 격리기간을 단축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폭넓게 활용할 경우 감염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확진 후 5일이 지나도 감염력이 남아 있는 경우가 존재함.
◦ 신속항원검사는 위음성 확률이 높아 감염된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고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사회기능 유지와 감염 통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방역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대규모 유행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급증에 대한 혼란이 해외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기존 변이 대비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달라진 방역 체
계하에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새로운 방역 체계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큰 만큼,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
름.40)

39) 질병관리청 (2022. 1. 14),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9760&c
ontSeq=369760&board_id=140&gubun=BDJ.
40) 시사인(2022. 1. 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2(검색일: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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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오미크론 변이 특성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 능력이 더 크고, 기존 감염 또는 백신의 면역 효과를 일부 회피하나,
중증 및 사망으로 발전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가량 높음.41)
-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을 다소간 우회함.
◦ 기존 코로나19 완치자의 오미크론 변이 재감염 위험은 델타 변이에 비해 5배 높음.
◦ 영국보건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2회 접종 후 5개
월 경과 시 0~10%로 감소하며, 3차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만 60~70%로 다소 올라감.42)
◦ 단,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델타 변이와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3차
접종 시 80~90%가량 입원을 예방할 수 있음.43)
-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변이에 비해 입원율, 중증화율, 치명률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남아공에서는 감염 규모에 비해 입원환자 및 사망자 수 증가가 크지 않았으며, 영국에서도 오미크론 확
진 환자의 입원율이 델타 확진자에 비해 41~66% 더 낮았음.44)
◦ 단, 기존 감염 및 백신 접종의 효과로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감소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41) WHO(2022. 1. 7), “Enhancing response to Omicron SARS-CoV-2 variant: Technical brief and priority actions for Member
States,” p. 5,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enhancing-readiness-for-omicron-(b.1.1.529)-technical-brief-and-p
riority-actions-for-member-states(검색일: 2022. 1. 20).
42) UK Health Security Agency(2022. 1. 19), SARS-CoV-2 variants of concern and variants under investigation in England: technical
briefing 34, p. 2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483
95/technical-briefing-34-14-january-2022.pdf(검색일: 2022. 1. 20).
43) Ibid., p. 24; Thompson et al.(2022), “Effectiveness of a Third Dose of mRNA Vaccines Against COVID-19–Associated Emergency
Department and Urgent Care Encounters and Hospitalizations Among Adults During Periods of Delta and Omicron Variant
Predominance — VISION Network, 10 States, August 2021–January 2022,” CDC MMWR Vol. 71.
44) WHO(2022. 1. 7), p.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