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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Dear Global Friends!
The global society is suffering from the global COVID-19 crisis in 2020. COVID-19, a new
pandemic that has never been experienced, is a challenging task for human society to respond
quickly and efficiently.
COVID-19 has spread simultaneously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th short time lag, leading
to a chain of blockade measures by each country. Moreover, reports of the emergence of the
COVID-19 variant virus continue to increase uncertainty. In addition, the crisis of vulnerability of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s of the national society as well as the global society is serious.
In addition to COVID-19, the risk of the emergence of another new infectious disease or the
reappearance of existing infectious disease is also of concern. In add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new crises in the future due to the rise of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increased health damage in the environmental health
sector, and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rrent COVID-19 viruses require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diplomacy, trade, education, defense, and environment, as well as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o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In order to cope with pandemic in the future
society, a multi-organizational cooperation and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are needed as well
as a health care approach.
To manage the COVID-19, lots of countries have banned movement between regions, banned
close, dense, and intimate contact, and implemented social distancing. A completely different
way of life is required than in the past. In the past, the socio-economic system centered on social
contact and face-to-face with people is rapidly transforming into a non-contact and non-face-toface society.
Accordingly,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which are responsible for practically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he COVID-19 crisis, are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that allows
residents and businesses to quickly recover from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hocks. A resilient
community ensures safety from various infectious disease and minimizes damage, enabling
sustainable development.
AAC, ISCEM, and the academic organizations and governance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Crisisonomy strive to make a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by overcoming the COVID-19.
The 21st Asian Conference on Crisisonomy,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1st Crisisonomy Forum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of "Glob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Cooperative System for Overcoming Disasters, Pandemic, and
Transnational Threats.”
We would like to ask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21st ACC, the 14th ICCEM and
the 1st Crisisonomy Forum held on 16th to 18th December to make the academic development of
Crisisonomy and a sustainable safety society.

Due to the COVID-19, 3 academic conferences will be held in a non-face-to-face manner. The
Collaboration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1st ACC, the 14th ICCEM, and the 1st Crisisonomy
Forum decided to submit abstract and YouTube video (about 7 minutes) instead of attending in
person. The video submitted by the participants will be broadcast on YouTube.
Participants, which are from Korea, China, Japan, U.S.A., United Kingdom, Thailand, Taiwan,
Pakistan, Bangladesh, Nepal, Mongolia, India, Chile, are requested to send the title and abstract by
20th November, 2020, and the video by 30th Novemb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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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Opening Address

Jae Eun Lee (President, AAC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eynote SpeechⅠ: Safe Community, Security Challenge, Perception, and Pandemics

Talking about ‘Elephant-in-the-Room’ for Establishing Safe Community:
Multi-cause Finding Approach
Addressing COVID-19 Safety and Security Challenges

Jae Eun Lee
(President, AAC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Hans Guttman
(Executive Director, ADPC, Thailand)

Promoting a Multi Sectoral Approach to Tackle Pandemics:
The Health Scorecard

Sanjaya Bhatia

How Does Benefit-risk Perception Affect Local Acceptance:
NIMBY Syndrome in the Chinese Context

An Chen

(Head, UNDRR ONEA & GETI, India)
(Next President, AAC /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 Keynote SpeechⅡ: Shelter Condition, Infectious Disease, and COVID-19

Disasters and Shifting the Shelter Condition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Shelter Environment of Avoiding the Infectious Diseases in the Event of
Complex Disasters
Influence of COVID 19 Crisis in Nepal: A Study Focus in Academic Institutions
Crisis Management During and Beyond COVID-19: Role of ICT in Nepalese
Education Context
The Research on Mongolians’ Traditional Knowledge, Rituals and
Customs for Preventing from a(n) Plague or Infectious Disease
COVID-19 and Hatred Society

Keiko Kitagawa
(Co-president, AAC / Seitoku University, Japan)

Gajendra Sharma
(Vice President, AAC / Kathmandu University, Nepal)

Munkhbat Dashdorj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Mongolia)

Seol A Kw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eynote Speech Ⅲ: New Normal, Response, and COVID-19 Vaccine

New Normal: Five Key Principles for a Post-Corona Society
Building the ‘New Normal’: Five Key Principles for a Post-Corona Society
New Norm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aradigm
New Normal Corona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Intermunicipal Responses to COVID‐19: Evidence from Chilean Local
Governments
COVID-19 VACCINE: When will it be available to us in Korea?
Corona 19, Strengthens Education Safety

Anne Eyre
(Disaster Action, United Kingdom)

Jeong Yee Bae
(Inje University, Korea)

Sang Ok Choi
(Korea University, Korea)

Karina Arias Yurisch
(University of Santiago, Chile)

Joong-Kook Cho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 Hee Jo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Korea)

■ Keynote Speech Ⅳ: Collaboration, Synergy, and Risk

Public Health and COVID-19: Time to Make on – Other Choice
A Review of Drought Risk and Its Impacts in Pakistan
Does the Risk Perception on Interlocal Collaboration Hinder the Effective
Network Arrangement?

Dale William Hanson
(James Cook University, Australia)

Azam Muhammad
(PMAS Arid Agriculture University, Rawalpindi, Pakistan)

Minsun Song
(Valdosta State University, USA)

■ Keynote Speech Ⅳ: Collaboration, Synergy, and Risk

Synergies between Disaster Managers and Public Health Sector for
Integrated Operations

Wei-Sen Li

Disaster Prevention for Fast Growing Cities: Vietnam Disaster Risk
Prevention Aid System for Urban Flooding

Byoung Jae Le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for Disaster
Reduction, Taiwa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

■ Keynote Speech Ⅴ: Mental Ilness, Pandemic, and Infection Control

A Meta-analysis of Police Response Models for Handl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Does National Context Matter?

Bitna Kim

Exploring the Role of Health Beliefs and Resource Factors on Preventive
Behavior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Seoyong Kim (Ajou University, Korea)
Sunhee Kim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Infection Control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Sang Hee Kim
(Inje University, Korea)

■ Keynote Speech Ⅵ: Environmental and Conflict Issue, Natural Disaster

Trend in Natural Disaster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Response Option
Development of Urban Environmental Issues with Citizens’ Feeling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Living Lab: Focused on the Analysis of
Priority of Issues in the Air Quality and Waste Sector in Chungbuk, Korea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Fear of Crime: Focusing on Cheongju City
Exploring Conflict Issues in Data-based Society

Jaiho Oh
(B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Ju Ho Lee
(Sehan University, Korea)

Hyun-Soo Park
(The Council of Green Cheonju, Korea)

Eun Mi Lee
(Kookmin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Ⅰ: Military System, Urban Crisis, and Disaster Kit

A Study on The Military's Support Strengthening in the National Disaster Crisi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Military Recruiting System: Based on
the Reform Measures of Military Service Laws
Strategics for Overcoming the Urban Crisis Using Cultural Assets
Identification of the Composition and Necessity of Disaster Ki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ystem Dynamics Model to Analyze
Heatwave Impacts

Chan-Gwon Jeong
(Institute for Korea Crisis Management, Korea)

Hyeon Cheol Moon
(Chodang University, Korea)

Chang Kil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Jeong Ryu
(Seokyeong University, Korea)

Yong-Un Ban, Cheol-Hee Son, Young Eun Ry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Ⅱ: Infection Control, Safety, and Vulnerable People

Improvements of Chemicals Safety Management by the Disclosure
System for the Public in South Korea

Sang-Min Lee, Byung-Tae Yoo

Planning for Securing the Safety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Vulnerable People in a Disaster

Yu-Ra Choi (Ulsan Research institute, Korea),
Mi-Kyung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ange Analysis of Youth Job Searching under COVID-19 Pandemic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Nemoto Masatsug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 Ⅲ: Safe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and Relief Support

Achievements of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in Busan
Metropolitan, Republic of Korea
Difference Analysis of Disaster Resilience between Survivors and Victims'
Families in Disaster Literature: Focusing on Language Network Analysis
The Role of Relief Support Agency and Measures to Develop the Disaster
Relief System in Goseong Fire of 2019

Jeong Yee Bae (Inje University, Korea)
Eun-young Kim, Young-moon Oh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Seol A Kwon, Jae Eun Lee, Eugene S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ang Il Ryu (Dong-Eui University)

Jong Il Na, Jung Hee Kim, Woo Ri Shin
(Disaster Safety Institute,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Korea)

■ Presentation Ⅳ: Altruistic Behavior, Consumer Participation, and Prevention

How Strongly Do We Practice Altruistic Behavior in a Crisis Situation?
An Analysis on Altruistic Language Networks in Disasters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Fall Prevention Program in Yangsan
City, Korea
Factors Influencing Korean Consumers’ Boycott Participa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Development of Traffic Accident Prevention Program in Gangseo-Distric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rea : Evidence-based Approach
Public Health Crisis as Sociopolitical Dilemma: Face Mask Debate in the
US amidst COVID-19

Seol A Kwon, Eugene Song, Jae Eu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Min-Yeong Kwak (Kyungsung University, Korea)
Jeong Yee Bae (Inje University, Korea)
Young-Tae Kim, Jong-Kil Choi (Yangsan City Hall, Korea)
Eugene Song, Hyun Jung Yo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Jeong Yee Bae (Inje University, Korea)
Deoksoo Lee, Kwangseog Lee, Jaeyong Ahn,
Yunjeong Ham (Gangseo-District of Seoul, Korea)
Hyewon Lee (Inje University, Korea)
Dohyeong Kim
(University of Taxas at Dallas, USA)

■ Presentation Ⅴ: Voluntary Service, Regulation, and Support Activities

An Empirical Analysis for Strengthening Voluntary Fire Service
Capabilities: Perception of Volunteer Fire Fighters in Chungbuk, Korea
Regulation of Digital New Deal Poli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Dong Kyun Yim, Jae Eun Lee, Seol A Kw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Ju Ho Lee (Sehan University, Korea)

Seung-Hyun S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Duk-Yun Hwang
Return of the State?: Public Supply of COVID-19 Face Masks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Joon-Young Hur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Disaster Relief Welfare Support Activities:
Enhancing Disaster Resilience of COVID-19 Victims

A Yeon Kim, Jae Eu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esentation Ⅵ: Estimation, Improvement, Analysis, and Resilience

Estimation of Runoff for Unmeasured Reservoir Based on Observed Data

Seung Jin Maeng, Da Ye Kim, Eun Bi H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Community Based on CPTED:
A Case Study of Reading Park in Tangerang Selatan, Indonesia

Hyung Bok Lee, Hye Ran Kim, Chae Yoon Kim

A Study on the Issue Analysis of COVID-19 of Korea on Newspaper
Analysis of 2020

Dong Kyun Yim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Disaster Relief Welfare Support
Activities to Improve Disaster Resilience of COVID-19 Victims

A Yeon Kim, Jae Eun Lee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National Graduate Student Academic Contest on Crisisonomy

The Relation among Occupational Identity, Quality of Service and
Proactive Behavior of Social Worker in Times of Rapid Chan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roactive Behavior

Geum Nang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Research on Communication Mechanisms in Public Crisis Management
in China: Focused on Covid-19

Yena Choi, Yuxin Du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Won Sang Choi

Development of Early Warning System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s Emergency Management: Focus on SARS, H7N9, COVID-19

Zhen Yun Jin

A Study on In-vitro Efficacy & Utilization of Antimicrobial Copper Film
Attaching to Window for Responding to COVID-19 and Others

Seongje Kim

The Consciousness and Response System for COVID-19 Pandemic
Disease Crisis

Ke Zhang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Jee Eun Kim, Lin Dong, Ke Zhang, Ganchimeg Bat-Erdene

Cooperative Childcare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eriod
Analysis of COVID-19 Crisis Related Culture and Art Support Polic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cheon Gyeyang Fire Station,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Hoon J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Jee Hyun Jung, Jee Eun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Air Pollution Crisis Management Plan in Ulaanbaatar City: The Ger Areas
of Ulaanbaatar City

Ganchimeg Bat-Erdene

Psychological Disorders and Stress Behaviors in Public Crisis: Research on
COVID-19 Stress Adjustment Mechanism of Korean People Based on Resilience

Jin Sik Shin

Monitoring of Traffic Accident Hazard Areas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ffected by New Two-Wheeled Vehicles
Application of River Flow Analysis Model to Respond for Hazardous Chemical
Leakage Accidents: Comparative Analysis of HDM-2Di Model and Nays-2DH Mode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ulti-use Facility Response
System When an Infectious Disease Occurs: Focusing on Group Infection
in Elderly Care Facilities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echnolo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Seol A Kwon, Su-Min Kim, Hong-Sun Jang,
Su-Hyeon Kim, Hye-Jin Jeong, Mi-Seon Noh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Tae Soo Eum, Chang Geun So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Shin Hye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Soo Byun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Sun Gyu Choi, Se Hoon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Soo Byun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The Disinfection Activities at Incheon in the Modern Period of Opening
Port and the Present Meaning of Them.

Jae-yeon Won

Current Status of Youth in Crisi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ing on runaway youth prostitution

Ae Ja Kim, Eun Hee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Soo Byun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the Overcoming
and Revitalization of the Crisis in Urban Industrial Areas

Yune Sang A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Soo Byun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National Graduate Student Academic Contest on Crisisonom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risis Management: Preventing Crime
and Accidents in the Home
Research on Chinese Government’s Communication in Public Crisis
Management in the Era of New Media: A Case Study of COVID-19 Pandemic
Utilization Plan of Information Network Technology for Crime Prevention:
Centered on Unprovoked Injuries to Students by Outsiders
A Study on Overcoming the COVID-19 Policy Finance Crisis through
Eleme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ggestions for Preventing Sucide in the Era of COVID-19: Extended
Implementation of Safety Education Including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in Multi-use Facilities

Sun Hae Yun, Myoung Hwa Hong, Tsedevsonom Odge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Soo Byun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Linpei Zhai, Siyi Wa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Soo Byun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Mengxing Xu, Shaochun M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Soo Byun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Jin Hwa Kim, Mun Seop Byou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 Soo Byun (Chungbuk Research Institute, Korea)

Jong Wook J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min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Factors Impacting on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Dong Wook Kim

Human Disasters Caused by Human Activities and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Response Policy: With Fine Dust and Chungbuk Administration

Ran Hee Jung

COVID-19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he Safety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s: Focused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i Lu

Evaluation of Underground Inundation Risk Considering Hydraulic Force
and Evacuation Route

Chang Geun Song, Eun Taek Shin

The Impact of Big Data Technology on Government Crisis Emergency
Management

Yuan Wang

Chinese Government's Response to Internet Public Opinion in Sudden
Public Health Crisis: COVID-19 Pandemic Disease

Linpei Zhai

Research on the Government's Quarantine Policy on COVID-19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Peihong 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ognitive Analysis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Epidemic Prevention
System

Gaoyuan Li

The Extinction Crisis?: Spatial Disparities in Population Ag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ee Jin Yang

An Empirical Analysis of Passenger Safety in Chinese Internet Reservation
Cars: Focusing on Safety Management in Yantai City, Shandong Province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afety of Online Reservation Car and Passenger
Crisis Management Countermeasures Adopted to Prevent the Collective
Spread of COVID-19 Infection: Focused on China
Improvement Plan for Evacuation Routes in Case of a Tsunami
A Study on the Directed Energy Laser Weapon System for the Response
of Unmanned Aircraf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Zihan Jia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Yue P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ina)

Do Hyun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ea-Ill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National Graduate Student Academic Contest on Crisisonom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n Korea:
Focusing on the COVID-19 Incident
The Social Impact of the COVID-19 Disaster o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Changes in Education and Living Environ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Due to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s)

Se Mi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Yoon Jung Ch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The Review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Focusing on the
Intelligence Process

Sun Kyu Choi

Changes in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rection of Defense R&D Development

Kang Kyong Le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and COVID-19
Response

Joon Hyung Choi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Revitaliza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an Enterprise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in Disaster Mitigation by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COOP) of Public Institution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Jun Yang, Sung-su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A Study on the Agricultural Reservoir and its Disaster Management,
through 2020 Rainy Season

Woong Cheon Yoo

Improvement on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rough a
Core System : Lesson of the MERS and COVID-19 Crisis

Sung-Eun Jung

Crisis Managemen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of Infectious Disease
in China

Lin Dong, Jae Eun Lee, Dong Kyun Yim

A Study on Policy Changes after the Focus Event: Corona 19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Dae-geun J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Focuse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ol-Drone Team of the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Ki Young Choi

Pattern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Major Infective Diseases in China

Xiang-Nan Lin, Jae Eun Lee, Dong Kyun Yim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Pension Sharing System on Gray
Divorce Rate

Quan Jin, Yeon-Ho Lee

A Study on the Variables of Learning Agility for Army Officers & NCOs: Focusing
on Innovative Behavior That Can Overcome the Crisis of the Future Battlefield

Soon-won Choi

※Contact Phone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Collabo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please contact us at the
following phone numb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Dr. Ju Ho Lee
Dr. Seol A Kwon
Dr. Jong Il Na
Dr. Sung Soo Byun
Dr. Hyun Soo Park
Mr. Dae Kwang Kim
Mr. Dong Wook Kim
Ms. Chae Hwan Kim
Mr. Min Soo Kang
Ms. Hye Sun Won

+82-10-8794-5079
+82-10-5407-9637
+82-10-5862-6985
+82-10-5486-1542
+82-10-7191-0210
+82-10-8943-5646
+82-10-9764-7082
+82-10-7355-2154
+82-10-4783-6531
+82-10-294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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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ID-19 was first reported at the end of last year in the province of Wuhan, China. Although WHO declared
the outbreak warnings twice last January and March, it was too late for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rest
of the world to prepare for the spread. It may be related to a lack of timely information of the virus and proper
preventive measures to limit the population movement by airplane and other transportations. The coronavirus
COVID-19 is now affecting 218 countries with more than 61 million cases and 1.4 million deaths, but unfortunately
the numbers are expected to reach a record high around the corner of 2020-2021. A tremendous effort has focused
on developing both therapeutics and vaccines against COVID-19 coronavirus. Remdesivir and Chloroquine were
initially suggested to inhibit the proliferation of the virus, but recent studies failed to prove it. Several vaccines
and antibodies were developed, but will be available in a few countries including USA, UK, China and Russia.
This review is intended (1) to compare the therapeutics for their pros and cons, and (2) to provide a rational for
“what factors have contributed to the delayed vaccine development and/or distrib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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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It seems reasonable to say that we have spent the whole year 2020 with witnessing the outbreak
and the transmission of COVID-19 disease throughout the world by a novel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SARS-CoV-2). The city of Wuhan, China became the origin and epicenter
of the unprecedented global outbreak and it was soon after the pneumonia like symptom transmitted
to nearby cities within the China and also neighboring countries that people began to realize that
the pandora box might have been opened (Wikipedia).
Initially, Chinese Health Department did not recognize the urgency of this catastrophe and l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declare rather a late worldwide health emergency, which
allowed a short time window for the rest of the world to understand and to prepare for the vicious
nature of the virus (Zowalaty, et. al., 2020; CNN, 2020).
Around March of this year, only a few countries, which include Taiwan, Singapore and Vietnam,
shut down their international airports to block an entry of foreigners and appeared to succeed in
controlling the domestic outbreak. On the other hand, the rest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Japan,
US and EU were not ready to tackle this infectious disease or similar to an early situation in China,
did not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is issue. Subsequent to the first release of the nCoV genome
information from Wuha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China, a race to develop therapeutics or
vaccines has begun throughout the world (Cohen, 2020; Amanat, 2020).
Although Korean government managed the COVID-19
crisis well by implementing and received a praise from
WHO and Bill Gates, Microsoft co-founder, COVID-19
vaccine pipeline in Korea progresses slowly, while American,
Chinese and Russian companies are the front runners
and are ready to market their products within this December
(Kim, 2020).
Timely development of vaccines against SARS-CoV-2
exerts a greater impact on not only individual and social life, but also national interests. It is
estimated that the economic loss from Covid-19 amount to 67 trillion won (= 61 billion dollars) this
year and over 670,000 jobs are presumed to disappear in Korea (Kwon, 2020). Based on this
estimation, a delay of the vaccine distribution for 3-6 months will result in a deficit of 16 - 33 trillion
won in the next March or June.

Ⅱ. Vaccine developments in US, UK, China and Russia
The worldwide quest for a safe and effective COVID-19 vaccine is beginning to bear fruit. A total
of 6 vaccines is recently authorized for an emergency use in UK first, US, China and Russia while
th

about 46 candidates await an approval worldwide in the near future as of December 10 , 2020 (Le,

et. al., 2020).
American companies are now in the frontline and FDA approved the emergency use authorization
th

(EUA) on Dec. 11 for a vaccine from Pfizer-BioNTech. However, UK has become the first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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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to authorize a Covid-19 vaccine from Pfizer-BioNTech on Dec. 3 . Also U.S. vaccine developer
Moderna Therapeutics Applied for Emergency F.D.A. Approval for Its Coronavirus Vaccine and the
first shots could be given as early as Dec. 21, if authorization is granted (New York Times, 2020).
Astrazeneca, UK based multi-national corporation, is in the middle of conducting a stage 3 clinical
study with a DNA vaccine and is expected to apply for FDA approval around the first quarter of
2021. Due to a mistake in handling the trial injection dose, it remains inconclusive yet whether the
candidate vaccine is as effective as the one from Pfizer-BioNTech with over 90% efficiency.
Chinese vaccine developers such as Sinopharm, SinoVac and 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th

Products are also speeding up the vaccine development (Zhao, 2020). As of Nov. 19 , five Chinese
COVID-19 vaccine candidates, which are known to be under phase-III clinical trials overseas
including the UAE, Brazil, Pakistan and Peru. The list is as follow; Two inactivated vaccines developed
by the China National Pharmaceutical Group (Sinopharm), one inactivated vaccine developed by
Sinovac Biotech Co., one adenoviral vector vaccine jointly developed by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s and the Chinese biotech company CanSino, one recombinant protein vaccine developed
by Anhui Zhifei Longcom Biologic Pharmacy (Cyranoski, 2020). These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by
the Chinese companies, once they are conducted successfully,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reliability
for the vaccine’s efficacy and safety.
Russia is reported to produce the world’s first registered Coronavirus vaccine (Sputnik V) on this
th

Aug. 11 . It is based on a platform with a well-studied human adenoviral vector and developed by
a Russian team at the Gamaleya National Research Centre for Epidemiology and Microbiology with
a financial support of the Russian Fund of Direct Investments. From the previous stage 1/2 clinical
trial with only 76 participants, Spitnik V is found to confer 92-95% protection from the SARS-CoV-2
infection. In the middle of growing skepticism from Western countries, they started the third phase
of COVID-19 vaccine trial with more than 40,000 participants both in Russia and in the Middle East
and some other countries (Teslova, 2020). Pharmaceutical giant AstraZeneca’s Russian branch is also
known to use a part of Russia’s homemade Sputnik V vaccine in further clinical trials, a major sign
of recognition for a jab that has been viewed with skepticism by the West (Tallis, 2020). This
collaboration will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vaccine, and is regarded as a unique example of
cooperation between scientists/companie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also between countries with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in jointly fighting with coronavirus.
South Korea has emerged as an early adapter in developing the diagnostics of the SARS-CoV-2
virus and also as the top exporter of coronavirus testing ki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battery of coronavirus test kits produced by many South Korean manufacturers such as SeeGene has
been granted emergency approval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has been
exported to more than 106 countries worldwide. Moreover, a global healthcare company-Celltrion,
which developed a monoclonal antibody based therapeutics, initiated a 2/3 phase clinical trial and
the result will be available at the end of this Dec. In addition, at least 10 bio-pharmas in Korea,
which include GC Cross, Dae-Woong, Chong-GeunDang, are conducting the phase 2 clinical trials
with novel or repurposing candidate therapeutics (Park, 2020; Yang, 2020).
However, COVID-19 vaccine development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slower than the drug
development activities (Choi, 2020; Kim, et. al., 2020). Genexine’s DNA vaccine candidate GX-19 has
been in the first phase but recently enters an another Phase 1 study with a slight mod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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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ccine formula. The first phase of SK Bioscience’s NBP2001 was approved on Nov. 24 and Gene
One Life Science’s first phase is yet to be approved. As a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inister, Choi
Ki-young told lawmakers, a home-made vaccine is likely to be available sometime in September next
th

year (Kim, 2020). On Dec. 15 , the Korean government mentioned that “it has certainly secured 44
million people” but without specific explanations on the timing of introduction, vaccination and target
(Kim, 2020). Although the government explained that the safety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timing of a prompt vaccine import, there have been criticisms for the government's late response
to timely vaccine purchase from several western pharmas such as Pfizer and Moderna. Both UK and
Japan funded from the beginning of vaccine development and made reservations early. Despite the
government's expectations and support, domestic companies made a slow progress in their vaccine
research, and to make matters worse, the number of CoVid-19 patients in Korea was paradoxically
reduced due to the successful diagnosis and isolation policy, which contributed to the delay in
clinical trials.

Ⅲ. Discussion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sponded to solve this
unprecedented disaster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ir domestic situation. In the midst of
numerous sacrifices of lives an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worldwide, the development of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by a few companies and institutions in US, UK, China and Russia has shed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y providing this fruit mainly to the people of their own countries
or countries with rich capital and diplomatic power.
Although Korean people, the government, and the domestic bio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managed to overcome the big crisis thus far, we are facing the final crisis this winter with 1,000
new confirmed daily cases. Increased numbers of CoVid-19 patients result in insufficient number
of beds for them in hospitals, and as new confirmed cases increase in this winter, it will surely restrain
our daily life and require more sacrifice and economic burden.
In retrospective, we wonder now what have we missed out! or what can we do better next time
when we face this BL3 level of a global disaster? In fact, in the 2000s, we had two similar experiences;
the 2003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nd the 201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utbreaks in Korea (Lee, 2019). The regime changes,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hange over time! From three painful experiences already, what do we need to prepare to
overcome a disaster ahead without this much personal, social and economic sacrifice? It may not
be the individual roles of the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who have
to look back on this issue again and think about how to respond when a similar disaster strikes
next! Can we all prepare for a disaster like CoVid-19 by building a single health disaster response
system not only in an emergent situation but also in ordina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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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disseminate appropriate technologies for decision support system for urban flood
prevention to support those who lack basic knowledge of urban flood prevention (Vietnam officials, city planning
officials, residents, etc.). It is developing a systematic framework for enhancing technological perfection and
promoting continuous cooperation projects by applying the capabilities of the KRIHS(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s core technologies, consulting and working-level consultation to local governments vulnerable
to flooding in Vietnam. In this study, in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Lao Cai and Hue were selected as
case-targeted areas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damages, the possibility of data acquisition,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the management system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to create
a disaster-free city in Vietnam. In practical terms, the developed urban flood prevention support system can be
used for the analysis of disaster vulnerability of Vietnamese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can establish a wide-area and long-term strategy based on the data accumulated through the continuous utilization
of Vietnamese local governments for their urban planning. Through the analysis of urban flood vulner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a support system for urban flood prevention, technical support will be expand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s to promote efficient national land
manage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ill thus be secured in the long run.

Key words: fast growing cities, vietnam, urban flooding, urban disaster preventi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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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Vietnam is one of the countries experiencing severe damages from floods caused by climate
change. It is pursuing an a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national
vision and desperately needs the technology to support it. To efficiently respond to climate change
disasters, there is growing demand for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preventive urban planning,
including land use, infrastructure, etc., by analyzing disaster vulnerability.
As of 2020, Vietnam is expected to see major changes in its national territory and urban planning.
The comprehensive plan project for national territory which includes climate change issues is in
progress. A prime minister's decision has already been made to reflect and validate climate change
issues as urban planning for major local cities by 2020. Furthermore, VUPDA (Vietnam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nd KRIH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joint research has identified the emergence of fast growing cities in many parts of Vietnam resulting
in a sharp increase in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system that
can coordinate and continually improve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fast growing
cities in the future.
The KRIHS carried out a project calle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Safe City Adapted to Urban
Climate Change Accidents’ from 2011 to 2016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R&D. As a result, the patent registration for ‘(a heavy rain disaster) urban planning
support system and how to provide urban planning information’ was completed. In addition, from
2016 to 2018, by using research budget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the
task of ‘implementing a disaster safety policy support system through analysis of urban flooded areas
and affected areas’ was carried out and the ‘support system for urban flood prevention’ was applied
on a trial basis to local governments such as Busan and Jeju.
Since the MOU between the KRIHS and the VUPDA was signed in 2012, research results related
to urban disaster have been share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July 2017, Vietnam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ors (Hanoi University of Architecture and Ho
Chi Minh University of Architecture) from related fields participated in the KOICA Climate Change
Response Training for developing countries at the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
of the KRIHS. Since December 2017,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KOICA's climate change response
training conducted a preliminary study on establishing strategies for the Vietnamese local governmen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rough this process,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support practical urban flood prevention measures in Vietnam.
The KRIHS has continuously promo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urban
disaster prevention in Vietnam by utilizing the results of research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urban disaster prevention, including urban flooding. Based on the consensus achieved through continuous
cooperation, the KRIH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a “Vietnam Disaster Risk Prevention Aid System for
Urban Flooding” with the VUPDA, fund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d disseminate appropriate technologies for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urban flood prevention measures to support those who lack basic knowledge of urban flood
prevention, such as Vietnamese government officials, urban planning officials, and residents, and to create
a market for improving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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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plication and Utilization Plan of the project of
Vietnam Disaster Risk Prevention Aid System for Urban Flooding

Ⅱ. Limits of Practical Implementation for the Prevention of Urban Flood in Vietnam
Apart from the achievements of the policy on coping with climate change,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concern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Vietnam's urban planning climate chang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1)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climate change, risks, and countermeasures, and proper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only seen as a threat rather than an opportunit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plans
and program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disasters, but local governments lack awareness
of climate change, sufficient information and data sharing, and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related personnel (Garschagen, et. al., 2011). It is necessary to enhance awareness and capacity
of climate change in mainstream as well as inter-sector and regional coordination to cope with
climate change.
2) The contents of climate change are not included i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s,
regional plans, urban planning, and sector planning. Although the Urban Planning Act emphasizes
the need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prevent disasters, it does not specify the criteria and
planning framework for the process to achieve the relevant objectives (SRV, 2009). In addition,
relevant laws provide comprehensive solutions to minimize and recover environmental impact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assessment, but do not provid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SRV,
2009; Birmann, et. al., 2014).
3) Activit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re not comprehensive and do not consider real demand.
The protection and mitigation of natural disasters are mainly focused on the response and
resolution of results rather than on prevention. The activities of natural disaster protection are
not professional enough, and rescue capabilities are limited. Some policies and laws were not
fully and appropriately institutionalized. Legal system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urban disaster prevention lack understanding, limitations in forecasting and planning that do
not catch up with development demand, and resources for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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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sectors and regions. Regional planning and urban planning related to climate change
are divided and considered in separate sectors. Sector coordination is not being properly
coordinated. Meanwhile, Vietnam's policies and laws suggest that the nation should play a key
role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but they do not take advantage of social resources, private
sector and community participation.

Ⅲ. Establishment of Decision Support System for Urban Planning Measures to Prevent
Urban Flood in Vietna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analysis,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d disseminate
appropriate technologies for decision support system for urban flood prevention to support those
who lack basic knowledge of urban flood prevention (Vietnam officials, city planning officials,
residents, etc.). It is developing a systematic framework for enhancing technological perfection and
promoting continuous cooperation projects by applying the capabilities of the KRIHS’s core
technologies, consulting and working-level consultation to local governments vulnerable to flooding
in Vietnam.
In this project, the implementation of system functions suitable for the Vietnamese case is being
promoted through continuous business consultations and in-depth demand surveys with the customer
base who will mainly us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Vietnam. Furthermore,
results of urban flood vulnerability analysis and related information have been successfully obtained
and are reflected in high-quality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consumer-oriented system.
In addition to Vietnamese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agreed on mid- to long-term
research and cooperation on the management system of climate change in urban spaces, including
the connection of disaster and disaster vulnerability information services.
In this project, in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Lao Cai and Hue were selected as

Figure 2. User interface of disaster prevention aid system for urban flooding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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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targeted areas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damages, the possibility of data acquisition,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it has secured spatial data for dangerous areas
necessary to support measures to prevent flooding in Vietnam and completed drawing of analysis
information for cities in case areas. In addition, the results of on-site surveys and detailed data
information were prepared for areas where disaster preventive urban planning was primarily required.
DB and interfaces wer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demand and convenience of the system's
users.

Ⅳ. Conclusion and Discussion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the management system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to create a
disaster-free city in Vietnam. The measures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is system were discussed
with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of Vietnam. Although Vietnam is suffering from increasing
vulnerability to natural disasters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supporting technology to prevent urban planning disas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event urban flooding, we agreed that Korea's rapid urban growth compared to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situation in Vietnam and
had in-depth discussions on future cooperation.
In practical terms, the developed urban flood prevention support system can be used for the
analysis of disaster vulnerability of Vietnamese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can establish a wide-area and long-term strategy based on the data accumulated through the continuous
utilization of Vietnamese local governments for their urban planning. Through the analysis of urban
flood vulner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a support system for urban flood prevention, technical
support will be expand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s to promote efficient national land manage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ill thus
be secured in the long run.
Furthermore, practical use of systems and information services is expected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A system developed by a company carrying out analysis of vulnerability in Vietnamese
urban flooding can be utilized, and commercial products can be developed based on Vietnam's urban
flood vulnerability analysis techniques/methodology. Systematic risk management industry can also
be fostered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guidelines for vulnerable areas of urban
flooding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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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ystem dynamics model to analyze dynamically the effect of heatwave
dynamically and to apply it to a real situation. For the purpose, first, the influencing factors of heatwave were
identifi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second, theories and dynamic heatwave model was developed. In this
step, scenarios according to budget were created and the severities of heatwave by change in variables were
measured. Third, a time series data from 2009 to 2018 were constructed and the model was applied to Seoul.
The comments on policies are suggested to recommend the direction which governments should seek.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ing factors of heatwave were classified broadly into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 group, cause and effect of heatwave group, heatwave mitigation policy group, and heatwave adaptation
group and they formed a feedback structure. Second, the increases in budgets by 20% as of 2040 were found
to decrease the temperature by 1.57℃ for eco-friendly vehicle budget, 0.29℃ for high-efficiency air conditioner,
0.06℃ for heatwave shelters, 0.77℃ for the creation of green spac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ost effective
polices to decrease temperature were the increase of eco-friendly vehicle and green space creation, and a policy
to decrease patients with heat illness was to provide heatwave shelters.

Key words: heatwave, mitigation policy, adaptation policy, dynamic analysis, system dynamics, scenario, heat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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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abnormal weather conditions such as extreme temperature due to continued global warming
are posing a risk of instability to the life on earth and the most fatal form of these extreme weathers
is heatwave (Klinenberg, 2014). The temperature rise is a characteristic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and was shown to have the greatest effect on health (Jang, 2009). Forzieri, et. al. (2017)
predicted that the deaths from heat in Europe in 2071- 2100 will be more than 50 times that of
1981-2010. Furthermore, the heatwave, unlike floods and heavy snows, have no sound and shape,
and poses threats especially to vulnerable populations (Klinenberg, 2014).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uture forecast based on the RCP 8.5 scenario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annual number of heatwave days tropical night days in Korea in the second half of the 21st
century are expected to be 35.5 days and 45.2 days, respectively, which are about 3-10 times
compared to the current 10.1 and 3.8 days, respectivel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8).
The Change in extreme high temperatures is closely related to various socioeconomic systems and
human activities such as ecosystem, health, disaster prevention, agriculture, and tourism. The IPC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attempts to understand their
causal relationship (Stern review, 2007; Garnaut review, 2008; ADB, 2009; EEA, 2012; DARA, 2012). These
relationships are reflected through risk assessment in adjusting national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Studies on heatwave that have been performed for many years according to these necessities, dealt
with only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s and effects of heatwave (Howard, 1833; Lowry,
1969; Takaaki, 1990; Takane, et. al., 2019; Salamanca, et. al., 2014; Chernyshev, et. al., 2019; Nduka,

et. al., 2019). The main results of these studies include the causes and effects of heatwave; interactions
with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and continuous effect over time like domino. These studies,
however, failed in defining clearly the range and magnitude of dynamic effect. Some previous studies
addressed dynamic effects of heatwaves (Duran-Encalda, et. al., 2016; Kim, et. al., 2019; Kown & Ahn,
2020), however they have limitations of just providing causal diagram, poor consideration of policy
variables, and focusing on meteorologic factors rather than urban socioeconomic systems.
System dynamics is a research method that analyzes the dynamic change of a system by establishing
the overall system structure centering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constructing
a model that enables the simulation (Choi & Jeon, 2002). In particular, system dynamics, by constructing
a model using causal and mathematical approaches in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of variables, has
the advantages of including additional variables in the system, identifying the causal variables that
have a large influence on the change in outcome values, and simul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Kim, et. al.,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develop a system dynamics model to analyze the
impacts of heatwave dynamically and apply the model to real situatio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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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Research Backgrounds
1. Causes of Heatwave
The causes of temperature change are divided into natural and anthropogenic ones. The natural
causes include atmospheric phenomena (such as typhoons, high pressure, low pressure), amount of
solar energy, and change in the Earth's orbit (Dole, et. al., 2011; Park & Schubert, 1997; Nakamura
& Fukamachi, 2004; Lim, et. al., 2013). The anthropogenic causes include heat absorption and emission
due to increase in impervious area and anthropogenic heats from outdoor units of air conditioner,
automobile, and factory. The studies on anthropogenic causes are as follows: Researchers attempted
continuously to identify the occurrence of anthropogenic heat from using air conditioners and
automobiles. Tremeac, et. al. (2012)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by performing a medium-scale atmospheric analysis in Paris using MESO-NH and insisted that the
control of demands for cooling equipment is a method to reduce the temperature on a local scale.
Munck, et. al. (2013) analyzed the temperature change by air conditioner in Paris and found that
there it increased the temperature by about 4.7℃. Salamanca, et. al. (2014) reported that the waste
heat generated when the air conditioner was operated at 100% increased the temperature of a city
(2m above ground) between 8 p.m. and 5 a.m. by 1-1.5℃. Liao, et. al. (2015) found that the amount
of consumed electricity for indoor cooling is higher in urban areas than that in suburb, indicating
that the larger daily temperature difference is associated with higher energy consumption. Vehicle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emitted into the atmosphere (Chernyshev, et. al., 2019; Nduka,

et. al., 2019), and greenhouse gases from vehicle also have negative effects on health by causing
asthma, respiratory diseases, cancer, underweight births, genetic mutations, and premature death
(Tanimowo, 2000; Berstein, et. al., 2008).
The heat emission caused by not absorbing the solar heat due to increase in impervious area is
another theme to be studies actively. Wu, et. al. (2014) reported that the increase in impervious area
causes the decrease in water quality and the soil dryness, leading to temperature rise of the city. Hua,

et. al. (2020) studied the impact of increase in impervious area due to urban expansion. Morabito, et.
al. (2017)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anthropogenic characteristics and the city
density and found the temperature rise due to the impervious area.
Li, et. al. (2014)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and energy consumption of air
conditioners in Beijing and found a positive feedback relationship. Takane, et. al. (2019) analyzed
the effect of feedback between city temperature rise and air conditioner use on future cities and
found the effect of heat emission from air conditioners on warming trend in future where it increased
the temperature in residential area by about 20%. They, based on the results, argued that use of
air conditioners in tropical area accelerates the temperature rise. The result of Liao, et. al. (2015)
mentioned above that the energy required for cooling was higher in the city center than in the
suburbs also proves the feedback structure in which higher temperatures lead to more energy
consumption. The vehicles also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through pollutants (Kwon, et. al., 2019),
and there was also a study on the feedback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blem due to vehicle
pollutants and riding vehicle to avoid such health problems (Kin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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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mpacts of Heatwave
The impacts of heatwave include increased mortality, incidence of heat-related diseases, and the
cost of local economic losses, and the deterioration of ecosystem (Meehl & Tebaldi, 2004; Welle, 2014),
and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them is a health problem. The effect of heatwave on health has
been proved in many studies. It was established that increased heat exposure is associated with rise
in disease prevalence and mortality (Anderson & Bell, 2011; Haines, et. al., 2006; Loughnan, et. al., 2010;
Martiello & Giacchi, 2010; Zeng, et. al., 2016). Anderson & Bell (2011) analyzed the mortality risk due
to heatwave in the U.S. and found that the mortality was higher on the days with heatwave compared
to that of days without heatwave by 3.74% and that every 1°F increase in temperature and one day
increase in number of heatwave days led to increase in mortality of 2.49% and 2.65%, respectively.
Matiello & Giacchi (2010)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rtality and disease incidence due
to high temperature and found that 15% of the patients with disease died during the heatwave period.
The magnitude of heatwave influence may vary depending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budget, age, and spatial characteristics. Hanies, et. al. (2006) argued that there is difference in the
effect of heatwave between Europe and poor countries du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level. Longhnan, et. al. (2010)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rtality and threshold temperature
and found that the threshold temperature is lowest in the group of elderly aged 65 and over in rural
areas than any other groups. Zeng, et. al. (2016) analyzed the temperature leading to death and
optimum temperature and reported that the mortality due to temperature was the lowest when the
temperature was 21-25℃. In particular, the damage and mortality rates are higher in groups with
weak physical adaptation such as the elderly and children

3. Policies related to Heatwave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is a policy tool developed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to min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and ecosystem. The
mitigation is a strategy to reduce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b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is a cause of climate change. Park, et. al. (2016) analyze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heatwave days according to the type of land cover, and fou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heatwave days and forest area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heatwave days was
expressed as the relief of heatwave. Jeong, et. al. (2019) measured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wetland and found that the temperature of wetland was lower during heatwave period and higher
during coldwave period compared to that of city area, concluding that the wetland played the role
of mitigating surface temperature. The ‘mitigation’ is used here as inhibiting the extreme rise or fall
of temperature.
Meanwhil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fers to measures to cope with abnormal climates due
to emitted greenhouse gases and the resultant damages such as natural disasters (Lee & Kim, 2014).
Adaptation includes lowering the vulnerability of health, agriculture, forestry and ecosystem to avoid
the negative effect of climate change, and conversion of threat to opportunities such as crop change
and fostering new energy industries.
<Table 1> lists the major domestic policies related to heatwave implemented in 2018. In 2018, since
the heatwave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as a countermeasure, most of policies were temporar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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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 to reduce human damage in short term rather than those requiring long time and high costs.
Table 1. Domestic Best Practices for Heatwave in 2018
Type

Policies related to heatwave

Common

⋅Site inspection by group heads, such as visiting hot shelters and vulnerable groups
⋅Reinforcement of village and street broadcasting for vulnerable areas such as paddy field, general field, and
outdoor workplace
⋅Increase of hot shelter users and extension of operating hours at night and on holidays
⋅Expansion of heatwave prevention projects such as installations of shade screens, cooling fog spraying devices,
cool roofs, and waterscape facilities
⋅Air conditioning support such as emergency electric fan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Ⅲ. Methods
1. Research Methods
The first step of system dynamics analysis is setting system boundary and developing causal diagrams.
The system boundary setting refers to defining problem and setting system analysis scope (system
boundary) to solve the defined problem. After selecting thee influencing factors of heatwave, a causal
diagram is created to show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Second, a quantitative model that derives practical results is developed using the causal diagram
model. For the formulation of model a simulation model is built by creating a stock and flow map
using VENSIM, a software dedicated to system dynamics.
Third, the developed model is applied to the city. The formula is constructed through relational
expressions of functions and operations.
Fourth, the validity of the system dynamics is verified. Validity verification is divided into verifications
for model soundness and objectivity. Soundness is about the relevance of model structure and
objectivity is about whether the model properly reflects reality.
Fifth, after completing the analysis of the basic model, a scenario for the policy is developed to
analyze the future effect of the policy. In this study, scenarios for the reduction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biles, maintenance of park policy (green area per capita), conversion into high-efficiency
air conditioners, and the creation of heatwave shelters are prepared and the changes in effect of
heatwave according to scenarios are analyzed.

2. Variables Selection & Data Accumulation
The variable identification is to select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the proposed problem. This
study classified variables into heatwave, cause and effect of heatwave, heatwave mitigation policy,
heatwave adaptation policy and were introduced as sub-systems. Each model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m and key variables of sub-systems were extracted. The most common method to extract
variable is to find constructs through concept definition of variables and relationship. <Table 2> lists
the constructs extracte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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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jor Composition Variables about Cause and Effect of Heatwave
Variable
Heatwave

Heatwave
Effect
Model

Heatwave
Cause
Model

Heatwave
Mitigation
Policy

Unit

Source

Daily highest temperature

℃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Number of patients with heat illness

person

Deaths by heat illness

person

“Health care big dat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istance Service

Working age population

pers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9-201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Population

person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umber of 2-5 grade air conditioner

item

Increase rate of built-up area

㎢

Increase rate of vehicle

item

Total number of vehicle

item

Number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

item

Budget for assisting eco-friendly vehicle

100M won

Budget for creating green area

100M won

Budget for conversion into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100M won

Increase rate of eco-friendly vehicle

item

Increase rate of green field

㎢

Increase rate of 1 grade air conditioner

item

Heatwave
Adaptation
Policy

Budget

100M won

Budget for operating heatwave shelter

100M won

Increase rate of heatwave shelter

place

“Seoul Basic Statistic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atistical Yearbook of Land and Transport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ternal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Basic Statistic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lan for Operation of Heatwave Shelt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Source: 2009-2018 data except for purchasing grant for eco-friendly vehicle (2019).

Ⅳ. Results
1. System Boundary & Causal Loop Diagram
1.1.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s

+

+
+

일 최고온

축열

+

+

R4

R1

전지구적 기온 상승

냉방시

+

인공열

R3

+

+

R2

Figure 1. Heatwave Causal Diagram for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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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highest temperature forms a reinforcing loop together with cooling machine, vehicle, and
anthropogenic heats. The higher daily highest temperature leads to higher demand for cooling
machines such as air conditioner, resulting in generation of anthropogenic heat by outdoor unit or
heater affecting the temperature rise (R1). The higher temperature leads to more frequent use of
vehicle, resulting in higher emission of greenhouse gas and anthropogenic heat increasing the local
daily highest temperature (R2). The more vehicles lead to increase of road area to mitigate traffic
jam, resulting in impervious area such as asphalt or concrete that has lower heat absorption
compared to that of soil, resulting in higher atmospheric temperature thus higher daily highest
temperature (R4), In addition,

1.2. Heatwave and Causes of Heatwave
+
+

폭염

R1

온열질환자

-

인공열

+
자동차 이용/구

+

에어컨 이용/구매
개인자동차

+

+

에어컨수요

B1

+

폭염 인식

온열질환 사망자

Figure 2. Heatwave Effect Diagram for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s

The heatwave, a phenomenon that rises temperature above the threshold temperature, increase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heat illness and decreases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heat illness lead to more frequent operation of cooling
machine, resulting in creation of anthropogenic heat thus higher daily highest temperature and more
severe heatwave (R1). The temperature rise over the optimum temperature for growth of livestock
or agricultural products lead to lower productivity and damages such as more deaths of animal, resulting
in more cooling fog and cooling machine such as ventilation equipment thus more anthropogenic
heat and higher daily highest temperature (R2). Temperature rise above a normal one lead to electricity
consumption and decrease in reserve power, resulting in power outage and lower operation of
cooling equipment thus lower generation of anthropogenic heat (B1). The decrease in use of cooling
equipment due to power outage, however, lead to increase in patients with heat illness (B2) and
increase in death of livestock (B3).

1.3. Heatwave Mitigation Policy
The heatwave mitigation policy comprises ones that reduce the temperature under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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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The prediction of occurring or increasing risk of heatwave forc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ecure heatwave budget, and with the input of the budget, the heatwave policies
are implemented, decreasing the temperature. The securing of wider green field, a major policy to
mitigate heatwave, decrease the temperature of entire or small area due to its characteristics of
absorbing heat and forming shade (B1). In addition, increase in eco-friendly vehicle decreases the
emission of anthropogenic heat (B3). The decrease in internal combustion vehicle by conversion of
them into eco-friendly one also decrease the he emission of anthropogenic heat (B3). The higher
proportion of high efficiency equipment decreases the electricity consumption, resulting in electricity
generation and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 and anthropogenic heat emitted from powerhouse,
leading to decrease in daily highest temperature (B4).
+
+<전력 소비>
전력 생산

B4

B2

-

+

온실가스 및 인공열

+

+

친환경 자동차

녹지 면적

+
자동차 대수

+ <폭염>

+

-

폭염 예산

Figure 3. Heatwave Effect and Heatwave Diagram for Heatwave Mitigation Policies

1.4. Heatwave Adaptation Policy

-

무더위쉼터

+
B1

-

-

B3
B2

폭염 예산

온열 질

언론보도
온열질환 사망자

+

Figure 4. Heatwave Effect and Heatwave Diagram for Heatwave Adapt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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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heatwave budget increases the number of heatwave shelter, resulting in higher demand for
heatwave budget because the shelter is operated using support by local government (R1). Increase
in the number of heatwave shelter lower the number of patients with heat illness and thus disaster
grants provided to the patients, eliminating the necessity to secure additional heatwave budget (B1).
The operation of heatwave shelter increases the use of cooling equipment, resulting in temperature
rise and increase in patients with heat illness (R2). The increase in patients with heat illness and
agricultural and livestock activities lead to more use of cooling equipment, resulting in power outage
and thus increase in patients with heat illness (R3) and de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B2).
The higher productivity in agriculture and livestock due to cooling equipment lead to increase in
the head of animals and cultivated area, resulting in higher demand for cooling equipment.

2. Development of Heatwave Simulation Model
A quantitative model was developed by creating stock-flow diagram for simulation on computer
of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based on causal loop diagram and mark the quantitative
paths of variables on the diagram. This quantitative path comprises combination of equations among
variables. The variable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stock variable, flow variable,
general auxiliary variable, and constant. The stock variables have accumulated values over time and
increase or decrease according to the flow variables in the form of time flow. <Table 3> is a summary
of variables and equations in model and <Figure 5> shows the developed model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able 3. Variables and formulation about cause and effect of heatwave

Heatwave

Variable

Expression

Unit

Daily highest temperature

INTEG (Rise-Reduction, iDaily highest temperature)

℃

Temperature rise

Anthropogenic heat + Heat storage

℃

Heat storage

Built-up area * sCoefficient about temperature rise per unit area

℃

Occurrence of heat due
to air conditioner

Number of 2-5 grade air conditioner * sOccurrence of
anthropogenic heat per air conditioner

℃

Occurrence of heat due to vehicle Temperature rise per vehicle * “Number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
Temperature reduction
Heatwave
Effect
Model

Heatwave
Cause
Model

20

green area * sCoefficient about temperature reduction per unit area

℃
℃

Number of Patient with heat illness HeatwaveI * sCoefficient about occurrence of patient with heat illness person
Number of Death from heat illness

Number of patient with heat illness * 0.1

person

Working age population

cRate of Working age population * Total population

person

Total Population

LTotal Population(Time) - Number of Death from heat illness

person

Increase rate of 1 grade
air conditioner

Adjustment about number of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
“Function about 1 grade air increase”(Time)

item

1 grade air conditioner increase

(Number of total air conditioner - “1 grade air conditioner1”) *
“Increase rate of 1 grade air conditioner”

item

1 grade air conditioner

INTEG (1 grade air conditioner increase, 130416)

item

Number of 2-5 grade air conditioner

Number of total air conditioner - 1 grade air conditioner1

item

Air conditioner increase or decrease

Number of total air conditioner * LIncrease rate of air conditioner

item

Number of total air conditioner

INTEG (Air conditioner increase or decrease1,
iNumber of initial air conditioner)

item

Built-up area increase or decrease

Built-up area * Increase rate of built-up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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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wave
Cause
Model

Heatwave
Mitigation
Policy

Variable

Expression

Unit

Built-up area

INTEG (Built-up area increase, iBuilt-up area)

㎢

Vehicle increase or decrease

LIncrease rate of number of vehicle per personb * Total population

item

Number of total vehicle

INTEG (Vehicle increase or decrease, DNumber of total vehicle)

item

Number of internal
combustion vehicle

IF THEN ELSE(Number of total vehicle - Number of eco-friendly
vehicle>0, Number of total vehicle - Number of eco-friendly vehicle, 0)

item

Heatwave recognition

Number of patients with heat illness * Rate of media report

dmnl

Increase in the number of air
conditioner due to heatwave

sCoefficient about increase in the number of air
conditioner due to heatwave * Heatwave recognition

dmnl

Increase in the number of vehicle
per person due to heatwave

sCoefficient about increase in the number of vehicle due to
heatwave * Heatwave recognition

dmnl

Adjustment about number of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Budget for conversion into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 cGrant for air conditioner per item

item

Budget for creating green area

Rate of budget for creating green area * Total budget

100M
won

Adjustment about creating green area

Rate of budget for creating green area * cBudget per unit area

㎢

Increase rate of creating green area

Adjustment about creating green area *
Function about increase rate of creating green area (Time)

㎢

creating green area increase

(green area max- green area) * Increase rate of creating green area

㎢

green area

INTEG (creating green area increase, iGreen area)

㎢

Budget for assisting
eco-friendly vehicle

Total budget * Rate of budget for assisting eco - friendly vehicle

100M
won

Increase rate of eco-friendly
vehicle (Grant)

“Function about increase rate of eco-friendly vehicle (Grant)”(Time) *
Number of eco-friendly vehicle

item

Eco-friendly vehicle increase

(Number of total vehicle - Number of eco-friendly vehicle) * “Increase
rate of eco-friendly vehicle (Grant)”

item

Eco-friendly vehicle

INTEG (Eco-friendly vehicle increase1, 3133)

item

Adjustment about number of
eco-friendly vehicle

Budget for assisting eco-friendly vehicle / cGrant for vehicle per item

item

Budget for operating heatwave shelter

Total budget * Rate of budget for operating heatwave shelter

100M
won

Increase rate of heatwave shelter

Adjustment about number of heatwave shelter *
Function about increase rate of heatwave shelter (Time)

place

Heatwave shelter increase
Heatwave
Adaptation
Policy

(Heatwave shelter max- Heatwave shelter) * Increase rate of heatwave shelter place

Heatwave shelter

INTEG(Heatwave shelter increase, iHeatwave shelter)

place

Adjustment about number of
heatwave shelter

Budget for operating heatwave shelter /cBudget for
assisting heatwave shelter per place

place

Effect of heatwave shelter

Heatwave shelter * sCoefficient about effect of heatwave shelter

person

Total budget increase

Increase rate of total budget * Total budget1 - Total budget decrease

100M
won

Total budget

INTEG (Total budget increase or decrease, iTotal budget)

100M
won

Total budget decrease

Working age population * sCoefficient about decrease of total budget decrease

100M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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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eatwave Integrative Model

3. Verification of Simulation Model
The system dynamics model includes a qualitative variable, meaning that the verification test for
model itself is essential (Barlas, 1989). Since most of dynamic simulations of real world are non-linear,
however, it is not suitable to test in the econo-metric or mathematical statistical fields such as the
existing OLS regression model (Graham, 2002). The R² value, most commonly us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used in testing objectivity of model. A simulation model with R² value of 1 through
the variance ratio of simulation results for model is considered to reproduces the past performance
data. <Table 4> shows the R² values for total number of vehicle and air conditioner and green field
area.
Table 4. Result of objectivity test for simulation model
Variable
Total Number of Vehicle
Total Number of Air Conditioner
Green Field Area

N

Mean

Real Data

10

3,025,080

Simulation

10

3,110,082

Real Data

10

5,030,040

Simulation

10

5,031,855

Real Data

10

14.31

Simulation

10

14.29

R²
0.96754
0.98701
0.95912

The test results shown in <Table 4> confirmed that the R² values of total number of vehicle and
air conditioners and green field area are over 0.95, supporting the objectivity.
The verification of soundness, a process to check whether the equations and relationships in the
model is reflecting the intention of researcher, comprises verification of equations and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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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for TIME STEP. the sensitivity of constants used in model development was tested using
Monte-Carlo simulation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ffects of constants within their rang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values were under 10%, indicating that the model is stable without
regard to the changes in constants.
The developed model was verified as suitable simulation model without no problem in terms of
objectivity and soundness.

4.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Model for Dynamic Analysis of Heatwave
The developed model, unlike existing linear model, allows us to observe the reaction behaviors
of system toward cause and effect of heatwave through test for governmental policies. This method
of analysis may be used in assessing the policy tool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heatwave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ies. This study, accordingly, prepared scenarios about heatwave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ies based on the developed model and investigated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4.1. Heatwave Mitigation Policy
<Table 5> and <Figure 6, 7, 8> show the results when the grants for purchasing eco-friendly vehicles
increased by 20% compared to that in 2040. An increase of 841,047 eco-friendly vehicles leads to
decrease in daily highest temperature by 1.57℃ and in patients with het illness by 2,682 persons.
Table 5. Result for testing eco-friendly vehicle
Eco-friendly Vehicle

Daily Highest
Temperature (℃)

Patients with Heat
Illness (Person)

Base

1,623,821

49.60

30,478

Increase by 20%

2,464,868

48.03

27,796

Comparison

841,047

-1.57

-2,682

Variable

2040

친환경자동차(대)

2800000
2400000
2000000
1600000
1200000
800000
400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32 2034 2036 2038 2040
친환경자동차:20%

친환경자동차:base

Figure 6. Result for testing eco-friendly vehicle (vehicl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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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ult for testing eco-friendly vehicle: daily highest temperature (℃,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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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sult for testing eco-friendly vehicle: daily highest temperature (℃, year)

<Table 6> and <Figure 9, 10, 22> show the results when the grants for creating green field increased
by 20% compared to that in 2040. An increase of 0.59㎢(590,000㎡) in green field area leads to
decrease in daily highest temperature by 0.77℃ and in patients with het illness by 2,006 persons.
The current green field area in Seoul increased compared to 12㎢ in 2008 by 10㎢ and accounts for
about 3% of total area of Seoul, 605㎢. The increased area of 0.59㎢ is equal to 50% of current area
of green field (1,156,498㎡). The maximum area was set as 23㎢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limitless expansion of green field in Seoul is not possible due to its high development density.
Table 6. Result for Creation of Green Field
Green Field Area
(㎢)

Daily Highest
Temperature (℃)

Patients with
Heat Illness (Person)

Base

22.14

49.92

30,478

Increase by 20%

22.73

49.15

29,472

Comparison

0.59

-0.77

-1,006

Variable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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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sult for testing creation of green field (㎢,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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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sult for testing creation of green field: daily highest temperature (℃,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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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sult for testing creation of green field:
number of patients with heat illness (person, year)

4.2. Heatwave Adaptation Policy
<Table 7> and <Figure 12, 13, 14> show the results when the budget for conversion into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increased by 20% compared to that in 2040. The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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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of household appliances is classified into 1st-5th grades, and an increase of budget for
conversion into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by 20% leads to increase in those conversed into 1st
grade by 41,116 air conditioners and decrease in daily highest temperature by 0.29℃ and in patients
with het illness by 671 persons.
Table 7. Result for budget for conversion into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patients with heat illness
1st Grade Air
Conditioner

Daily Highest
Temperature (℃)

Patients with
Heat Illness (Person)

Base

149,688

49.92

30,478

Increase by 20%

190,804

49.63

29,808

Comparison

41,116

-0.29

-671

Variable

2040

1등급 에어컨(대)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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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냉빙기기:base

Figure 12. Result for budget for conversion into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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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Result for budget for conversion into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daily highe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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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esult for budget for conversion into high efficiency air conditioner: patients with heat illness

<Table 8> and <Figure 15, 16, 17> show the results when the budget for creation of heatwave shelter
increased by 20% compared to that in 2040. An increase of budget for creation of heatwave shelter
by 20% leads to increase in the shelter by 2,265 places and decrease in daily highest temperature
by 0.06℃ and in patients with het illness by 8,985 persons.
Table 8. Result for budget for creation of heatwave shelter
Heatwave Shelter
(Places)

Daily Highest
Temperature (℃)

Patients with Heat
Illness (Person)

4,521

49.92

30,478

Increase by 20%

6,786

49.99

21,493

Comparison

+2,265

-0.06

-8,985

Variable
Base
2040

무더위쉼터(개소)
8,000
7,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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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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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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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2034

2036

2038

2040

무더위쉼터:base

Figure 15. Result for budget for creation of heatwave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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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esult for budget for creation of heatwave shelter: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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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Result for budget for creation of heatwave shelter: number of patients with heat illness

4.3. Result Summary
It was found that the most effective polices to decrease temperature were increase of eco-friendly
vehicle and green field creation, and a policy to decrease patients with heat illness was heatwave
shelter.
The eco-friendly vehicles emit less anthropogenic heat compared to those with internal combustion
engine since it has no parts that generates remarkable amounts of heat, thus has effect on daily
highest temperature and the number of patients with heat illness.
The creation of green field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policy for decreasing not only urban
temperature but also patients with heat illness. Considering the effect of green field on other
ecosystem services, the expansion of green field area is an effective policy.
The increase in heatwave shelter was expected to increase the temperature because it increase
the operation of cooling equipment, however, it was shown to decrease the daily highest temperature
perhaps because the decrease in deaths from heat illness lowers the awareness about the risk of
heat illness, resulting in decrease in use of vehicle and demand for air conditioners and thus in daily
highe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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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s
This study developed a dynamic model by investigating the feedback loop about increase or
decrease in temperature, a criteria in defining heatwave and applied it to a Korean city.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results was improved by dividing the policies into mitigation and
adaptation of heatwave and linking them with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lassified influencing factors of heatwave into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 group,
cause and effect of heatwave group, heatwave mitigation policy group, and heatwave adaptation
group and they were found to have feedback relationships, and based on which, the factors were
selected and causal diagram was created. after developing and testing a dynamic model for heatwave,
the scenarios were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effect and feedback structure of policies. A research
to find policy implications of heatwave factors that allow us to eliminate the cause of heatwave and
mitigate its effects should be followed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rg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make policy decisions rapidly by performing studies to predict the
consequences of delaye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and developing practical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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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for public safety against chemical accidents in the chemical
industry. This study addresses the systematic changes chemical safety management and new disclosure system
for right-to-know for the public after the hydrogen fluoride leakage accident in Gu-mi City, where 5 workers were
killed and 18 were injured. Especially, the company, handling a certain amount or more of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that are prone to fire and explosion, very responsive, or have high acute toxicity, shall submit a risk
management plan report to the government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And notify the information on the hazard
and risk of substances handled in facilities and emergency responses, etc. annually to the public within the effect
rang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huge changes of hazardous substance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chemical accident management laws of a national level and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for chemical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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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Chemical accidents, such as hydrogen fluoride, ammonia, and phosgene have been a crucial social
issue in South Korea. Despite the large efforts made to achieve a high degree of safety in the
chemica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hemical hazards remain of current interest. Accidental
releases of toxic gases may occur during the manufacture, storage or the transportation of hazardous
products (Harris, 1978; Marco & Santamaria, 1998). Chemical accidents, such as toxic chemical
release, fire, or explosion, can cause major catastrophic consequences not only for employees in
a workplace but also for residents and the environment. In addition, the financial losses resulting
from damage caused to facilities are enormous and restarting facility operations may require a long
time (Mannan, et. al., 2005; Kwon & Moon, 2016). As the global chemical industry has increased in
size in recent years, chemical accidents, such as fires, leaks and explosions, have occurred repeatedly,
and concerns regarding the lack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at the global level have emerged.
In fact, countries worldwide are paying increasing attention to chemical safety (Lee, et. al., 2016).
In the case of Korea in particular, because of rapid industrial growth and the high dependency
on the refinery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the implementation of a more robust chemical safety
system is required. Recently, in Korea, both small and large chemical accidents, such as the Gu-mi
hydrogen fluoride leak, have occurred repeatedly (An, et. al., 2015; BAIK, 2013).
After the chemical accident, On September 27, 2012 Gu-mi hydrogen fluoride leak,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not only safety management systems but also right-to-know for the public.
One of them is Risk Management Plan (RMP) system. RMP was introduced on June 4, 2013 by
amending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nd it has been enforced from January 1, 2015. According
to law, the business owner, handling a certain amount or of precautionary chemicals of accidents
(PCAs 97 chemicals) that are prone to fire and explosion, very responsive, or have high acute toxicity,
shall submit a RMP report to the Government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And notifying the
information on the hazard and risk of substances handled in facilities and emergency responses, etc.
annually to the public within the effect range.

Ⅱ. Status of Korea chemical industry and chemical accidents
Korea is ranked 6th in the world in chemical industry market share and accounts for 3.4% (138.7
billion USD) of the world's chemical market (4.1 trillion USD), behind China (21.9%, 903.4 billion
USD), the US (17.5%, 720.0 billion USD), Japan (8.2%, 338.2 billion USD), Germany (5.5%, 228.8 billion
USD), and Brazil (3.6%, 149.6 billion USD) (ME, 2013; Lee, et. al., 2016). Currently, there are over 44,000
types of harmful hazardous substances that are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domestic market. And
approximately 2,000 new types of chemical materials are introduced and produced in the Korean
market every year (ME, 2020).
Chemical accidents, which had decreased slightly from 2008, increased again starting in 2012,
when the Gumi hydrofluoric acid leak occurred, and in 2014, 105 cases and 664 cases in 2018(NICS,
2020).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reinforcement of the chemical substance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the awareness of chemical accidents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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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fluoric acid leakage accident,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standards for immediate reporting
in the event of a chemical leakage accident (ME, 2019; ME, 2020), as shown in <Figure 1>.

Figure 1. List of the number of chemical substances and chemical accidents for the 8 years
(2008-2018)

On September 27, 2012, hydrogen fluoride leakage accident occurred in South Korea, as shown
<Figure 2>. This leak accident led to serious consequences: 5 workers were killed immediately at
the accident site, and 18 were injured. And more than 12,243 residents sought medical treatment
for rashes, nausea, chest pain, and sore eyes. The damage resulting from this leak accident, which
was caused by a simple human error, was estimated to be more than 17.7 billion KRW (20 million
USD), and the crops on 323.8 ha of land were destroyed (An, et. al., 2015; BAIK, 2013).

Figure 2. CCTV snapshots of the location of the hydrogen fluoride leak in Gu-mi,
South Korea (Lee, et. al., 2016).

Among the major issues that emerged from hydrogen fluoride leakage accident, the public
evacuation warning was issued 4 hours and 30 minutes after the accident occurred, and the standard
for evacuating was insufficient, leading to confusion. A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were dispersed by each department, there was confusion in management,
and the need to unify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laws scattered in each department was
raised (KEI, 2013). In addition, since residents living near the workplac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did not know information about hydrogen fluoride substances and evacuation plans, it wa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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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pare a system in which information on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and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could be notified to residents in advance.
In this environment, the desire to pursue a socially safe and comfortable life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hazards and risks of chemical substances and chemical
accidents. In particular, the national expectations and interest i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chemical industry have been very high due to the hydrogen fluoride leakage accident (KEI, 2015).

Ⅲ. Chemical Substances Safety Management of South Korea
1. Central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reinforced the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 by unifying the
supervision of all chemical accident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accid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dispatching an on-site training coordinator to the site
immediatel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 order to improve the many problems revealed in the Gumi
and Foshan leak accident (KEI, 2015).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was separated into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Chemicals Controls Act, as shown in <Figure 3>. It contains the details of
prepar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such as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for
chemical substances, strengthening management of substances prepared for accidents, and giving
immediate reporting obligations in the event of a chemical accident (KECO, 2020). A company that

※ Source: Lee(et. al., 2016).

Figure 3.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hazardous substan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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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PCAs (97 chemicals) with a high probability of accident or
high damage should be established risk management plan with a risk management plan including
leakage scenarios, emergency measures plans, resident notifications for handling substances,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n advance. Since th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strengthened the prevention and response management of chemical accidents through periodic
on-site inspections to ensure that these matters are being properly implemented (ME, 2014; ME, 2016).

2. Local Government
From January 1, 2015, chemical substance licensing and safety management tasks were transferr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a result, the local government's function
of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emical substances accidents and the cooperation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are weakening. However, the task of promptly providing accident information
to residents in the event of a chemical accident and ordering residents to evacuate if necessar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In this situation, among 240 local governments, 60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xperienced
chemical accidents or are implementing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as one of their main policies
have enacted ordinanc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NLIC, 2020). Thi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ystematically manage chemical substances, protect local resident health
and environment, improve public right to know, and strengthe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s shown in <Table 1>.
Table 1. List of 14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for the hazardous substance safety management
Province

Enacted date

Province

Enacted date

City⋅County

Enacted date

Gyeonggi

2013.03

Chungbuk

Incheon

2015.05

Chunnam

2014.12

Gunsan

2015.11

2015.05

Yangsan

2015.12

Chunbuk

2015.10

Busan

2015.11

Suwon

2016.03

Gwangju
yeongju

2016.02

gwangsan

2016.07

pyeongtaek

2016.09

2016.10

yeosu

2016.09

Gangwon

2019. 5

Donghae

2019. 12

Guri

2018. 12

Gunpo

2019. 7

Gimpo

2018. 02.

Namyangju

2020.02

Dongjucheon

2017.11

Seongnam

2017.08

Siheung

2019.09

Ansan

2018.04

Anyang

2018.12

Yangju

2018.12

Yeoncheon

2018.01

Yongin

2019.11

Uiwang

2019.11

Uijeongbu

2017.11

Paju

2017.09

Hanam

2019.04

Hwaseong

2020.08

Gyeongnam

2017.12

Gimhae

2018.03

Changwon

2018.01

Gyeongbuk

2020.04

Gumi

2017.9

Pohang

2017.07

Daejeon

2019.06

Daejeon, Seogu

2019.12

Ulsan

2017.08

Ulsan namgu

2017.07

Ulsan donggu

2018.12

Incheon seogu

2018.10

Incheonnamdong

2019.03

Incheondonggu

2019.003

Jeonnam

2016.07

Naju

2017.03

Haenam

2017.12

Jeonbuk

2015.10

Iksan

2017.12

Jeongju

2019.06

Dangjin

2020.05

Boryeong

2020.08

Sesan

2018.03

Asan

2018.03

Cheonan

2018.03

Taean

2018.03

Cheongju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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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matters of the ordinance include the chemical substance safety management plan,
chemical substance status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e establishment of a chemical
accident management committee, the formation of a council for particip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local residents, and notification of residents of chemical
accidents.

Ⅳ.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Article 42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First, workplaces handling accident-prepared
substances for local communities in the risk management plan utilize the KORA program developed
and distributed by the Chemical Material Safety Institute (NIC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alculate the damage impact range for each scenario. Second, if workers or residents of nearby
workplaces are included in the damage impact range, the workplace must notify residents of the
substance within 3 months after receiving the appropriate notification. In addition, if the contents
of the notification of residents are changed, reconsideration must be carried ou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occurrence of the cause. If this is not implemented,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business suspension will be followed. Third, there are four notification ways: ① Letter (email
or post) ② Public hearing or presentation ③ Deliberating to representative ④ Registration on the
NICS notification system. The main contents of notification system are company information,
information on hazardous substances, impact range, early warning method, location of shelter, and
emergency action plan etc., as shown in <Figure 4>.
Among the four methods of notifying residents, if the information is provided to local residents
through mail or briefing sessions, information is provided using the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except for some areas such as Yeosu and Ulsan where the petrochemical complex is located.

Figure 4. The logic of notification system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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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CS Notification System
NICS has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 dedicated site (www. http://icis.me.go.kr/rmp_notice/), one of
the four methods of notifying residents prescribed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s shown <Figure 5>.

Figure 5. Example of the list of registration on the NICS notification system

Among companies that have completed the RMP review, if a resident notification is conducted using
a dedicated site, first access the site, fill out the not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ident notification form,
and submit it. After that, i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notification of residents of the Korea Chemical
Safety Agency reviews and approves the registration data, the contents will be disclosed and can be
viewed online, as shown <Figure 6>.
As of November 2020, 2,841 resident notices have been registered on the site and the service is
in progress so that they can be viewed online.
By region, there are many resident notices in the order of 435 cases in Ulsan, 415 cases in Jeonnam,
339 cases in Chungnam, and 235 cases in Gyeongbuk. Ulsan is Korea's first industrial city, where
the petrochemical, automobile, and shipbuilding industries are located. In the case of Jeonnam,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entered on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s are locat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s shown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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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ample of a notification information for the public

Figure 7. The regional notifi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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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In this study, research and analysis were conducted on changes i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in Korea. In addition, most of the chemical factories and chemical
handling processes are made up of a device industry in which complex processes with high technology
are intensively moved continuously, so in the event of a major industrial accident such as fire, explosion
or leakage, only one accident is required. In addition to causing enormous human and material losses,
there are many cases that pollute the environment or damage local resident (Lee, 2013).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uch risks, in Korea, business owners handling PCA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and operated since 2015 to provide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of the relevant
chemicals to local resident. However, among the four methods of notifying residents, a passive
notification system is used rather than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directly to stakeholders such
as mail or information sessions for local resident.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of a passive system
in which local resident residing in the area can check related information only when they directly
access the site has been pointed out. Also, access to data by local resident is very weak (CSMN, 2014).
Inequality should not be caused by asymmetry of information.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more
research and system improvement on this asymmetry of information probl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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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s to job search activity experience, job search activity status,
job search will, and job search methods, etc. for university enrolled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on leave
in non-metropolitan regions and metropolitan region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youth job search activities
caused by Covid-19. At the same time, this study verified the correlation by establishing three hypotheses.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changes in workplace preference before and after Covid-19,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s-interview and face-to-face briefing sessions-interview preferences, and preferred
content.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spec activity restrictions and job search activity
setback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both sides. In addition, while preferring non-face-to-face, it was confirmed
that interest in areas that could not be experienced without a site, such as site atmosphere, organizational cultur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were still high. For universities, the need for support such as non-face-to-face
mock interviews and mock discussions was suggested. Accordingly, in the future, as a basic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mixing method, the acces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non-metropolitan regions is systematically supplemented, and the necessity of supporting youth job search
activities, including non-verbal communication and space such as internship, field experience, and startup support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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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With Covid-19 in 2020, young people are facing a job crisis. As the constraints on face-to-face
activities have increased unusually, many changes are being made to the process and results of
youth’s job search activity. Indeed, after the spread of Covid-19, many restrictions were placed on
job search activities. In a way, the so-called “don't-ask-applicant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daily or part-time jobs also surged. ‘Don't-ask-application’ refers to a situation where
people just try applying for each job posting because of the job search difficulties triggered by
Covid-19. Meanwhile, public opinion is also rising that when the Covid-19 crisis is over, job search
will resume. In this situation, companies are also facing many difficulties. Amidst the incumbent
control over the Covid-19 outbreak, reduction of the scope of employment, and all activities that
must be conducted non-face-to-face, many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form of corporate recruitment
activities, such as non-face-to-face interviews.
Starting from the recognition of this situation, we attempted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facing
young people under the theme of ‘Changes in youth job search activities due to Covid-19’. Specificall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hanges in their job-seeking activities, focusing on 3rd and 4th grade
university enrolled students or university students on leave ahead of the 1st and 2nd semesters in
their senior year.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problems of youth employment, which has
become more difficult due to Covid-19, what changes are being made in this UNTACT situation,
and what changes should be coped with. In addi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research and analysis are conducted on changes in youth employment activities before and
after Covid-19, with a focus on university students from non-metropolitan regions and metropolitan
regions.

Ⅱ. Theoretical Review
1. Labor Issues Caused by the Covid-19 Outbreak
Due to social distancing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problems such as dismissal and suspension
of businesses are occurring one after another, including companies that provide face-to-face services
such as restaurants.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abor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on women in the freelance occupation group of
gig workers (special type labor workers) and face-to-face freelancers such as housekeeping services,
child caregivers, and after-school instructors, compared to that of a year ago, satisfaction declined
in all areas, including health, economics, and social relations across all occupational groups, an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after-school instructors dropped
significantly. Assuming that the after-school instructor is in a young age group and a profession with
a high probability of being a college graduate or higher, the loss of jobs and income for this group
is expected to lead to greater deprivation and economic shock (Kim & Lee, 2020a: 107).
In addition, according to a study that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women's labor crisis of
Covid-19, for women who were already in a poo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unstable employment
status in the labor market (non-regular workers, temporary work, etc.), mainly small-scale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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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o-face service concentration, and job-family double distress, after Covid-19, even when taking
a leave of absence,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are not able to receive leave of absence benefits,
and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the government's employment maintenance subsidy policy. It has
been reported that not only are there concerns about wage reduction and constant infection in many
of the representative female occupations such as call center workers, educational services, and
lodging and restaurant workers, etc., but also in the case of female workers in their twenties, there
is a high risk of dismissal because they are often assigned to jobs that have a short tenure and have
less importance and weight, and in fact, a number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dismissal of hiring
during the Covid-19 period occurred (Jeon & Bae, 2020).
An analysis says that the recession caused by Covid-19 has created a labor crisis for workers in
face-to-face service occupations with high risk of infection and jobs for which the legal status of
workers is not secured, and that this is leading to job loss and income decline for many female workers
(Kim & Lee, 2020b: 1).
As above, in the previous studies so far, there are many studies on women on labor issues related
to Covid-19, but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ose studies include structural problems that can be
extended widely to the youth as a whole. That is to say, in the health-economic-social relationship,
the decline in satisfaction in all areas, the feeling of deprivation and economic shock due to the
loss of jobs and income, and the unstable employment status are regarded as problems shared by
the youth in general.

2. Existing Structural Issues with Regard to Youth Employment and Changes since Covid-19
The World Bank is in a trend toward smoothly integrating labor and welfare policies for young
people. In OECD member countries, the average youth unemployment rate rose to 16.7% in 2010
and then fell to 12% in 2017. In the mean time, Korea's youth unemployment rate reached 12% in
1998, just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remained at the 7% level in early 2000 when the
foreign exchange crisis was overcome. However, it rose to the 10% level from 2014 to 10.8% in 2019,
and the youth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roblem in Korean society is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s the background, factors such as industrial structure change, cultivation stagnation,
and higher educ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are being pointed out (Lee, 2019: 1-2).
According to a study (Kong & Yang, 2012) that tried a multifaceted approach (concept of employment,
difficulties, coping strategies, changes in relations with principal other people, etc.), it is analyzed
that if a relationship is intentionally disconnected, although it is temporary, it makes a person get
difficulties to interact with external resources as well as internal resources, thereby isolating the person.
Meanwhile, according to a study that explored variables related to job search failure perceived
by unemployed youth (Kim, et. al., 2019), the job specifications that young people are preparing for
were found to be mainly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classic Chinese characters ability, and career
in competitions, but the specifications that actually affect employment were found to be job-related
qualifications, academic background, and official English test scores.
As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the adult transition period, the ladder of class movement, and the
formation of a family can be discussed, but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changes such as delays
in adult transition, severance of the ladder of class movement, and restrictions on family formation
opportunities. Looking at the statistics after Covid-19, of the youth (15-29 years old) inac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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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in March 2020, the ‘resting’ increased by 112,000 from the same month last year, and
in April 2020, there was a decrease of 245,000 youth (15-29 years old) employed. In this situation,
Covid-19 is analyzed to further worsen the absence of social safety nets, deterioration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ity, and physical health that existed before. In response to this, the necessity of
promoting comprehensive social policies rather than returning to employment-oriented policies is
raised (Byeon & Kim, 2020).

Ⅲ. Case Analysis
1. Survey Design
A questionnaire survey was prepared for university enrolled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on
leave about changes in their job-seeking activities after Covid-19. The survey items consisted of first,
job search activity experience, second, job search activity status, third, willingness to work, fourth,
job search method, and fifth, demographic questionnaire.
In addition,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Hypothesis 1, after Covid-19, the more restrictive spec activities are, the more setbacks the employment
activities will have.
Hypothesis 2, the longer the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the later the job search activity timing
will be.
Hypothesis 3, residents of non-metropolitan regions would prefer non-face-to-face presentations
and interviews.
Besid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changes in preferred workplaces before and after Covid-19,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and 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preferences,
and preferred content.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an online questionnaire for university students in nonmetropolitan regions and metropolitan regions from November 13 to November 19, 2020, and responses
were received from a total of 72 people (33 of them experienced job-seeking activity, 45.8%).

2. Resultsnalysis Results
2.1. Analysis Results
Table 1. Demographic Stat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72 responses in total)
Division

Content

Gender

Male 31.9%, Female 68.1%

Grade

Freshmen 1.4%, Sophomore 13.9%, Junior 56.9%, Senior 22.2%, Etc. 5.6%

Department typ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4.7%, Science and Engineering 55.6%, Convergence 9.7%

University location

metropolitan regions* 26.4%, non-metropolitan regions 73.6%

Residence location

metropolitan regions* 31.9%, non-metropolitan regions 68.1%

※ Source: Metropolitan regions refer to Seoul, Incheon city, and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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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pec activities and job search activities after Covid-19
The responses to the degree of restrictions on spec activities after Covid-19 (external activities,
volunteer activities, internships, qualifications, etc.) were found to be in the order of ‘relatively
restricted’ at 51.4%, and ‘highly restricted’ at 22.2%, showing that that a total of 73.6% of respondents
perceived that spec activities were restricted.
Table 2. Restrictions of Spec Activities after Covid-19 (72 responses in total)
Division

Highly restricted

Relatively restricted

So-so

Relatively not restricted

Hardly restricted

Percent

22.2%

51.4%

13.9%

8.3%

4.2%

On the other hand, 20.8% of respondents to the degree of job search activity setback after Covid-19
were found to be ‘There is a lot of setbacks’ at 20.8% and ‘Relatively there is a setback’ at 43.1%,
demonstrating that a total of 63.9% of respondents perceived setbacks in their job search activities.
Table 3. Degree of job search activity setback after Covid-19 (72 responses in total)
Division

There is a lot
of setbacks

Relatively there
is a setback

So-so

Relatively there
is no setback

Almost no
setback

Percent

20.8%

43.1%

19.4%

13.9%

2.8%

Furthermore,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spec activity restrictions after
Covid-19 and job search activity setback,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wo sides). Accordingly, the hypothesis 1 was adopted that the more restrictive spec activities after
Covid-19, the more setbacks the job search activities will hav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pec activity restrictions after Covid-19 and job search activity setback

Job search activity
setback
Spec activity
restrictions

Pearson correlation

Job search activity setback

Spec activity restrictions

1

.602**

Significance probability (two sides)

.000

N

72

72

Pearson correlation

.602**

1

Significance probability (two sides)

.000

N

72

72

**. The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1 (two sides).

2.3. The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and Job Search Activity Timing
In response to the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44.4% of respondents said ‘next year’, 40.3%
of ‘two years later’, and 15.3% of ‘more than 3 years’. In other words, 55.6% expects an end after
two years (Year 2022).
Table 5.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72 responses in total)
Division

This year

Next year

Two years later

Three years or later

Percent

0%

44.4%

40.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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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looking at the starting time of job search activity, it was found in the order of ‘usual
start’ at 36.1%, ‘a little early start’ at 29.2%, and ‘a little late start’ at 22.2%.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65.3% of them are trying to start early even in the midst of the Covid-19 situation.
Table 6. Job Search Start Timing (72 responses in total)
Division

Early start

A little early start

Usual start

A little late start

Late start

Percent

11.1%

29.2%

36.1%

22.2%

1.4%

Furthermore,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and
the period of job search activity,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was not
significant. As a result, the hypothesis 2 that the longer the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is, the
later the period of job search activity is rejected.
Table 7. Correlation between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and job search activity timing
Job search start

Expected end time

1

-.068

Pearson correlation
Job search start

Expected end time

Significance probability (two sides)

.568

N

72

72

Pearson correlation

-.068

1

Significance probability (two sides)

.568

N

72

72

2.4. Residing in non-metropolitan regions and metropolitan regions, and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Looking at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preferences by residence of non-metropolitan
regions and metropolitan regions, compared to metropolitan regions, the non-metropolitan regions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non-face-to-face presentation and interview.
Table 8. Preferences of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by residence of non-metropolitan
regions and metropolitan regions (72 responses in total)
Division

Prefer a lot

Likely to prefer

Usually

Not likely to prefer

Rarely prefer

Metropolitan
regions

0 persons
(0.0%)

4 persons
(17.4%)

10 persons
(43.5%)

7 persons
(30.4%)

2 persons
(8.7%)

Non-metropolitan
regions

4 persons
(8.2%)

11 persons
(22.4%)

20 persons
(40.8%)

12 persons
(24.5%)

2 persons
(4.1%)

However, looking at the 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preferences, while the preferred
sum ratio in metropolitan regions was 50.8%, the preferred sum ratio in non-metropolitan regions
was 57.2%, which was 6.4% higher. Despite the geographical distance, a tendency to prefer 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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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preferences by residence of non-metropolitan regions/
metropolitan regions (72 responses in total)
Division

prefer a lot

likely to prefer

usually

not likely to prefer

Rarely prefer

metropolitan
regions

5
(21.7%)

9
(39.1%)

5
(21.7%)

4
(17.4%)

0
(0.0%)

non-metropolitan
regions

7
(14.3%)

21
(42.9%)

14
(28.6%)

4
(8.2%)

3
(6.1%)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responses (multiple responses) to the advantages of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it was found in the order of ‘reduction in travel time’ at 83.3%,
‘reduction in travel costs’ at 54.2%, and ‘reduction of on-site tension’ at 38.9%, etc. As in the above,
in case of residing in non-metropolitan regions, the reason why they slightly prefer non-face-to-face
can be inferred here.
Table 10. Advantages of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interview (multiple responses)
Division

Reduction in
travel time

Reduction in
travel cost

Simplify preparations
such as overlook

Reduction of
on-site tension

Exp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Responses
(percent)

60 persons
(83.3%)

39 persons
(54.2%)

22 persons
(30.6%)

28 persons
(38.9%)

12 persons
(16.7%)

Furthermore,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residence of non-metropolitan
regions/metropolitan regions,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preferenc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side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Accordingly, the hypothesis 3 that residents
of non-metropolitan regions prefer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was rejected.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residence of non-metropolitan regions/metropolitan regions and preferences
of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residence (metropolitan
regions/non-metropolitan
regions)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interview preferences

1

-.178

Pearson correlation

Residence (metropolitan
regions/non-metropolitan
regions)

Significance probability (two sides)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interview preferences

N

72

.134

N

72

72

Pearson correlation

-.178

1

Significance probability (two sides)

.134
72

For reference,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residence of non-metropolitan
regions/metropolitan regions, 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preferenc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sides was found to be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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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rrelation between residence of non-metropolitan regions/metropolitan regions, 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preferences

Residence (metropolitan
regions/non-metropolitan
regions)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interview preferences

Residence (metropolitan
regions/non-metropolitan
regions)

Face-to-face
briefing session,
interview preferences

1

.065

Pearson correlation
Significance probability (two sides)

.590

N

72

72

Pearson correlation

.065

1

Significance probability (two sides)

.590

N

72

72

2.5. Changes in preferred workplaces before and after Covid-19
Comparing the responses to preferred workplaces before and after Covid-19 (multiple responses),
changes were confirmed such as startups, etc. increased by 5.6%, public sector increased by 1.4%,
and SMEs decreased by 1.4%. Among them, the increase in startups was characteristic.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support for youth entrepreneurship is important.
Table 13. Changes in preferred workplaces before and after Covid-19 (multiple responses)
Division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Major businesses

35 persons

(48.9%)

35 persons

(48.6%)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24 persons

(33.3%)

23 persons

(31.9%)

Start-up, etc.

8 persons

(11.1%)

12 persons

(16.7%)

Public sector

44 persons

(61.1%)

45 persons

(62.5%)

Higher education

13 persons

(18.1%)

13 persons

(18.1%)

Others

7 persons

(9.7%)

7 persons

(9.7%)

2.6. Advantages of 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Responses to the advantages of 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multiple responses)
were found to be in the order of 81.9% of ‘site atmosphere experience’, ‘organizational culture observation’
45.8%, and ‘surrounding environment confirmation’ 38.9%. These all suggest the necessity of experiencing
non-verbal communication and space. Therefore, even if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 and interview
are held in the future, a system that enables such non-verbal field experiences is interpreted to be
important. In this case, it would be reasonable to systematically supplement the accessibility for
residents of non-metropolitan regions identified above.
Table 14. Advantages of 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multiple responses)
Division

Possible to observe
organizational
culture

Possible to check
the surrounding
environment

Responses
(percent)

33 persons
45.8%

28 persons
(38.9%)

Various
Possible to
differentiation such experience the site
as clothes possible
atmosphere
9 persons
(12.5%)

59 persons
81.9%

Face-to-face
opportunity
restrictions
17 persons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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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Necessity of support by university side for non-face-to-face interview preparation
In response to the necessity of support by university side for non-face-to-face interview preparation
(multiple responses), it was found to be in the order of 66.7% of ‘support to practice non-face-to-face
mock interviews by industry’, 47.2% of ‘support to practice non-face-to-face mock discussions by
industry’, and 44.4% of ‘special lecture (non-face-to-face) on camera and microphone settings and
shooting environment (lighting angle, background, etc.). The necessity of support by university side
in response to various employment activities conducted in a non-face-to-face manner was confirmed.
Table 15. Necessity of support by university side for non-face-to-face interview preparation (multiple responses)
Division

Responses (percent)

Special lecture (face-to-face) on camera and microphone settings and shooting environment (lighting
angle, background, etc.)

23 persons (31.9%)

Special lecture (non-face-to-face) on camera and microphone settings and shooting environment (lighting
angle, background, etc.)

32 persons (44.4%)

Special lecture (face-to-face) on dress, hairstyle, and makeup, etc. (if necessary)

9 persons (12.5%)

Special lecture (non-face-to-face) on dress, hairstyle, makeup, etc. (if necessary)

13 persons (18.1%)

Support practice for non-face-to-face mock interviews by industry

48 persons (66.7%)

Support practice for non-face-to-face mock discussions by industry

34 persons (47.2%)

Ⅳ. Conclusion
To grasp the changes in youth job search activities due to Covid-19,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s to job search activity experience, job search activity status, job search
willingness, and job search method for university enrolled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on leave
who were from non-metropolitan regions and metropolitan regions. At the same time, the correlation
was verified by establishing three hypotheses. Besid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changes
in preferences for workplace, preferences of non-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and 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and preferred content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about the spec activity after Covid-19, a total of 73.6% of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ir
spec activities were restricted, regarding the degree of job search activity setbacks after Covid-19,
a total of 63.9% of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re was a job search activity setback, and furthermore,
the correlation between spec activity restrictions and job search activity setback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on the two sides.
Second, regarding the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55.6% were expecting an end after two years
(2022), and at the same time, when it comes to the job search activity timing, 65.3% said they wanted
to start early.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cted end time of
Covid-19 and the time of job search activity was not significant.
Third, with regard to residency of non-metropolitan regions/metropolitan regions and non-face-to-face,
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preferences, the preference for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in non-metropolitan region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in metropolitan
regions, whereas the correlation between residence of non-metropolitan regions/metropolita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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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eferences of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Fourth, when comparing the responses (multiple responses) to preferred workplaces before and
after Covid-19, it was characterized by a 5.6% increase in startups.
Fifth, regarding the advantages of the face-to-face briefing session-interview, they were found to
be in the order of 81.9% of ‘possible to experience the site atmosphere’, 45.8% ‘possible to obser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38.9% ‘possible to check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se all suggest
the necessity of experiencing non-verbal communication and space.
Sixth, regarding the necessity of support by university side to prepare for non-face-to-face interviews,
it was in the order of ‘support for practice for non-face-to-face mock interviews by industry’ 66.7%,
‘support for practice for non-face-to-face mock discussions by industry’ 47.2%, and 'special lecture
(non-face-to-face) on camera and microphone settings and shooting environment 44.4%.
The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is a tendency to delay the start of job search activities due to restrictions on spec activity
after Covid-19, and this situation, with 55.6% expecting to end after 2 years (year 2022), while 65.3%
wanting to start job search early, suggests that the youth's willingness to find a job exists for sure.
The correlation of non-face-to-face prefer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residence in metropolitan
regions and non-metropolitan regions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but in terms of time and
money, non-face-to-face also has some part helpful to residents of non-metropolitan regions, and
the fact that even in the face-to-face method, the preference of residents from non-metropolitan
regions was higher than that of metropolitan regions, suggesting that it reflects the high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non-metropolitan regions on job search activities.
Although relatively non-face-to-face is preferred, interest in categories such as site atmosphere,
organizational cultur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that cannot be experienced without a site was
confirmed to be high, which suggest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such an opportunity even if a
non-face-to-face method is introduced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afterwards, and in particular,
the accessibility needs to be systematically supplemented, especially for residents of non-metropolitan
regions.
Furthermore, to supplement the spec activities currently restricted with social distancing, policy
supplements are also required to enable diverse field experiences, internships, and startup support
in a safe environment. At this time, as the importance of opportunities for non-verbal communication
and on-site spatial experience is implied, those opportunities need to be combined with various types
of support so that such non-verbal opportunities can be granted.
In addition, the need for support for non-face-to-face mock interviews, non-face-to-face mock
discussions, camera and microphone settings and shooting environment, etc. as expected roles from
the university side was confirmed.
Lastly, even after the end of Covid-19, various non-face-to-face employment environment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some extent. As such,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school authorities are
also required to develop and utilize a combination of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methods
in response. A detailed review of this remains as a follow-up research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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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Busan Metropolitan City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and has a complicated city structure and has a
very difficult traffic situation due to the formation of roads along the long coastlines. The economic loss due to injury deaths
of the citizens of Busan is one trillion KRW(ond billion dollar) per year, and is becoming a social economic burden. Moreover,
after 2000, Busan has the highest injury death rate among metropolitan cities. Since Busan is expected to have mor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hold large scale international conventions,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is project to take place. Safe Community
Program is absolutely necessary for reaching the goals of Visions and Strategies Project of Busan Metropolitan. Busan was
re-designated as an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in 2019 with a population of 3.5 million and 16 districts, and successfully
held the 7th Asian Safe Community Conference. We have conducted an evidence based safety programs into 7 different categories
according to evidence such as natural, economic, social surroundings and loss rates of the citizens. according to ages through
the analyzed data so far. Currently, for long term development of ISC movement, Busan Metropolitan is in need of evaluation
of outcomes of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Program and development of a new strategy.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utcomes and achievements of the Busan Metropolitan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program.

Methods: Busan Metropolitan have established a research center to develop a model of a large-scale city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so that there would be a long-term development. We analyzed all data from 13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2009 to 2018 and compared each year of injury statistics with injury indicators including core indicator, supplementary
indicators, and optional indicators as central data in order to identify outcomes of the Busan Metropolitan Safe Community program.
We also evaluated effectiveness of programs through a statistical testing.

Results: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Busan citizens, published an index based on its result, and established the Injury
Big Data. We developed, executed and evaluated a scientific Safe Community Program based on injury data. We used it as
an evidence data to scientifically improve the disaster preparation program. After we started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Program, Busan citizens' injury death rate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since 2009. As well, the rate of injury deaths among
all causes of death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The social and economic loss caused by injuries of Busan citizens costed
955.7billion Won in 2009 but it decreased to 826.7billion Won in 2017. Although the rate of injuries in Busan has slightly increased
from the st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fety Promotion Program in 2009 with 8.8 per 1,000 inhabitants to the first
designation in 2014 with 11.6, it has drastically decreased to 5.2 in 2017. Since Busan has star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fety Promotion Program, most of the injury deaths caused by such as suicide, traffic accident, fall, burn, and homicide showed
the consistent decreasing trend. After analyzing the level of community safety index according to areas, since the start of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Promotion Program, traffic has continuously kept a good level of 2, and home safety was level
3 in 2015 but has increased highly in 2018 to level 1. Natural disaster was level 4 in 2015, level 5 in 2016 but has continuously
improved to level 2 in 2018. After the first designation as an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traffic culture index from the Busan
Metropolitan community safety index has increased from 82.22 in 2015 to 85.29 in 2017. Since the beginn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fety Promotion Program, the rate of seat belts has increased from all citizens and the number of drinking and
driving has decreased in both male and female.

Conclusion: We ultimately plan to contribute to an establishment of the safety culture targeting the whole citizens of all
ages, genders, and social classes.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Program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that the citizens
will be able to lead a healthier life by accident prevention and safety promotion. Through the sustainable Busan Metropolitan
Safe Community program, we will be able to realize the government’s goals for Busan Metropolitan Safety poloc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Busan citizens. Busan Metropolitan will continue on developing a successful model of a Safe Community
at a Metropolitan level and lead on to become the modeling example in Korea that is guaranteed sustainaility matching the
government’s policies.

Acknowledg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Project of Busan Metropolitan City
Corresponding author: Jeong Yee Bae, e-mail. Jibai@in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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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re already in an era where daily life is a disaster due to severe climate change and the economic crisis
(panic) that has been accelerating since 2008. Disasters are always present in our lives, but it is hard to find
discussions about disasters and altruism in popular culture that we always encounter.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what is the difference in disaster resilience between survivors and victims' families through
analysis of language in popular literature containing disaster cases. Through thi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ltimately discove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modern state. Through text
analysis of disaster literature works, this study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perceptions felt
by survivors and victims' famili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emotions, behaviors,
attitudes, role perceptions, etc. perceived by the victim and the victim's family in dealing with a disaster. In particular,
the survivor remembers and thinks about the situation at that time and makes resilience to the incident, while
the victim's family tries to establish resilience to the incident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facts and countermeasures
of the government. The survivors were focused on building their own resilience, but the victims' families were
more focused on improving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to form a fundamental solution to prevent such
accidents from recurring. This can be judged as social or national resilience. In this study, two essays-type literary
works, in which disaster victims and their families directly participated, were analyzed to explore the meanings
of disaster literature.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analyzing literary works containing the opinions of so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the future, not only essays, but also various disaster-related literature sh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theoretical
foundati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ilience, while further elaborating the theory.

Key words: Disaster, Resilience, Disaster Literature, Language Network Analysis, Crisis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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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Disasters disrupt habitual and institutionalized patterns of behavior and produce a kind of social
shock that leads people to social and personal change. According to historical examples, the
problems and weaknesses of society before the disaster and the existing social order change after
the disaster. The realization of the relevant values and the essentials appears (Solnit, 2012).
Literary works influence and teach audiences to generate various reactions. Altieri (1993) argued
that children can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various races through various multicultural works.
White (1998) argues that didactic literary works help build and confirm the value and identity of
local communities.
Most literary works reflect the social aspects of the times. Nowadays, where disasters are frequent,
disasters have to appear even in literary works, and this is a natural phenomenon.
However, although various studies and analyzes dealing with literary works are being tried (Clarke,
2005; Razi, 2012; Demers, 1993), systematic studies dealing with literary works related to disasters
are difficult to find (Liverman & Sherman, 2015; Quarantelli, 1980; Gardner, 2014). The reason is
that when analyzing literary works, researchers are lacking in multiple perspectives or attempts to
observe.
From a literary point of view on disasters, it can be seen that no concret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centering on the concept of analyzing disaster preparedness or resil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y newer approaches and find, analyze, and theorize the ability of
systems and organizations to respond flexibly to the modern risk society.
We are already in an era where daily life is a disaster due to severe climate change and the
economic crisis (panic) that has been accelerating since 2008. Disasters are always present in our
lives, but it is hard to find discussions about disasters and altruism in popular culture that we always
encounter.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what is the difference in disaster resilience between
survivors and victims' families through analysis of language in popular literature containing disaster
cases. Through thi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ltimately discove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modern state.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Survivor's Resilience
Those who survive the disaster have long-lasting mental health disord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tudy by Rodriguez & Kohn (2008), most disaster survivors have mild or strong mental illness,
and only a few survivors receive medical access and treatment, and mental health problems for this
are an issue.
Most of the survivors who survive the disaster have a large psychological impact.
It can be seen that memories of those who shared the disaster with the situation at the time persist
for a long time (Joseph, et. al., 1992). A survivor's disaster resilience takes a long time with younger age.
According to a long-term follow-up study conducted by Green, et. al. (1994), in a study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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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urvived a disaster, a study of 17 years after the onset of the disaster showed tha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gradually decreased over 17 years. However, the thoughts of suicide and abnormal
behaviors such as self-destruction were discovered.
As a result of a study by Morgan, et. al. (2003), it was analyzed that the life-threatening disaster
experiences experienced in childhood remained trauma for as long as 33 years and had a long-term
effect on disaster resilience.
According to a study by Gleser, et. al. (1978),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survivors who survived
disasters, psychological stress and spirits toward those who did not survive the disaster often lead
to a feeling of self-rescue.
In general, long-term follow-up studies for overcoming PTSD are mainstream in disaster survivor
resilience studies (Fernandez, et. al., 2017; Shang, et. al., 2019; Lowe, et. al., 2018; Hamblen, et. al.,
2017; North, et. al., 2019). There is a deep connection between disaster survivor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Disaster survivor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but they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affect mental health in common and that they
affect their lives for a long time.
Therefore, mental treatment services are a major factor in improving the resilience of disaster
survivors. In particular, rehabilitation of their mental health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resilience,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and the system of using community experts can help
increase disaster resilience (Laksmita, et. al., 2020).

2. Resilience of the victim's family
The family members closest to the victims of the disaster are affected by a variety of reasons from
witnessing a disaster or losing their family. They are harmed in the short or long term, both economically
and mentally. However, studies on the necessity of countermeasures for families of disaster victims
are insufficient (Dorn, et. al., 2006).
Kristensen, et. al. (2010), Lenferink, et. al. (2017), Boelen, et. al. (2008), Huh, et. al. (2017) found that
survivors experience “complex grief” after a disaster. “Complex grief” here means that the grief of
the loss of a family and the accompanying economic loss, unemployment, employment for a living,
and a demand for social support to solve the problem appear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Davis (2013), it is argued that a study on the negligence, responsibility, and injustice
in the problems facing many casualties and survivors due to disasters is necessary. Bereaved families
demand material measures and an apology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conflict and mental and economic damage that occurs through sudden bereavement
with the family (Davis & Scraton, 1999).
Cao, et. al. (2013)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family dysfunction was found to be 59.5% in the
case of bereaved families who lost their families due to disaster. The following problems will arise;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old age, divorce or widowhood, direct exposure to the death of children,
not having children after a disaster, and creating a poorer family economy.
Despite the knowledge of adequate psychosocial support for those facing death, loss, and severe
stress in the context of major crises and disaster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the people
affected in the aftermath of the extreme event expect of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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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viewing the studies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survivors of disaster victims by Jong
& Dückers (2019), it has been found that survivors expect the government to help them recover from
disasters in a fair, compassionate, equal and reliable way. The survivors expected support in fulfilling
the practical needs related to the disaster, and assumed that the government would use its
capabilities to coordinate network partners and break bureaucratic barriers.

Ⅲ. Sample and Measu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wo works. The first literary work is an essay by the families of the
disaster victims, the literary work “The Day Knocked on Our Window,” a record containing the voices
of families crossing the time of the Sewol ferry. The second literary work is “Spring Will Come Again”,
a record containing the voices of a survivor of the disaster (Sewol ferry survival student).
R was used for text mining, and NodeXL and UCINET64 were used for language network analysis.
First, from the text collected using R, an open source statistics program, ① remove special characters,
② cut the text into word units, ③ divide each word into words and endings, and ④ extract only
words (nouns) from them. Data was purified in the following order.
The frequency of occurrence words was analyzed, and the weight of the occurrence words was
analyzed in a table.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connectivity between words, bigram was
extracted using R, and the number and centrality of the connecting lines were analyzed using
NodeXL. The language network chart was also created in NodeXL. The CONCOR analysis conducted
to form clusters by grasping the similarity of keywords utilized the UCINET64 program.

Ⅳ. Analysis & Findings
1. Keyword analysis of literature work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order to analyze keywords related to the disaster in the Sewol ferry disaster literature work,
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text. As a result, a total of 13,685 words were extracted from literary
works interviewed with survivors. A total of 18,897 words were extracted from literary works
reconstructed from interviews with the victims' families. 100 words were extract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words and organized as shown in <Table 2>.
The words that appeared in the literatur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any words for terms related to the subject related to the accident. In the case of survivors,
there were many words about the subject who was with the person involved in the accident, such
as friends, people, us, and teachers. In the case of the victim's family, there were many words for
objects related to the victim such as father, mother, children, and parents.
Second, it is an expression of the situation. In the case of survivors, many expressions of situations
related to events such as then, time, telephone, situation, hospital, life jacket, which are words related
to the urgent situation of the incident, appeared. In the case of the victim's family, many situational
expressions such as bereaved family, telephone, situation, Paengmokhang, Sewol ferry, school,
company, gymnasium, and workplace appeared.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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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and location of the survivor at the time and the situation and location of the victim's
family.
Third, it is an expression of emotions. In the case of survivors, many expressions of emotions such
as worry, sorry, wrong, anguish, and comfort appear, while in the case of the victim's family,
expressions of similar but different emotions such as worry, tears, last, etc.
Fourth, it is an expression related to resilience. When examining words related to overcoming and
recovering from disaster, in the case of survivors, many words to overcome mental wounds such as
memory, story, help, comfort, and effort appea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victim's family,
it can be seen that many policy-related words such as fact-finding, president, government, special
law, etc. appear.
Table 1. Top 50 words in frequency
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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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or

Victim’s family

Keyword

Frequency

Percentage

Keyword

Frequency

Percentage

1

Friend

421

3.076361

Dad

435

2.301953

2

Think

405

2.959445

We

431

2.280785

3

Person

285

2.082572

Mon

356

1.883897

4

We

182

1.329923

Think

350

1.852146

5

Moment

171

1.249543

Person

336

1.77806

6

School

163

1.191085

Children

265

1.402339

7

Mon

162

1.183778

Moment

163

0.862571

8

Parents

140

1.023018

Friend

158

0.836112

9

Older brother

132

0.96456

Parents

154

0.814944

10

Our

122

0.891487

Heart

133

0.703815

11

People

112

0.818414

Word

133

0.703815

12

Heart

103

0.752649

Family

125

0.661481

13

Older Sister

96

0.701498

Story

120

0.635021

14

Truly

96

0.701498

Bereaved

113

0.597979

15

Litter brother/sister

93

0.679576

In person

112

0.592687

16

One

90

0.657654

People

100

0.529185

17

Dad

86

0.628425

Phone call

98

0.518601

18

Teacher

82

0.599196

situation

89

0.470974

19

Something

81

0.591889

Time

87

0.460391

20

Word

81

0.591889

There

86

0.455099

21

Bereaved

76

0.555353

Sewol ferry

84

0.444515

22

Story

72

0.526123

School

81

0.428639

23

sibling

72

0.526123

Image

80

0.423348

24

Sewol ferry

71

0.518816

Son

80

0.423348

25

Time

67

0.489587

Paegmok port

79

0.418056

26

Plaintiff

66

0.48228

Who

78

0.412764

27

There

65

0.474973

Child

76

0.40218

28

Elders

61

0.445744

First time

69

0.365137

29

Memory

60

0.438436

Litter brother/sister

68

0.359845

30

Grade

58

0.423822

Picture

68

0.359845

31

First time

57

0.416514

Because(of)

67

0.354554

Difference Analysis of Disaster Resilience between Survivors and Victims' Families in Disaster Literature

Ranking

Survivor

Victim’s family

Keyword

Frequency

Percentage

Keyword

Frequency

Percentage

32

Once

55

33

Because(of)

52

0.4019

Limit

66

0.349262

0.379978

Society

62

0.328094

34

Phone call

51

0.372671

Jin-do

62

0.328094

35

Family

50

36

That

50

0.365364

That

61

0.322803

0.365364

Worry

60

0.317511

37

Limit

50

0.365364

It

60

0.317511

38
39

Situation

47

0.343442

That day

57

0.301635

Who

46

0.336134

Later

56

0.296343

40

Oneself

46

0.336134

Suhyen

55

0.291051

41

Hospital

45

0.328827

Youngil

55

0.291051

42

Worry

43

0.314213

Sorry

54

0.28576

43

Mon and dad

41

0.299598

as

53

0.280468

44

Event

39

0.284984

Really

52

0.275176

45

High school

38

0.277676

Grade

52

0.275176

46

Sorry

38

0.277676

Rescue

51

0.269884

47

Understand

38

0.277676

Tear

51

0.269884

48

Mistake

37

0.270369

truth ascertainment

51

0.269884

49

One person

37

0.270369

Once

51

0.269884

50

Later

36

0.263062

Check

51

0.269884

Table 2. Survivor Top 50 Words
Labels

Value

Labels

Value

Total keyword

13,685

Betweenness Centrality

5046.70

Total Edges

13,705

Closeness Centrality

0.0000728

Average Geodesic Distance

6.103

Eigenvector Centrality

0.000257

Labels

Value

Labels

Value

Total keyword

18,897

Betweenness Centrality

7702.082

Total Edges

19,501

Closeness Centrality

0.000048

Average Geodesic Distance

5.913

Eigenvector Centrality

0.000174

Table 3. Survivor Top 50 Words

To examine the words that appeared at the same time, language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number of links,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were
confirmed (refer to <Tab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nguage networks of survivors, the number
of links was 13,705, and the average number of links for each word was 6,103. As a result of centrality
analysis, the average of Betweenness centrality was 5046.70, the average of Closeness centrality was
0.0000728, and the average of Eigenvector centrality was 0.000257.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nguage networks of the victims' families, the number of links
was 19,501, and the average number of links for each word was 5,913. As a result of the centrality
analysis, the average of Betweenness centrality was 7702.082, the average of Closeness centrality was
0.000048, and the average of Eigenvector centrality was 0.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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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entrality survivor Top 50 words
Ranking

Keyword

degree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Eigenvector
Ranking
Centrality
Centrality

Keyword

degree

Betweenness
Centrality

1

Thought

400

1104645.515

0.000118

0.01063

2

People

378

1029859.390

0.000116

0.00950

3

Friend

232

537157.487

0.000111

4

Us

238

567193.320

5

The

236

6

School

7

Closeness Eigenvector
Centrality
Centrality

26

Teacher

87

113470.289

0.000100

0.00346

27

Frist time

89

96653.505

0.000099

0.00336

0.00735

28

Grade

81

116373.244

0.000099

0.00336

0.000112

0.00720

29

Because(of)

90

118107.348

0.000100

0.00334

527976.656

0.000110

0.00697

30

Memory

79

106399.489

0.000100

0.00333

217

445120.438

0.000109

0.00673

31

Once

89

109131.682

0.000099

0.00330

Mother

207

407762.639

0.000109

0.00652

32

Dad

100

129303.123

0.000099

0.00329

8

Friends

170

295378.340

0.000107

0.00611

33

That

111

201575.248

0.000099

0.00326

9

We

191

380618.644

0.000107

0.00566

34

Limit

88

127759.520

0.000099

0.00314

10

Elder brother

146

242018.570

0.000106

0.00540

35

After

59

68941.160

0.000099

0.00301

11

Mind

154

287488.235

0.000106

0.00533

36

Self

71

91482.959

0.000098

0.00288

12

Real

143

266545.843

0.000106

0.00531

37

Hospital

74

107261.121

0.000096

0.00278

13

People

163

275642.784

0.000104

0.00490

38

Situation

81

132003.207

0.000097

0.00273

14

One

132

238413.176

0.000105

0.00486

39

High school

60

57025.426

0.000096

0.00264

15

Parents

128

228709.804

0.000104

0.00469

40

Who

62

67257.673

0.000096

0.00258

16

Younger brother

134

209673.459

0.000103

0.00452

41

At that time

56

59901.655

0.000097

0.00257

17

Friends

112

155492.903

0.000103

0.00441

42

Later

60

79094.260

0.000097

0.00255

18

Elder sister

122

202827.013

0.000103

0.00436

43

That

88

128527.554

0.000095

0.00251

19

Something

113

175813.566

0.000103

0.00429

44

Image

56

66300.403

0.000096

0.00244

20

Time

103

144265.765

0.000102

0.00409

45

Tell

55

60649.665

0.000095

0.00239

21

Story

103

137562.398

0.000101

0.00400

46

One person

49

49525.013

0.000096

0.00236

22

Plaintiff

92

132396.151

0.000102

0.00400

47

Sound

51

67202.184

0.000096

0.00231

23

Sewol ferry

115

175225.770

0.000101

0.00392

48

Worry

51

67565.424

0.000095

0.00227

24

word

99

147325.806

0.000102

0.00388

49

Parents

55

71971.115

0.000095

0.00226

25

Bereaved

100

130260.730

0.000100

0.00374

50

type

47

51451.305

0.000095

0.00222

Table 5. Centrality victims family top 50 words
Keyword

degree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Ranking

Keyword

degree

Betweenness
Centrality

1

We

521

2400719.944

0.00008

0.009

26

Phone call

121

256073.554

0.00007

0.003

2

Thank

361

1327268.729

0.00008

0.008

27

Son

104

203350.683

0.00007

0.003

3

Dad

370

1448164.024

0.00008

0.008

28

Really

87

157956.464

0.00007

0.003

4

Person

433

1866307.538

0.00008

0.007

29

Picture

109

243843.913

0.00007

0.003

5

Mon

324

1163304.044

0.00007

0.006

30

Image

102

235379.310

0.00007

0.003

6

Moment

251

801638.116

0.00007

0.006

31

That

105

246342.679

0.00007

0.003

7

Heart

198

552417.107

0.00007

0.005

32

As

90

197001.151

0.00007

0.003

8

Child

199

594910.929

0.00007

0.005

33

Kids

101

232998.817

0.00007

0.003

9

Children

175

571990.636

0.00007

0.004

34

It

103

235481.874

0.00007

0.003

10

one

170

469513.897

0.00007

0.004

35

Ji sung

106

284202.188

0.00007

0.003

11

Self

171

582865.086

0.00007

0.004

36

Plaintiff

114

303178.125

0.00007

0.003

12

Jun woo

177

427407.627

0.00007

0.004

37

That day

97

187892.731

0.00007

0.003

13

Situation

151

401032.428

0.00007

0.004

38

Friend

86

142484.162

0.00007

0.003

14

People

154

429192.993

0.00007

0.004

39

Jn do

100

243281.145

0.00007

0.003

15

Story

136

329930.465

0.00007

0.004

40

Word

96

185850.422

0.00007

0.003

16

Gun woo

145

317728.539

0.00007

0.004

41

Sewol ferry

127

344333.897

0.00007

0.003

17

Time

157

449182.124

0.00007

0.004

42

Last day

58

74031.643

0.00007

0.003

18

There

150

473916.365

0.00007

0.004

43

Youngil

85

162308.602

0.00007

0.003

19

Word

157

477185.272

0.00007

0.004

44

Sound

68

126313.804

0.00007

0.002

20

Parents

137

369294.788

0.00007

0.004

45

Face

66

152377.582

0.00007

0.002

21

Paegmok port

123

274331.162

0.00007

0.004

46

Start

88

201449.709

0.00007

0.002

22

Friend

125

309847.564

0.00007

0.004

47

Mi jee

90

157766.463

0.00007

0.002

23

Who

126

307432.017

0.00007

0.003

48

Later

88

201832.585

0.00007

0.002

24

First time

120

281975.913

0.00007

0.003

49

Because(of)

120

307073.805

0.00007

0.002

25

school

128

266509.347

0.00007

0.003

50

family

90

191116.122

0.00007

0.002

Ranking

60

Closeness Eigenvector
Centrality
Centrality

Difference Analysis of Disaster Resilience between Survivors and Victims' Families in Disaster Literature

Among the words that appeared in the literature of survivors and families of victims, the top 100
words with a high weight based on Eigenvector centrality were extracted, and the network of
extracted words was examin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igenvector centrality in the literature
of survivors, the centrality of thought was the highest. Next, people, friends, us, then, friend(s), real,
parents, younger siblings, time, story, teacher, worry, that day, and so on.
When examining the eigenvector centrality in the literature of the victim's family, ‘w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ought, child(ren), situation, talk, phone, appearance, day, last, Jindo island,
Sorry, worry, sea, company, worry, special law, missing person, fact-finding, and truth.
First, the reason why the centrality of ‘thinking’ appeared equally high in the literature of the
survivors and the literature of the victims' family is judged because the data in this study was analyzed
as ‘reply’ or the contents describing the opinions of the respondents. ‘Thought’ is a function of
counting and judging objects (Korean dictionary), and is generally used to express one's opinion on
a specific object.
Next, in the literature of the survivors, friends, brothers, and younger brothers who ar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connected with words that can recall the time of the incident, such
as real, memory, worries, and circumstances. It was also found that words that remind people of
people who were together at the time of the incident, such as friends and teachers, and guardian
words such as mom, dad, and parents, were linked.
In the case of the literature of the victim's family, the then, the later, the appearance, the real,
the sound, the time, and the story were directly linked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Paengmokhang,
the photo, the last, and the image were directly linked to the words associated with the victim.
As for the difference in words between the survivor and the victim's family, the survivor has many
related words related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incident and the person who was together
at the time of the incident.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appears to have a negative connection
to the situation and content of the incident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Ⅴ. Summery & Implication
With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problems related to social disasters and corruption became
social issues. In various fields and aspects, studie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social disasters
were conducted, but the analysis through literary works was not dealt with in depth (Kee, et. al., 2017;
Chae, et. al., 2018; Huh, et. al., 2017).
Through text mining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of two literary works related to actual disaster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and significance of perception and resilience felt by survivors
and victims.
Through text analysis of disaster literature works, this study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perceptions felt by survivors and victims' famili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emotions, behaviors, attitudes, role perceptions, etc. perceived by the victim and
the victim's family in dealing with a disaster.
In particular, the survivor remembers and thinks about the situation at that time and makes
resilience to the incident, while the victim's family tries to establish resilience to the inciden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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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the facts and countermeasures of the government.
The survivors were focused on building their own resilience, but the victims' families were more
focused on improving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to form a fundamental solution to prevent
such accidents from recurring. This can be judged as social or national resilience.
In this study, two essays-type literary works, in which disaster victims and their families directly
participated, were analyzed to explore the meanings of disaster literature.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analyzing literary works containing the opinions of so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the future, not only essays, but also various disaster-related literature sh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theoretical
foundati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ilience, while further elaborating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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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human nature and behaviors in disasters in the context of universal
human behavior with habitual and institutionalized styles. This study sought to find an answer to question ‘What
do humans do in the face of infectious diseases and fears caused by the emergence of new viruses in modern
society?’ This exploratory study on the altruistic nature of humans in disaster adopted text mining through social
networks and analyzed a total of 44,411 media articles about altruism and three infectious diseases. An extensive
search of words related to the diseases was conducted, including “sharing,” “comforting,” “rescuing,” “devoting,”
“helping,” “caring,” “transferring,” and “cooperating.” The results showed that during disasters, humans are very
cooperative and help restore and rebuild society and their community through various altruistic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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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Disasters lead to a kind of social shock that makes people stop their habitual and institutionalized
behaviors and follow social and personal changes. Past experiences show that disasters reveal
problems and weaknesses that society has, change existing social orders, and make people realize
the values and essentials involved. People generally exhibit the “human nature” of altruism more
prominently in disasters, and the voluntarily formed community demonstrates excellent tenacity,
nurtures warm solidarity and mutual aid, and revives an energetic civil society (Solnit, 2012).
A recent analysis by Li-Lin (2011) on the 8.0 earthquake in China in 2008 showed that the altruistic
and pro-social behaviors of residents were stronger in the affected area than in the unaffected ones.
In addition, Rodriguez, et. al. (2006) and De Vos, et. al. (2001) argued that more exposure to natural
disasters leads to more cooperation in an explicit or implicit way to maintain a sustainable life.
Inspired by Li-Lin's (2011) study, this study focuses on altruistic and prosocial behaviors containing
instructive implications in disaster situations. It aims to find the answer to “To what extent do people
pursue altruistic behaviors in disaster situation?”, rather than an organization (Kirschenbaum, 2019;
Bajek, et. al., 2008; Buckland & Rahman, 1999), disaster management system (Careem, et. al., 2006;
Alazawi, et. al., 2011; Abrahams, 2001), and disaster management technology (Fajardo & Oppus, 2010;
Jha, et. al., 2008; Van Oosterom, et. al., 2006) of general studies on disaster. In other words, there
have been few disaster studies centered on the concept of human nature from an altruistic perspective.
As a new approa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theorize systems and organizations'
abilities to respond flexibly to a contemporary risk society.
Humankind is entering an era in which daily life itself is a disaster due to severe climate change,
an economic crisis (panic) that has permeated since 2008, and new infectious diseases. The discussions
about disasters and altruism within the community, however, rarely take place even though disasters
are a constant presence.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ools to develop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 the modern state through the improvement of prosocial behavior
using the analysis of altruistic behavior during disasters.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Disasters and altruism
The concept of altruism was established by Auguste Comte (1875) as the behavior from goodwill
for others, a state of pursuing an ultimate purpose to follow the principle of human justice and
providing equal welfare to everyone. In other words, altruism, as defined by Comte, includes Loveism
stemming from Free Loveism and order and purpose based on it (Batson, 1981: 291; Batson, 2014).
In general, behaviors related to altruism refer to sacrifices and actions for others, not for oneself.
This behavior is the effort t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other person rather than one's own
well-being and the goal is the benefit of others (Simmons, 1991; Khalil, 2004; Batson, 2009; Haski-Leventhal,
2009; Piliavin & Charng, 1990).
Altruism related to disaster appears in various ways. Dynes (1994) presented situational altruism
as a way to conceptualize emergency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It is argued that the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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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ruism is a third area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Individual altruism refers to people who devote time, money, and energy to altruistic behavior.
These altruistic behaviors involve minimal self-satisfaction—a selflessness. Collective altruism, apart
from individual altruism, was institutionalized after being integrated into a concept of the “welfare
state”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It is considered to be a combination of social definitions
of whether help is needed at a specific point in time when agencies provide support.
Situational altruism involves individual altruism and collective altruism. When there is a victim due
to a disaster and the capacity of existing support organizations to meet demands and needs,
individual altruism is also manifested (Dynes, 1994: 2).
The mass manifestation of situational altruism through a prosocial mode of action seems to cause
the increase and spread of altruistic behaviors that temporarily change the social structure at both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s. The ability of groups affected by external forces (major accidents
or natural disasters) to absorb misfortunes is strong during disasters, because adverse situations are
applied to everyone and equal difficulties are imposed on all stakeholders (Lemieux, 2014: 485).
The confusion of disaster causes people to redefine “social value” or “cultural duty,” promoting
temporary changes in human behavior; it contributes to the cohesion of individuals and their mutual
aid activities. The natural disaster, in particular, helps social cohesion, meaning that it temporarily
induces people to give up conflict or “normal” competition for unintentional support for others (Lemieux,
2014: 485).
Tanyag (2018) demonstrated, through case studies in the Philippines, that the altruism of women
affects recovery and disaster resilience, helps overcome disaster vulnerabilities, and strengthens the
ability to respond to reconstruction after disaster. Russell & Mentzel (1990) also showed, in a case
study of Canadian students, that women display more altruistic behavior than males in providing
relief funds and donations after disasters. Thus, there are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altruism
behavior related to disasters.
Dynes & Quarantelli (1980) demonstrated stro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within the community
during the disaster, which reduced conflicts in the affected areas. In the event of damage due to
a disaster, it appears generally that individualistic tendencies decrease, community-centered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crease, and conflict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re weakened.

2. Altruism Factor
2.1. Sharing
Sharing, in the discussion about altruism, is used as a measure of mutual altruism. It means a
two-way interaction, connected strongly to the meaning of exchange. In general, it is considered
more as a currency (economic) concept than value (Gurven, 2004: 366). Sharing in altruism, according
to Palmer (1991) and Dreman & Greenbaum (1973), is considered part of an economic exchange
that maintains a complex social network rather than the reciprocal altruism of general giving.
Sharing in disaster situations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by policy makers to reduce the impact
of disasters in economic terms or as a diplomatic means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to overcome the vulnerability to disasters (Ozanne, 2019; Stavrianaki & Kelman, 2019; Othman &
Beydou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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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forting
Comforting in altruism is considered as a part of prosocial behavior and comprises a broad range
of behaviors with the purpose of giving positive benefits to others. Prosocial behaviors such as
comforting are derived from social learning, attribution, respect, morality, and empathy (Batson &
Powell, 2003: 463; Zahn-Waxler, et. al., 1985: 21; Robinson III & Curry, 2005: 68). In disaster situations,
comforting is most common in the recovery phase, wherein it helps to promote disaster resilience
(Phillips, 2015; Quarantelli & Dynes, 1977; Bhandari, et. al., 2011).

2.3. Caring
Caring in altruism is a basis of protection and aid for victims in shock (Staub & Vollhardt, 2008).
It adds value to behaviors of paying attention to the needs of others through the sacrifice of oneself
(Smith, 1995; Gormley, 1996). Most studies on caring in disasters have focused on vulnerable populations
to disasters (Holloway, et. al., 2016). The main goal of this concept is to care for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elderly and children, in disasters.

2.4. Rescuing
Rescuing in altruism is opposed to rational action theory. The meaning of this concept is that
personal behavior is due to conscious calculation of self-interest and also aims at the opposite
direction (Monroe, et. al., 1990; Nowbahari & Hollis, 2010). According to Fagin-Jones & Midlarsky
(2007), such rescuing is also related to encouragement, and those who show this behavior record
high scores in variables such as social responsibility, altruistic moralism, empathy, and risk-tak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variables of bystanders. Rescuing in disasters was presented as a means
of training and systems to improve the response ability to crises (Nguyen, et. al., 2018; Gonzales,
2020). Wen, et. al. (2018) regarded rescuing as a technology to identify danger and protect humanity.

2.5. Devoting
Devoting in altruism i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apital. Ashraf & Bandiera (2017) argued
that such devoting is formed and manifested in external crises, such as financial crises. It may also
be explained using economic redistribution theory. Devoting in the economic domain, according to
Kennett (1980), is manifested by complex external forces, achievement of material benefits, and
long-term external influences, and is explained as a behavior that maximizes the welfare of the
individual. This may be regarded as the achievement of the goal of natural redistribution by civilian
activities and not by the force of the state.
Devoting in disaster situations, according to Penta, et. al. (2019), Wasilah & Tambunan (2019), and
Okada, et. al. (2017), is an approach to solve social problems. In such situations, it involves a wide
range of the population and is considered one of the behavior types to achieve an ideal society.

2.6. Helping
Kahana, et. al. (2013), Dovidio (1984), and Small and Loewenstein (2003) showed that helping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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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itive effect on social well-being such as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and curing depression;
curing in disasters is found to occur in the recovery phase (Wilson, 2016). Hansen (2019) and
Andrighetto, et. al. (2016) showed that helping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the community path
to improvement of resilience after a disaster.

2.7. Transferring
Transferring in altruism, according to Stark (1985), Michel and Pestieau (2005), and Fehr and
Fischbacher (2003), is considered as devised to draw the role of mutual altruism in the context of
experience. Kapucu (2007) regards transferring in disasters as a nonprofit response and also related
to change in the organization, because the transfer of existing organizational roles and even disaster
planning to other organizations in the face of larger and more frequent disasters implies that most
of the previous predictions and guidelines are not valid.

2.8. Cooperating
Hattori, et. al. (2005) argued that the motive of cooperating as part of altruism is to confirm the
usefulness of reward. Cooperating in disaster is a means to manage disasters effectively (Floch, et.

al., 2012). Kim, et. al. (2012) showed that cooperating in disasters is important to overcome current
disasters in temporal terms and to respond to disasters efficiently.

Ⅲ. Sample and Measure
The research periods were from Dec. 1, 2019, to Mar. 28, 2020, for COVID-19, from May 15 to
Dec. 23, 2015, for MERS, and from May 1 to Dec. 31, 2009, for Swine Flu. A total of 44,411 media
articles were analyzed with an extensive search of words related to the diseases, including the following:
“sharing,” “comforting,” “rescuing,” “devoting,” “helping,” “caring,” “transferring,” and “cooperating.”

Ⅳ. Analysis & Findings
1. Sharing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sharing that were
searched for MERS and <Table 1> and <Figure S1>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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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RS’s sha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Immunity

465

13

Health authority

173

2

Medical staff

375

14

Citizens

152

3

Health center

261

15

The dead

143

4

Regional economy

254

16

People

135

5

Activation

245

17

People of the nation

130

6

Confirmed case

240

18

Local community

106

7

Isolated person

219

19

Residents

88

8

Traditional market

214

20

Regional economy activation

73

9

Employees

202

21

President Park Geun-hye

65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0

22

Sunchang-gun

62

11

Small business

188

23

Blood donation event

46

12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178

24

Blood supply

34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sharing that were
searched for Swine Flu and <Table 2> and <Figure S1>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2. Swine Flu’s sha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Voluntary service

194

18

Blood supply

31

2

Volunteer work

194

19

Anxiety

27

3

Welfare facility

168

20

Patients

23

4

Low income

104

21

Police officer

19

5

People

103

22

Children

19

6

Underprivileged

81

23

Cheongyang Police Station

18

7

Neighbors

77

24

Blood drive

17

8

Citizens

62

25

Blood volume

16

9

Senior citizens

58

26

Spectators

16

10

Group blood donation

49

27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13

11

Economic recession

48

28

Vaccination

12

12

Blood donor

47

29

Blood donation amount

10

13

Event hall

46

30

Livestock facility

7

14

Health center

46

31

Government officials’ discipline

7

15

Blood donation event

45

32

Resolve inconvenience

5

16

Blood shortage

42

33

Establish preventive measure

5

17

Medical institution

37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sharing that were searched
for COVID-19 and Table 3 and Figure S1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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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VID-19’s sha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Community

23

10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2

2

Vulnerable social group

11

11

Safety net

2

3

SNS

11

12

Crisis situation

2

4

Chungju-si

10

13

All levels of society

2

5

Citizens

8

14

Consumer psychology

2

6

Neighbors

4

15

Chungju-si 4-H headquarters

1

7

Elders

4

16

Gajaeul Music School

1

8

Infection

3

17

Rapid speed

1

9

Employees

3

18

Min Gap Ki

1

The high frequency was found in the sharing-associated words related to the economic exchange
relationship. Words such as Regional Economy, Small Busines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Regional Economy Activation, Economic Recession,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and
Consumer psychology, in particular, reflected the concept of currency (economic) sharing. Words
such as low income, underprivileged, vulnerable social group, all levels of society, citizens, neighbors,
and elders were considered as a means to maintain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 (Gurven, 2004:
366). Words related to consumer psychology represented the limitation in terms of the economy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2. Comforting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omforting that were
searched for MERS, and Table 4 and Figure S1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4. MERS’s comforting word cloud1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Medical staff

1564

2

Health center

518

14

Public officer

185

15

Medical personnel

182

3

Gyeonggi-do

441

16

Self-quarantine

171

4
5

Nurse

348

17

Confirmed case

169

Employees

297

18

Regional economy

158

6

Busan

290

19

National Medical Center

157

7

President Park Geun-hye

272

20

Isolation ward

142

8

Persons concerned

239

21

Isolation ward

139

9

Isolated person

236

22

People of the nation

125

10

Merchants

231

23

Residents

120

11

Citizens

225

24

Difficulties

98

12

Prevention of spread

216

25

Prime Minister Hwang kyo-ahn

58

13

Cheongwadae (The Blue House)

186

26

Representative Kim MuSeong of Saenuri Party

26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omforting that were
searched for Swine Flu, and <Table 5> and <Figure S1>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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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wine Flu’s comfort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Test-takers

743

2

Test site

344

16

Base hospital

78

17

President Lee Myung-bak

74

3

Ulsan

280

18

Medical staff

68

4
5

Education Office

207

19

Prevention of spread

68

Examination hall

201

20

Residents of a province

62

6

School parent

145

21

Separation laboratory

62

7

Scholastic ability test

145

22

People of a nation

59

8

Health center

142

23

Voluntary service

55

9

Persons concerned

123

24

Anxiety

53

10

Employees

118

25

High score

52

11

People

105

26

School

33

12

Education superintendent

98

27

Response system

33

13

Pep rallies

92

28

Ulsan Education Office

15

14

Volunteer

81

29

Jecheon Senior Welfare Center

10

15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81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omforting that were
searched for COVID-19, and Table 6 and Figure S1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6. COVID-19’s comfort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Wuhan

69

2

China

57

18

Self-quarantine

13

19

overseas Koreans

13

3

Medical staff

49

20

Electronics spoke

13

4
5

Virus infection

49

21

Residents

13

Daegu

48

22

Working out of home

11

6

Health care

43

23

Xi Jinping

11

7

Employees

42

24

Affiliates

10

8

Samsung

39

25

Traditional market

10

9

Prevention of spread

27

26

Origin

10

10

Executives and staffs

25

27

Workers

9

11

President Moon Jae-in

22

28

Confirmed

9

12

Citizens

21

29

Difficulties

8

13

Merchants

20

30

Meeting

7

14

Confirmed case

18

31

Hospital director

6

15

Screening center

17

32

Members of assembly

4

16

Persons concerned

16

33

Struggle

3

17

Gyeongbuk

13

34

習近平 (struggle)

2

The highest frequency was found for the following words: the blue house, medical personnel,
difficulties, test-takers, pep rallies, volunteer, China, Wuhan, medical staff, virus infection, and Daegu.
Words related to comforting as part of prosocial behavior in altruism were local word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origins and infected areas of MERS, Swine Flu, and COVID-19. Presiden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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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hye, President Moon Jae-in, citizens, merchants, confirmed case, and persons concerned as
words related to comforting seem to be part of comprehensive behaviors to improve national
leadership and disaster resilience.

3. Caring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aring that were searched
for MERS, and <Table 7> and <Figure S1>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7. MERS’s ca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Education Office

430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92

2

Kindergarten

380

15

Disabled person

87

3

School parent

280

16

The dead

79

4

Isolated person

256

17

Confirmed patient

74

5

Dual income

187

18

Medical staff

70

6

Infectious disease

186

19

Gyeonggi-do Education Office

67

7

Education superintendent

170

20

Hwaseong

61

8

Pyeongtaek

155

21

Yongin

55

9

Ministry of Education

139

22

Health authority

54

10

Medical institution

132

23

Emergency Management Stabilization Fund

43

11

School personnel

119

24

Anseong

38

12

Daycare Center

112

25

Osan

37

13

Anxiety

93

26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33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aring that were searched
for Swine Flu, and <Table 8> and <Figure S1>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8. Swine flu’s ca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Contagious disease

40

13

School

5

2

Chairperson

19

14

Compilation of government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4

3

Budget for next year

13

15

Improvement of problem

4

4

Gyeonggi-do

13

16

Provision of finances

4

5

Gyeongnam Education Office

12

17

Kindergartens

4

6

Health center

9

18

Additional support

4

7

Reduction of burden

8

19

Treatment base hospital

3

8

Local unit

8

20

Detailed guidelines

3

9

11 billion for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antiviral agent

7

21

GSK

3

10

Centered on school principal

7

22

Response system reinforcement measure

2

11

Advancement of management for each phase

5

23

Large center hospital

1

12

Within the limit

5

24

Gyeonggi Provincial Medical Cen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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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aring that were searched
for COVID-19, and <Table 9> and <Figure S2>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9. COVID-19 ca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Daycare Center

180

2

Kindergarten

94

16

Minimize

26

17

Duty system

26

3

Disabled person

77

18

Confirmed case

17

4
5

Dual income

67

19

High school

12

School parent

53

20

Anxiety

11

6

Confirmed case

52

21

Citizens

11

7

Worker

49

2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0

8

Vulnerable social group

44

23

School personnel

10

9

Working out of home

39

24

Guardian

10

10

Children

39

25

Pregnant woman

7

11

Community

39

26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6

12

Postponement of beginning of school

36

27

High risk group

5

13

Prevention of spread

29

28

Working couple

4

14

Local Children's Center

29

29

Advance preparation

2

15

Extended over long-term

27

The caring-associated words were health center, daycare center, kindergarten, disabled person,
dual income, and school parent. These words were analyzed mainly for vulnerable populations to
disaster and were consistent with the altruistic perspective of caring for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elderly and children, to disasters (Witting, et. al., 2019; Raybould, et. al., 2018).

4. Rescuing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rescuing that were
searched for MERS, and <Table 10> and <Figure S2>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0. MERS’s rescu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1

Rescue team

11

2

Member

10

3

Facebook

4

4

Outsider

3

5

Commander

3

6

Corpsman

2

7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1

8

Statement

1

9

Controllable

1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rescuing tha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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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ed for Swine Flu, and <Table 11> and <Figure S2>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1. Swine Flu’s rescu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China

267

14

Pandemic

74

2

Busan

165

15

Children

72

3

Tamiflu

143

16

Paramedics

51

4

The dead

129

17

President Lee Myung-bak

44

5

Green Cross Corporation

127

18

World Health Organization

38

6

Infected person

120

19

Profitability

33

7

Contagious disease

108

20

Creditor

31

8

Business profit

106

21

Spreading crisis

18

9

Our country

106

22

Distinctiveness

18

10

Mexico

91

23

Importance

18

11

Antiviral agent

90

24

Divided country

16

12

Experts

89

25

Reform measure

16

13

Medicine

87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rescuing that were
searched for COVID-19, and <Table 12> and <Figure S2>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2. COVID-19’s rescu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Cruise ship

202

15

The dead

37

2

Chartered plane

184

16

Canada

31

3

Shincheonji

171

17

Each nation

28

4

Confirmed case

166

18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2

5

Wuhan

164

19

Presidential plane

17

6

Infected person

80

20

Epidemic outbreak

14

7

People

70

21

Citizens

13

8

Hong Kong

65

22

Jangmadang

11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65

23

Transfer plan

10

10

Daegu

59

24

Mass infection

10

11

Passengers

59

25

Diamond Princess Cruise

5

12

Taiwan

45

26

COVID

3

13

Italy

45

27

Ministry of Unification

3

14

Diamond Princess Cruise

38

The words related to rescuing were rescue team, member, commander, controllable, paramedics,
cruise ship, chartered plane, shincheonji, confirmed case, and Wuhan. The rescuing manpower for
the response and practice of crisis management, the role of the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transfer of overseas Koreans using charter flights in the case
of COVID-19 are considered as behaviors realizing social responsibility, altruistic moralism, empathy,
and risk-taking rather than those shaped by conscious seeking for personal self-interest (Mon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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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0; Nowbahari & Hollis, 2010).

5. Devoting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devoting that were
searched for MERS, and <Table 13> and <Figure S2>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3. MERS’s devot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SK

871

13

Hyundai Motors

152

2

Executives and staffs

735

14

People

151

3

Traditional market

712

15

Merchants

147

4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503

16

Vulnerable social group

123

5

Employees

445

17

Blood donor card

116

6

Traditional market gift certificate

252

18

Residents

112

7

SK Group

252

19

Regional economy activation

91

8

Nuri Gift Certificate

224

20

Economic recession

90

9

Voluntary service

223

21

Neighbors

82

10

Companies

215

22

Blood supply

78

11

Regional economy

193

23

Saudi crown prince

63

12

Medical staff

153

24

Social welfare facility

57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devoting that were
searched for Swine Flu, and <Table 14> and <Figure S2>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4. Swine Flu’s devot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Welfare facility

150

14

Pharmaceutical company

27

2

Volunteer work

103

15

Green Cross Corporation

24

3

Gwangju

86

16

Developing country

23

4

Employees

79

17

Economic recession

22

5

People

60

18

Blood donor

22

6

Donation

59

19

Spectator

20

7

Executives ad staffs

56

20

GSK

18

8

Economic recession

45

21

H1N

14

9

Neighbors

39

22

Entrance

13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38

23

GlaxoSmithKline

12

11

Blood donor card

33

24

Total profits

10

12

Needy neighbors

31

25

Social welfare organization

9

13

Blood donation event

29

26

Local nursing facility

4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devoting that were
searched for COVID-19, and <Table 15> and <Figure S2>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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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VID-19’s devot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Daegu

164

12

Confirmed case

19

2

Community Chest of Korea

49

13

Hope Bridge

17

3

Virus infection

48

14

Gwangju-si

17

4

Medical staff

48

15

Neighbors

16

5

Prevention of spread

46

16

People

10

6

Gyeongbuk

45

17

Good Neighbors

9

7

Relief Association

28

18

Damage relief

9

8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27

19

Damage support

7

9

Vulnerable social group

23

20

Community Service Center

6

10

Citizens

21

21

Overcome damage

5

11

Community

21

22

Overcome crisis

4

The words related to devoting were SK group, donation, blood donor card, Daegu, community chest
of Korea, virus infection, medical staff, prevention of spread, Gyeongbuk, and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Words such as community chest of Korea,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and Good
Neighbors were related to capital. These words may explain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be
regarded as the achievement of the goal of natural redistribution by civilian activities and not by
the force of the state.

6. Helping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helping that were
searched for MERS, and <Table 16> and <Figure S2>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6. MERS’s help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Traditional market

840

16

Daegu

187

2

Agricultural products

653

17

Traditional market gift certificate

172

3

Activation

648

18

Local government

164

4

Samsung

630

19

Merchants

162

5

Regional Economy

462

20

Regional economy activation

157

6

Small business

383

21

Citizens

132

7

Voluntary service

377

22

Farmers

125

8

Medical staff

270

23

Cooperators

114

9

Public officer

258

24

Beads of sweat

109

10

Isolated person

241

25

Director of the headquarters

104

11

Blueberry

228

26

LG Display

104

12

Workers of farming village

201

27

Labor shortage

80

13

Residents

201

28

Samsung Group

78

14

Confirmed case

193

29

Double torture

61

15

Sunchang-gun

191

30

Wilter spending psychology

19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helping tha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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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ed for Swine Flu, and <Table 17> and <Figure S3>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7. Swine Flu’s help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Immunity

910

12

Children

143

2

Tamiflu

351

13

Patients

140

3

The dead

331

14

Citizens

123

4

Cleansing agent

304

15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15

5

People

299

16

Experts

106

6

Health center

293

17

Health authority

99

7

Vaccination

285

18

People of the nation

95

8

Examinee

273

19

Seasonal flu vaccine

90

9

Anxiety

181

20

Fear

61

10

Health food

169

21

Influenza A

53

11

Pandemic

151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helping that were
searched for COVID-19, and <Table 18> and <Figure S3>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8. COVID-19’s help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Daegu

102

16

Critically ill patient

9

2

China

81

17

Neighbors

9

3

Infection

51

18

People of the nation

9

4

Confirmed case

45

19

President Donald Trump

9

5

Virus infection

40

20

Chinese government

7

6

Gyeongbuk

31

21

Damage relief

6

7

Citizens

28

22

Oxygen mask

5

8

Medical staff

26

23

Hyundai Motors Group

5

9

Medicine

22

24

Donation of 1 billion

3

10

Prevention of spread

20

25

Health control

3

11

The dead

20

26

Lie

3

12

Immunity

20

27

Paid leave

2

13

Contagious disease

11

28

Livelihood support fund

1

14

Experts

11

29

Report

1

The words related to helping were traditional market, activation, Samsung, regional economy,
voluntary service, medical staff, regional economy activation cooperators, beads of sweat, immunity,
health food, children, neighbors, damage relief, and livelihood support found. Associated words such
as damage relief and livelihood support found may be considered as means to improve disaster
resiliency related to alternatives to overcome economic crisis due to infection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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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ansferring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transferring that were
searched for MERS, and <Table 19> and <Figure S3>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19. MERS’s transfer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Job

1035

11

Political circles

176

2

Labor reforms

680

12

Compromise

165

3

Saenuri Party

622

13

Normalization

143

4

Cheongwadae (The Blue House)

438

14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134

5

Young people

431

15

Vested rights

111

6

President Park Geun-hye

414

16

Korea Tripartite Commission

82

7

People of the nation

395

17

Intelligence Committee

47

8

Salary peak system

355

18

Malignant contagious disease

21

9

Large company

229

19

Expression of regret

19

10

Our country

183

20

Nation's economy

19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transferring that were
searched for Swine Flu, and <Table 20> and <Figure S3>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20. Swine Flu’s transfer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Citizens

29

18

Daegu

8

2

Tamiflu

24

19

Side effects

8

3

President Lee Myung-bak

21

20

Athletes

8

4

Vaccination

21

21

Issue of paid leave of absence

5

5

Anxiety

16

22

Industrial setting

5

6

Medicine

15

23

Hyundai Motors labor and management in the center

5

7

Our country

15

24

Spread of new influenza

4

8

People of the nation

13

25

Business

4

9

Future human resources

13

26

Issu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3

10

Vaccination

13

27

Immunity

3

11

Hyundai Motors labor and management

12

28

Retroactive application

3

12

Special paid leave

10

29

Adults

2

13

The dead

10

30

Long line

2

14

Outbreak of confirmed case

10

31

Spreading crisis

2

15

Seasonal flu vaccine

9

32

State of national disaster

2

1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9

33

Right to health

2

17

Children

8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transferring that were
searched for COVID-19, and <Table 21> and <Figure S3>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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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VID-19’s transferr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Daegu

79

2

China

64

17

Mask crisis

12

18

Jecheon Baseball Softball Association

12

3

Confirmed case

63

19

Facebook

12

4
5

People

47

20

The Elderly and the infirm

11

Democratic Party

45

21

Hash tag

9

6

Chairperson

34

22

Kim Han Pyo

9

7

Medical staff

31

23

President Moon Jae-in

8

8

Infection

29

24

Extended over long-term

7

9

SNS

26

25

Instagram

5

10

Citizens

26

26

Special committee

5

11

Vulnerable social group

25

27

Mask short supply

4

12

Future United Party

21

28

Local people

4

13

Mask 5 day rotation

21

29

Jungangtap-myeon residents

3

14

Democratic Party of Korea

15

30

Chungju citizens

3

15

Worker

14

31

Labor world

3

16

Prime Minister Chung Sye-kyun

12

The words related to transferring were job, labor reforms, Saenuri Party, Cheongwadae (The Blue
House), young people, citizens, Tamiflu, President Lee Myung-bak, vaccination, anxiety, Daegu, China,
confirmed case, people, and chairperson. Words such as citizens, local people, vulnerable social
group, the elderly and the infirm, and labor world represent the role of mutual altruism in protecting
population vulnerable to disaster, and those such as Democratic Party, United Future Party, and Prime
Minister represent the role of government and political organizations in disaster management.

8. Cooperating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ooperating that were
searched for MERS, and <Table 22> and <Figure S3>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22. MERS’s cooperat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Health center

579

13

People of the nation

181

2

Medical institution

490

14

Chungbuk

181

3

Counter Operations Headquarters

435

15

Anxiety

167

4

Local government

427

16

Regional economy

160

5

Gyeonggi-do

374

17

Saenuri Party

159

6

Isolated person

347

18

Cheongwadae (The Blue House)

152

7

Prevention of spread

307

19

Confirmed case

149

8

Medical staff

295

20

Related organization

143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70

21

President Park Geun-hye

140

10

Health authority

267

22

Patients

132

11

Confirmed patient

258

23

Local autonomous entity

105

12

Citizens

244

24

Quarantine authority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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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ooperating that were
searched for Swine Flu, and <Table 23> and <Figure S3>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23. Swine Flu’s cooperat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Health center

723

12

Ministry of Health

188

2

Education Office

676

13

Head of the headquarters

178

3

Counter Operations Headquarters

592

14

People of the nation

170

4

Base hospital

420

15

Minimize

119

5

Infected person

338

16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15

6

Medical Institution

327

17

President Lee Myung-bak

101

7

The dead

294

18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94

8

Antiviral agent

280

19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86

9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27

20

Citizens

85

10

Health authority

209

21

Fear

70

11

Local government

206

22

Local autonomous entity

65

The following word cloud show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related to cooperating that were
searched for COVID-19, and <Table 24> and <Figure S3> shows the results of the search.
Table 24. COVID-19’s cooperating word cloud
Rank

Noun

Count

Rank

Noun

Count

1

Shincheonji

289

2

President

93

16

Church members

15

17

Local government

3

Confirmed case

13

86

18

Quarantine authority

12

4
5

Daegu

80

19

Okcheon-gun

12

Believer

68

20

Confirmed

11

6
7

Lee Man-hee

58

21

United Future Party

11

President Lee Man-hee

33

22

Shincheonji Church of Jesus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11

8

Virus infection

32

23

President Donald Trump

11

9

Prevention of spread

32

24

Kim Jung-eun

11

10

Daegu Church

27

25

Democratic Party of Korea

9

11

Chairperson

26

26

Representative Hwang Kyo-Ahn of United Future Party

3

12

Health authority

24

27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3

13

Citizens

21

28

Lie

3

1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

29

Misdemeanor

3

15

President Moon Jae-in

16

The words related to cooperating were health center, medical institution, counter operations
headquarters, local government, Gyeonggi-do, health center, education office, President, confirmed
case, and believer. Cooperating in disasters is a means to manage disasters efficiently (Floch,
2012)(<Figure S3>).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the cooperation and consensus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related organiza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very
importan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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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Summary and Implication
Altruism is considered at state, societal, and individual levels. Altruism at the state level is
determined under calm judgment about gain and lose. The human welfare is at the front side and
the politics are at the back side of a coin. These arrangements are proper in some ways.
The purest altruism is that at the individual level. It is a help for others while feeling that others
are not others but actually oneself. It satisfies other people's wants, regardless of temporal, physical,
or financial loss due to itself (Kyunghyang Newspaper, Jan. 26, 2010).
Altruism in the event of a disaster may be considered as a mature way of life that encompasses
the purest meaning of human welfare and personality. The most important lesson from “altruism”
in disasters is that people as democratic citizens should always monitor and interfere with the
government and take joint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rather than leaving the
responsibility of security only to the government.
Many previous studies addressed the nature of humans themselves, ignoring the linkage of such
nature to disaster. It is necessary for overcoming disaster to understand thoroughly the nature of
humans and the cooperation of civil community. This study, accordingly, sought to find the linkage
between altruism as a human nature and disaster. The results indicate several characteristics of
altruistic behaviors.
First come disadvantaged populations. The altruism-associated words analyzed, such as “sharing,”
“comforting,” “rescuing,” “devoting,” “helping,” “caring,” “transferring,” and “cooperating,” were centered
on helping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children rather than the general public. Second is economic
support in the private sector. The associated words related to “devoting” and “helping” were about
redistribution of wealth in disaster through the private sector such as Community Chest of Korea
and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rather than those related to aid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ird is systemized altruistic behavior. The associated words related to “transferring,” “comforting,”
and “cooperating” represented systemized altruistic behaviors realized by disaster management systems
such as a five-day rotation for masks, special committee, fund for supporting living, paid holiday,
and self-quarantine.
The state exercises the right of emergency control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in the process,
individual rights are suppressed to the determination of government. As expected, the state reassures
citizens that it addresses all the problems stably. However, covering up the truth and facts may
worsen the situation and affect the safety of the people.
Such administrative measures from the state ignore individual freedom and right. The public power
is sometimes exercised against vulnerable people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 majority and the
upper class. This is clearly a violence by the state. A state with a system that guarantees basic human
rights and has a transparently built system, however, protects people's property and life with a
balanced view in disaster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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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impact of Covid-19 accelerated untact and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society. Meanwhile,
on July 14,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investment and job creation
by sector as a national project for economic recovery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by 2025 as
three axes: Digital New Deal, Green New Deal, and Strengthening Safety Net. However, civic groups
are raising voices of criticism for the government's increasing interest in the use of “data” and
overlooking the unfairly expand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data.
After all,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oriented society of digital transformation, rational use of
various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value, that is, a necessary time as the crude
oil of digital society development. At this point, the legal maintenan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have been achieved to a certain level in advance so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EU should have been mutually
recognized, and furthermore, rational digital use should have been made. It is unfortunate that it
stays at the level guaranteed by punishment regulations. In the end, based on reasonab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is tru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ramework that allows rational use
of domestic as well as overseas data within the legal framework. This presentation presents a variety
of discussions for this.
In the end, based on reasonab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is tru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ramework that allows rational use of domestic as well as overseas data within the legal
framework.
Eventually, it based on the reasonable privacy and trust these domestic as well as you will have
to create a framework that can be used reasonably within the legal frame to the data in the world.

Ⅱ. Digital New Deal and Digital Transformation
1. Korea's Digital New Deal
1.1. Digital New Deal Announcement
As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accelerates on the occasion of COVID 19, we are trying
to foster promising industries that do not face digital countries. The top 10 tasks are: ▷A project
with great ripple effect, such as enhancing economic vitality ▷A project that has a great effect of
promo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 project to
create sustainable large-scale jobs as well as short-term jobs ▷People can visually experience the
change Projects ▷ 10 major tasks that meet the selection criteria and present a future vision, such
as projects with the impact and expandability of private investment, such as revitalizing new
industrial businesses, were carefully selected. These included ‘Data Dam’,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ment’, and ‘Smart Medical Infrastructure’. Other Green New Deal and safety net reinforcement
included ‘Green Remodeling’, ‘Green Energy’, ‘Eco-friendly Future Mobility’, ‘Green Smart School’,
‘Digital Twin’, ‘SOC Digitization’, and ‘Smart Green Industrial Complex’(Park, 2020).
A total of 4739 related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Data Da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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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government’s “Digital New Deal,” centering on private companies,
and 2103 institutions were finally confirmed as the first targets of support under the largest support
ever. These are projects designed to simultaneously promote investment for the future and innovation
in each field, as well as to create seats and boost the economy.
The Digital New Deal consists of 12 initiatives in four areas: strengthening the D.N.A (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digital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stering nonface-to-face industries, and digitizing social overhead capital (SOC). As a representative task in the
data field, the “data dam” project to vitalize the data economy was illustrated. The “data dam” is a
policy that utilizes data as if it created jobs and built social overhead capital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Hoover Dam” through the New Deal policy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the past.
In addition, it plans to build a CCTV integrated platform for local governments that integrates and
connects CCTV, while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a smart city national model city in Sejong and
Busan using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twins(Koo, 2020).

1.2. My problem with the digital new deal
Some criticize that it is a wrong policy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under
the pretext of being a leading preparation for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after COVID
19(Newspaper for consumers, 2020).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 unique identification numbers,
such a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can be punished by using the online social security number
(CI). It is criticized for the absence of a new cybersecurity governance system,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even in the ‘K-Cyber Defense System’ and the cybersecurity system in whic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in charge of the control tower.

2. Direction of Digital New Deal
Digital transformation goes by many names. The term we are most familiar with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used to express change and growth through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revolution of the past
occurred a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steam engines, electricity, computers, and the Internet
were adopted on a large scale and spread throughout the ecosystem. Cloud computing, big data,
IoT and AI are coming together to drive network effects and are approaching a similar turning point
that drives exponential change(Siebel, 2019).
Digital transformation is everywhere today. Google's “digital transformation” has done a lot, and
the list of “Top 10 Digital Innovation Trends” is plentiful. In 2017 alone, more than 20 digital transformation
conferences were held, countless digital transformation roundtables, forums and expos were held,
and everyone including the C-suite, governments, policy agencies and academia was talking about
digital transformation(Siebel, 2019). Are talking. Even before COVID 19, digital transformation was
taking plac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digital transformation, the current stat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is described in terms of
VUCA and 4V. VUCA stands for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 It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developed countries in which we find ourselves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systematically.
The state of VUCA is continually accelerating and has arisen primarily due to the increasing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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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sumer digital technologies.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depends critically on an organization's
ability to extract value from big data. The management requirements of big data are complex, but
the availability of next-generation technologies provides organizations with the tools they need to
solve their problems(Siebel, 2019).
Digital transformation must adopt a long-term perspective. Not just measur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next quarter, you have to think about the broader and bigger picture of the
future and how the company will fit into it(Siebel, 2019). Your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should
focus on creating and capturing economic value. A proven approach is to map the entire value of
the industry and then identify the steps in this value chain that have been digitized or expected
to be digitized(Siebel, 2019). On the other hand, in digital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s in other areas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policies according to changes
in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economy. Considering the time when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caused by COVID 19 is taking place, the government will enhance the ability to use'productive'
information of the whole people and take customized countermeasures for digital innovation in each
field in order to utilize the post-corona era change prospects and crises as opportunities. Should
be prepared.

Ⅲ. Criticism and Challenges of the Digital New Deal
1. Criticism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riticism of civic groups said, “The government still sees it as “data”, but an important part of
that data is our “personal information”. It is serious not to distinguish between ‘data that is not
personal information’, data that can have more value by being shared and utilized, and ‘data that
is personal information’, and thus data that needs to be processed in a way that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It's a problem. Complaints from companies poured out about this,
and eventually, on July 14th, an enforcement decree (draft) that accepted the demands of companies
was announced again. It is not enough to combine customer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by companies. However, the first enforcement decree made it a principle to access the combined
personal information in a safety facility of a combined specialized institution(PSPD, 2020), whereas
the digital new deal unlike the March 2020 legislation. The July legislative notice announced along
with the policy allowe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such as companies, to export pseudonym
information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an individual to some extent by adding other information)
and store it indefinitely.
Civic groups added, “Including the Digital New Deal, the Moon Jae-in government's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olicies do not show any policy considerations for information human rights.
In addition, it is interesting that a total of 390,000 “digital dam” jobs will be created over the next
five years, of which 75% are short-term “data labeling” jobs for 4 months. It is criticized as if the
government is preparing digital work for public employment for the construction of a “data dam,”
or recommending “ghost work” (ghost work), an AI machine assistant known as the 21st century
“sticking doll eyeballs”(Le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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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mitations of data utilization
It is said that it will build an integrated platform for CCTV linkages such as traffic and crime
prevention in smart cities, but the local government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which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is actually operated by the police, is being operated illegally without
a legal basis. Has been received. It is not clear who i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and who guarantees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how. If CCTV
becomes more intelligent, surveillance of the people will also increas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face recognition CCTV has already begun abroad, and some states have begun to
ban the use of face recognition CCTV by investigators.

3. Misuse of identification card and resident number
I am not against promoting intelligent government, but at the same time, I want a democratic and
human rights government.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not automatically
make the government smarter. Rather, if a smart government is not democratic, only the surveillance
of the people will be strengthened. In that respec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not only not
intending to radically reform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but also has to be concerned
about reinforcing online and offlin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by further revitalizing the online
social security number (CI) system(Oh, 2020).
It is said to activate mobile ID, but it is too simplistic considering that it is just converting existing
offline ID to mobile. Unlike offline ID cards, mobile ID cards pose a much greater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because every moment an individual uses the ID card is recorded and can be tracked
post- and real-time. This is why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is necessary before the introduction of
mobile ID cards. In particular, the 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and mobile ID card using these CIs
are policies that have been relaxed in the regulatory sandbox on the premise of a certain period.
The guarantee of rights needs to be guaranteed systematically.

4. Prevention and security
It is said that it will strengthen the ‘cyber security system’ to effectively respond to increasing cyber
threats by ‘building a K-cyber defense system’. However, in the current domestic cybersecurity
syste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actually in charge of the control tower. Since the
intelligence agency, whose confidentiality is the core, is in charge of cybersecurity, it is imperative
that cooperation with private stakeholders be made properly, and concerns about state surveillance
are raised. Since the Internet is already operated around the world's private networks, respect for
the openness and freedom of the Internet, and cooperation with private stakeholders are also
emphasized in cybersecurity. Korea's cybersecurity system is in line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It
is being deploy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yber security system can be strengthened by only
fostering promising security technologies and companies without solving such cyber security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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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urrent addr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Right to self-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ursuing adequacy evaluation with the EU since 2015, but it is
still in its position. Until now, some experts said that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has
a very strong regulatory system, and demanded weak enforcement in its practice and judgment.
Howeve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ether to protect or use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
confrontational topic and is not an option. It is also possible to transfer information so that the other
party can use it only if there is a sense of trust that it will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ppropriately.
The general moral right derived from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human dignity, value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by the privacy and freedom of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are to whom
and to what extent it is known and used is set as the right of the data subject to decide on its own(Son,
2012).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 matter that characterizes an individual's personal identity, such as a person's body, beliefs, social
status, and identity, and can be said to be all information that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the
individual's identity. I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information that belongs to the private or private
domain, bu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been formed in public life or has already been
disclos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o realiz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is a fundamental right that can be protected
by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industry as well as all citizens. Furthermor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fundamental principle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the basis for protecting the moral rights of
all of us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it is necessary to deeply recognize that the additional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 also a damage to both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as well as us(Son, 2012).

2.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Not all personal information is legally protected and cannot be used. This indicates “① privacy”,
“② personal information”, and “③ exte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nformation disclosed on
the public website for public figures will be said to b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without fear
of infringement on moral rights, and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August 17,
2016 2014 Da235080 is the same. Even if the entrance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opened,
prompt measures should be taken if the person expresses his intention to refuse to provid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fterwards. In reality, the notification and suspe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under Article 20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ust be substantially secured
(Son, 2019).
Therefore, whil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public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bout people can be used separately among personal information, and non-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within the scope agreed by the person. The
revision of the law made it possible to use anonymous information as well as pseudonym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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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uture.

3. Boundary of illegal use
Just as the Yanghak Information Service sold prescription information to a big data company called
IMS Health in the case of the Korea Pharmacy Information Service, it is important to have a clear
boundary on the scope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ople and the scope that cannot
be used, and the use of reasonable scope accordingly.
Just as the Yanghak Information Service sold prescription information to a big data company called
IMS Health in the case of the Korea Pharmacy Information Service, it is important to have a clear
boundary on the scope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ople and the scope that cannot
be used, and the use of reasonable scope accordingly. Such acts do not qualify for the recognition
of voluntary acts and may infringe on the human rights of others as voluntary acts. Digital
correctional schools are currently closed, and similar related sites should be closed or blocked
through the governm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lay a role in adverse effects that
infringe on the public interest through digital.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country's illegal provision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operation of sites that utilize information such as Jiran Branch, the
government's attempts to use crime information or crime prevention information for big data AI are
possible only within the scope and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ttempts outside the scope of the law. The government shouldn't.

Ⅴ. Transition of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1. Privacy design
A theoretical and sufficient consideration should be reflected on the regulatory method for laws
that are important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even in the revised law, it is difficult to find traces of contemplating constitutional and
rational design.
The concept of putting ‘privacy design’ in the design stage for privacy protection attracted attention.
The Seven Principles of Privacy Design was advocated in the 1990s by Dr. Ann Cavoukian of Canada.
This implies a strong operation on the principle of privacy, where individuals do not bear the burden
of protection efforts when using services or products, but automatically protects personal data, which
has influenced a key part of the EU's GDPR regulation. The related system is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Article 33 of the Act. etc.), and review of appropriate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when using new systems such as K-quarantine and my data business (there is no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system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is will contribute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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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2.1.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U GDPR, penalties are required by EU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4. In
the United States,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uses civil proceedings and civil fines
as sanctions. Japan also has criminal penalties for illegal provision of business-related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s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5, and only penalties for violating order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or for making false reports. In this way, foreign
legislation does not have broad penalties like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norma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should design
the whole to secure reasonable normativeness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the private sector is solved b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fines, and fines are recognized to secur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is punished accordingly(Son, 2020).

2.2. Various regulatory methods
As seen in studies such as Lawrence Lessig's Code and Sunsteen's Nudge, discussions about non-penalty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tweezer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have been rais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for a long time(Son, 2020). Due to the nature of legal discipline, it uses a compulsory
enforcement method, so depending on the domain, it may not be suitable as a response to the
changing technology in the rapid period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rules of ethics based
on the discipline of the soft law that guarantees the autonomy of the prisoners and allows flexible
lending and the self-regulation of related industrie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Seon, et. al., 2019).
When looking at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fines, and penalti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are profound concerns about regulatory models such as self-regulation,
joint 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models, which have long been a hot topic in the recent
constitution, administrative law, and IT related laws Among various regulatory methods such as
negative regulation rather than positive regulation and temporary measures such as “notice and take
down” (Article 50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 design that meet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for each behavioral behavior and uses reasonable and effective means to
a minimum is required.

Ⅵ. Conclusions
Due to the flaws of the pandemic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transformation (DX)
is accelerating in the form of non-face-to-face work, non-face-to-face education, non-face-to-face
care, and non-face-to-face care. With Corona 19, the digital and uncontact market has grown
rapidly, and the economy of real self-employed people has cooled rapidly. The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ected to introduce a variety of digital methods in place of smart farms in the primary industry,
smart factories in the secondary industry, and human labor in the tertiary industry. I agre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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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the digital new deal at this time. However, in order to realistically realize the success
of the digital New Deal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e provision of basic human rights and public
offerings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djustment of rational interests, the
Korean Reform Act should be reviewed in an effort to achieve a higher technical level. It should
be continued. Now, for the rational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 will
redesign the entire 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ork should be undertaken
to decriminalize punishment rul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t is difficult
to use data appropriate for social welfar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cluding many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without a
system(Son, 2020).
Furthermore, for the rational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review the
rational design of personal information before proceeding with the Digital New Deal. Furthermore,
the rationalization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rational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non-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viewed. Self-regulation, joint regulation, interim
measures by the industry, governm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sanctions, damage compensation regulations, and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regulations are
reasonably applied to each mode of conduct, so that the use of data within the framework of a
reasonable law You will have to keep opening up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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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CPTED plan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in Ciputat region based on Indonesi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e conducted joint research with Indonesia to share the outcome
of the Daejeon City Safety Brand (Lighthouse Returned to The City) project. Find 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Tangerang Selatan, Indonesia proposes a unit project based on the CPTED principle, and suggest
environmental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satisfy citizens. The target area in Ciputat has the highest population
density among the three candidate sites in Tangerang Selatan, has cultural facilities that are lower than that of
th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crimes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past three years. Thus, ‘Reading Park
under Ciputat Flyover’ in Ciputat, which is an underdeveloped environment but has potential, was selected as
the target site. We proposed a unit plan for each CPTED principle in order to enhance the vitality of local communities
and play the role of a cultural hub by creating a safe environment based on CPTED. The task in the future i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plans through site vi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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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s the number of crimes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limited police forces are showing limitations
in solving crime problems.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introducing
CPTED into the loc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s a way to prevent crime and reduce the
anxiety of crimes among residents. Daejeon Metropolitan City started the ‘Lighthouse Returning to
the City’ project in Daehwa-dong in 2016 as a CPTED project. It is being promoted as a symbolic
project in Daejeon. (Safety Brand Identity). In February 2019, the UN-Habitat Finance Director visited
Daejeon City to agree on a project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Tangerang Selatan, Indonesia,
which ha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with Daejeon, the CPTED ‘Lighthouse Returned
to the City’ was initiated to Daejeon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CPTED to ①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reation of a safe space in Tangerang Selatan, ② Propose a space
for culture, art, and communication for local residents.
This study reviewed the principles of applicable CPTED and sought implications through the results
of ‘Lighthouse Return to the City’ as a CPTED model in Daejeon City.It investigated through Indonesia's
PM (Project Manager) about data because local inspection in Indonesia was not possible due to
COVID-19. We have coordinated our opinions through online information provision with Indonesian
PM, and we would like to propose a space and plan for community improvement for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Ⅱ. Principles of CPTED and Case Study
1. Concepts and Principles of CPTED
CPTED is to find and improve environmental factors that are likely to cause crimes, focusing on
crime prevention among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community. It is an environmental design technique that seeks to prevent crimes by blocking criminals'
access in advance and reducing crime opportunities. The changed space through the CPTED project
makes it possible for local residents to feel a sense of stability in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induces
many opportunities to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This helps to control and prevent crime by
improving the area and promoting the use of the target area.
CPTED's principles are defined in a variety of ways by scholars but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Defensible Space” published by Oscar Newman in 1972. The principle of CPTED is defined in
various ways by scholars, but fundamentally, the current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are summarized based on the “Defensible Space” published by Oscar Newman in 1972. This
study explains the five principles of CPTED based on the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 notification
of the Korean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principle
of CPTED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basic strategies (natural monitoring, access control, reinforcement
of territoriality), and two additional principles (increased utilization, maintenance). The main contents
of the five principles are concepts including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ach is not
independent, but com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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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PTED Concept
Table 1. Five Principles of CPTED
5 Principles of CPTED

Basic
Principa

Content

1. Natural
Surveillance

The main content of natural surveillance is to arrange facilities and
buildings so that residents can gain visibility in everyday life by
analyzing criminal environment requirements (criminals, victims,
criminal environment) to protect victims who may be damaged.

2. Access
Control

Access control is a design concept for the purpose of inducing people
to a certain space hierarchical order of movement toward space, while
making it difficult for potential criminals to access through access
control by outsiders.
Access control includes organizational control, mechanical control, and
natural control.

3. Territoriality

Territoriality refers to a virtual area in which local residents can claim
their rights by using and occupying the space freely.

4. Activity
Support

Activity support is to encourage citizens to actively use it in public
places, thereby reducing the risk of crime through natural surveillance
by their eyes and making space users feel secure.

Sub
Principa
5. Maintenance and
Managem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refers to managing public places or
facilities so that they can be used as originally designed.

2. CPTED case in Daejeon : Lighthouse Returned to the City Project
The area named Daehwa-dong was slummed due to rapid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and the children's park, the site of the project, was neglected being lost of its function. It was necessary
to change the children's park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and to create a cultural community
for residents.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the first and second rounds, and in the first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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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a group of experts, a village operation organization of Daehwa-dong,
a village activity organization, and a civic group, participated in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The
second project completed the incomplete part of the first project putting the district's budget, and
variou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orked together to prepare various programs and to maintain
the space for the villagers. The design strategy includes story, improvement of residential space and
safe community space in order to implement suitable space for the local environment through public
design and CPTED.
The space composition consisted of four spaces, including a Lighthouse Daehwa, Sarangbang,
Mujeokdan, and Deungdaedam, and completed a space plan for all residents to communicate with
ease by applying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CPTED). Residents' participatory programs
encouraged continuous participation through environmental readjustment, discovery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program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village festival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illagers and related institutions.
Table 2. Space composition of Lighthouse Returned to the City

Space composition

A. Lighthouse Daehwa
 The Lighthouse ‘Lighthouse Daehwa’, which is a symbol of safety and return, implements a safe
and happy space by using the lighthouse concept, colors that give stability, and safe materials.
 Design a glass window to secure an open view in order to have natural surveillance.
B. Sarangbang

C. Mujeokdan

 The structure of the existing buildings provided psychological comfort, and created spaces for
communication of residents including the elderly.
 Convenience facilities were installed to prevent inconvenience to residents and eco-friendly
designs were carried out maintaining planted persimmon trees.

 This space is a space where outdoor concerts, talk concerts, etc. can be held and programs can
be operated. The purpose is to deliver happiness to the people providing cultural life and a moment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and learning are possible in this space, and the cultural space for residents is expanded.

D. Deungdaedam
 Stairs and walls connecting the park and the village are maintained, and gardens that are neglected
and poorly managed are turned into exercise spaces and recycled as spaces for residents' health.
 The CPTED is applied to expand exercise facilities that anyone can use safely 24 hours a day.

99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Ⅲ. Current status of the CPTED pilot area in Indonesia
1. City status of Tangerang Selatan, Indonesia
The population of Tangerang Selatan, Ban Ten state, Indonesia, has increased from about 1.5
million in 2015 to more than 1.79 million people in 2019.
It is growth based on tourism, trade, finance, and service industries, and a large number of young
people are coming to Jakarta's satellite city.
The area of Tangerang Selatan is 147.19㎢, which is about 1/3 of Daejeon.
It is divided into seven administrative districts, Setu, Serpong, Pamulang, Ciputat, Ciputat Timur,
and Pondok Aren, and is divided into 54 subdistricts.
Most residential areas are concentrated, so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demand-oriented city
rather than a production industry.
Table 3. General Status of Tangerang Selatan
City
Location
Area
Population
Race
Religion
Language

Tangerang Selatan
A city in the province of Banten, Indonesia.
147.19㎢ (56.83 sq mi)
Total

1,799,605

Density

12,000/㎢ (32,000/sq mi)

Ban Ten, Sundane, Beta Hui, Javanese, China, etc.
Muslim majority
Indonesia, Banten, Sun dane, Java, Beta Wii, Chinese, English

Characteristic

Colony of the Netherlands 1602~1956

Regional
Characteristic

 National Research Complex (PUSPIPTEK) Research city and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ity,
education-oriented city, tourism, trade, finance, service-oriented industries-based high growth city, and
Jakarta metropolitan area's representative city.
 Moving into 31 research institutes in nuclear power, energy, biotechnology and agriculture
 9 universities and 63 elementary and high school locations

key Industry

Semiconductor IT, trade, tourism, service industry, etc.

2.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target site (Reading Park under Ciputat Flyover)
The Indonesian PM recommended the Serpong, Ciputat, and Setu areas that need urban regeneration
in Tangerang Selatan. After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cial, physical, and criminal status of the
three regions, it was selected as “Reading Park under Ciputat Flyover” in the final Ciputat region. Ciputat
is located on the border of Jakarta, the capital of Indonesia, and a large population is inflowing. Ciputat,
with a population of 20 million, has a total of 31 cultural facilities. Despite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the three candidate sites, Ciputat has a low cultural facility compared to the population. Based
on this,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t enough space for people to gather or live cultural life.
In addition,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in the Ciputat region in 2015 and 2016 is higher than
in other regions. Based on this basis, the Ciputat area was selected as the targe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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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pulation per Cultural Facilities
No

Districts

Population
(thousand)

Sport

Recreational

Educational
(Non-school)

Total Cultural
Facilities

Population
(thousand) per
cultural facility

1

Serpong

145.65

37

14

2

53

2.75

2

Ciputat

200.96

24

5

2

31

6.48

3

Setu

79.43

13

4

3

20

3.97

Table 5. Current state of Crime in Ciputat
Year
2015
2016

District

Violent Theft

Vehicle Burglary

Gambling

Drugs

Serpong

3

34

1

2

Ciputat

1

45

0

14

Serpong

12

40

3

12

Ciputat

4

77

3

18

* Setu District’s data is not available

The final selected ‘Reading Park under Ciputat Flyover’ in Ciputat was devised and created by a
student named Sarif Hidayatullah in Jakarta in 2016. The facility, designed to improve awareness
of reading, was used by students and children here for reading and homework. However, this facility
is located under the bridge of an overpass with roads on both sides, and is a place where smoke
and the smell of sewers emanate. It is an area that is inconvenient to use due to noise caused by
roads, and needs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residents in terms of urban regeneration.
As a result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target sit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such
as the backwardness of existing facilities, the lack of safe walking routes (no traffic lights, no crosswalks),
the perception of danger due to the lack of nighttime illumination, the spaces used only by young
people (teens) and garbage disposal. Therefore, with the aim of creating a safe space where multiple
generations can harmonize and communicate, it i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ite.
Table 6.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target site
Map

View
1.

2.

3.

4.

5.

6.

Add: Jl. Dewi Sartika, Cipayung, Kec.
Ciputat, Kota Tangerang Selatan, Ba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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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 Basic Pla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arget site through Applying of CPTED
1. Vision and Strategy
The vision of this plan is “Creating a Safe Space” where multiple generations can meet and communicate.
The basic directions of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realize the vision are ① A safe space that can
be used with confidence even at night, and ② Space with various communication.
There are three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First,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the safety of
pedestrians and users. Second, the creation of a complex cultural space is a spatial plan that
enhances space utilization so that it can be used by multiple generations. Third, the community
program proposal, the voluntary management of residents was induced through the discovery of
cultural programs and village festivals. We propose 12 detailed projects to solve the problems of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according to the three promotion strategies.

Figure 2. Vision and Strategy

2. Detailed projects according to the promotion strategy
2.1. Safe Environment
1) Installation of Crosswalks and Traffic light
The site is located between both roads under the flyover. There is a high risk of traffic accidents
as jaywalking is inevitable to approach this place. To solve this problem,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to a safe pedestrian environment for the use of facilities. We propose the installation
of yellow carpet and runway-type crosswalks with light so that drivers can easily recognize pedestrians
and crosswalks even in dark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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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stallation of Crosswalks and Traffic light
Problem (site situation)

Improvement Proposal (case)

yellow carpet

runway-type crosswalks

Sidewalk block with light

2) Space Information Provide
The site has a large floating population, and there are many commercial facilities. However, there
are no information facilities at the site.
Therefore, we intend to increase the domain and perception of space by installing guide signs and
signs to provide spatial information. Gobo lighting is used to guide the direction of the space during
evening events. Table 8. shown in, when the area for the safe space is visually displayed, an image
in which the space is maintained and managed is formed, which can give the residents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Table 8. Space Information Provide
Improvement Proposal (case)

3) Lighting Installation
Currently, there are only two wall lamps on each pillar of the flyover pass. Not enough light has
been secured, creating an atmosphere of uneasiness at n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illumination through lighting installation for securing night vision and safe walking. Bright illumin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for creating a safe environment in the region by enabling awareness of the
space and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Accordingly, we propose additional installation of various
types of LED Lights and BI lighting used in Lighthouse Returned to the City Project.
Table 9. Lighting Installation
Problem (site situation)

Improvement Propos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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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llar and Floor Painting
As many pillars and facilities are aging, painting support is need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Such obsolescence images may increase the risk of crime. For improvement, it is necessary to have
an image of space with a sense of stability through unified colors and designed murals.
Table 10. Pillar and Floor Painting
Problem (site situation)

Improvement Proposal (case)

2.2. Complex Cultural Space
The children's library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area and is the most utilized. However,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backwardness of space facilities, the creation of an unstable ambiance
due to insufficient illumination at night, and garbage neglect. For users, overall improvement is
needed to form a positive local image of the space. It serves as an exhibition, education, and local
information center that will be performed by creating a space that has the function of a complex
cultural space here. It is proposed to be reborn as a community space where residents can communicate
with confidence by applying the CPTED technique.
To complement the existing library space, the interior space is expanded by additionally placing
containers used in the “Lighthouse Returned to the City” project. It is proposed as a way to accommodate
various programs and activate it as a complex space for communities. Besides, considering local
conditions containers are a way to reduce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burden on construction.
Table 11. Complex Cultural Space
Problem (site situation)

Improvement Proposal (case)

Lighthouse Returned to the City

Case B-Con located in Busan

When such a space is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will be established as an active space for young
people in Tangerang Selatan. ① Used as a community space where local college students and young
people gather and cultural activities actively take place (youth education, creation, exhibition, sharing,
rest space for residents, etc.). ② Used as an information center for local tourism. ③ The space will
be used as an exhibition and cultural event space in connection with local universities,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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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tists.

2.3. Community Programs
Currently, the use of the study site is created as a space used only by the younger age group (teens),
and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generations is absent. Increasing the ‘Activity Support’, the
principle of CPTED, makes it easier to change the image of the space. Various community programs
are proposed to build a positive spatial image and reinforce the sense of community of residents.
First of all, it is good to conduct various cultural education programs (technical and computer education,
driver and pedestrian safety education, night market, bracelet craft, pen calligraphy, etc.) to strengthen
local residents' capacity. Programs that allow residents to conduct joint night patrols to maintain
them are also very beneficial. Hence to improving the hardware,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sider
continuing the holding of village festivals to induce resident participation.
Table 12. Community Programs
Improvement Proposal (software program case)

Ⅴ. Conclusions
The Study is a plan to activate the local community by applying CPTED to create a safe space
for the ‘Reading Park under Ciputat Flyover’ in the Ciputat of Tangerang Selatan city. In other words,
12 detailed projects that apply the CPTED principle were proposed to create a space for culture,
art, and communication for local residents.
The effec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themselves begin to create a happy
cultural space. Second, it enhances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in space improvement. Third, it is the spread of the achievements of the “Lighthouse
Returned to the City” Project of Daejeon City.
It is regrettable that we were unable to discuss the action plan because we were unable to visit
the site due to COVID-19. As soon as the situation improves, we want to establish an action plan
by discussing and meeting with friends waiting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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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continues to increas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mergency
management.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which can greatly reduce the damage
mechanism, has become one of the hot spots in the research. China'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now
building a belong to their own set of effective public health emergencies emergency management mechanism,
At present, China's early warning system has developed to some extent, but there are still some shortcomings,
such as unreasonable subjects of early warning, backward standards of early warning, insufficient scope of
monitoring subjects and so on.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China's early warning
system in the past two decade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case analysis, and further study how to improve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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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significance
In the past 20 years, there have been many major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Example:
COVID-19 new coronavirus found in SARS、H7N9 and 19 years. Has caused huge losses to China's
econom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China's economic losses from
emergencies amount to 650 billion yuan a year, accounting for nearly 6% GDP China. 1 Lu Yanrong,
“Building a government procurement information linkage mechanism to deal with emergencies”,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No .5 of 2013, Page 49-50. The Chinese government's budget to
spend 671.1 billion yuan on health in six years to solve the crisis. 2 China Government Network
- Data Express (http://www.gov.cn/shuju/kuaidi.htm, fiscal revenue and expenditur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Figure 1

China is the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With the progress of society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mobility of population becomes very large, which makes sudden diseases more easily
spread. In the past two decades, China has learned valuable experience and began to form its own
theoretical system in the fight against public health emergencies. Public health emergenci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unpredictability, suddenness, complex causes, fast propagation speed and wide
spread rang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construct th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of the disorder
of social order,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economy and the threat to human life and health. 3
Yang Pei, Study on Evaluation and Construction of Government Early Warning Capacity of Sudden
Public Health Events, 2016 Master's thesis of Hunan Agricultural University. Since SARS, China has
established and gradually improved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but there
is still a phenomenon in the emergency treatment UJ which is ignoring the early warning and the
early warning system is not perfect. 4 Liu Qi, Study on Management of Pre-Seeling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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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ies in China, 2016 Master's thesis of Shenyang Normal University. The occurrence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a country is a developed country. In the future,
human beings will continue to face up to the aggressive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scientifically.

2. Literature review
In the long history of China, as early as the concept of crisis management in the Western Zhou
Dynasty, the document “Book of Rites” recorded that “the country has no nine years of storage, said
insufficient; no six years of storage, said urgent; no three years of storage, said that the country
is not its country.” For example, the idiom “raising vigilance, preparing ahead of time, being born
in distress and dying in peace” 5 Xinhua Dictionary 2020 edition, but this concept and thought has
not formed a scientific theoretical system, usually applied in practice, and accompanied by literature
and cultural heritage to this day. In modern times, the theory and method of crisis management
system originat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nd was first used in the
field of natural disasters. With the occurrence of civil rights movement, student movement,
international military crisis, oil crisis and other public emergencies, a group of specialized scholars
with national responsi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have emerged. Liu Qi: Study on Management
of Emergency Public Health Crisis in China. Master thesis of Shenyang Normal University in 2016.The
theory of enterprise crisis management was introduced into China in the 1990s, and the Michael
Regester book ≪Crisis Management≫ makes people understand crisis management and produce the
idea of studying crisis management. Then China began the research of crisis management theory
from many angles, and then issued a series of policies, bills and systems. A SARS crisis in 2003 caused
the upsurge of crisis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promoted the research of crisis management
theory to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3. Methods
①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rough studying the previous research scholars' works, papers and
other systematic analysis of the framework and content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typical cases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recent years,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comes
into being, develops and current situation.
② Case analysis. Case analysis is one of the basic methods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research.
It can find that different models of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will have
different effects, so as to seek the regularity of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Point out the direction for the research.
③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mainly adopts the longitudinal comparative analysis method
to discuss the three cases of “SARS”、 “H 7N 9” and “COVID-19, and studies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our country from scratch to gradually perfect in the
process of successive historical relations. This paper discusses what kind of early warning system
and legal regulation can deal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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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ourse of public health reform and development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bine the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abroad
and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foreign countries to deal with the early warning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compare, reflect and sum up the valuabl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4.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Part2,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oretical basis
Part3, The Formation of Early Warning System for China's Emergency Public Health Events
Part4, Current Situation of China's Emergency Public Health Crisis Warning System
Part5, Reference of Foreign Early Warning System
Part6, Conclusion

Ⅱ. Theoretical Basis and Summary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The theoretical basis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Generally speaking, crisis early warning is an early warning mechanism based on the strong crisis
consciousness of ordinary citizens, which can quickly identify the crisis. The main ways of crisis early
warning are as follows. Direct early warning, qualitative early warning, quantitative early warning,
long-term early warning these ways 1. In essence, the whole process of crisis early warning involves
monitoring, intelligence collection, intelligence assessment and analysis, confirmation of epidemic
situation, issuance of early warning information, and taking emergency measures. The ultimate goal
of crisis warning is to reduce or even eliminate crisis events.
Table 1. 4 models R crisis management
Crisis management phase

Main tasks

Reduction

Crisis prevention and impact reduction

Preparatio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emergency response mechanism

Response

To contai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risis and put an end to the chain damage effect

Recovery

Summary and revision of crisis management plan, re-establishment of order

The explanation of the crisis in “Modern Chinese Dictionary” is as follows : “The root cause of danger
or the critical difficulty”. In practice, the development of crisis theory originated in the 1960s and
1970s, until now it has developed into crisis management theory, and the conceptual connotation
of crisis has been deepened. Herman, the originator of the study of the crisis, said : “Crisis refers
to a situation that is unexpected to the decision-making body.” Uriel. According to Rosenthal et al.,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ocial system,” crisis refers to a series of events that can seriously threaten
the basic value of social existence, and have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Event pressure and time
constraints make key decisions on them (Charles, 1972). Burt. The crisis, heath argues, consists of
three scenarios : “uncontrollable; Threats to persons, organizations and resources; Visible and invisible
effects” (Thomas, 1989).
Forster puts forwar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resolution, personnel vacancy,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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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age and time shortage (Robert, et. al., 2004: 13).
It was not until the late 1980s that China began to study crisis early warning management. At that
time, many domestic scholars understood the connotation of the crisis on the basis of foreign scholars
to understand and integrate.9 By Xue, et. al.(2003: 41-45). Luo Shougui and Gao Ruxi believe : “Crisis
is a kind of unbalanced state that occurs suddenly in social life and seriously endangers social order
and can cause great losses to society.” Li Juan(2006): Study on Public Health Emergency Management
Countermeasures, Master thesis,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Xue Lan, Zhang
Qiang and Zhong Kaibin's view is that the crisi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tate of emergency,
lack of sufficient time for decision-making subjects to think, lack of information, uncertainty of the
development of events. “Xue, et. al.(2003: 41-45). it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us to explore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The government's response to an incident that could
happen, If you can do it as fast as you can,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damage, Then the
theory of crisis management is essential.
As in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mergency Response, causing or likely to cause
heavy casualties, loss of property, damage to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serious social harm,
emergency that endangers public safety”. Hu(2010: 27-28). We know from the provisions of the law,
An emergency is an emergency or a state of emergency, From its literal meaning, an emergency can
be learned to emphasize the urgency, time limitation nature of the event. The connotation of
unexpected events emphasizes the suddenness and contingency of ev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emergencies and the two aspects of the crisis, namely urgency and uncertainty. Emergencies
in resolutions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Not exactly the same as a crisis, Because emergencies
are not just events that are harmful to human being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notation
and extension of logic, An emergency is not a crisis. So in real life, an emergency may not lead
to a crisis, However, the crisis may be the result of one or some unexpected events. That is to say,
the emergency is in the front of the crisis, When policy makers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ntrol
the situation, Then the event can only be called an emergency. The reason why it can not be called
a crisis is that the change event is controllable. Emergencies can be handled, Crisis is preventable
and manageable. A typical example of the transformation of emergencies into crisis events in real
life is the SARS event that caused a national sensation in China in 2003. The serious consequences
of the incident, Because the public health emergency system was imperfect, In the face of emergencies,
Unprepared. Caused a social panic. From a government perspective, This is a crisis. But five years
later, in 2008, the Wenchuan earthquake.
After the earthquake, the government, whether from earthquake relief or post-disaster reconstruction,
everything is going on methodically. In this situ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serious emergencies,
there has been no huge social crisis.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emergency and crisis
is to master the essence of crisis management theory.

Ⅲ. Formation of Early Warning System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In the true sense of SARS in 2003, our country began to establish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Because SARS has brought serious damage to our country, the state must 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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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to the emergency treat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Yan, 2008: 176).
Table 2
Time

Events

2002.11.16

First case of unexplained pneumonia in Foshan City,
Guangdong Province

2002.12.15

Huang Xingchu, the first person to be admitted to the
People's Hospital of Heyuan City, Guangdong Province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2002.12.17 Guo Rencheng was referred to Guangzhou
Local government and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report
to higher authorities, invite experts to check, control
public opinion and control prices

2002.12.23

7 medical staff of Heyuan City People's Hospital
developed infection symptoms

2003.1.2

Guangdong Zhongsha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ospital has collected 15 patients with “unknown cause
pneumonia”, causing 12 medical staff collective infection.

2003.2.5

The Guangdong Provincial Government: to inform and
report to the central government within the administrative
“SARS” epidemic in Guangdong Province into a period
system, to implement the zero-reporting system, to hold
of rapid infection, spread more than 50 people a day.
press conferences, to inform the public of the epidemic
situation, and to suppress rumors and prices.

We can see that the Guangdong Provincial Government was in line with the practice of the Heyuan
Municipal Government at first, but as a result, the public was unable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further caused rumors of unofficial channels, which eventually led to panic
in the whole society. Seeing the chaotic state of society, Guangdong Province then changed its
strategy to inform the society of the epidemic and open information. Because of the lack of
notification system for disease control and outbreak under the state supremacy at that time,
especially at the grass-roots level, there is no horizontal communication mechanism and no legal
basis, so all decision-making power is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must wait for the State Council to give orders, which leads to inefficient information
processing. At that time, the health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 State Council in charge of
public health took previous policy measures in dealing with the SARS epidemic: sending people to
Guangdong to guide local emergency work; however, the health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
State Council in charge of public health, due to lack of experience, did not inform the neighboring
local government of the epidemic situation and response measures in Guangdong Province at that
time. The main channel for information exchange at that time was the news media coverage, which
was also based on the attitude adopted by the government. It seems to avoid panic, but it will also
lead the public to face the spread of SARS can not take timely measures. Thus more infected people,
more victims.
From the SARS events in 2003, we can see the lack of monitoring, early warning and prevention
and control stage in China. First, our country has not carried on the legislation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therefore has caused the law blank,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the safeguard measure
according to the law and regulations. Second, although the State Council has established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health, the field of health is a huge system, so there is a lack of a
central command agency dedicated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The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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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day-to-day management of the crisis. However, there is no unified command and coordination
system SARS the outbreak rages all over the country and causes a national crisis. In practice, because
of unclear functions and powers, various departments are shirking their responsibilities. Third, the
public health protection system is not perfect. At that time, due to financial problems,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protection system in our country changed from “prevention first” to “paying attention
to medical treatment and despising prevention”. Therefore, when such a new infectious disease
outbreak is SARS, the public health system highlights the deficiency of early warning and monitoring
ability because of the concept of protection. Secondly,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governments at all levels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o SARS outbreaks, resulting in
missing the best time to control the spread of disease. For example, Zhang Wenkang, then head of
the Ministry of Health of the State Council, told the public at a press conference on April 3,2003:
“the epidemic of atypical pneumonia in some parts of China has been effectively controlled.” But
in fact, the SARS epidemic is spreading all over the country. Although SARS has brought serious
disaster to our country, it also inspires our country to perfec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outbreak of SARS epidemic, China lacks the legal system for emergency treat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Based on the summary of the experience and lessons of SARS events, a national
emergency treatment model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is preliminarily constructed in China.
There are the following aspects: First of all, the need to have laws to abide by, the construction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to deal with the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is, the Emergency
Regulations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Secondly, the health emergency office set up by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under the State Council (that is, the emergency command
center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Third, build a unified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named
“disaster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emergency repor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t the
same time,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construction of public health prevention system, and we
must increase investment in public health. Fourth, enhance the awareness of active management.
After the SARS, the government also realized the need to establish the public health emergency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which also means that our country from the passive position of
dealing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from the beginning to the active prevention position. At the
beginning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the concept of “internal tight and external loose” has slowly
changed into the policy of “calm response, decisive measures; relying on science, effective prevention
and control;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perfecting mechanism” policy.
The public health emergency pre-replacement system has been gradually improved —— “H7N9”
event H7N9 subtype avian influenza virus is one of influenza A. H7N9 avian influenza is the first
new subtype influenza virus found in the world. It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system of monitoring
and reporting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and no vaccine has been introduced. Infection by the
virus in the early emergence of fever and other symptoms. first case H7N9 avian influenza was found
in April 2013 and June 2014. H7N9 outbreak control and prevention took only 2 months. Because
of the SARA events in 2003, it is the shortest time to control the public health emergencies. Yet
H7N9 has not been completely eliminated, and individual infections remain H7N9 until 2017.
Death cases appear one after another, but these cases are not enough to constitute crisis events,
belong to a very small range of controllable events. Therefore,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has gradually entered a perfect state. H7N9 incident occurred ten years
after the SARS incident. In the past ten years, China has experienced two public health emer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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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d China has made great progress in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First, the first outbreak of the epidemic to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time to release the epidemic;
second, the distribution of the epidemic from a single traditional media to many self-media; third,
the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from decentralized to centralized, and so on. We can see that
the early warning system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is gradually improving, but we can
still find some shortcomings.
Table 3
Time
2013.2

Events
A first H7N9 case occurred in Shanghai, followed by outbreaks in nearby provinces.

2013.3.31 Outbreaks in Shanghai and Anhui
2013.4.2

Level 3 Police Designated Hospitals

2013.4.3

One edition of the Human H7N9 Avian Flu Diagnosis and Treatment Programme and the  of Human H7N9 Avian Influenza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me

2013.4.6

Closing of Live Poultry Market and Cancellation of Pigeon Race

2013.4.7

Ministry of Agriculture issued Emergency Detection Programme for Animal H7N9 Avian Influenza and Guidelines for
Emergency Treatment of Animal H7N9 Avian Influenza

2013.4.8

2nd edition of the Treatment Programme for Human H7N9 Avian Influenza

2013.4.11 Identification of virus sources: chickens, pigeons
2013.5.16 H7N9 epidemic has been better controlled
2013.5.29

There were 132 cases and 33 deaths in the country, of which the eastern region was a high incidence area with 29
deaths, accounting for 87.87 percent of the country's deaths.

Ⅳ. Current Situation of China's Emergency Warning System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1. Achievements in early warning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1) The epidemic situ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mechanism is gradually improved
After SARS, our government reformed the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of epidemic situation,
and in 2006, the Ministry of Health of China issued The Communicable Diseases Information Reporting
Code, which requires public health emergencies with high morbidity, transmission and mortality,
Report within a limited time. The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Ordinance, enacted in 2008,
is intended to require the Government to take the initiative to make it public Government information
known to the public to promote government administration according to law.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SARS and H7N9 outbreaks,
We have learned that our country has improved the timeliness of epidemic release and reporting
in the epidemic situation release link, and initially realized the epidemic situation from time to time
Enjoy. During the fight against SARS, the public and government send messages through one-way,
and the audience is sometimes hard to know.
The real situation, can not achieve early prevention. In the present self-media environment, the
public can conduct with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is conducive
to crisis prevention and self-help, but also can supervise the relevant work of the governmen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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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ll crisis decisions more Democracy, science. Real-time monitoring and updating of epidemic
information from underreporting H7N9 underreporting in SARS crisis, from traditional news reports
to the wide application of media platforms, information collection, transmission and reporting
mechanism in China.
T he process is more efficient, convenient and smooth, which provides a guarantee for the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To ensure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work.

2) The concept of crisis early warning management with scientific standard
At the critical moment in the fight against the SARS crisis in 2003, China promulgated and implemented
the Emergency Regulations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Since then, the response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has been brought into the legal track. After
the crisis ended, the State Council decided to establish a public emergency.
The emergency system, mechanism and legal system of common health events. Establishment of
a unified central leadership, integrated associate of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divided.
To improve the disease surveillance and early warning information network and laboratory viruses
Differential diagnosis network. Improve the ability of prevention, control, diagnosis and treatment
of epidemic situation. In 2006, the State promulgated the General Emergency Plan for Health Events”.
The global nature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calls for our international engagement Track.
Therefore, our country carries on the reform to the existing health and epidemic prevention and
supervision system, the epidemic prevention station at all levels one after another from the health
supervision station.
Leave, change name to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 This is a repositioning of the functions
and structures of our health services, More importantly, with the world health care, into the concept
of scientific norms.

3) Establish a more perfect system of policies and regulations
SARS ten years from the crisis to the H7N9 epidemic situ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the State Council and the relevant health departments
have formulated more than 50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arry out classified management and
prevention and control.
First,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Law on the Flow of Swine Infected by Human Beings. A technical guide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luenza H7N9 a human infection, an epidemic prevention programme for avian influenza,
etc., is designed to provid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sudden and unexplained diseases.
Second, the emergency standard of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in 2003, issued the Emergency
Regulations on Public Health Emergencies, 2005.
In 2009, issued the National Public Health Emergency Information Report Management Standard,
the former Ministry of Health Health Emergency Response Office issued “2009 Health Emergency
Work Points”, 2012, issued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health emergency risk assessment. Evaluation
of management measures, etc.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important methods and means of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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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nagement and related work. Planning, disposal and coordination tools provide legal basis
and formulation for crisis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Security.

4) Formation of a crisis monitoring and warning mechanism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SARS crisis has brought us a lot of pain because of its weak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low
and slow response. Lessons learned. SARS the establishment of an early warning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post-crisis infectious diseases, Was fully applied in subsequent H1N1 and
H7N9 events, The reaction speed is obviously accelerated, the reaction ability is improved, Effectively
prevent the spread of the epidemic. On 19 February 2013, First case of H7N9 bird flu in Shanghai,
On March 31, the State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issued epidemic information, On
April 3, our country released the first edition of the treatment plan for human avian influenza, 5
April, On this basis, Shanghai CDC issued the “H7N9 Case Report and Disposition Process Guidance”
to CDC, On that basis, CDC at all level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relevant documents, Surveillance
and prevention of the epidemic situation were carried out. Active search for viral sources of infectious
diseases, To detect and analyze cases, Pay close attention to the dynamics of the epidemic and
review, report and analyze it, Improve the ability to monitor and warn. At the same time, public
opinion surveillance of the epidemic, Understand and master the reaction of the audience. To
proactively guide the public to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epidemic, Ease emotional panic and
social chaos caused by bad information. Public opinion monitoring time from the initial half a month
to the current 1 day.

Ⅴ. Reference of Foreign Pre-glance System
1. The Enlightenment of Japan's Early Warning System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1998, the Government of Japan added the Cabinet Director of Crisis Management,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to the Cabinet Office and established the Crisis Management Centre. The Cabinet
Prime Minister is the highest command of crisis management, and the Cabinet Office is responsible
for overall coordination and liaison, and formulates crisis responses through decision-making bodies
such as the Security and Safety Conference, the Cabinet Conference, and the Central disaster Prevention
Conference. Japan's public health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Labour. Japan has broken down the traditional mode of separate management by disaster
prevention department and health department, and adopte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th
cabinet government as the center and government centralization mode.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Hanshin earthquake, the vertical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crisis management was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form and
manner of issuing early warning information. For example, in the aspect of earthquake early warning,
earthquake early warning and intensity reporting are regarded as a basic national polic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standardize the release mechanism of earthquake early warning information, Japan's
Meteorological Services Law clearly states :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must carry out earthquake
prediction and warning (but not bear all kinds of losses caused by early warning and false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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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s and individuals outside the Meteorological Agency are prohibited from publishing earthquake
information.” The central authority acts as the national monitoring and information receiving office,
so its main task is to collect information and produce a response plan through analysis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Under normal conditions, th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Research Institute Infections
Information Center is responsible for fulfilling the authority granted by laws and regulations to track,
monitor and study the develop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regularly reports information to the
public through the Internet every week.

2. Japan's response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an organization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with the Prime
Minister as the command centre, has been formed throughout the country, including the Central
Conference on Disaster Prevention,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Safety and the Cabinet Offic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measures. This kind of top-down integrated
organization and management mode is not only conducive to the integration and circulation of
information, but also conducive to the mobiliz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eded to deal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Put an end to the administrative organs of their own affairs or
division of the administrative scene, the most effective will be all the strength of the country together
to deal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Second, the multi-level joint defense and control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and citizens
cooperate. The division of author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is
very clear.Japan has established a multi-sectoral joint emergency responsibility through legislation,
which plays a key role in mobilizing the enthusiasm of governments at all levels, from the central
to local multi-level rapid linkage mechanism. It plays a decisive role in curbing administrative
inaction or prevarication.
Third, information is open and transparent. Japan's information is open and transparent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so the public can understand the real-time
situation of the events in the shortest time as soon as possible to do a good job of preventive
measures, cut off the transmission channels and reduce the spread of crisis events. At the same time,
it also solves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social citizens, maintains the stability and order of
society, and stops the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the embryonic stage before the outbreak.

3. The Enlightenment of American Public Health Emergency Warning System
1) System architecture
The monitor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perfect, thanks to all its complete vital statistics
system, which basically covers the registration of birth or death information of all 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fetal death.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disease registration
system requires people to report a particular disease or state of health. These include cancer
patients or patients with congenital diseases after birth. Therefore, the vital statistics system
has an indispensable significance for the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By the 1990s, (National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ystem f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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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ystem, NETSS) All state health departments have
been connected by computer, Perform the duties of daily collection, analysis, evaluation and
release of health information. The transition to an integrated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 has been accelerating, National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 (National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 launched by the United States CDC in 2001, NEDSS), To cover more
monitoring systems and obtain more timely information; By 2007 year, a total of 38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d used secure, Internet-base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To
report diseases, Functions include integrated data storage, electronic laboratory results reporting
and Internet-based browsing systems. Forty-o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receive
monitoring results from laboratories through automated electronic laboratory results reporting
systems. (b) Internet-based monitoring systems can guarantee prompt access to monitoring data
by state and local health authorities and CDC; When a lab emergency reports an incident, Monitoring
systems in some states can automatically send e-mail and telephone messages to the public
health sector. Application of the French Mintel system also shows the fundamental role of official
testing in collecting all kinds of public health conditions. United States National Monitoring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ystem (Public Health Information Network) and Public Health
Mailbox Network PHIN) The main goal is to use standardized systems to exchange information
between clinical and public health practice departments. a safe, internet-based monitoring system
can achieve 24 hours of public health monitoring feedback day. This will increase the capacity
of state and local health authorities to deal with disasters and epidemics.
2) Close linkages between 2 sectors
Different departments are closely linked and can be effectively integrated with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monitoring, the monitoring of public health
in the United States is mainly performed by medical institutions,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medical staff, and there is a lack of specialized departments to monitor public health. Secondly,
the privacy of health information still needs to be further solved.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is mainly carried out through state or local legislation, bu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very perfect. At the same time, the integration of public
health monitoring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and social commitment
should also strengthen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community health and personal privacy
or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ddition, many serious diseases often use passive monitoring to collect information through
reports from doctors or other health service providers. Studies have shown that in all cases in
the corresponding jurisdiction, passive monitoring can only report some individuals. There is
a certain underreporting, affecting the timely implementation of effective measures. And monitors
tend to report severe cases, ignoring cases with mild symptoms, and sometimes cases with less
obvious symptoms have a great chance of spreading pathogenic factors. When certain diseases
are concerned by the media or the public, the monitoring report rate is often higher, and once
these concerns disappear, the report rate will decrease and cause deviation. The lack of timeliness
of monitoring will occur in all aspects of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which are
still area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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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1979,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United States responded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from a single sector management
to a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development of a federal response plan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 Establishment of DHC), U.S. public health emergency
management is maturing, By the 1990s, the emergency response mechanism with the theme of
federal response plan was gradually formed? Thanks to this system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one of the largest public health emergency warning and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ies in the world? The National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has a three-tier system, i.e. federal, state, county (city) level 3. Meanwhile, Connecting
public health systems with other systems, such as energy, the environment, Formed a three-level
government management as the leading public health emergency response system.

Ⅵ. Conclusion
From 2003 to 2020, China's emergency public health crisis early warning management has experienced
nearly 20 years of transformation process, development up to now, China's understanding of the field
of crisis early warning management is more and more profound, prevention in the early stages, is
our response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due to the concept, crisis early warning system, operating
mechanism, the sound legal system is also the field we should continue to think and study. This paper
studies how to improve the early warning management of public health crisis in China from two
dimensions: horizontal and vertical.
First of all, longitudinal analysis, taking 20 years as a span, combining theory with practice,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pecific cases, affirmed the achievements of our country in the past 20
years, but its important point is to find out that there are still shortcomings in the interdepartmental
coordination mechanism, public opinion information monitoring quality, crisis early warning ability
and early warning system in the early warning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It points out the perfect direction and goal for the future work of our country, and then probes into
the deep causes of the problems. Secondly, horizontal analysis, research and summary of foreign
advanced experience, with the United States “President-led-Federal Emergency Administration unified
command” crisis early warning model, Japan “wide-area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cooperation”
crisis early warning model to learn from, understand the advanced level of international crisis early
warning management, for the improvement of China's specific work to find ways and inspiration.
In short, through the analysis and summary of the two dimensions, combined with the specific
situation of China, the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early warning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re put forward, mainly on the system, mechanism and legal level of early warning
management. Second, improve the crisis early warning 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Third,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emergency personnel.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
sound crisis early warning system. It is believ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dealing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the future will be better and better, and the crisis early
warning management will be more and more sound. Timely, efficient and scientific early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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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will provide a reliable guarantee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our economy and
society and the health and safety of people's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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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ra of the global Corona 19 pandemic, there is a risk of cross-infection in hospitals at the stage where
the treatment and vaccine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so it is necessary to personally enhance acquired immunity
and generalize the life prevention system due to the performance of copper ion in the social environment. Based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ases of East and West, the necessity of antimicrobial film and its efficacy
were analyzed through the antiviral performance test.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KCL) has obtained antibacterial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anti-viral test performance certification from the
“National Approved Performance Certification Institution”. At that time, NCCP 43326 Human Corona Virus (BetaCoV/
Korea/KCDC03/2020), which was licens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as sold
and tested in the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bio-safety standards, resulting in satisfactory results in the anti-virus
performance test and performance certification. A government-centered quality clinical trial study is proposed to
compare a control group of identical conditions without copper films with a group of experiments in a windowed
space constructed with antiviral copper film during the average 4-day survival of the virus. Thus, the legislation
will be centered on large buildings living disaster-vulnerables and emergency vehicles to ensure disaster safety
sovereignty by satisfying the needs of modern people seeking a safe environment and healthy life throughout
societ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ti-bacterial film for glazing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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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new coronavirus infection disaster, which began in December 2019 in Wuhan, China, is
passing through a time of suffering from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disorder. Treatment and Vacine
have not yet been developed and generalized to citizens in Corona 19, which has spread to Korea
and the world, and the WHO's third pandemics on March 11.
Article 34 Paragraph 6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existential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various disasters, saying,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the people from their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is keenly
aware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s actively responding to unprecedented situations such as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kits and social distance. In the second half of 2020, however, social anxiety
is spreading in the long-term With-Corona era, as it overshadows human efforts to prevent infection,
including the emergence of a variant of Corona 19 and the unknown route of infecti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defined it as a social disaster and declared a special
disaster area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on March 15 for social
security. Social Distancing campaigns, a global movement, are being carried out nationwide as a
strategy to prevent collective infections and respond to all-out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In a series of health care systems of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the medical institution
has identified the biomedical concept of Corona 19 and mechanically checked the infection path
through clinical trials (IIT) to prevent infection, thereby increasing the human body's immunity and
speeding up the development of treatments and vacuums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Focusing
on research related to “inflammatory diffusion prevention” in relation to the reality of focusing socially
on the anti-infection campaign. Among the dangerous tim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be recognize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s of anti-viral copper
films for glazing on buildings and car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removing virus activity that passes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criteria, and the target of the study is whether or not Corona 19 infection prevention of antibacterial
& antiviral copper films is effective. In th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method was certified by
observing and evaluating the effects of active elimination by cultivating Virus in the lab, along with
literature research using the presentation materials of world-class journals and research papers
through INTERNE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In addition, experimental efficacy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a method of metal engineering and biomedical analysis through regular
interviews with relevant practitioners, visits to the site of development of antimicrobial coppers, and
interviews with test-tested promotion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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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oretical Background : Virus analysis, such as Corona19, etc.
1. Corona 19 Virus Overview
1.1. Concept of Corona19
Infectious disease is a disease that is infected, developed, and prevalent by pathogens such as
germs, viruses, fungi, and parasites, and is defined as a disaster that causes human casualties due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under Article 2 of th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Corona19 is a respiratory syndrome of human infection, which is based on Bats
animals as host, and is classified as a first-class legal infectious disease and the disease code is U07.1.
The pathogen is a gene RNA virus that gens in beta-coronavirus as SARS-CoV-2 and is about 80
to 200 nm in size.
Corona 19 is a type of “corona virus” in common with conventional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nd MERS(median respiratory syndrome). Corona19(SARS-CoV-2) showed similar clinical
characteristics to SARS(SARS-CoV), a study in China also published. However, the spread of infection
is very high, and the fatality rate is 1.75% in Korea and 2.62% worldwide, compared to 10% in SARS
in 2003 and 34% in MERS in 2012, which is relatively low and seasonal flu levels.

1.2. Infection of the incubation period, asymptotic and mild infection
Corona 19 has an average incubation period of 4.1 days, and an incubation period for latent period
infection is when the virus enters the body and multiplies. It means spreading the virus to other
people before it appears. When the virus is infected with the patient's body but no symptoms are
present, other people are infected with the virus.
An asymptotic infected person means that no symptoms such as fever or cough appear as a result
of fighting the immune system after the virus in the body proliferates. I don't know if I'm sick, but
it's possible to spread the virus to other people. Corona19 is being dealt with seriously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 a prolonged period and an unusual phenomenon with
great propagation power due to “an asymptotic infection.” In February 2020, China's National
Hygiene Commission said it was suspected that the rapid spread of corona19 was due to these
asymptotic infection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also announced that a new type of
coronavirus can be spread at a time of no symptoms.

1.3. Symptoms of Corona 19
It is characterized by a wide variety of symptoms in infected patients. There are currently 11 official
registrations on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ebsite. “Fever or chills,”
“Cough,” “Shortness of breath,” “Muscle or body aches,” “Headache,” “New loss of taste or smell.” Anthony
Stephen Fauci,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NIAID), said, “There
are various symptoms and fever is the most common early symptom of corona19,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clinical data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 the U.S. showed that the
symptoms follow a certain order. In addition, the sequence of coronavirus symptoms is slightly
different from influenza and other coronavirus infections. “How COVID-19 Kills,” a research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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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the recent interdisciplinary open academic journal “Frontiers in Public Health.” Posted
on May 13, 2020. It was analyzed and announced that the sequence of symptom manifestation is
continued with Fever or chills → Cough → Sore throat, Headache, Muscle or body aches → Nausea or
vomiting → Diarrhea

2. Theoretical Foundation-Features of Corona19
2.1. Diversity of infection pathways
1) Contact infection : Earlier prediction was made regarding viral transmission of corona19. It is
an infectious disease that is directly infected by the mucous membrane of the skin by touching
virus patients, carriers, goods, and objects.
2) Non-mal infection: The virus is infected when the virus penetrates into the respiratory system,
the mucous membrane of the eyes, nose, and mouth of the infected person (patient) into the
nasal mucus that is emitted when coughing, sneezing, or speaking. The size of the nasal mucus
is 5 μm (1 μm=1 millionth of 1m) or more, and after a cough, about 3,000 nasal mucus are sprayed
within 2m of the front. According to data from the Korean Particle Language Society, the survival
time of microorganisms in the nasal cavity depends on the type of microorganism, which
estimates that the corona virus survives for three hours in the nasal cavity and the corona virus
mutated virus for up to 24 hours.
3) Air infection : This is a form in which virus particles less than 5mm, called non-malignucleus,
float in the air and become infected with the respiratory tract when a person inhales air. The
reason is that the moisture evaporates over time, but remains in the air. It is highly contagious
and can also infect people up to 48 meters away. And on July 7, 2020, the WHO first acknowledged
the possibility of the Corona19's airborne propagation, announcing that “the possibility of the
Corona19's airborne propagation cannot be ruled out in factories, especially in congested,
closed and unventilated environments.”
4) Patients with unclear infection routes (blindness): Up to 31.4% were concentrated at the end
of August 2020. In other words, quiet radio waves were formed in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people with no symptoms, putting an emergency on quarantine, includ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other words, failure to find an infection ring can lead to failure in quarantine
and collective infection.

2.2. Frequent appearance of strains of viruses
Corona 19 is characterized by virus mutations and irregular infection, prevalence and extinc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mutations occurring in the cloning process
and new strains avoiding vaccines. As a result, existing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passive in
developing treatments and vaccines in the logic of the capital market. Due to frequent mutations,
huge amounts of money are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treatments and vaccines, and as soon
as they are developed, they are already exposed to the limitations of the emergence of variant viruses,
and the vicious cycle is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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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revention and proliferation protection of COVID-19 Virus
1. Creating and practicing an environment for infection prevention
1.1.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ntact infection
After more than 30 seconds of hand washing with soap, it clings to a spiky human cell receptor
on the surface of the coronavirus, acting as a kind of guide to allow the virus to penetrate into the
cells and multiply. There is a “spike protein”, which melts some of the surfactants in soap and
destroys the form, causing the virus to become inactivated. Surfactants also adhere well to the fat
layer of the corona virus, and because of the “hydrogenicity” that likes water molecules, when
removing soap bubbles, the inactive virus is washed away well.

1.2. Non-malarial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If you are at risk of infection, you must wear a mask, and you should keep your cough etiquette,
such as coughing on your arm. It is also safe to stay more than 2 meters away from the infected.
Don't touch your face, mouth with your hands, when sneezing, cover your mouth or put it on your
elbows, avoid public places, crowded places, etc.

1.3.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ir infection
The drier the virus does not sink well, so the humidifier needs to be turned on and the indoor
air quality needs to be improved. To remove biological air pollutants (such as bacteria, fungi, viruses,
etc.) there are methods such as UV/ photocatalyst devices or antibacterial and deodorant performance,
air purifiers, disinfectants, ozone generators, and application of antibacterial materials. However, this
has disadvantages such as additional energy consumption or high corrosivity, toxicity, and low
antibacterial strength, and requires filters that utilize antibacterial copper.

2. Treatment of Corona 19 patients and their aftereffects
Currently, patients with severe and elderly infections such as coughing, sore throat, and pneumonia
are given anti-viral drugs if they are confirmed to be patients with corona 19. However, most patients
with minor symptoms receive treatment such as administering antibiotics to prevent secondary infection
and inducing them to overcome the virus by themselves by increasing their immune system. According to
the National Medical Center's treatment guidelines, the first recommendation was to use the AIDS drug
“Kaletra Tab” and the malaria drug “Hydroxychloroquine,” followed by the Ebola Virus treatment
“Remdesivir” on June 21, 2020.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aftereffects after discharge are severe. On September 1, 2020, a young
woman in her 20s named A directly experienced the story under the title “The Post-Chorona
Perspective.” “I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after 37 days of natural treatment without any other
medication,” he said. “I had diarrhea, loss of taste, etc., but this was my doctor's opinion that the
recovery was fast.” However, as he started his daily life after being discharged from hospital, he
resigned from his job due to the pain that came with the aftereffects and is recuperating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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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paration and response measures for preventing spread of infection
3.1. Strengthen the Immunity of Immunity
When the corona 19 virus invades, congenital immune cells such as walruses, macrophages, and
NK cells respond, and various inflammatory and pyrogenic substances are released, resulting in fever and
cough, and inflammatory respiratory diseases such as pneumonia. In immune cells, chemokine brings
cells to specific locations as a signal to induce the movement of cells, and secret cytokine, a
substance that alerts people to danger signals and unites immune cells. However, excessive secretion
too rapidly damages not only the virus but also normal cells, which are called cytokine storms and
are usually found in patients with severe corona-19. To fight or defeat Corona19, one must eventually
maintain or strengthen immunity.
And according to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the antibody immunity of mildly
infected people has been confirmed for 73 days. The researchers stressed that human immunity to the
coronavirus is therefore short, requiring caution in determining and taking measures on antibodies-based
“immune certification”(antibacterial certificate), collective immunity and also the durability of vaccines.
Immunization for Saskoronavirus-2 as shown in the following figure. The virus that penetrates
through the lungs is released out of infected cells through proliferation, and the immune system
inside the body is activated to remove the virus. The congenital immune system is activated at the
beginning of the pathogen invasion and defends our bodies.
And you need to increase acquired immunity, high-quality protein foods to provide sufficient
energy, and 300ml of milk and dairy per day. Severe patients suffering from poor appetite should
eat liquid foods that are easy to digest, such as milk and dairy products. In February 2020, China's National
Hygiene and Health Commission, along with the Chinese Medical Association and the Chinese Nutrition
Association, announced a “nutritive intake guide” for Corona 19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recommended
that public institu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refer to it.

3.2. Counter-Cohort Isolation
It refers to measures to block the entire medical institution where infected people occurred to
prevent mass infection. In other words, both patients and medical staff are grouped together to
isolate power to reduce the risk of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days when there were no
cure or vaccine, when infectious diseases were rampant, patients were confined to remote islands
or areas to prevent infection.

3.3. Development of treatments, vaccines, etc.
Treatment and Vaccine are the use of our body's acquired immune system. Industry, academia,
research, disease, and government ｢pan-government support group단 i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three divisions of treatment, Vaccine, and preventive products and devices. The treatment focuses
on three strategic items: Plasma Treatment, Therapeutic Antibodies, and Drug Repurposing Research,
and in the Vacine field, the method is to inject DNA that makes the synthetic antigen vaccine and DNA
vaccine human body mistake that a virus has entered and cause immune response. Made by artificially
reproducing some of the genes of a pathogen, such as a virus (Source: https://www.nih.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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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ill focus on three key vaccine items. Vaccine is a preventive medicine that weakens antigens
and injects them into the human body to form antibodies, resulting in acquired immune systems
that resist the disease. Vaccine administration uses the body's immune system to create antibodies
that disable the virus. As of October 2020,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pproved a total
of 15 clinical trials for Korona 19 treatments and vaccines.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gave emergency approval for the use of “Remdesivir” for its early improvement in symptoms,
and suggested that it would approve it as a vaccine if the efficacy met 50 percent.

3.4 Changes to Antibacterial & Antivirus Social Environment against Air Infection
With climate change and the emergence of new disasters, human unexpected viruses can suddenly
occur.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spread of the second corona19 due to air infection
rather than contact or non-malion infection, it should be changed to an antibacterial& antiviral
social environment for the virus in the air that is breath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Using
antimicrobial copper, products should be constructed in various fields of human social life and various
facilities to transform them into a safe and pleasant living environment.

Ⅳ. Analysis and utilization of antiviral copper film for glazing attachment
1. Necessity of antibacterial & antiviral copper for glazing attachment
1.1. Probability of Virus Diffusion due to Air Infection
In February 2020, China's National Hygiene and Health Commission announced that Corona19 may
be infected through aerosols, solid or liquid particles in the air. In March 2020, the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IH) published a study showing that Corona
19 Virus can survive in the air for up to four hours. Plastic surfaces and others are known to be
able to survive up to three days, stressing that not only personal hygiene through masks but also
hygiene of public goods should be fully maintained. This is usually only 1 mm (one millionth of a
meter) in diameter, which is much smaller than the amount of rain words that come from coughing
or sneezing by infected peopl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virus can spread after touching
contaminated public goods as well as air pollution. The NIH said, “The Corona 19 anti-epidemic
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the same as influenza and other respiratory disease viruses,” adding,
“We need to disinfect objects and surfaces that are frequently touched by spray or wet tissue.” It
is also necessary to apply it to antibacterial filters and air purifiers in high-rise buildings, as well
as foreign studies show that Corona 19 can be spread through air-conditioning facilities such as
gas pipes, elevators, and ventilators.

1.2. Changes in Architectural Style with Glass Curtain Wall
Recently, as the number of high-rise or skyscrapers increases, modern architectural styles such
as steel columns and glass walls are the mainstream. Typical buildings include the 63 Building, Lotte
World Tower, and LCT, and external materials such as glass are attached to the exterior walls of
127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the building in a curtain form, which is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the trend of future architectural
structures due to its excellent visibility and lighting. However, as the disadvantages of invasion of
privacy in the space are highlighted, it is common to construct a whole glass based on it and attach
a tinted film paper rather than a fiber curtain. It blocks solar heat, reduces heating and cooling costs,
blocks UV rays, reduces glare caused by sunlight reflection by large amounts of glass, and provides
clear visibility. At this time, using an antibacterial copper film as a metal film rather than a
conventional dye film, the interior of the window harmonizes with a much more modern architectural
style.

1.3. Pursuing a safe and healthy living environment
Moder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s a “risk society” in which risk is generalized. This means a
society in which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individuals' disasters. The concept of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in the past is aimed at the Post Corona era as a concept of “small but
strong government.” According to global statistics, people's consciousness and demand level also
change according to socio-economic level, and the focus is on the environment at 10,000 dollars
per capita income (GNI), safety at 20,000 dollars, and health (health) at 30,000 dollars. It is reported
that Korea has surpassed $30,000 since 2017, and the public's interest in health (health) as well as
safet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a safe environment and a healthy life, the socioeconomic cost
of secondary infection can be reduced by expanding sanitary management environment and health
infrastructure.

2. Large diameter of antimicrobial & antiviral copper for glazing attachment
2.1. Antibacterial & Antivirus Copper Interest
1) The concept of antimicrobial copper: Of inorganic antibacterial agents such as copper, silver,
and zinc, copper has a reddish brown surface and is high electrical/thermal conductivity, atomic
number 29, atomic mass 63.546 and is one of the oldest metals in mankind. It has excellent
durability, corrosion resistance, ductility, and aesthetics, and has been used as an architectural
design element for architects and has excellent natural antibacterial properties. Since fungi
(microorganisms, bacteria) and viruses(viruses) have different concepts, they should be approached
by distinguishing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ntivirus refers to the ability to deactivate a
virus or destroy the inside or outside of an activated virus particle. In Korea, public attention
has been drawn since the Joongang Ilbo's social top article titled “99.9 percent eradication of
harmful bacteria when using Hanggyundo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ng”) products in 2012.
Antimicrobial Copper is used by more than 65% of the antimicrobial-effect copper alloy, which
is headquartered in New York, USA, has regional headquarters in Brussels, Santiago, Singapore,
and operates copper and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programs in more than 50 countries
(https://www.antimicrobialcopper.org). This is the copper to receive the certification mark if
99.9% of harmful bacteria are exterminated within 2 hou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CA).
2) Sterilizing metals used since ancient times: copper was used for medical purposes in Egypt
around 2000 BC for the purpose of sterilizing drinking water and wounds, and around 400 BC,
Hippocrites II, the father of Western medicine, used copper to treat varicose veins and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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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cers. A.D. 900 Since the Goryeo Dynasty in Korea, kitchen utensils have been manufactured
from brass bowls, an alloy of copper and tin, to store perishable foods in summer and utilize
the efficacy of antimicrobial copper. During the Joseon Dynasty, brassware was used on the
king's table, and the effects of sterilizing food poisoning bacteria and detecting pesticides and
toxic substances were found, and Bangjja Yugi,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was typical. Brass
is an alloy of copper and tin 8:2, and despite the advanced age of ceramic technology, the
biggest reason used was to eliminate food toxicity.

2.2. Effectiveness analysis and scientific verification of antimicrobial & antiviral copper
1) Validation of the efficacy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Dr. William Keeville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at Southampton University in England in 2006 had antibiotic resistance,
causing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and causing high mortality due to sepsis, Met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 Aureus (MRSA), a super bacterium. Potential use of coffee places to reduce survival
of epidemical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 the healthcare environment. The
Journal of Hospital Information.
The results were announced. Of the 10 million super bacteria on the surface of the stainless
steel and the copper surface, nearly all super bacteria, including 160 species of harmful bacteria,
including salmonella and new influenza, were wiped out after 10 minutes.
In addition, copper is a representative food poisoning bacterium, O-157, which kills E. coli
within 30 minutes and within 90 minutes, and has antibacterial effects on 90 malignant bacteria
and 20 viruses. Use of copper cast alloys to control Escherichia coli O-157 cross-contamination
during food processing.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72.
Further, in 2007, Dr. C. William Keeville also found that “the copper is effective in deactivating
influenza A, including H1N1, in the study Noyce, et. al.(2007).” Inactivation of influenca a virus
on copper verus stainless steel surface.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73. About
500,000 viruses existed on the surface of the stainless steel 24 hours after incubation of influenza
A on the surfaces of copper and stainless steel, but 75% of the viruses were deactivated after
an hour, and 500 were left six hours later, which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infectivity of the
influenza virus.
And it is a government administrative agency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established in 1970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o establish and integrate various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U.S. (https://www.epa.go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EPA) continuously sterilized harmful
bacteria in more than 99.9% of the 275 copper alloys, including brass and bronze, in two hours
through contact killing, and registered public health as the only natural antibacterial material
of strong but non-toxic touch surface alloys to be approved and coated with silver. And this
is a building material that meets both the conditions of the eco-friendly WELL Building Standard
TM (2016) that requires high-touch and non-porous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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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Copper and Stainless Steel

2) Foreign Anti-Virus Effectiveness Verification: It survived for at least five days on the surface
of the stainless steel. However, only on the surface of the ‘anti-bacterial’ including copper and
copper alloys, it was confirmed that the virus was rapidly deactivated within 30 minutes and killed
99.9 percent within two hours. In addition, in March 2020, the U.S. NIH and CDC announced
that the Corona 19 virus on the copper surface will be deactivated to 99.9 percent within four
hours. Corona19 has been confirmed to have survived up to four hours on the copper surface,
24 hours on the corrugated surface (similar to the delivery box), and 48 hours on the plastic
surface. The study was also conducted by Dr. F. Xavier Ivaron of the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 which was published i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published by the Massachusetts Medical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3) Sterilizing mechanism of antimicrobial copper: In the first step, bacteria on the copper surface
mistake copper ions as essential nutrients and absorb them into the cell membrane and protein
structure. However, when the absorbed copper ions (Cu+) are punctured in the bacterial cell
membrane, they destabilize the internal and external potential difference in the cell membrane,
and the virus loses nutrients and moisture and becomes generally weak. The outer skin of cells,
such as single-cell organisms such as bacteria, has stable microcurrents, resulting in internal
and external voltage differences. When bacteria come into contact with copper surfaces, short
circuits of current occur in cell membranes, weakening cell membranes and creating holes. In
the second stage, copper ions charge the inside of the bacterial cell and interfere with the
biochemical metabolism of the cell, causing enzyme activity to stop. It is then a process in which
copper ions destroy nucleic acids through cell membrane holes and attract free radicals,
accelerate bacterial cell damage, break down genome and plasmid DNA, and completely kill off
cell cloning and self-reproduction. Lysozyme, which has the ability to destroy the cell walls of
bacteria and increases birth immunity, has been added to the particles of Hyangkyun-dong to
confirm the “inactive” effect of losing the infection power of the corona19 virus.

2.3 Components of Antibacterial & Antivirus Copper Films for Glass Attachment
1) Alloys containing pure copper or copper content of 65% or more: Not only copper particles
added or coated (plated) but also copper or copper content with 99.96% purity shall be 65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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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In addition, the method of mixing raw materials that are applied to the product itself
without surface coating with copper ion as a metal film, not a dye film, has sterilization and
anti-Virus functions, and the total content of copper components has an important effect. The
higher the copper concentration, the greater the antibacterial effect, the lower the antibacterial
effect of alloys than pure copper, and the more effective it is when copper components and
viruses come into direct contact.
2) Dong-film that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and the environment: No matter how good the
product is and how effective the Corona 19 is in preventing infection, R&D should be reconsidered
once there are other side effects on the human body. And if it contains pollutants that destroy
our environment, it should be reviewed.
3) Antibacterial performance should be semi-permanent: Existing organic antibacterial agents
should have no difference in antimicrobiality even if they are wet or discolored, compared to
elution caused by ions on the surface of metal particles over time. It is generally known that
its performance has been maintained in Korea's climate for more than a decade.

3. Effectiveness Test of Antibacterial & Antivirus Copper for Glass Attachment
3.1. Test results of antimicrobial & antiviral copper films at home and abroad
For the public confidence of antimicrobial copter films, the technology to extract pure copper without
impurities is important, and the issuance of KOLAS antimicrobial & antiviral test reports by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KCL) is an essential requirement. It is understood
that Hyangkyun-dong Filim can prevent cross-infection of viruses as it has passe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domestic patents, and test scores. It usually uses pure copper or special alloys and adds
the technology for sorting and ceramic hard-coating treatment, and it is 0.08~0.09mm thick, which
is thinner than ordinary dye-sinting paper during the test performance process. And the ICA, 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Agency(SGS), the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is headquartered in
Geneva, Switzerland, and is responsible for testing, testing and certification services. It is a multinational
corporation that provides.(Source: https://www.sgs.com/)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produce
antibacterial copper certified by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KCL).

3.2. Test method for antibacterial & antiviral copper film for glazing attachment
1) Overview of In Vitro experiments
Through steady experimental research, the company has also received deodorization effects certification
for ammonia, formaldehyde, and hydrogen sulfide (H2S) for pneumonia, yellow phoblastic, and E.
coli in antibacterial copper, and conducted tests for removing corona virus activity in antimicrobial
film. As a method of performing the research task, bacteria bacteria, which are microorganisms, were
cultivated and tested several times in the laboratory to derive the results certified by the KCL as
having an antibacterial performance of 99.9%. And the basis for the Biosafety Level 3rd-level facility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t the time: Article 6 (physical seal) of
the GENO Experimental Guide-Public Health and Welfare Notice No. 2020-140; 2020. 7.
Permitted as a, Virus, the experimental material, was tested after being sold by the N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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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for Pathogens, NCCP 43326 Human Corona Virus (BetaCoV/Korea/KCDC03/20202020), a
local segregated stock. In addition, the incubation and handling process was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New Coronavirus Response Laboratory Bio-Safety Guide” (Disease Management Headquarters'
“20.2.6”).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ntiviral performance test is being conducted by Korea
University's Sejong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the University of Medicine's Institute of
Virus Diseases and Konkuk University's Veterinary College Research Institute.
Table.1 Coronavirus daise 2019 virus (NCCP No. 43326)
1

Family

Virus

Genome type

Cell line

Coronaviridae/betacoronavirus

COVID-19 (SARS CoV-2)

RNA

VERO E6

2) Cell culture materials and experimental conditions
DMEM, 1% penicillin-stretomycin and 2% FBS were utilized as cell culture badges.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is the most commonly used cell culture medium. 1% penicillin-stretomycin
was added to prevent infection by other bacteria. And 2% of the fetal serum FBS (Fetal Bovine Serum)
was added as an additive for cell growth. Vero (Monkey kidney cell line) was used as a viral culture
cell, and the incubation environment was 37°C at temperature, 5% CO2 at air, and the incubation
period was set at 3 days (72H). The conservation of the resource utilized a 500 ll capacity on a tube
(-70°C) containing frozen viral culture fluid,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tested resource corresponds
to subspecies of 2019-nCoV in Beta Coronavirus, and the separation path corresponds to an
oropharyngeal swab (throat swab).
3) Experimental methods and procedures
①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copper filaments cut down to less than 15cm×5cm×1cm, put it
on petri dish and absorbed 1ml of COVID-19 virus. ②Cover and observe 30 minutes, 120 minutes,
and 24 hours, respectively, in the clean bench. ③The Three Great Dynasties loaded the virus onto
the PET film and were politicized for the same time. ④After the end of the reaction time, freezingthawing was repeated three times, centrifugation was performed for 15 minutes at 2000 RPM and
each viral fluid was recovered. ⑤Five times the viral fluid was diluted with a culture medium with
decimal method, and 5 well was inoculated to the cell by busying 100 μl per diluted drainage. ⑥An
abbreviation of TCIID50 tissue culture effect by observing the cytopathic effect (CPE, cytopathic
effect, phenomenon of cell lesions or abnormalities caused by viral infection) in the incubator for
more than 72 hours. It is a measure of viral cell denaturation effect. a certain series of viral-stage
diluents. Count the cultured bottles that have been inoculated against many cell culture cultiva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have a cytoplasmic effect. 50 percent of cultures have a cell degeneration
effect.
The appearing virus dilution drain is TCID50 (Bioscience Dictionary, 2008) Calculated the value.
⑦At this time, the concentration that does not cause toxicity as the cells attach and multiply was
taken as MNCC (maximal non cytotoxic association). ⑧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ere summarized
to check the virus activity removal performance. ⑨The measurement of viral infections was set to
the Reed-Muench method and log TCID50/ml for dilution of wells where more than 50% of CPE
occurred on the 5th day after the virus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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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est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results of antimicrobial & antiviral copper film for glazing
attachment
1) Corona 19 Virus Activation Rate Analysis Result
Cell samples (experimental groups) were monitored separately from the control group by comparing
the reduction rate or active elimination rate over time after infection-free management in the
medium and inoculating bacteria (septic bacteria) or viruses. Using the plaque assay method, which
is a quantitative test, MIC & MBC test, which is a test of virus inactivation,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inactivity efficacy assessment were 14.0% after 30 minutes, 38.1% after 120 minutes, and 97.2%
over 24 hours.
2) Corona 19 Virus Active Removal Performance Test Results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test of “Anti-Virus Performance Evaluation on Corona 19 of Antibacterial
Film”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Approved Antivirus Testing and Certification Agency” in 2020,
it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disabling Corona 19 up to 97.2% within 24 hours compared to parafilm.

Ⅴ. Conclusions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a new type of disaster in the
global community, has caused distrust and anxiety, bad rumors and fears, and stress in mankind,
which has greatly encouraged socioeconomic and economic adverse effects. We need to develop
treatments and vaccines as soon as possible and hope to be marketed. Each individual needs to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spread of the virus before Vacine is developed by keeping personal hygiene
more thoroughly, such as wearing masks and washing hands. As a result of experimental research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 current standard Anti-Virus patch (non-woven, mask)
has verified performance test results of 99.99% of the performance test results for respiratory strains
viruses such as ‘SARS-CoV’ and ‘MERS CoV’. Yet in the case of Dongfilm, the antiviral performance
tests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satisfactory levels of active inhibition, although not entirely
reliable results. Since then, the spread of Corona 19 across the country has led to a surge in demand
for films with certification marks (Cu+) received from ICA on top of elevator buttons in various
building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19 infection in these social disasters,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viral copper film for attaching windows to buildings and cars was verified through a
performance test analysis. The antibacterial performance test at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KCL) and the anti-viral performance certification standards at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have been verified and satisfactory results have been obtained.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results of obtaining certification by observing and evaluating the efficacy
of active elimination by cultivating Virus in laboratory. In fact, while Corona 19 Virus survived for
an average of four days, there was a realistic limit to failing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comparing the clinical trial group living in the window of the antiviral copper film construction with
the control group of the same condition without the antiviral copper film, and expect a joint
government-led clinical tria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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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society, various public crisis events have also appeared
frequently. Natural disasters, sudden security accidents, social security events, and various public health events
have emerged endlessly, which not only negatively affects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the image of the
government, but also causes huge losses to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broad masses of people. COVID-19,
which is terrifying all around the world, is a new infectious and seriously epidemic disease. Recently, COVID-19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wide. In response, countries are trying to do anti infection measures and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Combining with the theoretical research on the crisisonomy of pandemic disease,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erception and response system for COVID-19.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the high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in managing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proposes the respons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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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ization and information-oriente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fectious diseases are being recognized as a threat to cross borders. It is true
that the pandemic of the infectious disease world, the so-called pandemic, has had a great impact
on human history in various ways, both before and now. For example, in 2003, Sever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was the first case of infection in Asia, but it spread rapidly around
the world, causing 8,098 infections and 774 deaths. In addition, Ebola, which occurred in 2014,
spread beyond Guinea, Liberia and Sierra Leone to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Nigeria, Mali and
Senegal, causing 11,323 deaths in West Africa, facing an international health crisis. Korea has also
experienced a crisis situation caused by an infectious disease, which is the MERS outbreak in 2015.
As a result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that occurred at the time, 186 people
were infected and 38 people died, experiencing a national crisis situation, resulting in individual losses
as well as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losses(Moon, 2019: 1). A novel Coronavirus pneumonia began
to appear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and spread around the world, triggering a worldwide
pandemic. It was originally named “Wuhan Pneumonia” in the area where it occurred. However, it was
officially named “COVID-19” on February 11, 2020, in accordance with the WHO's recommendation
in 2015 to prohibit the use of disease names such as geographical location, names of people, animals,
types of food, culture, residents, nationals, industries and occupational groups(Lee, 2020: 2). COVID-19
has brought a crisis situation to almost every country, whether it is the powerful, the weak, or the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By August 2020, 29.5 million people were infected, and
93.3 million people died.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which has become a world pandemic, has
also had a major impact on the world.
Crisis management is the process of respecting and striving to realize human dignity'. The reason
why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communities such as organizations, societies, and states exist is
ultimately to realize the universal values pursued by human society of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Crisis management refers to the exaggeration of efforts to ensure the safety right,
which is the basic right of human beings(Lee, 2018: 22). The objectives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are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crises through pre-emptive
response measures, to prepare systems and to minimize crises, to actively protect anticipated violations
of the right to public health resulting from crises in the fiel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o minimize
socio-economic damage. Here, infectious disease refers to an infectious disease that causes humans,
and residents' consciousness plays a role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it is more efficient to recognize
the risk of human infection early in the outbreak and prepare thorough preparations to prevent
human infection from occurr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risk management awareness among the
population in COVID-19 infectious diseases and to suggest measures to strengthen it.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it explores the meaning
and type of national crisis and security consciousness. Secondly, the definition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 are studied. Third, it looks for
examples of the COVID-19 virus crisis in the area of public awareness and sets out policy directions
for enhancing crisis awarenes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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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oretical Background
1. National Crisis
National crisis can be defined as national sovereignty or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ystems that constitute a country pose a major threat to the core elements or values of the country.
The following types of national crises.

1) National life security crisis
The crisis of national life security means that the safety accidents may threaten the life, health,
property and life of the people.The core subject of national life security is divided into individual
and society. In personal aspect, the security crisis, life economy, public security security crisis, traffic
opportunity safety crisis, occupation and school life crisis of vulnerable groups are analyzed. In the
aspect of society, there are food safety crisis, product safety crisis, health and safety crisis, facilities
safety crisis, environment safety crisis and basic safety crisis.

2) Disaster crisis
Disaster crisis can also be divided into natural disaster crisis and human disaster crisis. Natural
disaster crisis is a disaster that causes large-scale damage in natural phenomena, including typhoon,
rainstorm, flood, earthquake. Human disaster crisis is a large-scale disaster in human form, including
fire, collaps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traffic accidents.

3)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crisis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crisis is a crisis that may threaten the security of national territory
and sovereignty in the fields of diplomacy, unification and military affairs.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crisis, it can be divided into war crisis, local armed conflict crisis and
terrorism crisis. There are contradictions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local provocation, drastic
changes in North Korea's internal affairs, and territorial violations.

4) National core crisis
The crisis threatening the national core security is the national core crisis. Taking the object as
the center, the types of national core cri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facilities and systems,
there are financial, transportation, electric pow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jor industrial
complexes, and energy crisis. Second, in terms of the general public, there are large private commercial
bases, daily necessities and essential services, chemical industry and hazardous substances. Third,
in terms of national identity, there is a crisis of national relics, retention and symbolism, and a crisis
of social conflict. Fourth, in terms of government services, there are medical and public health, public
order and safety, security functions, and government facilities crisis. The provis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is often difficult as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ARS, MERS, and COVID-19 spread
rapidly across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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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ectious diseases in the national core crisis of government
service objects. With the rapid spread of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ARS and covid-19, it is
difficult to provide public health services.

2. Safety Awareness
Lee (2010) said that safety awareness refers to the safety awareness of maintaining safety and
preventing accidents from the dangers in daily life. It is a project to maintain a safe and healthy
life. When something is not done or mistakes are made in the fields of fire safety, emergency disposal,
family safety and traffic safety,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may be affected. This is called life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Jin (2002), safety awareness refers to the safety awareness generated in order to
maintain the danger of daily life and prevent accidents. In other words, in order to prevent possible
accidents and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danger, it is necessary to learn knowledge and skills.
According to Li (2014), safety awareness refers to the extent to which workers care about potential
safety, specific actions and practice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Safety is not regarded
as knowledge, but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actice and implementation. Generally speaking, safety
awareness is strong or weak. Safety awareness means personal awareness of safety, which means
keeping safe from danger or actively coping with one's work. Safety awareness is an instinctive state
of mind. It is a positive awareness of maintaining safety or preventing accidents from danger. It can
be defined as the attitude to deal with the safety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security eliminated the potential risk factors in various accidents, such
as national life security crisis, disaster crisis,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crisis, national core crisis
and so on. In order to eliminate this kind of risk factor, we must take safety consciousness as the
premise.

3. Crisis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crisis, the concept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become
the theoretical verification object in this study and how to deal with infectious diseases are deeply
studied. In the past 20 years, with the prevalence of new and r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t has
brought direct health hazards to human beings in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it has caused
huge social and economic losses. Infectious disease is “a disease caused by a specific pathogen or
toxic substance of a pathogen, a host that is felt by the person infected with the pathogen or toxic
substance from animals or other hospitals, In other words, it is defined as a disease transmit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people. About 75% of the new infectious diseases occurred recently are
occupied by common or vector related infectious diseases, and the main reason is the common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most of the new infectious diseases that have recently become a
problem are viruses caused by wild animals. Representative new infectious causes: SARS in 2003,
H1N1 new influenza virus in 2009,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in 2015, and COVID-19
virus in 2020 have changed and spread to people. Climate change has led to local accusations of
infectious disease vectors, There are many cases of pandemics spreading to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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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mpirical analysis of COVID-19 crisis awareness
1. Research Methods and Hypothesis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understand whether COVID-19 virus infection has strengthen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economic income and expenditure, lifestyle and psychological state on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To this end, this study takes covid-19's risk percep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of economic income and expenditure, lifestyle and psychological state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akes crisis awareness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 as
subordinate variable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refore, the research model
is set up together with <Table 1>.
Table 1. Research Methods

H1 COVID-19 risk awareness will affect economic income and expenditure.
H2 COVID-19 risk awareness will affect your lifestyle.
H3 COVID-19 risk awareness will affect the psychological state.
H4 Economic threats will enhance crisis awareness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
H5 The change of lifestyl will strengthen the importance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H6 The change of psychological state will strengthen the importance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2. Participants
A total of 236 participants were selected using the proportional allocation sampling method, which
was based on population, gender, age, and occupation. Of these, 45.8% were male, and 54.2% were
female. While 32.6% were in their 20s, 30.9% were in their 30s, 6.8% were in their 40s, and 5.9%
were in their 50s or above. In terms of occupation, 50.0% were college students, 29.7% were graduate
students.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was approximately RMB4000 (±RMB3000).

3.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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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scale’s reliability and validity. Means were calculated by
dividing the sum of each measured variable by the number of measured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were analyzed through a regression..
Al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software (IBM SPSS Inc., Chicago, IL, USA).

Ⅳ. Results
1.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reliability of safety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indicators was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the Cronbach "α value
is 0-1, the higher the better, but there is no standard to score more than a few points.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0.8-0.9 and 0.6-0.7 are appropriate. However, if the safety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s of 0.6 are small, they are considered to be lack of internal inertia (Song, 2008: 34). Especially
in basic research, the trust level of above 0.7 recommended by nunnaly (1978) is generally recognized
(Li, 2012: 54). This study was based on Cronbach α of 0.7.
The following <Table 2> 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covid-19 related economic threats, lifestyle,
psychological status, safety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The Cronbach "α coefficient of the
problem is higher than 0.7.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2. Regression Analysis
H1 COVID-19 risk awareness will affect economic income and expenditu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VID-19 virus event on national income and expenditure,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he absence of analysis is proposed in table 3. The F value
was 55.3848 (P < 0.000). In order to increase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explanatory force,
the modified R2 value is 188, which indicates that the dependent variable can be interpreted as about
18.8%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 that covid-19 risk perception (β =.600,
P < 0.000) has an impact on economic income and expenditure. In other words, the risk percep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 COVID-19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 and
positive (+). Hypothesis 1 was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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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2 COVID-19 risk awareness will affect your lifestyl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VID-19 virus event on lifestyle,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he absence of analysis is proposed in table 4. The F value was 16.110 (P < 0.000).
In order to increase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explanatory force, the modified R2 value is
160, which indicates that the dependent variable can be interpreted as about 16%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 that covid-19 risk perception (β =.257, P < 0.000) has an
impact on lifestyle. In other words, the risk percep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 COVID-19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 and positive (+). Hypothesis 2 was adopted.
Table 4

H3 COVID-19 risk awareness will affect the psychological stat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VID-19 virus event on the psychological state,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he absence of analysis is proposed in table 5. The F value was 58.402
(P < 0.000). In order to increase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explanatory force, the modified
R2 value is .168, which indicates that the dependent variable can be interpreted as about 16.8%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 that COVID-19 risk perception (β =.616,
P < 0.000) has an impact on the psychological state. In other words, the risk percep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 COVID-19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 and positive
(+). Hypothesis 3 was adopted.
Table 5

H4 Economic threats will enhance crisis awareness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
In order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threat and the consciousness of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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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 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The absence of
analysis is proposed in table 6. The revised R2 value was .231 and F value was 6.644, which showed
significant result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dependent variable increased by about 23.1%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VID-19 virus event to the economic threat
(β = .111, P﹤ .011) helped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crisis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 In other word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COVID-19, the economic threat l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and the definition
(+). Hypothesis 4 was adopted.
Table 6

H5 The change of lifestyle will strengthen the importance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In order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lifestyle and the consciousness of
demonstration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he
absence of analysis is proposed in table 7. The revised R2 value was .176 and F value was 51.339,
which showed significant result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dependent variable increased by about
17.6%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VID-19 virus event to the the
change of lifestylt (β = .384, P﹤ .000) helped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crisis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 In other word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COVID-19, the change of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and the definition
(+). Hypothesis 5 was adopted.
Table 7

H6 The change of psychological state will strengthen the importance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In order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psychological state and the consciousness
of demonstration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this study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he absence of analysis is proposed in table 8. The revised R2 value was .113 and F value was 31.008,
which showed significant result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dependent variable increased by about
11.3% from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VID-19 virus event to the the
change of psychological state (β = .342, P﹤ .000) helped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cri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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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 In other word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 COVID-19, the
change of psychological st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ve action and the definition (+). Hypothesis 6 was adopted.
Table 8

Ⅴ. Strengthening the awareness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1. Development of government partnerships
Government polic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face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strong sense of crisis.First, the government should also develop a partnership to deal
with the crisis, including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and departments, cooperation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ut forward
clearly the business of various departments and organ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early response
ability of infectious disea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Korean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case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ractical guidelines
for dealing with infectious disease disaster crisis, which are stipul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community NGOs. All business leaders and departments related
to the manual shall deal with the disaster situa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contents specified
in the manual. In particular, the propaganda department should strengthen the propaganda of national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knowledge. Third, China has not established a unified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adjustment department at the local level, nor does it have a permanent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adjustment department at the national level. In order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ability,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its own crisis management system
(馮蓓蓓, 2018: 122).

2. Establishment of a social security system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citizens have the idea of donating or donating to comfort and
help victims of disasters. In the covid-19 incident, the poor class and their families who are living
in difficulties are isolated. The disabled children who are left dead alone and their families are taken
care of in isolation. The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elderly whose health status has deteriorated,
are facing greater difficulties under adverse circumstances. Social security policies, including China's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tructure, are mainly designed to deal with various social risks that may
occur in daily life. There is no emergency social security system to prevent infections. Therefore,
143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first, China's social security system should consider emergencies such as disasters or public crises.
Social structure system needs temporary structure system, health insurance system needs institutionalized
public crisis emergency countermeasure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voluntary activities. Through voluntary service, the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can be strengthened.

3. Educational propaganda and expert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as long as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is formulated, the citizens will participate. First,
in order to prevent new infectious diseas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rough the development, popularization and research of relevant personnel from schools
and education departments. In order to deal with the new infectious diseases quickly and flexib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mote the manual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educational guides, people can master
the knowledge of infectious diseas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professional manpower
needed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The decision-making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needs highly relevant professional knowledge and rapid and accurate
judgment.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master the occurrence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strengthen the surveillance and quarantine system. In addition,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not only composed of people's going abroad, but also by air,
water and anim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networks
among China, Japan, Russi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Ⅵ. Conclusions
Infectious disease is one of the diseases that spread rapidly, and it is also one of the threats to human
beings. The problem is that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incidence of infectious diseases is also
increasing, the speed of spread is also accelerating, and the incidence of new and variant infectious
diseases is also increasing. Due to the rapid spread of COVID-19 virus in December 2019, human society
is in a state of panic. In recent months, COVID-19's new confirmers have been partially reduced
and are entering a stable situation. With the concern about the health loss caused by COVID-19,
a comprehensive economic crisis has emerged, and the overall public perception of the crisis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is research institute, the general risk perception of COVID-19
will affect economic income, expenditure, lifestyle and psychological state. Moreover, the economic
threat, lifestyle changes and psychological changes caused by covid-19 can strengthen the importance
of crisis awareness and preven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plan to
strengthen th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crisis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artnership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Government polic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face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Second, we should establish a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tructure system needs temporary structure system, health insurance system needs institutionalized
public crisis emergency countermeasures. Third, we should ensure education, publicity and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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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customized educational materials and expert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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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year of 1886 to 1890s, there was Cholera a powerful epidemic at Incheon the famous opening port
in Korea. Therefore quarantine for foreign ships was in force at Port Incheon and was installed a special Hospital
of infectious disease at Wol-mee islands near the port. Besides of these government action, social isolation
movement was quickly executed by the citizen. As a result of these timely activities of quarantine, the transitional
system of disinfection in the city was formed. At same time the main group of disinfection was changed from
the coercive sanitary police to the village headmen who were the smallest uni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is change of leading group tells us that the key of successful disinfection depends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on constructing the strong governa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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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In 1880s Korea has opened her Ports to the Western countries. On this occasion, Korea has
accepted the new modern disinfection system From Europe through Japan. This acceptance has
influenced to Incheon the famous Open port. And so in the port Incheon, modern types of quarantine
on foreign ships was acted because of outbreak of Cholera in the year of 1886. But in the city at
similar time traditional type of disinfection measures were put in forced for the successive solution
of epidemic prison. It was mainly due to the excessive and un affordable cost of quarantine. The policy
of emptying the prison through the maximum release of prisoners was very inexpensive and effective
but mere temporary. Maybe it was the most successive step in that time. Making a lesson of history
from this activities, I want to submit one or two suggestions on these epidemic days of COVID-19.

Ⅱ. Foreign Ships quarantine
From the year of 1886 to 1899, in the port city Incheon there broke out powerful epidemic Cholera
two or three times. Therefore the city government carried out the quarantine for foreign ships, and
established an isolation hospital only for remedy of epidemic, in the Wolmee island near the entrance
of the port. As for foreign ships quarantine, there occurred a little dispute of quarantining for military
ships. Of course it was not problem quarantine for the merchant ships or for the passenger ships. etc.
For military security reasons, the officials of foreign military ships come from the cholera pollution
area, protested strongly to the quarantine, and so the city dealt with a written investigation instead
on the direct quarantine inspection. If the ship has cholera patients or suspected cholera patients,
the government took a step of remedy of the epidemic at the ship or at the epidemic isolation
hospital in the city.

Ⅲ. Emptying the prison
However from the years of 1880s the port Incheon Quarantine for the foreign ships was put in
force and from the Reform in 1894 the relevant statutes are enacted, but at the same time the new
and modern disinfection did not enforced in the prison of the city, traditional ways of the epidemic
was merely in effect. Kim Koo the famous patriot was imprisoned the Incheon prison for the murder
of a Japanese soldier during the time from July 1896 to March 1898. At the prion he suffered from
typhoid fever but didn't have any sort of remedy or medicine help, and so he tried to kill himself
in despair of this gloomy situation, but failed. After he had a substantial cost of self-protection from
the high officer of the police privately, bu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official cost of the prison.
At that time, there was not any modern facility or any funds for employing a dedicated doctor in
the prison. The headman of the city always begged for the wanting food cost of prisoners to the
superior official, but in most cases it was refused.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prisoners
to take the remedy help of the disease in the prison. Therefore the official of the prison boldly
enforced the emptying the prison policy through the using of parole with the permission from the

147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top, it was the most inexpensive traditional infectious disease solution without any relation of the
modern system. But the traditional policy was temporary and antiquated.

Ⅳ. Conclusion
In the later of the 19th centuries, Korea has accepted the new and modern quarantine system for
cholera epidemic and put in force the foreign ships quarantine but took the traditional solutions
such as parole for prisoners, and so they had effective and successive result. This is the transitional
and neo-concurrent epidemic solutions, also providing some lessons today’s anti-virus authority.
From the 19th Korea epidemic history, the principle messages are as follows. First our present social
isolation movement is to be acted with the smallest funds, considering the wretched and poor people.
And second it needs the strong and close governance between the disinfection officers and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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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the first outbreak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the pandemic of Covid-19, a respiratory infection
disease that has spread throughout China and around the world, has continued for nearly a year. Covid-19 is
affecting our daily lives, and specifically, we are changing, such as the mandatory wearing of indoor masks,
restrictions on movement, business restrictions in restaurants, off classes, and working from home. The new term
‘corona depression’ (blue) has been coined to describe to depression or lethargy caused by these daily changes.
Eun-Hwan Lee (2020) also claimed tha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state of Koreans
caused by Covid-19 through a survey, about half of the people are experiencing depression due to Corona-19.
Besides, in September 2020,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ented the opinions of experts concerned
that the prolonged Covid-19 could deepen social isol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and lead to an increase in
the Risk of Suicide. In this study, after investigating concerns about the increase in suicide in the Covid-19 era,
and presenting the limitations of suicide prevention measures due to the prolonged period of Covid-19, centering
on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argue that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round multi-use facilities in the post-Coron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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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 Entering
At the 3rd Suicide Prevention Policy Committee held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on November
30, 2020, Prime Minister Se-Kyun Jeong, “People around the world had to spend a hard time depressed
by the Covid-19 crisis”. He added that “It is hard to determine how much the impact Covid-19 will
have on Suicide in Korea, which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Also, as Korea
experienced a sudden increase in suicide rates righ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and
the credit card crisis in the early 2000s, he said that people should take preemptive measures to
prevent suicide. It announced a plan to generalize non-face-to-face self-diagnosis using a smartphone
app so that those who may suffer from Covid-19 era can be examined and treated, and to expand
counseling personnel and response systems significantly. It is a fragmentary case, but it is worth
taking issue with the prime minister's public announcement that the Covid-19 will warn and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ising suicide rate.

2. Current status of suicide and suicide attempts in Korea
According to 2019 cause of death statistics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three
significant causes of death are cancer, heart disease, and pneumonia, accounting for 45.9% of all
deaths, and intentional self-harm; Suicide is 26.9 per 100,000 people, ranking 5th among all deaths,
accounting for 4.7%. By age, however, the highest percentage of deaths was 37.5 percent in teenagers,
51 percent in the 20s and 39 percent in 30s. According to the Korea Mental Health Foundation, as
of 2002, about 350,000 people attempted suicide per year in Korea, and more than 10,000 were
reported to die. Money Today(2020) found that Korean police(112) suicide reports receiv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9 exceeded 90,000. It said that as of the first half of 2020, it increased
by 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Chosun Biz(2020), risk signals such as the number
of suicide attempters and suicide counseling this year are showing an increasing trend. The number
of suicide attempts is estimated to have increased 4.5% from 2018 and 0.2% from 2019, and the
number of suicide prevention counseling calls 1393 has also increased from 6,468 as of August
previous year to 17,912 as of August this year.

Ⅱ. Literature analysis
1. The cause of suicide
The etymology of the Suicide, English word of killing themselves, is a compound word of the two
Latin words sui (self) and caedo (killing). In other words, whether the cause is personal or social,
the act of a party taking its own life by free will. Lee(2010) claims that suicide is a self-destructive
act that occurs throughout life from childhood to old age. It is recognized and selected as the final
refuge to escape from individual and social pathological factors. In response to this, a new alternative
measure to prevent suicide was proposed to provide death education that made people real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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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off and preciousness of life through reflection on death.
Kim(2010) argued that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suicide occurs due to a single facto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dults, various factors act in a complicated way, which influences suicidal
behavior. However, Kim(2011),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e most dangerous factor
leading to suicide among the variables involved in suicide and suicide accidents has been known
to be depression.
Kim, et. al.(2017) examined the causes of suicide in the personal and social aspects. Suicide in
the personal aspect focused on psychiatry and psychology. The social aspects were explained through
Durkheim's achievements and successes. In terms of psychiatry, the cause of suicide is that people
born with genetic traits that are vulnerable to depression, schizophrenia, or alcoholism have a greater
risk of suicide than those who do not. On top of that, when strengthened factors such as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personal factors, physical diseases and stress, psychological state at the time
of the suicide, past suicide behavior, the existence of suicide tools, and media suicide descriptions
are combined, sufficient conditions for suicide are formed. Yeo et. al.(2013) argued that attempts to
understand individual psychological changes had been made through psychoanalysis, cognitive-behavioral
theory, and existentialism as causes of suicide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 understanding
through psychoanalysis was largely explained that the instinct of death was victorious in the struggle
between the perspective of self-hatred and the instinct of death (Thanatos) and the instinct of life
(Eros). Kim(2010) claims that the causes of suicide re-converts the perspective of self-hatred and
develops into depression when he fails to experience the normal process of mourning for the loss.
Later the self-identification with the object through the process of obsessing with oneself and having
an ambivalent feeling toward the object leads to punishment of this ambivalent feeling. Kim(2013)
reported the desire to kill the psychodynamic motives of suicide linked to aggression, instinct, and
anger (e.g., blame, attack, elimination, revenge), and the desire to be killed (e.g., submission, selfdeprecation, Self-criticism), a desire to die (e.g., despair, fear, helplessness). Among them, explained
the status of victory like death by claiming that suicide would become a reality when ‘hope to die’
is added on top of ‘the desire to kill’ and ‘the desire to be killed’. Meanwhile, Lee, et. al.(2008) argued
that humans choose suicide as a means of escape from psychological reactions to their perceived
pain, looking at the suicide problem in the basic framework of learning, cognition, and behavior
in cognitive-behavioral theory. In other words, suicide was defined as the result of cognitive abilities
and functions that were significantly degraded due to emotional pressure or stress. Durkheim
attempted to explain suicide from a social standpoint, and he categorized suicide into selfish Suicide,
altruistic Suicide, anomie suicide, and fatal Suicide, and explained that the suicide incidence rate
differs for each group according to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regulation. Kim, et.

al.(2017) summarized the theoretical classification of suicide causes, as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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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oretical classification of causes of suicide
Division
Personal
dimension

Social
dimension

Cause of suicide

A psychiatric
- Precedence factor of mental illness and environmental reinforcement factor
perspective
- Psychoanalytic theory: A struggle between self-hatred, the instinct of death and the instinct of life
Psychological
- The theory of cognitive behavior: A psychological reaction to the extreme pain of reality
perspective
- Existentialist theory: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Durkheim

-

Selfish Suicide: Excessive individualism
Altruistic Suicid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Anomaly suicide: The collapse of the balance of integr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Fatal Suicide: Excessive control and regulation

2. A review of suicide accidents in their 20s and 30s
As reveal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urvey, suicide is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death
among adults in their early 20s and 30s. Kwon(2009) argued that in early adulthood is likely to face
a crisis due to various psychological and social challenges, including the balance of dependence and
independence, ambiguity about career and future, and pressure on success. Beautrais(2003) said that
early adults are a group with a high risk of suicide attempts, serious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success. Park, et. al.(2018) research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in
early adulthood, targeting 331 early adults aged 19 to 35, confirmed that a measure of depression,
desire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measure of the reason for life and a measure of suicide were
conducted to confirm that depression had a static relationship with suicide accidents. Specifically,
in early adulthood, due to i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t is easy to face a psychological crisis,
and it seems that people experience depression such as depression, failure, helplessness, and unhappy
mood. Then they argue that the more depressed become, the more become aware that they are
incompetent and burdened by others, and that the way to solve this situation is to think of suicide.
Besides, it was suggested that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suicide accidents has a moderating
effect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reason for the life”, thus establishing the basis for a
specific therapeutic intervention plan for the reason of life.

3. Corona Blue phenomenon
According to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 and Development, Corona Blue means
anxiety about infection and depression or anxiety caused by the heavy social atmosphere after the
Covid-19 incident. Lee(2020) analyzed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state of the Korean people
caused by Covid-19 through a survey and found that half of the people were experiencing depression
from Corona. That number reached 65% in Daegu Also, compared to other disasters in the past, the
stress level was 1.5 times higher than MERS, which was 2.5 points, and 1.4 times higher than the
Gyeongbuk/Pohang earthquake, which was 2.7 points, and 3.3 points higher than the Sewol ferry
disaster. Moreover, the feelings felt when receiving news about Covid-19 through the media was the
highest resentment for the deviant behavior of specific individuals/groups, and the third feeling of
despair that Covid-19 will continue. In particular, claimed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to prevent post-corona suicide and to introduce psychological vaccine program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2020)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that it surveyed 1,031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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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d 20 to 65 and younger to identify the health effects of Covid-19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crisis. As a result, 40.7 percent of all respondents said they experienced Corona Blue. In particular,
50.7 percent of women, 16.5 percent higher than men, said they experienced Corona Blue, while
a majority of women in their 20s, 30s and 60s experienced Corona Blue. Respondents who experienced
Corona Blue cited social isolation, health concerns, and difficulty in finding employment and job
retention as the causes.

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and suicide rate, such as infectious diseases
Baik(2020) claim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and suicide rate varies depending on the
nature and response of the disaster, while there has been no increase in suicid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however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t was reported that
the Miyagi area decreased in the first year and then increased two years later. The Fukushima area
was reported to have decreased initially and then increased again. In Korea, Covid-19 is an infectious
disease, one of the social disasters pr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t is classified as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such as MERS and SAR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ctious diseases and Suicide, Wasserman(1992) claimed that the Great Influenza Epidemic,
known as the Spanish flu, was linked to an increase in suicide rate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10
through 1920, citing a decrease in social exchanges and fear. Yip, et. a.l.(2010) analyzed Suicide
among Hong Kong seniors over 65 years old in one year after SARS, as the causes of disease, fear
of becoming a burden to their families, general anxiety, social isol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Meanwhile, according to the Busanilbo(2020. 12. 4.), the number of women killed in October suicide
increased by 83%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is is a big difference compared to the
22% increase in men. In Korea, women in their twenties who attempted Suicide from January to
August this year accounted for 32.1% of all suicide attempts, with the highest number of all generations
and genders (Hankyoreh, 2020. 11. 3.).

5. Chapter conclusion
As of 2018, Korea's suicide rate per 100,000 people is 2.4 time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12.1. The cause of suicide is difficult to identify with one single cause, but many studies have
found that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As the Covid-19 is prolonged,
people feel negative emotions such as depression, anxiety, social isolation, and stress. There are
claims that the suicide rate has increased after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Spanish flu and SARS
in the past, and negative emotions such as social isolation, fear, and anxiety have been pointed out
in common. There are no studies yet to deter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vid-19
epidemic and the suicide rate. However, the increase in suicide rates among young women in Japan,
especially women in their 20s and 30s, with a high rate of experiencing Corona Blue, and the prime
minister's expression of concern about rising suicide rates explains the need for this research aimed
at policy proposals to prevent suicide in the Coron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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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oretical Review
1. Domestic Suicide Prevention Policy: focusing on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Suicide Prevention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Suicide Prevention, presented as a pan-ministerial task in 2018, aims
to reduce the number of suicide deaths by 1,000 each year, focusing on 54 tasks in six areas that
are short-term feasible and proven to be implemented and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including
finding, actively intervening and managing high-risk groups based on suicide.
Specifically, the First Category of Topics is the National Suicide Trend Monitoring System by analyzing
the causes of suicide by region, social class, and health care characteristics for 70,000 suicide deaths
that occurred between 2012 and 2016, and activating psychological autopsy. (Psychological autopsy:
Verification of specific causes of suicide by reviewing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atterns and
changes of the suicide before death through statements and records of neighbors). It consists of tasks
such as establishing a surveillance system on the suicide trend and promoting a suicide prevention
policy based on evidence.
The Second Category of Topics. The government will train visiting service providers such as religious
institutions, civic groups, bank accounts, taxi drivers, public servants,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medical benefit managers,
visiting nurses. As lifeguards (A person trained to quickly recognize signs of suicide risk of people
around him, such as family, friends, neighbors, and link them to experts) to prevent suicide, it was
thereby increasing the public's sensitivity to suicide. It consists of tasks such as discovering high
suicide risk groups using social security service providers and expanding the screening of depression
through national health checkups.
In the Third Category of Topics, the government connects mental health and social security services
to suicide high-risk groups. It provides appropriate welfare services to those facing economic crises
to eliminate the risk of suicide through active intervention and management.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it includes tasks such as expanding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dedicated to suicide prevention, strengthening the awareness of suicide prevention counseling
calls (1577-0199), and strengthening access to treatment for depression. Besides, the government is
pushing to restrict access to suicide tools, hold seminars on suicide prevention for related parties
such as broadcasting and newspapers, and to ban the onlin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suicide
and provide grounds for punishment, such as recruiting partners.
In the Fourth Category of Topics consists of tasks such as post-management of suicide attempters
who visit the emergency room through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strengthen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 survivors of the suicide, and writing a response manual for celebrity
suicide cases.
In the Fifth Category of Topics are organized, as shown in <Table 2> as subjects' preventive tasks
such as workers, discharged mental patients, senior citizens, and milit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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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icide prevention task by subject
Target
Workers and
unemployed

Prevention task
①
②
③
④
⑤

Creating a workplace-oriented suicide prevention environment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Promote suicide prevention projects for the unemployed and job seekers
Professional counseling support to respond to professional trauma
Post-management of sites where the suicide occurred

A group with an ① Follow-up management for discharged mentally ill patients
exceptionally high ② Strengthening support for special civil servants
risk of suicide. ③ Support for counseling and caregivers and employees

By age

① (Elderly) Support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families with dementia
② (Young adults)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③ (College Student) Counseling center and activation of gatekeeper education
④ (Military) Strengthen access to suicide victims
⑤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strengthening the school suicide prevention system
⑥ (Out-of-school youth) connection service provided

The Sixth Category of Topics consists of tasks to improve social awareness through the readjust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level suicide prevention policy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type
suicide prevention campaigns, the transmission of public advertisements for suicide prevention and
the posting of counseling telephones for suicide reporting cities, and the promotion of suicide
prevention campaigns using state-owned media.
In the domestic suicide prevention policy is leading the task of discovering Suicide high-risk groups
and taking measures to manage them, which inevitably has to be actively implemented to limited
targets. For instance,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strengthen women's suicide prevention
counseling, operate a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for women in crisis in age of 2030, prepare
policies to support female workers, and propose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f child care as a
countermeasure for the suicide of young women, which is showing a rapid increase. Proves that there
is a loophole in the suicide high-risk group set by the existing suicide prevention measures. Some
of the tasks are being implemented for the general public, not at risk of suicide, such as sending
out suicide prevention campaigns,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promoting suicide prevention
campaigns using state-owned media. However, under the relevant law, the transmission of public
advertisements is not mandatory. State-owned media is bound to have less exposure to the general
public than mass media.

2. Suicide warning signs and effects of education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17, 266 people, or 92
percent of the 289 people who died from suicide, were found to have sent verbal, behavioral and
emotional warning signals, but 57 people around them recognized warning signals, accounting for
only 21 percent. Besides, it was found that it was not easy to actively intervene or take action even
if the warning signal was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the suicide prevention lifeguard training of the suicide prevention measures
is based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skills to identify those who are in danger of suicide to
determine the level of risk for suicide. It aims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connect people around
at the risk of suicide to appropriate services, Improvements in knowledge and changes in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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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raining affect actual behavioral changes, allowing direct involvement in suicide high-risk
groups. Money Today (2020. 11. 16.) reports through an article,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helps
to recognize warning signs and respond appropriately, and 20% of educated people have met with
suicidal thoughts, and of these, 95 percent of them asked and heard about suicide. Among them,
71.5% said they provided or linked information to experts or institutions for suicide suspects. Besides,
experts suggested that people can be saved like CPR if they receive preventive education.

3. Safety education in multi-use facilities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Safety Education mandates multi-use facility
managers to provide safety education to users for facilities used by multiple people, such as performance
halls, sports facilities, movie theaters, route buses, urban railroads, railway vehicles, ferries, aircraft,
academies, and postpartum care centers. In 2019,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ublished a Guidebook on Safety Education for Users of Multi-use Facilities and presented the
contents, timing, and methods of safety education. Except for route buses and urban railroads, seven
multi-use facilities includ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each facility were organized, as shown in <Table 3>.
Table 3. Contents of safety education in multi-use facilities
Facility

Training content

Performance hall, sports facility,
movie theater, passenger ship,
aircraft, academy,
postpartum care center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such as information on hazardous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how to use child facilities
How to evacuate in an emergency (fire, and others)
How to deal with emergencies such as CPR, AED usage and others

Route bus

Safety rules on the bus and countermeasures in case of an accident
Location and use of safety devices such as fire extinguishers and emergency hammers
Wearing seat belts while driving

Urban railroad

Location and use of safety devices such as fire extinguishers and emergency hammers
How to open the door in an emergency and escape
How to get on and off safely and safety rules in the passenger compartment
Guidelines for reporting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cidents

Two recently reported the news, a middle school student who saved his father who had fallen from
CPR (Yonhap News, 2020. 7. 15.), a grandmother in her 80s who saved another grandmother (Jungdoilbo,
2020. 2. 24.), and a famous singer who performed CPR on a fallen public (Dongailbo, 2020. 3. 23.)
and other visible effects of CPR education can be easily found. It is essential to experience CPR
in person and learn it. However, it can be speculated that exposing the necessity of implementation
through education in a multi-use facility helped the proper treatment in the actual situation.

Ⅳ. Conclus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Suicide Prevention, the UK conducted a suicide prevention
campaign called ‘Man on the Ropes’ using a railroad facility management public institution. It is said
that Australia is conducting a two-minute suicide prevention campaign 20 times a month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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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 of Regional Satellite and Radio Broadcasting for residents outside of
large citi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Korea's suicide prevention policy, which focuses on suicide
high-risk groups, will be able to achieve that goal in the Covid-19 era and post-Covid-19 era. How
can we distinguish suicide-high-risk groups based on psychiatric,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death in an era of rising depression, anger and anxiety in people with the advent of a new term,
Corona Blue?
Non-face-to-face mental health self-diagnosis using a smartphone app disclosed by the 3rd Suicide
Prevention Policy Committee can be used as one of the methods to identify suicide risk groups. However,
a method of inducing all citizens to access the app is needed. At this tim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ducation, which is mandatory in multi-use facilities, and the beauty of saving people with CPR,
which is frequently seen,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Song, et. al.(2015) argued that through a stud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those who watched the advertisement had increased knowledge of
suicide prevention than those who did not. Suicide prevention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dvertising by organizing messages so that the
correct knowledge for Prevention could be conveyed.
Lee(2010) identified suicide risk group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intervened accordingly, follow-up
management of suicide attempters, and improvement and healing of social pathologies at the social
level. It argued that the current suicide prevention policy, which focuses on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eliminates the concept of suicidal behavior from the discussion of suicide. The suicide
prevention lifeguard education for applicants is more challenging to access than the smartphone
apps, so it provides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such as self-diagnosis app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lifeguard education or suicide prevention campaign, such as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ducation, and others focusing on multi-use facilities. It is suggested that information distribution,
video screening, announcements, and posting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through the website are
suggested as su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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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mobile internet and the wide application of various new media
technologies, the internet has gradually become the main space for citizens to exchange opinions
and express opinions, and is an important channel for the generation, fer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public opinion. Almost all information coexists with online media, sudden public health crisis is
no exception. Internet public opinion not only runs through the outbreak, development, and demise
of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but also plays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Internet public opinion spreads quickly, has a wide range of influence, and has
certain social mobilization capabilities. It can not only effectively promote the resolution of public
health crisis, but also increase public psychological pressure and social panic, and affect soci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trengthen the guid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for public health crisis, and it is imperative to improve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internet public opinion.
The COVID-19 pandemic, also known as the coronavirus pandemic, is an ongoing pandemic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caused by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WHO, 2020). Since the earliest known pneumonia cases of unknown origin that were
identified in the Wuhan city of China in December 2019, the epidemic has rapidly spread throughout
China in just several months, turning into a serious national public health crisis. Because it is during
the traditional Chinese New Year period, reducing going out is an important means of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The public relies more on the internet to obtain information and express
their opinions, and the enthusiasm, intensity, sensitivity and spread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are far greater than before. During the fight against the epidemic, the internet has become an
important channel for people to understand the epidemic, express their ideas, and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It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battlefield for fighting the epidemic and rallying
people's hearts. At the beginning of the epidemic, a series of major public opinion incidents not
only aggravated public panic, but also affected the fight against the epidemic to a certain extent,
which fully demonstrated the inadequacy of internet public opinion response to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Meaning of internet public opinion
Internet public opinion is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t
refers to a way of express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the internet, a relatively new concept formed
at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Regarding the defini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scholars have
conducted some discussions. Liu (2007: 53) believes that internet public opinion is expressed and
disseminated through the internet, the sum of the various emotions, attitudes and opinions held by
the public in various public affair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freedom and controllability, interaction and immediacy, richness and diversity, concealment and
explicitness, emotionality and irrationality, individualization and group polarization. Wang (200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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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s that the subject “public” and the object “national manager” of internet public opinion emphasize
the political nature of internet public opinion. Tao (2007: 28-30) believes that internet public opinion
is an influential and tendency opinion expressed by the public on social focus events and hot issues
through the internet. Zeng (2009: 79-82) believes that internet public opinion is a collection of all
cognitions, attitudes, emotions, and behavioral tendencies of people spreading through the internet
about the event caused by the stimulation of various events. Blumer (1947: 542-549) believes that
internet public opinion refers to a collective behavior composed of people discussing at any time
in a given public place. Ju (2011: 116-124) and others believe that the internet public opinion of
emergencies directly expresses citizens' views and attitudes towards emergencies.

2. Internet Public Opinion and Real Public Opinion
Yi (2014) believes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internet public opinion and the
actual public opinion. They both reflect people’s attitudes and opinions on a certain social situation.
The internet public opinion is the actual public opinion carried by the internet and has its particularity.
There is also a big difference between real public opinion and internet public opinion. For real public
opinion, internet public opinion is a virtual response. It reflects the people’s thoughts and opinions
on a certain event, and these opinions are shared through the interne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freedom and interaction. Zhou (2005: 12-15) believes that internet public opinion is in cyberspace,
and the public's tendentious opinions and attitudes towards “focus” and “hot” issues. Xu (2007: 89-93)
believes that internet public opinion is a manifestation of social public opinion, a common opinion
expressed by the public on the internet that has a certain influence and tendency on a certain social
phenomenon or social problem. Ji (2007: 104-107) believes that internet public opinion refers to
the attitude of citizens around the occurrence, development and change of public opinion in cyberspace.
Peng (2008: 46-50) believes that the internet public opinion of emergencies is that citizens use the
internet as a platform to release information around emergencies through network media and
express their attitudes towards social politics. Fang (2012) believes that the internet public opinion
of emergencies refers to citizens’ cognition of the event and the expression of government or social
phenomena related to the event.

3. Literature Review
3.1. Guid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Neumann (1993: 50-56) analyzes internet public opinion from the silent spiral theory, and believes
that in the generation of Interne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s will be gradually strengthened by
the silence of the other party's opinions, and through repeated formation of a consistent public
opinion, it will evolve into internet public opinion of group orientation. Sunstein (2003: 50-51) also
analyzed about 60 influential government websites from the perspective of group polarization theory,
and found that the tendency of opinions on the internet is prone to group polarization. Carreil and
Sturges et al. (1991: 22-27) analyzed the reasons of Interne public opinion and believed that the
conflict of public interest and the role of the environment were the direct causes of internet public
opinion. Brooks B. (1997: 15-19) believes that “network gatekeeping” is very important in th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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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e public opinion, and requires good use of agenda setting theory in the guid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Moy (2007: 79-98) believ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internet
public opinion of emergencies are emergency response and improper guid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and improper guidance may lead to a wider range of incidents. Hassid (2015: 39-68) compared
the Chinese internet public opinion case with the Kenyan case, and believ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timely response to netizens’ demands was due to the government’s fear of the internet and fear of
mass incidents that could lead to adverse consequences, but he believes although the rapid response
has improved the government’s social governance capabilities, it will also cause potential crises.
Jiang (2012: 12-20) believes that the guid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should focus on the following
aspects, establish an open, transparent, timely and effective government information release system,
adhere to the correct public opinion orientation, pay attention to the methods and art of guiding
public opinion, and give play to the role of online “opinion leaders”. Wang (2006: 109-112) proposed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internet gatekeepers and select and amplify internet public opinion
through traditional media.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also implement macro-control and
internet legislation. Tao (2007) believes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mergency mechanism for internet
public opinion, monitoring, early warning and control of internet public opinion, especially negative
public opinion, so as to achieve the purpose of effectively resolving the crisis of internet public opinion,
it includes monitoring, early warning, and response.

3.2. Government Responses to Internet Public Opinion
Jin and Xu (2013: 37-43) believe that in public emergencies,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internet public opinion directly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crisis management.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internet public opinion includes Government system coordination capabilities,
government personnel coordination capabilities, government information coordination capabilities,
government material coordination capabilities, and government funds coordination capabilities. Mao
(2012: 172-174) believ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sensitive to internet public opinion,
and the role of mainstream online media should be used separately to strengthen the correct
guid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establish and improve systems and mechanisms to improve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internet public opinion. Chen and Ye (2013: 121-127) believe that
increasing the government's attention to internet public opinion, rapid response, and the government's
own credibility, these can effectively improve the government's response capabilities. Ma (2010) started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govern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in emergencies, and advocated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participate together, the government plays a leading role, and social
force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model.
Wang & Fang (2010) proposed that in the process of major internet public opinion emergencies,
a powerful “blowout” internet public opinion will be formed on the internet, and the “herd effect”
will cause more people to move towards one-sided and extreme directions, it is not conducive to
the resolution of emergencies. Taking the COVID-19 epidemic as an example, Zhang (2020: 147-149)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 of internet public opinion of the incident, analyzed the government's
public opinion handling measures and problems during the epidemic, and explored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to correctly guide public opinion and resolve the crisis of confidence. Chen (2020:
48-53) believes that the internet public opinion of the COVID-19 epidemic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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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lowout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 governance of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into the national governance level, and adopt multiple-subject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differentiated
guidance strategies.

4. Analytical Framewo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ome measures and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to
improve its work, firstly I will sort out the overall situa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then review the measures and existing problems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responding to internet public opinion, and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analysis framework
is established.

Figure 1. Analytical framework

Ⅲ. Analysis of the overall situation of China's Internet public opinion during COVID-19
1. The outbreak of COVID-19 has aroused public attention and participation, internet public
opinion broke out
On December 31, 2019, after several doctors in Wuhan issued “warnings” on the WeChat group,
public opinion on the COVID-19 epidemic began to form. Next day, the seafood wholesale market
was closed for rectification, and many media followed up to report the market closure and epidemicrelated news, the public quickly thought of the “SARS” outbreak in 2003, and public opinion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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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 peak. Later, due to a notice issued by the Wuhan Health Commission stating that “no obvious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was found,” public anxiety and terror gradually subsided.
The trend of internet public opinion fell back. On January 20th, Zhong Nanshan, an academician
of the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COVID-19 can be
transmitted from person to person. At around 2 am on January 23, Wuhan officially announced the
closure of the city. The public in the epidemic area and surrounding areas are concerned about the
threat of the spread of the disease to daily life, their own lives and health. The public in other areas
also pays close attention to the spread of the epidemic.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soon gathered
in cyberspace, and the COVID-19 epidemic quickly formed internet public opinion across the
country. The cyberspace is full of epidemic-related information overnight.
Major public health crisis ev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vital interests of the public, are highly
stimulating and sensitive, and can easily trigger internet public opinion. In the past few years, we
have experienced SARS, H1N1 and other epidemics. The public has a strong sensitivity and high
vigilance to this information. Once a public health crisis event occurs, it can always quickly arouse
public attention and discussion, and sometimes the epidemic itself has not spread, or the degree
of harm is low, which will cause a larger public opinion event. The COVID-19 epidemic is no
exception, and compared to previous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it has received a higher degree
of attention and public opinion. Baidu uses the search volume of netizens as the data basis, and uses
“COVID-19” as the keyword to calculate the search index trend chart based on the search frequency
(<Figure 2>).

※ Source: Baidu.

Figure 2. Baidu Index Keyword (COVID-19) search trend chart (From 2020.01.20 to 2020.03.31)

With the emergence of large-scale confirmed and dead cases, intensive reporting by different
media, and various rumors during the period, negative information such as “death”, “high fever”, “easy
to be infected”, and “difficult to treat” are overwhelming. After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epidemic
has been superimposed and fermented, it has continuously stirred the nerves of the public, and has
strengthened the public's panic and eager attention, and finally formed a high level of heavy online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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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net public opinion continues to ferment, the epidemic information spreads quickly and widely
As of June 2020, the number of Chinese internet users is 940 million, and the number of mobile
internet users is 932 million. (CNNIC, 2020:17). The popularization of mobile internet has accelerated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At the same tim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pidemic situation,
public transportation control and community access control have been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During the Chinese New Year, all personnel are required to stay at home and can only rely
on the internet to convey information,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express opinions.
Regardless of age, occupations are concentrated in the general environment of the internet. The
elderly and middle-aged groups who used to be far away from the internet, and the busy workaholic
groups all appear on the internet. The attention is focused on this epidemic, and the base of internet
users has unprecedentedly expanded, citizens are paying unprecedented attenti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VID-19 epidemic quickly occupied various media spaces, and the public could not
ignore their existence, let alone be affected. Based on this, the complexity and urgency of internet
public opinion is more obvious than ever. With such a high degree of attention, any mishandling
of small matters spread on the internet may evolve into internet public opinion. In addition, in this
special period, citizens' psychology and emotions are not the same as usual.
According to data from the People's Daily Internet Public Opinion Data Center, since Zhong Nanshan
publicly announced on the evening of January 20, 2020 that the COVID-19 was “definitely transmitted
from person to person”, the total amount of relevant information has been increasing. It was not
until February 6 that public opinion fell for the first time. Among them, online news reports and
WeChat and Weibo platform information occupy the main position of total information (<Figure 3>).

※ Source: People's Daily Internet Public Opinion Data Center.

Figure 3. Trend chart of public opinion attention of the epidemic from 2020.01.21 to 2020. 2. 25

3. Internet public opinion continues to fluctuate, rumors spread
When the epidemic broke out, the public did not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pi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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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ute of infection was unclear, and the symptoms after the infection were unknowing. They fell
into panic, helplessness, and curiosity. Citizens’ inner defenses were broken, causing even greater
panic. People spread the rumors again in a complex mood that they would rather be trusted than
what is untrustworthy, which indirectly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rumors on the internet. When
rumors are spreading and the speed of dispelling rumors is difficult to keep up, the negative emotions
on the internet continue to ferment, which can easily cause the “ripple effect”(Liu, 2020).
For example, the “Shuanghuanglian” incident. On the internet, drinking Shuanghuanglian oral liquid
helps prevent COVID-19. The Shuanghuanglian oral liquid on major online sales platforms was out
of stock overnight, and some citizens went to the drugstore to queue up overnight. Subsequently,
the individuals behind the “Shuanghuanglian” became a hot spot of public opinion, and have been
questioned. Wuhan Virus Institute has also become a continuing hot spot, and individual teams have
been involved in a series of online speculations and disputes. During the epidemic, some positive
and negative internet public opinion cases with a certain degree of attention and influence (<Table
1>). Rumors during the epidemic mainly relied on social networks such as We Chat groups to spread,
thereby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e rumors and the possibility of public practice offline. These
rumors continue to catalyze public fears and even actively participate in spreading rumors, bringing
great hidden dangers and resistance to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With the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international conspiracy theories related to it also
emerge one after another. The use of the epidemic to exclude the Chinese has triggered strong
anti-Chinese sentimen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fected by internet rumors, some overseas
people have expressed their refusal to contact Asians and even openly discriminated against Asians.
These very confusing rumors have aroused the attention of the whole world and convinced some
people who don't know the truth.
Table 1. Classification table of some internet public opinion cases during the COVID-19

※ Source: Summary of on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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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nalysis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pond to COVID-19
internet public opinion
1. Full disclosure of inform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epidemic, some local governments were slow to respond to internet public
opinion and made frequent mistakes, triggering a crisis of confidence. However, under the scientific
coordin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epidemic was effectively controlled in a timely manner,
leading and reversing the unfavorable situation of public opinion. After the outbreak, governments
at all levels established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headquarters to release epidemic data,
epidemic prevention measures and policies in a timely manner through various forms such as press
conferences, government websites, government self-media, media interviews and discussions, and
mobile phone text messages. The information responds to social concerns and clarifies online rumors.
From January 26, 2020, the State Council launched a press conference on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The main body of the press conference was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the Chin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tc., to answer
key issu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 and are highly concerned by public opinion.
In the subsequent press conference, netizens' response links were added, and experts on the epidemic
provided answers to topics such as the use of masks that netizens were concerned about. Traditional
media such as People’s Daily, Xinhua News Agency, China Central Television, etc., report news related
to the COVID-19 epidemic in a prominent place every day. The extensive coverage of authoritative
media confirms the basic nature of the incident, creates tension in the entire society and arouses
public access epidemic information and a strong desire to follow up on the progress of the incident.
The official public opinion of the mainstream media was promptly and repeatedly guided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audience and eliminate some negative public opinions to the greatest
extent. People are generally stable in their psychology and actively cooperate and participate in the
fight against disease.
New media, such as Weibo, WeChat, Tik Tok and other short video platforms integrate and process
various related information, and accelerate the penetration of people who cannot be covered by
traditional media in the form of suitable internet communication, and the scope of diffusion can
be further expanded. Finally, through the peer-to-peer forwarding of social media, relevant information
is copied and quickly spread to everyone, forming a full range of information diffusion.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llows the public to know the government's epidemic prevention
trends in a timely manner, and to enhance the public's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 eliminate anxiety and tension, enhance confidence in defeating the epidemic, and maintain
social unity and stability.

2. The official rumor refutation is authoritative and efficient
After the outbreak, the people's panic and anxiety spread rapidly, and various rumors on the
internet were overflowing, especially about the epidemic situation, the number of infected people,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status of medical treatment. Rumors during the COVID-19 epidemic
are main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urrent situa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people's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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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ituation” of negative internet public opinion mainly refers to the number and itinerary
of unfounded confirmed (suspected) cases of COVID-19 spread through the internet. For example,
in the early days of the epidemic, it was rumored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had died
of COVID-19 in Wuhan. These artificially created negative public opinions on the internet have greatly
caused public panic and disrupted social orde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negative internet
public opinion is mainly spread through the internet with no scientific basis for the prevention or
treatment of COVID-19.
Under such circumstances, China’s internet joint anti-rumor platform set up a COVID-19 epidemic
anti-rumor area to promptly refute rumors. At the same time, CCTV and mainstream media around
the country broadcast information related to the epidemic, and continuously update data o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suspected cases, and deaths in various regions, interpret the relevant
data, explain the truth, eliminate people's doubts, and make everyone's mood gradually stabilized.

3.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new media
In this nationwide publicity campaign against the epidemic, the advantages of new media in reaching
out to the masses and having a large user base were fully utilized, and various forms of publicity
and guidance were actively carried out through internet and mobile phone software. According to
an epidemic investigation conducted by Nielsen Media Data Services Co., Ltd. in China in February
2020, WeChat, as an important platform for the spread of the epidemic, has become the first choice
for citizens to obtain information. Website news, news APP, etc. are also in the forefront. Articles, short
videos, live broadcasts, and audio programs are important forms of epidemic reporting that citizens
like (<Figure 4>) (Nielsen Media Data Services, 2020).

※ Source: Nielsen Media Data Services Co., Ltd.

Figure 4. Citizens’ favorite form of reporting the COVID-19 epidemic

The combination of new media and traditional media works together to form a joint force to show
users a full range of epidemic information. For example, during the construction of two hospitals
in Wuhan, China Telecom and CCTV jointly launched the “24 Hours of Epidemic” and conducted
a full HD live broadcast of the construction of the two hospitals in huoshenshan and leishenshan.
More than 80 million netizens worldwide watched online. During the epidemic, some short videos
with strong visual sense and rich content were liked by the public. Village cadres in Henan, Jiangsu,
Zhejiang and other places announced on the Tik Tok platform used loudspeakers to shout to villagers
in their dialects, urging villagers not to go out and take measures to prevent epidemics and other
new methods; Henan folk artists and famous Henan opera artists who are widely spread on We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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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 Henan opera cappella to fight the epidemic; use drones to remind villagers to prevent and control
the epidemic.
These people-oriented, innovative methods adapted to local conditions have become the knack
for grassroots news release, community governance, and epidemic prevention, and they leave a deep
impression on people. These new media propagandas have activated the atmosphere in cyberspace,
relieved everyone’s anxiety about being closed at home, created a relaxed and positive atmosphere
for fighting the epidemic, and created more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for the smooth development
of work in various regions.

4. Public opinion response focuses on details
In this epidemic, the government's public opinion focused not only on the overall situation of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nd the macro level of society, but also paid attention to and
responded to the public's individual feelings, individual experiences, personal safety and emotions
in a timely manner. Regarding the public's reports of price hikes, counterfeit masks, and uneven
deployment of medical supplies, the relevant departments actively organized investigations to deal
with non-compliance and illegal acts in a timely manner. For example, on January 29, the Hubei
Provincial Red Cross issued the “Announcement Form for the Use of Materials”, the distribution of
donated materials was highly concerned and questioned by the media and citizens. By February 1,
the Hubei Provincial Red Cross published on its website about donated materials, distribut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stated that the person in charge will be held accountabl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By the afternoon of the 2nd, the private enterprise took over the
storage and distribution of donated materials and handle the existing logistics management problems.
In response to the people's livelihood and economic issues of public concern, such as the supply
of materials, resumption of work and school, transportation recovery, and employment, various localities
have continuously introduced policies to benefit the people during the epidemic to effectively solve
the people's difficulties. Regarding sensitive topics and public issues, most relevant departments can
respond positively without evading or concealing them. For example,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the various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general public, Urumqi City in Xinjiang has disclosed the
mobile phone numbers of the mayor and other district heads. The public can call at any time to
express their difficulties and demands.
For example, at the press conference on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held in Tianjin on
February 3, the spokesperson Zhang Ying’s detailed analysis of 5 confirmed cases in a shopping mall
in Tianjin rushed to the hot search on Weibo. The spokesperson’s thoughts were clear and the
response details were in place. Citizens praised her as “analyzing the epidemic like Sherlock Holmes”.

Ⅴ. Problems of Chinese government in response to COVID-19 internet public opinion
1. The Internet public opinion response was not timely at the beginning of the epidemic
Since the Wuhan Municipal Health Commission notified the discovery of the first case of pneumonia
of unknown cause on December 8, 2019, relevan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egan to appea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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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numbers, but the government has not responded positively to public doubts on the internet
except for the number of cases. Until the evening of January 20, 2020, when Academician Zhong
Nanshan accepted an interview with CCTV for the first time clarifying the “human-to-human
transmission of the new crown virus”, most of the information on the epidemic at this stage was
questioned. There have been cases of “person-to-person transmission” on the internet, and in the
official notifications and answers, it was stated that “no related cases were found among close
contacts” and “not highly infectious”. Due to the inconsistency of the core content of the information
before and after, and the lack of official authoritative information for more than a month, various
speculations and voices about the epidemic have appeared on the internet, and the public's anger,
worry and even panic have generally been revealed in the internet public opinion.
The most concerned is the incident of Li Wenliang, an ophthalmologist at Wuhan Central Hospital.
Dr. Li Wenliang was called the “whistleblower” of the epidemic because he was the first to issue
a protective warning to the outside world. He was also warned and admonished by the local police
station for allegedly publishing false statements on the internet. After the incident was exposed on
the internet, it quickly detonated the internet. After that, Dr. Li Wenliang contracted new coronary
pneumonia while treating patients and died unfortunately. It has aroused continuous attention on
the internet, and the dissatisfaction of the people spread across the internet, causing internet public
opinion and becoming a hot topic on the internet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 world. Later, the
Wuhan police revoked Li Wenliang's admonition letter and apologized to Li Wenliang's family, and
dealt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Li Wenliang's admonishment case, citizens' anger was gradually
appeased.

2. Imperfect early warning mechanism for internet public opinion
The internet public opinion early warning refers to the advanced prediction and management of
potential crises in the current situation of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public opinion, including
a series of content including crisis prediction, early warning reports, and early warning decisions.
In practice, it is found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and comprehensive public opinion
warning and monitoring mechanism is crucial. It should includ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hotspot
informa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the formulation and release of professional response
strategies, etc., which can effectively guide the trend of internet public opinion and avoid the spread
of some false news early (Li, 2020: 81). It can help relevant departments to grasp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opinion in time, and formulate corresponding plans based on the trend of public
opinion, thereby guiding public opinion, minimizing contradictions, avoiding crises, and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 of emergenc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ternet public opinion, we found
that the public's focus on the epidemic information is mai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epidemic, scientific protection, and therapeutic drugs. The online news in these areas is constantly
emerging,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rue and false. The emergence of various rumors
spread on the internet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erfections of the internet public opinion early
warning mechanism. Due to the failure to grasp and predict the current public’s concerns in a timely
manner, it is impossible to respond quickly to guide internet public opinion in advance, causing the
public to be at a loss for some information and even induce a lot of irrational behavior.

170

Chinese Government's Response to Internet Public Opinion in Sudden Public Health Crisis: COVID-19 Pandemic Disease

3. Single channel for internet public opinion information feedback
In the context of informatization, the boundaries between offline and online are getting blurred
and the connection is getting closer. At this stage, due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everyone
is a propagandist and everyone has a megaphone. Now only a text, a small video, and a few pictures
can be released at any time to attract public attention. In the process of fighting the epidemic, this
situation has been reflected more directly. At present, in response to the explosive internet information
that appears in such a large-scale emergency, the work of government departments on the collec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information is mainly concentrated in the two departments of the public
security and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Although some other departments can collect
relevant internet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own business content and report to a higher level,
both the quantity and the timeliness are relatively poor, and the attention to related issues caused by
the epidemic is obviously insufficient. For example, at present, there is no smooth internet communication
and feedback channel for the demands of netizens in the epidemic, and there is a lack of an internet
platform for reasonable demands and suggestions from the public. Some basic demands and suggestions
on public transportation, life, education, enterprise employment and production are difficult to reach
the decision-making level. At the same time, after the collec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information,
the traditional feedback process of level-by-level approval and reporting is obviously not applicable
to the hotspots of internet public opinion with very high timeliness requirements, which greatly
affects the decision-making level to make correct judgments in time.

Ⅵ. Improvement measures for Chinese government to respond to internet public opinion
1. Improve the information release mechanism of internet public opinion
With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superiority of new media in information dissemination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To publish real and effective public opinion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it is necessary to make good use of new media, be familiar with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and rules of new media, and take full advantage of the new media to actively and effectively respond
to sudden internet public opinions. The first is to seize the advantage in the release time, speak
out at the first time, ensure that the information released is true, effective, and accurate, and adhere
to the principle of seeking truth from facts. The reason why a certain event becomes the focus of
public opinion is mainly because the social problems or social phenomena reflected behind it are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s own interests. Therefore, the public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truth of the matter and government actions. When local governments choose public opinion information
release methods, they can use a combination of online and offline methods. Offline platforms can
issue official statements and reports through press conferences and exchanges between press spokespersons
and the media, online new media platforms such as government websites, government affairs microblogs,
and WeChat can be used to release public opinion information and announcements, and to interact
with netizens online to answer questions and clear up rumors. When the local government releases
public opinion information, it must give a fair and objective explanation of the facts that have been
ascertained, and at the same time, it must grasp the key points and cannot avoid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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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 so as not to cause public disgust.

2. Improve the internet public opinion emergency warning mechanism
The most economical and effective way of crisis management is prevention and early warning to
eliminate the internet public opinion crisis in the bud or intervene in advance. To a certain extent,
the crisis of internet public opinion is inevitable and unpredictable. This increases the difficulty and
cost of internet public opinion crisis prevention, and the importance of rapid response to internet
public opinion crisis. At the same time, internet public opinion is a risk state in a virtual society,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opinion early warning, especially in the generation stage
of internet public opinion, the early warning system can identify and prevent various possible crisis
signals and crisis signs, so as to release public opinion warnings more accurately.
Information collection is the core content of internet public opinion crisis early warning for
emergencies, and it is also the basic prerequisite for public opinion prediction and early warning.
From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public opinion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judge the signs of
occurre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However, in this information age,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numbers, text, and pictures are seriously overloaded, and manu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seem to be inadequate. Therefore,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establish a real-time
and automatic public opinion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with the help of computers.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s and channels are mainly concentrated on the internet, which is a public opinion
dissemination carrier, such as online news, online forums, QQ groups, Weibo, blogs, WeChat. The
second is to evaluate and identify the collected public opinion information, so as to judge the development
trend and hotspot dynamics of public opinion. At present, it mainly uses computer technology and
public opinion analysis technology to analyze and process the collected public opinion information.

3. Innovative emergency response methods for internet public opinion
Internet public opinion is essentially a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has gradually become an
important channel for the government to obtain public opinion. Traditional ways of expressing public
opinion are more or less unable to completely reflect public opinion due to the influence of time, place,
and proced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mooth public opinion expression mechanism
so that public opinion can be expressed in a rational manner through multiple channels, eliminate
negative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promote further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constantly unblock the channels for public opinion expression.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we can start with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citizens, and society to realize the transformation from single-dominance to diversified
cooperation, and realize a new governance model led by the government, cooperation with citizens,
and social assistance. Local governments must recognize the facts, learn to cooperate frankly with
citizens and society, and jointly promote the elimina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must also learn to take the initiative and grasp the golden period of handling emergencies.
Give an objective and fair response to the generated internet public opinion. After proactively releasing
information publicly, the government must continue to follow up and update the latest investigation
progress from time to time. At the same time, it must also pay attention to guiding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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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et public opinion to move it in the right direction. Relevant staff should also answer questions
for the public in a timely manner, so as to clear the public’s misunderstanding of the incident and
prevent the public from being confused by rumors.

4. Implement differentiated, all-round internet public opinion guidance
The development of internet public opinion on major public health events generally goes through
four stages: fermentation, development, climax, and decline. The public opinion at each stage present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the degree of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media,
and internet users will also vary to a certain extent. Therefore, a differentiated guidance strategy
should be adopted in stages when managing public opinion on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For
example, in the initial stage of internet public opinion fermentation, pre-control should be the main
focus. The focus i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judgment of public opinion, and release authoritative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to respond to the public's concerns; during the outbreak of public
opinion, emergency response should be the main task. While increasing the release of authoritativ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online public opinion, and
timely regulate the hot spots of public opinion; during the period of public opinion fading,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to prevent repeated public opinion
and secondary rumors. At different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public opinion, the subjects involved
in the guidance should be different, and the internet information department, emergency management
department, medical and health department and the media must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
At the same time, in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guidance, methods for coordinating mainstream
media and emerging media, official media and mass media have gradually formed to increase the
scope of the audience, form a multi-channel collaborative and efficient communication system, and
quickly play a leading role. In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professional medical teams and authoritative
experts actively speak out with the help of emerging online platforms such as Tik Tok to interpret
public concern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eliminate various false rumors on the internet, and
guide the public to prevent epidemics, mobilize a large number of fans and influential celebrities,
make correct voices against negative comments in the epidemic, and use pictures, videos, cartoons
and other presentation methods, which are lively and interesting. It can effectively spread positive
energy and guide the public to make correct value evaluations of right and wrong in the internet
public opinion.

Ⅶ. Conclusion
The COVID-19 epidemic is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emergency in more than ten year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is major public health event, the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capabilities of each country have undergone tremendous tests. The response and governa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facing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After a major public health incident occurs, governments at all levels must not only handle the
incident itself, but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internet public opinion, and
promptly guide and regulate internet public opinion for emergencies. In the context of the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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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the internet public opinion of major public health incidents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and must be governed in a targeted, step-by-step, and differentiated manner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During the epidemic, the response to internet public opinion was more pragmatic, more mature
and more effective than previous responses to internet public opinion incidents. On this basis, this
article conducts research on the response to internet public opinio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trying to summarize achievements, discover problems, and improve measures through systematic
research: improving the information release mechanism of internet public opinion; improving public
opinion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mechanisms; innovating emergency response methods for internet
public opinion; innovating implement differentiated, all-round internet public opinion guidance, so
as to provide more references and sort out more ideas for the response to major public health crisis.
Although the work in this area is not perfect at this stage, with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se
measures, the respond to internet public opinion will become more and more efficient.
The COVID-19 epidemic has not yet ended, and discussions on internet public opinion will continue.
Whether there will be new features in the internet public opinion of the epidemic, and how the
overall internet public opinion will change, remains to be further investigated after the entire epidemic
is over. But what is certain is that this epidemic will prompt people to further think about the governance
methods of internet public opinion in major public health events, re-examine the position of internet
public opinion governance in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ability to respond to internet public opinion. I believe that more scholars will participate in related
research in the near future. As the research becomes more and more mature, the ability and level
of internet public opinion response to major public health crisis will continue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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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significance of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to respond
the pandemic. COVID-19 pandemic threatens human dignity and causing our mental distress. For overcoming
the pandemic, people and government has tried to take all measures for protecting people, activities of company,
etc. As the damage of COVID-19 is becoming more severe, the importance of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to ensure the viability of companies and maintain operations is growing. So, there is an unusual social phenomenon,
using more of the non-face-to-face work that's been done before, but has not been common. Even in some
sports leagues, such as putting players in one place for several months and running the season. In a world like
this where it can be a difficult environment to adapt to. This study reviewed what BCP is, why BCP is needed
for COVID-19 responses, what COVID-19 countermeasures are associated with BCP, how effective they are, and
what factors should be paid attention and what factors should be to need to establishing B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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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eginning
In 2020, the Korona disaster, which seems to have stopped the whole world, including Korea, is
still continuing. There are extreme situations such as not enjoying the lives of countless people and
feeling pain, and some countries are shaking human dignity, one of the elements that crisis management
should protect, such as pointing a gun at those who violate quarantine.
While it involves quite a lot of pain and difficulty to fully return to the world before Corona 19,
it is still the purpose of this crisis management to study the method. We would like to find out how
to overcome this situation in conjunction with BCPs and business continuity plans that we believe
are relevant to this disaster, also would like to find out what is important in making a business
continuity plan.

Ⅱ. Point
1. Business Community Planning
“It refers to maximizing corporate value by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not only provides simple recovery such

as data backup, which is difficult to operate normally due to disasters and disasters, but also ensures customer
service continuity and maintains core business functions.”1)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operation of the company will also be subject to great difficulties.
Existing services, staffing systems, etc. are shaken, and there are more things that are not able to
perform their original tasks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the concept that emerged is business
community plan.

2. Wh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Business Continuity?
In this special situation, people who have been eating and living in the past are in big trouble
because of the usual method.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we must ensure that such people can
carry out their work as smoothly as possible so that our lives are better and our dignity is preserved.
A plan to protect that dignity is BCP, and it should be prepared as carefully as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the risks that could arise if the BCP fails.

3. Non-face-to-face work
A kind of non-face-to-face work is one of these business continuity plans that has become
unavoidable due to the influx of Pandemics. Corona prevents people from getting close to each other,
and naturally increases the frequency of each person's work at home, which is an inevitable choice.
This is the content of the non-face-to-face work system of local governments studi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Policy Science. It is an example of how a company can wisely overcome such a disaster

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077&cid=43659&categoryId=43659 - 매경닷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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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t can calmly draw a blueprint and have good communication, although it can't be helped that
it can handle it indirectly from a distance compared to a person's ow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use of non-face-to-face work systems by local governments affects the usefulness

of non-face-to-face work systems for organizational memb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ystem efficiency, video
conference, and web office are non-face-to-face. It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uselessness … In the
case of non-face-to-face work system level, it can be seen that when working through the system,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by recognizing that the system has helped the performance of the work through
collaboration or has been effective in communicating or achieving the intended performance of the work,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using the system or the technical completeness of the system level. This is the content
of the non-face-to-face work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t is a good example of how a company can wisely weather
such a disaster if it can calmly draw a blueprint and communicate, although it can't be helped that it can handle
it indirectly from a distance compared to a person's own.”2)

4. Quickly identify special situations caused by disasters and utilize their strengths
And although it is a special situation, there can be ways to maximize the company's strengths and
gain benefits through this crisis.

“Meanwhile, DowData (CEO Lee In-bok), a software system company, has launched a telecommuting solution
promotion for this fall and winter corona 2nd Pandemics.
It provides free consulting on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VDI) services that can be effectively introduced
through Microsoft's Azure Cloud, not in a complex and difficult way to meet the needs of corporate customers
who want to introduce telecommuting solutions at the fastest, easiest and cheapest.…”3)
As an article published in the Seoul newspaper suggests, DowData, one of the companies specializing
in software systems,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disaster-optimized field to take advantage of
the convenience of other companies and customers, as well as their images and profits at the same
time. It also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hat your strengths are when making BCP.

5. A fight against mental distress
However, not everyone works non-face-to-face and telecommuting, but they often have to take
risks. There is one example of that extreme. Since it's what you like, you are likely to have a more
lively mind than your work life, but sports players are also similar to your work life. After all, he
plays for his team and makes the money provided through the companies that sponsor the team.
The NBA, an American basketball league, is a league with 30 teams, originally starting in October
and ending the final in June of the following year. But in March 2020, the league was finally
suspended for four months due to the Corona-19, which also prevailed in the United States. It's a

2)

임정빈, 강태웅, 김덕준. 2020. 지방정부 비대면 업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업무시스템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
학회. 24(3): 49-71.

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6500023 - 서울 신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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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ue in 29 large U.S. cities, but we had to stop the spread of the infected from all over the country.
In the end, he came up with the idea of using three stadiums and hotels at Orlando Disney World,
and invited only 22 teams that could advance to the playoffs to Orlando to run the rest of the season
from July to October. In order to prevent Rende Corona-19, he blocked contact with outsiders
thoroughly, and even if he went out with permission, he had to go through 10 days of self-price.
So the players had to stay in the camp for as little as a month, and three months if they were to
advance to the finals, they couldn't actually go anywhere in Orlando. Imagine you're done at work,
but you can't go home and you have to sleep at work. Of course, NBA players were able to do
anything after the game, whether it was practice or hobby, except for the risky behavior of Corona-19,
and the secretariat also provided the players' convenience through top-notch hotels and food services.
Starting in August, some of the players' families have also entered the stadium. But the mental pain
of the players, who couldn't go home after the game and couldn't enjoy a few months of relaxing
leisure time with their family members, was beyond description. Some players even suffered from
depression.4) Many players recalled that they managed to survive somehow with a yearning for the
champion's honor and longing for basketball, but that life in Orlando was painful after the season.
Fortunately, the season ended safely in October, and the Secretariat did its best to finish the already
advanced season under the Pandemics situation, and viewers who missed the suspended sport could
feel the joy again. The players thanked the players for going through the season, which seemed
unlikely to end, but the mental pain they suffered made it difficult for the secretariat to rewrite the
season's management plan next season. In the first place, most of them thought it was a stopgap
measure, and it meant a lot just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season was going through another
disaster. It was an example of how to deal with mental pain as well as corporate profits and
employees' welfare and health in order to maintain continuity in the company's disaster plan.

Ⅲ. Conclusions
We are trying to protect human dignity by fighting the visible, invisible pain every year. This year's
visible pain would be an infection caused by the Coronavirus, and invisible suffering would be the
mental part we must endure, yearning for a life we cannot enjoy as before. Still, what does the
Corona, which has no commitment but will one day see an end, need to overcome the disaster? We
feel that we need the most, but we need patience that is really hard to keep, but we need the driving
force to maintain that patience.
So If the Business Continuity Plan Works well, We will be able to hope that someday they will
be back in place if they can maintain consistency in this grim situation. And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we will be able to take comfort in seeing companies that still exist beside us, As soon
as he endured the current gloomy situation, and use them as a good reference when other disasters
occur in the future to have improved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Not only can we improve our
planning skills, but we can also have the power to endure difficult situations by sharing stronger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smooth communication. We can also consider ways to ease
each other's mental pain.
4)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109&aid=000426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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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n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rough five major elements of Core System : value, institution, leadership, devotion,
and expertise. Based on the lesson of the MERS and COVID-19 Crisis. This article suggests improvements as
follows; (①value) Individual autonomy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value of human respect. (②prevention)
Infectious disease-related statutes should be revised and a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③preparedness) We should cooperate so that resources can be mobilized in the right place and share the
inter-ministerial system. (④response) The government should analyze and judge all the situations. (⑤recovery)
The damage should be compensated fairly. (⑥leadership) General authority must be raised. (⑦devotion) The people
should cooperate in government policies. (⑧expertise) Experts and specialized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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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Modern society has become more convenient and the quality of life has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ivilization. It is facing the most advanced period in human history. However, the damage
caused by excessive development is also taking place everywhere. There are growing new dangers
threatening human life,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global warming and radiation
damage caused by nuclear development.
Infectious diseases are the most terrifying and unseen enemies that threaten human lives. COVID-19
has a powerful force to mutate and neutralize vaccines and treatments. COVID-19, which occurred
at the end of December 2019, has lasted for a year. In early December, more than 68 million people
have been confirmed worldwide. More than 1.5 million people died. The fatality rate is about 2.3 percent.
Even if COVID-19 disappears, new infectious diseases will continue to appear. Th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cannot be overemphasized. To survive thi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the present situation must be analyzed coolly. We need to find deficiencies and improve them quickly.

Ⅱ. Theoretical Review
1. Core System
A Core System is a network hub that leads and coordinates a whole system in a certain direction,
and it is an entity that converts input elements into outputs. When functions and roles for key elements
work properly,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results in a successful outcome. Professor Lee
Jae-eun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aw the major elements of such Core Systems as value,
institution, leadership, devotion, and expertise(Lee, 2015a: 4).

※ Source: Lee (2014: 23).

Figure 1. the major elements of Core System

2. Crisis Management model
Crisis Management is the process of trying to respect and realize human dignity. The starting point
of the academic discussion of Crisisonomy is that humans should be respected as they are born
themselves(Lee, 2018: 21-22).
Crisis Management Model consists of four phases: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recovery.
Crisis management is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event and prepare
183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befor crises. When the crisis occurs, it is a process of responding to minimize damage and recovering
to return to its original state.

3. Revision of the Act on Infectious Diseases
Law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clud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Quarantine Act, the Medical Service Act in charg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charg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revisions of the laws were divided after the MERS and after the COVID-19.

1)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Following the MERS Crisis, the revisions are as follows; hospitals specializing in infectious diseases
were designated and operated. The emergency room was to be operated in the event of a crisis.
Revisions made after the COVID-19 Crisis are as follows; the scope and procedures of information
disclosure, including the pathways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were specified.
The size of epidemic intelligence officer had also been expande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as promoted to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lso introduced a multiple vice minister. It was mandatory to wear
masks.

2) Medical Service Act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s were allowed to provide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s
to improve the spread of infections caused by the family care culture after the MERS Crisis.
The medical institution was required to voluntarily report the outbreak of the infection after
COVID-19 Crisis.

3) Quarantine Act
The quarantine Act was revised in 2016 after the MERS Crisis. After visiting the infected area,
visitors were required to report their visits to the contaminated area.
With the spread of COVID-19,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as allowed to ask people
entering the country from infectious disease-prone areas to be banned from entering the country.

4)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After the MERS Crisis,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was required to issue Crisis
Alert Level by dividing it into attention, caution, alert and serious.
The amendments made after the COVID-19 Crisis are as follows;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may joint deputy director.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y establish Count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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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alytical Model
The study analyzed Korea's crisis management system through Crisis of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d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 Core System Model and Crisis Management
four-step Model were utilized. The essential components of Core System Model were divided into
value, institution, leadership, devotion and expertise.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of Crisis Management: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Ⅲ. Overview of MERS and COVID-19
1. Overview of the MERS Crisis
ccording to the MERS White Paper from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2016), A 68-year-old man
who arrived from Bahrain on May 20, 2015 was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MERS. Infectious
disease Crisis Alert Level was upgraded to ‘caution (LevelⅡ)’.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et up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to oversee the response to MERS.
But in a week, seven people were confirmed, and 61 people were quarantined. On May 28,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ed the Central MERS Management Headquarters.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perated the Pan-Government MERS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to support the plan.
On June 9,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MERS was required. But Crisis Alert Level was not
upgraded and the actual response was at a ‘serious (LevelⅣ)’. Since July 28, No more new confirmed
cases had occurred. It was 69 days after the MERS patient was confirmed in Korea.
During The MERS Crisis, 186 were confirmed and 38 died. The fatality rate was 20.43 percent.
The number of self-qiarantine reached 16,752(Kwon, 2017: 151-152).

2. Overview of the COVID-19 Crisis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first patient occurred in China on December 12,
2019, and had not been announced for nearly three weeks. On December 31, 2019, China announced
that there were 27 cases of pneumonia in Wuhan(SBS, 2020. 1. 6.).
On January 3, 2020,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rmed a task force
to deal with unknown causes of pneumonia in Wuhan and operated an emergency situation room
response system.
The first COVID-19 confirmed case in Korea occurred on January 20, 2020. The Crisis Alert Level
for infectious diseases had been raised to ‘caution (LevelⅡ)’.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was operated by the head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fter increasing by more than two people a day, the Crisis Alert Level for infectious diseases was
raised to ‘alert (LevelⅢ)’ on January 27.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was opera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perated
the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Each local government also formed a Regional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nfectious disease measures were implemented, such as identifying contac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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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self-quarantine, securing hospitals and beds dedic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specting
businesses, and promoting the public.
Since February 18, there had been confirmed cases related to the church in Sinchonji, Daegu. Since
the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had doubled every day, with Shincheonji believers. On February
23, the government raised the Crisis Alert Level for infectious diseases to the highest ‘serious (Level
Ⅳ)’.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eaded by the Prime Minister,
was in operatio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as the first deputy director and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the second deputy director.
In early December in Korea, more than 38,000 were confirmed and more than 500 died. More
than 3 million had testing. Since the end of November, the third wave has taken place, with nearly
500 people confirmed daily.

Ⅳ. Analysis of Problems 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e analyzed the problems of Korea's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case of MERS and
COVID-19.

1. Value
The problem with the ‘value’ of the MERS Crisis is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cover the hospital's
losses rather than the best value of protecting lives. The denial of hospital disclosure resulted in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Excess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during the COVID-19 Crisis raised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vent of a confirmed death, a rapid cremation funeral had resulted in the neglect
of human dignity(Newsis, 2020. 3. 2.). Human rights were excessively controlled, such as suspension
of business, while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2.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aspects were divided into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steps.

1) Prevention
The problem in terms of ‘prevention’ in MERS is that it had not taken measures to prevent despit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arnings(Lee, 2015b: 44). The spread in hospitals increased due to
care culture, complex emergency rooms, etc.(Yoon, 2018: 106). It operated a Pan-Government MERS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that was not even in the law.
The problems in terms of ‘prevention’ in COVID-19 are as follows; it was insufficient to implement
amendments to the post-MERS Act. It operated the Countermeasure Support Headquarters, which
was not even in the Act, and operated the deputy head system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t did not properly evaluate the enforcement of the statute. No
detailed manual has been prepared for those who are vulnerable to the crisis such as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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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paredness
The problems in terms of ‘preparedness’ in MERS are as follows; there was no emergency situation
room dedicated to infectious diseases. It did not raise its Crisis Alert Level even when it spread across
the country. Although the number of self-isolators has increased by more than 10,000, no contact
and isolator management system had been established properly(Presian, 2020. 6. 5.).
In the event of the COVID-19, the government delayed issuing Crisis Alert Level despite the spread
of the crisis centered on Sincheonji church members. More than 910,000 self-isolators occurred, but
the contact and isolator management systems were not properly shared. Infectious disease resources
such as masks and sickbeds were also scarce(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0.
11. 29.).

3) Response
Problems in terms of ‘response’ in MERS are as follows; the hospital reported MERS but did not
test it because it did not meet the standards. Incorrec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criteria also
contributed to the spread(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6). It did not disclose the name or
route of the hospital where the confirmed patient occurred.
In the event of the COVID-19, China had aggravated the situation by reduc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order to boost domestic demand, such as the Spring Festival(Sisa Journal, 2020.
5. 30.). South Korea also had an unsatisfactory initial response to the impact of the weak analysis
and domestic consumption, such as New Year’s Day. All countries were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causing further spread from overseas entrants(Korean economy, 2020. 3. 25.). The criteria subject
to inspection had been changed frequently and mitigated(News1, 2020. 11. 14.). There was a shortage
of hospital beds and masks.

4) Recovery
The problem with ‘recovery’ in the case of MERS was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damage to
hospital isolationists.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deceased from MERS had filed a claim with the
state(Newsis, 2020. 2. 1.).
In the event of the COVID-19, each country filed a compensation suit against China for its responsibility
for proliferation(MBC, 2020. 4. 25.). Different payment standards for providing emergency relief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used confusion(Maeil Business, 2020. 6. 4.). Disaster donations
collected to help victims did not properly disclose the details of the operation.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the disaster relief fund were indiscriminately used in the name of providing damage support
(Joongangilbo. 2020. 10. 5.).

3. Leadership
The leadership’s problem in the case of MERS was that th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was
temporarily suspended as the command headquarters was changed dur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 failure to raise Crisis Alert Level delayed the ministry's integrated response. Interagenc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ere insufficient due to a number of comm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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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of the COVID-19, jointly operating the deputy director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caused confusion. Leaders in some countries suffered leadership
risks due to poor initial response(Yeonhap News, 2020. 2. 25.).

4. Devotion
The problem with “devotion” in MERS was that all 1,600 people who attended the meeting were
asked to devote themselves to self-isolated(Kim, et. al., 2017: 131-144). Economic damage had also
occurred over 11 trillion won(Digital Times, 2020. 6. 7.). Private hospitals rejected patients, but public
health institutions, which were neglected due to low profits, served as local stronghold hospitals(Choi,

et. al., 2019: 163-164).
In the event of the COVID-19, the nation complained of fatigue due to long-term social distance.
Economic damage is also expected to exceed 67 trillion won(Maeil Business, 2020.8.25.). Excessive
criticism was made against confirmed figures, such as Shincheonji believers(Monthly Central, 2020.
3. 17.). Nearby local residents demonstrated against the designation of isolation facilities(TV Chosun,
2020. 3. 5.). The self-isolators were exited without permission and the mass infection increased(YTN,
2020. 5. 16.). Medical institutions suffered deficits and poor medical staff were also assaulted.

5. Expertise
The problem with ‘expertise’ in the case of MERS was the lack of epidemic intelligence officers and
even large hospitals did not negative pressure rooms and protective clothinges (Hankyore, 2015. 7. 15.).
In the case of The COVID-19 Crisis, Korea was behind other countries in securing vaccines and
developing treatments(Chosunilbo, 2020. 11. 24.). Infectious disease hospitals and laboratory facilities
had not been set up. There was a lack of epidemic intelligence officers in the region due to the
nationwide spread(Presian, 2020. 5. 25.). Infectious physicians and skilled nurses were also lacking
(Redian, 2020. 4. 8.).

Ⅴ. Improve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Problem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items in Korea were analyzed through MERS and COVID-19
Crisis. I have suggested ways to improve this.

1. Value
The government should disclose the movement of the confirmed cas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human rights to improve the ‘value’ aspect. The value of respect for human life should
be realized even in the worst-crisis. We need a infectious diseases control policy that emphasize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autonomy. Safety awareness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voluntary prevention.

2. Institution
The ‘institution’ was divided into crisis management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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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vention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to monitor information on common infectious
diseases in humans and animals at all times to improve ‘prevention’ aspect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valuated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and disclose the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and come up with
detaile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isolation facilities with vulnerable groups.

2) Preparedness
Crisis Alert Level should be raised from ‘caution (LevelⅡ)’ to ‘alert (LevelⅢ)’ in case of domestic
inflow to improve the ‘preparedness’ aspect.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should be improved and
manual education and training strengthened by reflecting the problems of actual response cases.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managed through inter-ministerial system linkage. A cooperative system
for resource mobil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advance.

3) Response
International norms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measures such as rapid propagation and
emergency declaration throug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improve in terms of ‘response’. The
government should decide policy direction, through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situation,
and the public should actively cooperate.

4) Recovery
The government need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damages to improve
the ‘recovery’ aspect. Countries where infectious diseases have occurred should be allowed to inform
the truth immediately without delay. The stat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epare
standards for the payment of emergency reliefs. Social and natural disaster contributions should be
intergrated, and disaster management funds and disaster relief funds should also be unified.

3. Leadership
The government should raise to the head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s Prime Minister or President to improve the ‘leadership’ aspect.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maintain continuity rather than change constantly.

4. Devotion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minimum distance in life to address both the economy and
disease control as a way to improve the ‘devotion’ aspect. The people must abide by the essential
disease control regulations. Secondary damage should be reduced by banning criticism of confirmed
persons and deleting personal informat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living services for self-isolators. Sufficient support measures and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to hospitals and medical staff who are the top contributors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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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pertis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at the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s are
fairly distributed to poor countries to improve the ‘expertise’ aspect. Regional infectious disease
treatment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nationwid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shall be expanded
and doctors and nurses exclusively in charge of infectious diseases shall be expanded. Regional
epidemic intelligence officers should also be expanded.

Ⅵ. Conclusion
1. Summary of Problems and Improvement
After five years since the outbreak of MERS in 2015, the same problem has emerged during COVID-19.
Initial analysis and response failed. It also delayed raising Crisis Alert Level. The government ran
acommand organization that was not even in the law. The interdepartmental system was not linked.
Damage compensation criteria were still insufficient. There were no hospitals or research institutes
specializing in infectious diseases and there were not enough inegative pressure rooms. There was
also a shortage of professionals.
The issue of information disclosure was different. It was a problem because information was not
disclosed during the MERS Crisis, but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raised due to excessive disclosure
during the COVID-19 crisis.
I recommended ways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Individual autonomy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value of human respect. Infectious
disease-related statutes should be overhauled and a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We should cooperate so that resources can be mobilized in the right place and share the inter-ministerial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put all the situations together and analyze and judge them. The damage
should be compensated fairly. The leadership must be exercised by raising the overall authority. The
people should sacrifice themselves and actively cooperate with disease control policies. Experts and
specialized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2. Limit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analyze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by dividing them into Core System and Crisis Management stage. In the
future, problems presented in each field need to be selected as detailed tasks and intensively analyzed.
Korea has been praised all over the world for K-desease control. We gained know-how after
suffering from MERS. We'll learn bigger lessons from COVID-19. If a new virus occurs in the future,
We will respond better than it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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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management
of major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Attempting to analyze and evaluate the management methods, functions,
behaviors, and fund operation modes of Chinese NGOs participating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from different levels of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the evaluation and formal judgments of
different modes and backgrounds. Government organizations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major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Based on the above research, improve the management
model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major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and
provide theoretical ba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levant Chinese departments to formulat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field of health. Major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usually refer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AIDS, tuberculosis, viral hepatitis, and covid-19. At present, these diseases have acute morbidity, high mortality,
and have a great impact on the social economy in Chinese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Currently, Chinese
NGOs have the following advantages i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resource advantages, professional
advantages, and coordination advantages. However, it also faces many difficulties: such as low status i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limited flexibility; the ability to participate in crisis management needs to be
improved, lack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the legal system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crisis management is not yet perfect. Among the problems involving NGOs themselves are mainly practical
problems such as lack of funds, lack of talents, and chaotic organization and management. The government bears
the brunt of th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but this life-and-death fight against the epidemic is also related
to the safety of everyone, and every citizen is duty-bo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ive full attention to
social forces, especiall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face of sudden public crises. The powerful momentum
of the epidemic has promoted the coordinated, efficient, and orderly cooperation of all actors in society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epi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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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the 21st century, public health events have occurred frequently. From SARS, Influenza A
(H1N1), Influenza A virus subtype H7N9 (H7N9), Ebola virus, COVID-19, the stable development of
human life and society has been ruthlessness destroyed by the epidemic.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social complexity and deteriorating natural environment, the occurrence of public
crisis has become normal. In response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the government certainly plays
a dominant role of macroeconomic regulation and control and coordination, organization, but the
government in dealing with these events is not omnipotent, it exists inherent defects such as response
lag and incomplete information, rely on the government's participation is not enough, also need other
than the main body participation. In the novel Coronavirus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stressed that “To win the people's war on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we
must firmly rely on the people” and “To encourage and support social forces to participate in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we must strengthen the organization and guidance, open channels, and encourage
and support”. We should give full play to the role of industry associations, chambers of commerce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guide and assist member units such as enterprises in scientific and
precise epidemic prevention and orderly resumption of work and production. We should give full
play to the professional advantages of social work and support social workers, volunteers and volunteers
to carry out psychological counseling, emotional support, security support and other services. Charities
and the Red Cross need to operate efficiently, increase transparency, accept oversight proactively,
and ensure that every act of kindness and love is implemented in a timely mann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re the organizational manifestation of the people and an important part of
social forces. They can effectively mobilize and pool social resources, and play a role in areas where
the government fails, so as to effectively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government actions. Therefore,
NGO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mergency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make use of their advantages to play a rol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there were
884,517 social organizations in China by the third quarter of 2020, compared with 266,000 in 2003,
the year of the SARS epidemic. It can be seen that iN the past 16 years, NGOs have developed and
grown rapidly,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constantly growing and improving. Although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the maturity of The operation mode of Chinese NGOs and that of international
NGOs, they have become an irreplaceable force active in the front line of emergency management.
So in the emergency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what strategies will Chinese NGOs
adopt and what roles can they play?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takes the action
of novel Coronavirus epidemic in 2020 as the starting point to explore the role of NGO in emergency
management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macro grasp the coping strategies of NGOs in dealing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explicitly proposed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governance system, push the focus of social governance to the grass-roots
level, give play to the role of social organizations, and realize the benign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governance, social regulation and residents' autonomy.” Public crisis management is an important
part of improving Social management and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in China, as well as an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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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in building a harmonious socialist society. At present, China is in a critical period of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and various public crises occur frequently, which have caused great losses
to our country and people.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in dealing with all kinds of public crisis
events give full play to the leading role, but only rely on government forces to deal with complex
and changeable crisis is not enough, all types of NGOs to take an active part in public crisis
management is imperative, especially around the world new crown outbreak this year, therefore, the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in the field of the NGO participation pattern research ha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2. Research scope and methods
Access to various types of literature, this paper first to sort out the concept of crisis management
and infectious diseases, and then through the foreign NGO participation in public crisis management
of comparative analysis, draw lessons from foreign NGO participation in public crisis management
and the successful experience, the effective ways to reflect China's NGOs in the major infectious
diseases of the defects in the management process, combined with China's actual situation, to perfect
China's public crisis management in the participation of NGOs provide feasible methods and ways.

3. Advance Study
3.1. Advance research on NGO
In his book Toward a Theory of the Nonprofit Sector in the Three-Sector Economy (1974), economist
Weisbrod Burton proposed his “Government Failure Theory”, demonstrating the necessity of NGO's
existence. He tries to use a model to explain why there are NGOs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and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private market and NGO.
In his book Getting to the 21 Century:Voluntary Action and Global Agenda, American business
management master David Korten summarized the development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NGOs in various countries, and pointed out that NGOs underwent four stages of development. In
the first stage, NGOs focused on relief and welfare services. The second phas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mall, independent communities. In the third stage, with the increasing urgency of
resource and environmental issues, NGOs set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ir work objectives. In
the fourth stage, NGOs try to form national or global coalitions to promote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reform.
In her book NGO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Julie Fisher, a researcher of the
NGO Project at Yal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studied the current situation of cooperation
between NGOs and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in social crisis events, and summarized the two
types of cooperation as “parallel cooperation” and “field cooperation”. The former refers to the
cooperation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in making decisions and
implementing projects, and the two parties are equal participants. The latter refers to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determining the formulation of projects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while NGOs basically play the role of cooperating with the government. At present, most
NGOs in China use “field cooperation” to participate in crisis management. The effective cooper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and leadership, author of William l. and Gregory lytton strachey,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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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ook points out that an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should take advantage of a wide
range of cooperation, all the available community psychology and political resources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tion of NGOs can be a force for essential to deal with unpredictable
crisis.
In the 1990s, NGOs were gradually popularized in China. Lin xiuguo believes that due to the
differences in cultural and legal systems,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definition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ome countries are called non-profit charities, some are called the third sector, and
some are called volunteer organizations. In China, NGOs are generally referred to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ocial organizations, private non-enterprise
units and foundations. Among them, founda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ose with public
fund-raising qualifications and those without public fund-raising qualific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refer to associations, organizations, foundations, charitable trusts and so on
that are not for profit and outside the government and market system under the law.
Zeng-hui xu, millet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path of Chin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s defined as a soci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points out that this is a kind of independence, folklore, nonprofit and voluntary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he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a “dilemma”, on the basis of analysis,
put forward some path and the strateg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3.2. NGOs participate in research on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Chen Ren, Zhu Ying and others, in the social organization change an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 our country, the article, will be since the founding of the development of China's
health sector NGOs into rectification period, restore the initial period, reform period, the pipes
combined period, having a diverse, policy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cope of the comb, for
clear social organizations provide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ccording to Li chunyan, NGOs have played the following role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mobilizing social resources, supporting social participation, providing emergency support services,
caring for vulnerable groups, and building collaboration platform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lack of coping experience, ineffective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and uneven development of NGOs themselves.
In the field of AIDS prevention and treatment, Jixie believes that NGOs in the field of AIDS
prevention and treatment need to start from themselves to improve their level of construction if they
want to obtain more funding.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construction and change the hierarchical registration system of NGOs, which can improve the
fundraising level of the whole non-governmental sector. Jipi. Research on the fundraising level of
NGOS in the field of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nd its influencing factors. In the article “Evolution
of the Legal and Policy Environment for NGOs to Participate in China's AIDS Prevention and Control
Work”, Liang Hui introduces the evolution of the legal and policy environment for NGOs to participate
in China's AIDS prevention and control work, as well as the development status of NGOs in the field
of AIDS prevention and control in China during this process. There are three stages in THE
GOVERNANCE of AIDS in China: restriction stage (1985-1988), suspicion stage (1989-1994),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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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995-2005) and support stage (2006 -). Through Delphi method evaluation, Li Jumei determined
an indicator system, which could not only theoretically reflect the current NGO's participation in AIDS
prevention fund project, but also have good 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in practical application.

Ⅱ. The basic theory of NGO participation in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1. Definition of relevant concepts
1.1. NGO
NGO is the abbreviation of the ter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English. Similar terms
commonly used by NGOs include non-profit organizations, voluntary organizations, third sector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tc. In fact, “NGO” is a general term that differs from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ofit-making organizations. The reason why there are different terms is that these
terms have different emphasis.
The most commonly accepted definition of NGO is that made by Professor Lester Salamon of Johns
Hopkins University. In his opinion, organizations wit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an be defined
as NGOs :(1) formal organizations, which all have formal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fixed places and personnel, etc.; (2) Non-governmental, that is, those organizations are institutionally
different from the Government and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of the State; (3)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do not exist in pursuit of profits or to provide profits for other entities; (4) Autonomous organizations,
that is, these organizations are basically self-established, self-managed and independently handle
their own affairs; (5) Voluntary organizations, in which the members of these organizations are not
grouped together according to the law, but spontaneously and voluntarily; (6) Non-political. Unlike
political party organizations, these organizations do not participate in corresponding political activities;
(7) Non-religious. These organizations are not religious organizations and do not involve related religious
activities. Of course, due to different national conditions, not all NGOs in every country have such
attributes or characteristics. Chinese scholars define NGOs as social organizations that are not for
profit, have formal organizational forms and belong to the non-governmental system. They are autonomous,
voluntary, public welfare or mutually beneficial.
“An association, society, foundation, charitable trust, non-profit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that is separate from the government under a specific legal system is primarily non - profit in nature,
and the remuneration earned is not assignable.” This is the concept in the World Organization Bank's
Principles for the Legal Represent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definition can be
interpreted from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 the main purpose of NGOs is public welfare
undertakings, rather than seeking profits. Second, NGOs belong to social organizations, not to any
government or enterprise organizations. Third, NGOs are positione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ofit-making sector. Fourth, NGO funds mainly come from government subsidies, membership
dues and social donations. Therefore, the main function of NGOS is to provide relevant services to
the society, but not to obtain benefits. NGOs play a bridging ro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According to relevant laws, China's social organization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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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groups, private non-enterprise units, and foundatio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types
of social organizations are as follows:
(1) Social groups
Social organizations are non-profit social organizations that are formed voluntarily by citizens and
carry ou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common
wishes of members, including industry associations, academic associations,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joint associations. Although some of them belong to social organizations, they use administrative
or business establishments and are allocat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they ar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y perform part of government functions to a large extent and are included in people's
organiza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that are governed by the Civil Service Law. In addition, social
groups dominated by volunteers are often called volunteer organizations.
(2) Private non-enterprise units
Private non-enterprise units refer to social organizations established by enterprises, institutions,
social organizations, other social forces and individual citizens using non-state-owned assets to
engage in non-profit social service activities. It is divided into education,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labor, civil affairs, sports, intermediary services and legal services. Such as all kinds of private
schools, hospitals, art groups,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s, stadiums and gymnasiums, vocational
training centers, welfare institutions, talent exchange centers, etc. In Guangdong and other places,
civil affairs departments will issue certificates of “privately-ru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private
non-enterprise units that provide maintenance, rehabilitation, trusteeship and other services to
special groups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orphans and abandoned babies. However, in reality,
some so-called private non-enterprise units, such as private hospitals, private schools or training
institutions, have a very obvious tendency to make profits, which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enterprises.
At the same time, private non-enterprise units are faced with a lot of policy restrictions, severely
restricting their development. If the investor does not enjoy any property rights; No dividends; Not
eligible for a loan; No branch shall be established; Almost no tax exemption, etc. Therefore, in recent
years, the “people's right” system has been criticized, and the voice for reform has become louder
and louder.
(3) Foundation
A foundation refers to a non-profit legal pers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public
welfare undertakings with the property donated by natural persons, legal persons or other organizations.
These include public and non-public foundations. Differences: 1. Different sources of income. Public
funds may solicit donations from the whole society according to law; Non-public foundations are
funded by enterprises or individuals, which use certain funds for public welfare and charity. They
can also accept donations from a specific range according to law. The donors are enterprises or
individuals. 2. Different proportion of expenditure. According to law, the public offering fund shall
use 70% of the total income of the previous year for the expenditure of the next year, and the
personnel and office expenses shall not exceed 10% of the expenditure; For non-public funds, the
expenditure in the second year shall not be less than 8% of the balance of the previous ye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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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nel and office expenses shall not exceed 10% of the expenditure.
In addition to the above three kinds of social organizations, China also has a kind of joint social
organization dominated by the government: hub social organization. The so-called hub social organization
is a kind of joint social organization, usually identified by the government, whose main body is the
mass organiz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arty, such as trade union, women's Federation, disabled
Persons' Federation, communist Youth League, etc. At present, n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has
been identified as the hub social organization. The main functions of hub social organizations are
incubation, contact service, resource support, communication and reflection, and talent aggregation.
However, because the current hub social organizations still have a strong official color, the
dominant role of administrative force is obvious, it is difficult for grassroots organizations to benefit
from it. In the near future, in addition to the former institutionalized group organizations such as
women and workers, some large public welfare and charity organizations may also become hub social
organizations due to their strong capital support and resource integration ability. At the same time,
after the policy is liberalized, some community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social service institutions
set up by religious groups may also develop into hub social organizations.

1.2. Crisis management
Crisis management refers to the management behaviors of crisis prevention, incident identification,
emergency response, emergency decision-making, treatment and response assessment to avoid or
reduce the damage caused by public crises,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to foresee the occurrence
of crises, the ability to treat and recover after the occurrence of crises. In different countries and periods,
the term public crisis management has different titles, such as emergency response mechanism,
emergency management,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and so on. In a broad sense, public crisis
management is a series of measures and actions taken by all sectors of society to cope with public
crisis, and it is a dynamic process. The power subject here includes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vari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y are a kind of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in public crisis management. In public crisis management, NGOs with different missions
are required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to give play to their professional advantages in
different stages of disaster relief, so as to effectively make up for the government's shortage of unbalanced
resource allocation and lack of attention to details in crisis management. Complex reality, all kinds
of public crisis, effective crisis management on the one hand, need the government to mobilize and
mobilize all kinds of resources, need government support and guarantee of all kinds of policy and
law, on the other hand to the ascension of the whole society's awareness of crisis management and
awakening, need all kind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even the whole society strength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Since the occurrence of public crisis is characterized by suddenness and urgency, and will cause
huge losses to the social economy, life, life and property, and affect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ociety, it is very important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public crisis management and improve
the ability of public 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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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jor infectious diseases
An infectious disease is one that can be transmitted from person to person or from person to
animal and is widespread, and is transmitted by various means to another person or species. Usually,
the disease can be transmitted through direct contact with infected individuals, bodily fluids and
excreta of infected persons, and objects contaminated by infected persons, through air transmission,
water transmission, food transmission, contact transmission, soil transmission, vertical transmission,
body fluid transmission, fecal-oral transmission, etc.
The pathogens of infectious diseases include viruses, chlamydia, mycoplasma, rickettsia, bacteria,
spirochetes, fungi, protozoa, and worms, etc. Diseases caused by protozoa and worms are also known
as parasitic diseases. Some have the infectious disease of high infectivity to call intense sex infectious
disease again; Some infectious diseases, after discovering, should press a regulation to report to local
epidemic prevention branch, this part of the infectious disease calls legal infectious disease again.
All infectious diseases have the following basic characteristics: (1) there are pathogens; Infectious;
(3) Epidemic; (4) immunity. At present, there are 40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in Category A, B, and C.

Ⅲ. Development status of Chinese NGO
By the third quarter of 2020, China had 884,517 social organizations, including 372,868 social
organizations, 503,391 private non-enterprise units and 8,258 foundations,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1. Development status of Social organizations in China
There are 2,295 social organizations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including 1,981
social organizations, 99 private non-enterprise units, and 215 foundations. The vast majority of social
organizations are registered in civil affairs departments at or below the provincial level. There are
8862,222 social organizations in 31 provinces, with an average of 28,588, among which 12 provinces
have more than the average. Four provinces have more than 50,000 social organizations, with Jiangsu
at 97,091 rankings first. Guangdong province, in second place, with 71,919; Zhejiang province ranks
third with 703.37 million, and Shandong Province ranks fourth with 59,279.
There are 21 provinces with a total of 10,000 to 50,000 social organizations, including Henan and
Sichuan, which have more than 40,000. More than 30,000 in Hunan, Anhui, Fujian, Hebei, Hubei,
and Shaanxi provinces; More than 20,000 in The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Jiangxi,
Liaoning, Yunnan, Gansu and Heilongjiang provinces; More than 10,000 in Chongqing municipality,
Shanxi Province, Shanghai,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Guizhou province, Jilin Province
and Beijing. There are six provinces with a total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s under 10,000, namely,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Hainan Province, Qinghai Province,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Tianjin Municipality, and Tibet Autonomous Region.
In terms of foundations, the number of provinces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the number
of associ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mong them, only the number of foundations
in Guangdong province exceeds 1,000, reaching 1267. This was followed by 795 in Zhejiang, 791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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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757 in Jiangsu, 533 in Hebei, 476 in Shanghai, 409 in Fujian, 371 in Hunan, and 223 in Shandong.
Remarkably, Beijing ranks 25th in the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s and third in the number of
foundations. The same is true of Shanghai, which ranks 21st in the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s
and sixth in the number of foundations. With the emergence of this phenomenon,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Beijing, Shanghai charity resources are very rich. The city of Tianjin, also a municipality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has only 103 foundations, while Chongqing municipality has
only 88. There are 14 provinces with several foundations in 100-200, namely Sichuan, Hubei, Anhui,
Shaanxi, Henan,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Shanxi, Heilongjiang, Jilin, Hainan, Yunnan,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Liaoning, and Tianjin. There are fewer than 100 foundations
in eight provinces, including Chongqing municipality, Jiangxi, Gansu,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Guizhou,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Qinghai province and Tibet Autonomous
Region. A total of 8,043 foundations were established in 31 provinces, with an average of 259. Only
eight exceeded the average, including Guangdong, Zhejiang, Beijing, Jiangsu, Hebei, Shanghai, Fujian,
and Hunan.
Compared with the scarcity of foundations, the number of social groups and private non-enterprise
units in each province is much higher. Data shows that there are 16 provinces with more than 10,000
social groups and 17 provinces with more than 10,000 private non-enterprise units. Three kinds of
social organizations, private non-enterprise units, 31 provinces with a total of 50.3292, 1.6235, on
average every province in 11 provinces more than the average, respectively are 5.8404, 4.3894, Zhejiang
province, Shandong province, Jiangsu province, 4.0778, 3.8775 and 3.3604 in Henan province, Guangdong
province, 2.4342, 2.1610, Hebei province, Hunan province, Sichuan province, 2.0585, 1.8953, 1.8939,
Hubei province, Anhui province, Liaoning province, 1.8642. Six provinces, including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Jiangxi, Fujian, Shaanxi, Heilongjiang, and Shanghai, also have more than 10,000
residents.
There are 14 provinces with less than 10,000 private non-enterprise units, namely Chongqing Municipality,
Shanxi Province, Yunnan Provinc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Beijing, Jilin Province,
Gansu Province, Guizhou Province,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Tianjin Municipality,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Qinghai Province, and Tibet Autonomous Region.
The total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s is slightly less than that of private non-enterprise units.
There are 378,887 million social organizations in 31 provinces. Jiangsu and Guangdong provinces
were the largest with more than 30,000, with 379,300 and 31,870 respectively. There are only two
provinces with more than 20,000, namely Zhejiang province, with 25,648, and Sichuan Province, with
208,800. Among them, the number of associations is between 10,000 and 20,000 in 12 provinces,
namely Fujian, Shandong, Shaanxi, Gansu, Hunan, Anhui, Yunnan,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Henan, Hubei, Jiangxi, and Hebei. There are less than 10,000 associations in 15 provinces, including
Chongqing,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Shanxi, Guizhou, Heilongjiang, Liaoning, Jilin,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Beijing, Qinghai, Shanghai,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Hainan, Tianjin, and Tibet Autonomous Region. (All data are due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2. Participation mode of Chinese NGOs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ince late January 2020, COVID-19 has been wreaking havoc in China, with Wuhan closed down,
hundreds of millions of Chinese people quarantined at home and a shortage of medical and pro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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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In times of crisis, overseas Chinese and governments have lent a helping hand, and domestic
and overseas NGOs have made joint efforts to support China through the crisis. Finally, more than
a month later, the epidemic in China gradually leveled off.
In the process of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domestic and international NGOs responded
quickly, integrated resources and advantages under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and participated
in the epidemic management. According to the data collected, it mainly plays the following roles:

(1) Use their own advantages to pool social strength
Most NGOs come from people and are non-governmental. They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rassroots and have more direct contact with society. NGO members have a high level of volunteerism,
which enables them to regard public interests and needs as the primary criteria in their work and
to meet people's demands to the greatest extent. Besides, non-profit making determines that NGOs
have a high ability to integrate and gather social resource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various
NGO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responded quickly, and
pooled social resources extensively. It is mainly manifest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first, in
terms of funds and materials for prevention and control, NGOs extensively and comprehensively
absorb donations from all sectors of society through charity and public welfare donations, and timely
and effectively send necessary materials for living and epidemic prevention to the disaster-stricken
areas. Second, mobilize volunteers to serve, call on volunteers from all walks of life, make them
actively participate in relief charity or public welfare activities, in human resources to make up for
the shortage of government personnel. In the early days of the epidemic, NGOs began to actively
collect charity funds. After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the Chinese Focac sounded the clarinet
on the first night of the First lunar New Year to make emergency response and formulate an action
plan. On January 26, a donation project titled “Emergency Rescue, Total Fight against COVID-19”
was released on Tencent's public welfare platform, and more than 30 million yuan was raised on
the same day. The MaNGO V Fund of China Forkiee Group launched th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We Are Together” project on Tencent's public welfare platform, and soon raised more than
11 million yuan. The Fund launched the “Emergency Rescu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project on the Public welfare platform of Alipay, and raised over 7 million yuan in a short time.
Special funds such as the Lighthouse Action and the Tianqi Fund of the China Folk Fund have also
taken active action to extensively mobilize the loving power of the society and caring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the fight against the epidemic. More than 1 million people donated money and
materials through The Chinese Fouche Society. One foundation started as early as January 22, the
response mechanism, the first time through the easy to charitable, Tencent public welfare, water
droplets, and other public welfare platforms through the compassion donation channel, and will raise
to the donation for epidemic focus area provide masks, protective clothing, thermometer, and other
medical supplies, but also provide the community with the disease screening, epidemic prevention
sanitizers, such as psychological care support work. Under the active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
of NGOs, many volunteers joined the anti-epidemic team as soon as possible, which effectively
alleviated the shortage of frontline staff. Volunteers have been helping to load, unload, transport,
and distribute anti-epidemic supplies in an orderly manner, contributing greatly to the stability of
the epidemic. Zhengrong Public Welfare Foundation launched the community Zhengrong 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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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together with property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neighborhood committees. It has supported
11 public welfare action groups in Nanjing, Putian, Shanghai, Changsha, and other places to carry
out epidemic prevention work in urban communities and help community residents fight the epidemic
scientifically.

(2) Solve the problem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vide emergency support services
China has a huge number of NGOs and involves various fields. They can not only provide society
with individualized and diversified services, but they can also supplement areas that the government
cannot take into account or satisfy while obeying the government's unified arrangements. Therefore,
in the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NGOs can provide society with more flexible and diversified
emergency protection services. After Wuhan was “closed”, the provinces successively launched the
first-level response mechanism for major public health emergencies. NGOs, which are the main body
of major emergency management, began to provide a large number of emergency support servic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medical protection materials, the transportation of production and living
materials Security, logistics support for medical staff, etc. During the most anxious period of the
epidemic, the Hupan Magic Bean Charity Foundation donated RMB 10 million to set up the “Hupan
Magic Bean Anti-epidemic Project Special Fund”, which is used to solve the catering and livelihood
security of medical staff in designated hospitals and their families in emergency phases of the epidemic
And other issues. China Merchants Group’s “Disaster Emergency Delivery” emergency logistics volunteer
service team has launched a first-level response since January 26, 2020. Sinotrans actively responded
and prepared for full-line duty, providing free emergency transportation and storage for all sectors
of society to support Hubei epidemic prevention and relief materials stand by. Dongrun Public Welfare
Foundation announced the “Dongrun Special Fund for Fighting Epidemic Medical Care Protection
and Children's Education” with a total of 45 million yuan. The recipients and amount of subsidy are:
first-line medical workers who died on the job due to participating in the epidemic treatment work,
each family subsidy amounted to 300,000 yuan; the first-line medical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epidemic treatment and contracted the coronavirus, each subsidy amount was 20,000 yuan ; The
education guarantee provided by the children of these two types of outstanding contributions is
10,000 yuan per child.

(3) Helping groups with special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ontrolling infectious diseases, to maintain public order, the government often
takes the overall situation as the leading factor and weighs the pros and cons of all parties, which
will inevitably lead to a decrease in the care for groups in special difficulties. At this time, NGOs
have exerted their unique advantages. NGOs themselves are not profit-oriented so that they can be
guided by the public interest, penetrate all levels of society, and better care for and help groups
in special difficulties and disadvantaged groups. After the epidemic broke out, the government was
busy controlling the epidemic and had no time to take care of groups in special difficulties who
were also plagued by the epidemic. Under the epidemic,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groups with
special difficulties has also changed. In addition to the elderly, children, chronically ill, disabled, and
pregnant women, it should also include migrant workers whose basic economy is weak d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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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c and are at risk of unemployment, companies that are facing bankruptcy because workers
cannot return to factories, as well as tourism and hotels. Catering and other small and micro-enterprises.
During the epidemic, the National Alliance of Parental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Mentally Disabled
Networks integrated resources through grids covering various places, especially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Hubei epidemic areas, and provided mentally disabled people with necessary psychological
support, relevant home-based courses, and other resource support. To launch the anti-epidemic
rescue operation for migrant workers, the Beijing Municipal Association deliberately set up an
advocacy group, a rescue group, and a security group to help migrant workers solve difficulties in
obtaining information, strained family relations, children’s learning difficulties, and family financial
resources suffered through its service network And other issues.

(4) Build a collaborative anti-epidemic platform
Infectious diseases are extensive, complex, and comprehensive. This determines that NGOs cannot
fight on their own. They must rationally use their own network advantages, build a collaborative
anti-epidemic platform, and play a joint role. During the period of the new crown pneumonia, in
response to the Chinese government’s decision-making spirit on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and
mobilization of social forces”, and promoted non-governmental forces to participate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new crown epidemic in a safe, efficient and orderly manner, Shenzhen One Foundation
Charity Foundation, Amity Foundation, Narada Foundation, China Merchants Charity Foundation,
Zhengrong Public Welfare Foundation, China Social Welfare Foundation, Beijing Pinglan Public Welfare
Foundation, China Foundation for Poverty Alleviation, Beijing Normal University Risk Governance
Innovation Research Center, Council of International Volunteers, established The “Collaboration Network
of Social Organizations to Fight the New Crown Epidemic” was established. The main work objectives
of the collaboration platform are 1. Release information on the actions of social organizations. 2.
Support frontline social organizations to respond to local actions. 3. Public advocacy and industry
advocacy to fight the new crown epidemic. 4. Docking of international work networks.
By building this platfor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experiences from all over
the world gather to exchang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discuss common problems, and encourage
each other to respond to challenges. At the same time, it also actively strengthens the ability of civil
organizations to collectively participate in and influence various international coordination mechanisms,
and promote exchanges and dialogues between civil organizations and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gencies (such as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ited Nations Humanitarian Coordination
Office) to ensure that various international The coordination system is inclusive and can effectively
provide assistance and protection to people affected by crises.

Ⅳ. Problems encountered by Chinese NGOs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under the epidemic situation
1. Limited management level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and ability in dealing with public crisis events, many soci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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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vitably appear to be in a rush in the face of the epidemic, which is manifested in uncertain
countermeasures, fluctuating attitudes, and difficulties in implementation. Besides, the shortage of
capital chain caused by the epidemic has greatly hindered social organizations from playing their
role. Even if the development of the mature, complete system of social organizations, but also faced
with the scale of service grasp and quality problems. What social organizations need to provide, what
they can provide, and what standards of service they need to reach are all real issues that social
organizations need to consider when dealing with infectious diseases.

2.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and society
The problem is two-way. Government departments and social organizations must keep in mind
the principle that “one slap can't make a slap”. Only through adequat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and institutional guarantees can social organizations be stimulated to the greatest extent and
empowered. As far as the government is concerned, it must take a correct view of its own dominant
position, learn to “authorize” social organizations in necessary aspects, implement the governance
goals of streamlining administr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reduce the communication cost of
social organizations. Only in this way can the society’s self-regulation ability to be fully stimulated
and the role of the basic subject of society should be better brought into play. As far as social
organizations are concerned, they should give full play to their subjective initiative, gain professional
insight into the difficult problems in the process of social management, and actively seek Countermeasures,
and actively communicate with government authorities to achieve two-way benign interaction. Both
sid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should hold a cooperative attitude and explore a way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society in the process of two-way interaction and running-in,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social management. Through this epidemic, it can at least be seen that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in areas
such as people's livelihood services, social assistance, legal services, and community governance, and
these areas are precisely a manifestation of the level of social governance.

3. Problem of an unbalanced distribution
It is mainly manifested as unbalanced east-west distribution, unbalanced urban-rural distribution,
and unbalanced stratification. If we were to make a map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social
organizations, the east coast would be the most densely populated. The ability and level of social
organiz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urban development. Only when the urban system
is improved can social organizations be endowed with more space for activities. This also explains
to some extent why Beijing, Shanghai, Hangzhou, and other big cities can do epidemic prevention
work relatively effectively. In addition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government, the active
investment and mature particip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are also important reasons.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organization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lags, so their role
in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is very limited. Second is the imbala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Most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organizations is rooted in the cities while ignoring the vast
rural areas. Under the epidemic, the majority of rural areas are unable to receive effective support
from social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power is difficult to sink quickly among villa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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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 Social organization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urgent needs of rural areas, especially
special social groups such as migrant workers and low-income families. Last but not least, social
organizations should learn to sink into the grass-roots communities and participate in providing and
organizing community services, to improve the community governance system together with the
village and neighborhood committees. In short, social organizations should be more integrated into
the grassroots, form a unique development path, highlight their irreplaceable value.

Ⅴ. Discussion
In the face of the epidemic, the Chinese people have shown their national character of unity,
courage, and overcoming difficulties, demonstrating once again China's speed and miracle to the
world. However, while praising the achievements, we need to se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so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t is still an arduous task to promote the in-depth development
of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governance capacity. Social organizations are in a profound
and complex era, but it is also the era with the most development opportunities. Social organizations
should actively act, actively integrate, explore, and develop in a broad field at the grass-roots level,
and enhance their ability of social governance. The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should
strengthen two-way interaction, one dares to compromise, the other dares to do, and explore an
institutionalized and patterned way of political and social cooperation. Through the epidemic, society
should think about how to be more caring and warm, and let the humanistic spirit shine at the most
basic level. This may be the most worth exploring after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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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has emerged as a major agenda item for the city,
and various issues such as air pollution, fine dust, waste, and harmful chemicals have emerged due to environmental
problems. In addition, the use of living labs, which have recently been highlighted as a methodology for solving
urban problems, is increasing. As Living Lab emphasizes solving policy problems through participation from the
stage of policy formation based on citizens' consensus, civic participation becomes an important procedural means
in finding issues to solve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In response, this study conducted a priority analysis of
issues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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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지식정보창조사회로 들어서자 도시의 주요 의제(Grand Agenda)는 종전과 달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구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다양성 증진, 신재생에너지 생산, 물순환시스템 개선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 방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함게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전략과 실천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Lee, 2018: 1).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대기환경 문제와 환경오염물질 및 쓰레기 배출 등의 증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이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25년이면 고령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정된 가운데, 시민들은 개인화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구환
경 훼손에 따른 기후변화와 문제와 인류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류세 개념이 주류화 되고 있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의
환경오염 배출량은 경제활동 규모와 함께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저감 노력을 요구하는 등(관계부처 합동, 2019:
32-3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생존과 직결된 이슈로서 대기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Lee & Kim, 2014: 78)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반면 또 하나의 환경문제로서 경제성장 이후
생활패턴의 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1)의 양적 증가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환경문제 해결과 정책에 대한 대안 탐색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Bae, et. al., 2020: 1),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연구 주제와 내용, 관리 전략을 수립을 위한 환경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의 정책과정
에서 시민참여가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는
시민들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Lee & Kim, 2014: 78). 2019년 환경부
가 발표한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2020~2040)’은 국민참여단 108명을 구성하여 운영할 만큼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국민체감을 강조하였으며, 국민참여단이 제시한 주요 키워드와 환경수준에 대한 평가는 종합계획 수립
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었던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 참여와 기술 결합으로 특정 공간에 ‘갇힌’ 기존 랩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개방, 협력, 확산을 강조하며
(Sung, et. al., 2016: 7), 최근 지역사회의 역할과 함께 사회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의 혁신모델로서 ‘리빙랩’이
강조되고 있다(Sung, et. al., 2016: 66). 리빙랩이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의 한 모델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리빙랩이 지역사회와 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기획의 단계부터 최종 사용자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혁신을 추구하는 모델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Sung, et. al., 2016: 72). Buhr,

et. al.(2016)는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저항도 크기 때문에
정책형성 단계부터 정책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리빙랩은 공동생산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점차 강조하고 있으며(Eskelinen, et. al., 2015; Hirvikoski, 2014;
Sung, et. al., 2016: 75),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 중심의 관심사를 토대로
대안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마트시티 구현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등장하면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으로 시민
참여형 방법론인 리빙랩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Sung & Lee, 2018: 5). 스마트시티는 추진 주체의 목표와 범위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나 주로 ICT를 활용해 도시 문제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Sung & Lee, 2018: 6).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의 하나가 환경문제로서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수질오염,
소음공해, 에너지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도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중심의
도시환경이슈 발굴은 향후 시민참여형 리빙랩 활용 등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체감형 도시환경 이슈 발굴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1)

정부의 폐기물 감축과 자원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Lee,
et. al., 202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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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이슈 중 대기환경과 폐기물 관련 생활폐기물 분야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향후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도시환경정책 발전과 정책 동향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서진 도시 복구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로서 공공청소사업이 시작된 이래 환경관리정책은
1960년대 대기와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관리,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 상승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공원녹지, 생태계, 먹는 물, 지하수, 토양,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같은 환경관리 영역의 세분화
로 전개되어 왔다. 이후 2000년대 환경관리는 기존 환경영역에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영역이 추가되었다(Yoo,
2015: 2).
제도적 차원에서는 분야별 법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 19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제정), 자연환경보전법
(1991년 제정), 환경분쟁조정법(1990년 제정)에 의해 환경오염행위를 규제수준에 맞추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던 환경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1999년 환경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사업추진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 후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중심 환경관리방식에서 탈피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이 환경 분야의 주요 어젠더 등장 이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07
년),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제정(Yoo, 2015: 4)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환경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다. 아울러 환경보건법(2008년) 제정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와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환경 지표 중 ‘환경의 질’ 부문의 ‘체감환경만족도’
는 ‘악화로 평가되어 2012년 이후 급격히 감속하고 있는 등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Shin,

et. al., 2017: 3). 이는 반대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2019년 수립한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2020-2040)’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
가’를 비전으로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을 발표하였다. 7개 핵심전략의 주요 키워드는 ‘국토 생태용량 확대’, ‘물 통합
관리’,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실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을
제시하였다. 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 2019)에 따르면 부문별 공간환경 전략으로 생태환경 증진전략, 생활환경 체감
이슈 개선전략, 미래환경 회복력 확보전략이 제시되었다.

2. 생활환경 분야 환경 이슈와 개념 정의
국내의 생활환경 체감이슈는 대기/미세먼지, 수질/수자원,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을 세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
다(관계부처합동, 2019: 134).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인 도시환경이슈로서 대기환경 문제와 폐기물(생활쓰레기)
의 정책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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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환경부문별 분류에 따른 공간환경전략 수립

※ Source: 관계부처합동(2019: 134).

우선, 대기환경보전법(2019. 11. 26.)에 따를 때 환경관리 대상으로서 대기환경이 주목하는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의 위해요인인 대기오염을 의미한다. 대기오염은 대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원인으로
특정 지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 상 위해를 끼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대기오
염의 유발 물질은 매연, 먼지, 가스, 입자상물질, 온실가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휘발성유
기화합물, 검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들 오염원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
최근 이슈 증가로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2).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
기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상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
할 수 있다(Lee, et. al., 2020: 1). 따라서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내 생활계
폐기물을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2)

정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같은 해 11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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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ee, et. al.(2020: 1).

Figure 1. 폐기물의 분류

3. 선행연구 동향
환경 이슈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학문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적 요소를 다루거나(Kim,
2003),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성 환기(Kim, et. al., 2009; Kim & Kang, 2011; Na, et.

al., 2017),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Baek & Koo, 2008)를 다루는 연구들이 일부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 이슈 도출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한편, 도시 환경 이슈에 대한 주요한 선행연구는 전문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연구원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기획을 통해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로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를 실시하였
다. 이에 이들 연구들을 중심으로 환경이슈 도출과정과 방법론적 특성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Lee, et. al.(2020)가 추진한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환경 이슈로
5차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Sim, et. al.(2020)가 추진한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는 대기환경 이슈 중 최근 부각되는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7차에 걸친 전문
가 포럼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7대 분야의 정책포럼을 통해 대기환경연구의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20)가 추진한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는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 정책 연구의 로드맵 구축 연구로서 폐기물 관리의 정책과제로서 자원순환을 키워드
로 워드클라우드(최신기사, 정책연구)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분과를 설정하여 5차
에 걸친 포럼을 통해 자원순환 분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Bae, et. al.(2020)가 추진한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는 Lee, et. al.(2020)와 마찬가지로 환경보건을 주요 키워드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거쳐 5차에 걸친 포럼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종합하여 환경보건 안전망 확충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2020년 기획 연구는 환경 이슈별 국민체감형 현안 연구를 기조로 민간-정부-학계가 참여
하는 포럼 중심의 대안 탐색과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한 세부 이슈 도출을 병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천적으로 일반 국민의 환경 이슈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주요한 환경이슈 분석방
법 측면에서 환경 분야에 이슈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전문가 패널을 통해 중범위 접근 시각에서 대기환경과 폐기물
에 대한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 이슈를 계층화 분석을 통해 정책문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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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도시환경이슈 계층화
Satty에 의해 1970년대 개발된 계층화분석과정은 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유력한 수단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분석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AHP분석은 정량,
정성 지표 모두에 활용 가능하며 수학적 증명으로 실제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가능하다.
AHP분석은 의사결정의 계층화(1단계), 평가기준의 비교(2단계), 가중치의 추정(3단계), 가중치의 종합(4단계)의
과정적 단계를 강조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의사결정 계층화를 설계하였다. 2단계 비교방법은 쌍대비
교 방법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들 쌍대비교치를 9점척도의 상대 비교척도로 활용하였다.
3단계 가중치의 추정을 위해 Satty의 방법론을 기준으로 고안된 웹프로그램으로 B-BOX를 활용하여, 최종 가중치의
종합 결과(4단계)까지를 분석결과에 포함하였다.
또한 의사결정 계층화는 최종목표, 평가기준, 대체안으로 분류되는 계층화 단계별 요소에 대하여 1계층의 포괄성,
2계층의 비교 가능 속성, 최하위층의 의사결정대안 구성을 고려하되, AHP분석 과정에서 많은 연구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평가기준으로서 항목간 독립성, 상위항목에 대한 하위요인의 종속성,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배타성이라
는 기본원리를 고려하여 계층 수와 항목 요인, 항목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 시민참여형 도시환경이슈 발굴을 위한 AHP분석의 의사결정 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
다. 다만, 실제 설문에서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쓰레기로 사용하였다.
Table 2. 도시환경이슈의 계층화 구조
제1계층

제2계층

제3계층

제4계층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미세먼지

미세먼지 정보
미세먼지 건강 영향

대기환경

대기환경오염 대책
대기환경오염

대기환경오염 정보
대기환경오염 피해

도시환경 이슈

산업폐기물 발생량
폐기물배출

생활폐기물 발생량
환경오염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
폐기물관리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대책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형 도시환경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구조화된 의사결정 계층화 설문지를 개발
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시민전문가 패널 중 50명에게 설문을 무작위 배포하여 38부(회수율 76%)를 회수하였
으며, 이 중 CR값이 0.2를 넘지 않는 최종 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HP분석에 있어 항목간 비교 평가에 있어
상⋅하위 계층 모두에 있어 논리적 일관성은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동시에, 응답자의 해당 분야
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도 정도에 따라 유효표본이 중요한 영향변수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CR값이 0.2로 유의한
표본만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도출에 사용된 응답자 7명은 모두 대졸 학력자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구기관 소속 1명 외에
응답자는 자영업(2명), 주부(1명), 회사원(1명), 기타 직업(2명)을 가진 일반 시민이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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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측정요소별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분석결과
도시환경 이슈로서 생활환경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분석 결과, 시민들은 폐기물 문제(0.524)
를 대기환경 문제(0.476)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도시환경 이슈에 대한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측정요인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대기환경

0.476

2위

폐기물

0.524

1위

다음으로 도시환경 이슈 중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0.536)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대기환경오염(0.464)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대기환경 분야 대한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측정요인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미세먼지

0.536

1위

대기환경오염

0.464

2위

반면 도시환경 이슈 중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0.571)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폐기물배출(0.429)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5. 폐기물 분야 대한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측정요인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폐기물배출

0.429

2위

폐기물관리

0.571

1위

한편, 대기환경 분야 미세먼지 이슈의 세부 측정요소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0.641)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0.205), 미세먼지 정보(0.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대기환경 분야 중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세부 측정요소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측정요인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미세먼지 저감 대책

0.641

1위

미세먼지 정보

0.154

3위

미세먼지 건강 영향

0.205

2위

대기환경 분야 중 대기환경오염 이슈의 세부 측정요소에 대하여는 대기환경오염 대책(0.613)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기환경오염 피해(0.275), 대기환경오염 정보(0.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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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대기환경 분야 중 대기환경오염 이슈에 대한 세부 측정요소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측정요인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대기환경오염 대책

0.613

1위

대기환경오염 정보

0.112

3위

대기환경오염 피해

0.275

2위

폐기물 분야의 폐기물 배출 이슈의 세부 측정요소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발생량(0.446)에 대한 이슈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오염 폐기물 발생량(0.300), 생활폐기물 발생량(0.25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폐기물 분야 중 폐기물 배출 이슈에 대한 세부 측정요소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측정요인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산업폐기물 발생량

0.446

1위

생활폐기물 발생량

0.254

3위

환경오염 폐기물 발생량

0.300

2위

폐기물 분야 중 폐기물 관리 이슈에 대한 세부 측정요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대책(0.404)에 대한
이슈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0.303),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0.29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폐기물 분야 중 폐기물 관리 이슈에 대한 세부 측정요소 상대적 이슈 우선순위
측정요인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

0.292

3위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0.303

2위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대책

0.404

1위

2. AHP 분석결과의 종합
도시환경이슈에 대한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측정과 측정 요소별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측정영역과 측정요소 간의 복합가중치를 고려하여 전체의 측정요소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도시환경 이슈에 대하
여 시민들은 폐기물 이슈를 대기환경 이슈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이슈
가운데 폐기물 관리(0.299), 미세먼지(0.255), 폐기물 배출(0.225), 대기환경오염(0.221) 순으로 이슈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도시환경 이슈별 세부 측정요소로서 현안과제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0.164)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 대기환경오염 대책(0.135),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대책(0.121), 산업폐기물 발생량(0.100)의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15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Table 10. 도시환경 이슈 측정요소에 대한 가중치 종합 분석결과
측정
영역

가중치

측정요소

미세먼지
대기
환경

0.536

복합
가중치
0.255

우선
순위
2

0.476
대기환경
오염
페기물
배출

폐기물

상대적
중요도

0.464

0.429

0.221

0.225

4

3

0.524
폐기물
관리

0.571

0.299

1

측정 요소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미세먼지 저감 대책

0.641

0.164

1

미세먼지 정보

0.154

0.039

11

미세먼지 건강 영향

0.205

0.052

10

대기환경오염 대책

0.613

0.135

2

대기환경오염 정보

0.112

0.025

12

대기환경오염 피해

0.275

0.061

8

산업폐기물 발생량

0.446

0.100

4

생활폐기물 발생량

0.254

0.057

9

환경오염 폐기물 발생량

0.300

0.067

7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

0.292

0.087

6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0.303

0.091

5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대책

0.404

0.121

3

이를 고려할 때, 충북지역 시민들의 경우 도시환경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로는 폐기물 문제를 부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대기환경오염 대책을 보다 민감한 이슈로 수용하고 있으며, 폐기물 문제는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과 도시환경에 영향이 큰 산업폐기물의 발생량 이슈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환경정책에 대한 이슈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도시문제해결 방법으로 시민참여형 리빙랩
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 관점에서 도시환경이슈에 대한 현안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서 도시환경이슈 발굴을 위한 시민 대상의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들은 도시환경이슈로 생활쓰레기 등을 포함한 폐기물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배출량 증가보다 폐기물관리 대책에 대한 이슈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폐기물관
리 대책으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폐기물 관리 대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기환경 이슈에
대하여는 최근 가장 민감한 사회이슈로도 주목받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관리 대책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2020-2040)은 공간권역별 계획 수립을 전략적 방안으로 선택하면서 금강 충청권 전체
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체감이슈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그리고 수도권 배후지 산업입지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
질 배출 등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충북 지역의 경우 특히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경오염 폐기물 대책, 산업폐기물 배출량 관리를 핵심과제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의 문제로 7부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조사에 참여한 충북
시민의 도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동향을 고려할 때 연구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도시환경 이슈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리빙랩 활성화 방안을 향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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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is based on the Military Service Act as a concrete law for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under the Constitution.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cruitment system has been raised
due to changes in national awareness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national security, difficultie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troops due to population reduction, and social chang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policy advisors
and task evaluator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a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his study studied administrative and legal aspects of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 recruitment system.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sign the method of introducing the recruitment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conscription system in legislation. The methods of research were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and to consider the basis laws and prior studies. The study considered changes in the U.S.
system, which has shared military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 Korea-U.S. alliance.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considered the background of the military conscription system, which was maintained, and then
switched to a military recruitment system during the Vietnam War in 1973, and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fterwards. Next, we looked at the cases of Germany, which switched to recruitment in 2011, and France,
which switched to recruitment in 2001. The basis law for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military service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branches. One is, in effect, about personnel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servists and reservists,
and the Military Personnel Act, which stipulates military service, rank, service, etc. The second is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is the law based on the conscription system that embodies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under
the Constitution. Third, the Reserve Forces Act on the formation and organization of reserve forces and other
related laws, including the Emergency Resources Manage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e
research result suggested that i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s changed to a recruitment system, the military
service law should be abolished, a new law that institutionalize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should be legislated,
and that the military service basic law, tentatively called the Military Service Basic Act, should be enacted,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in legislation to replace the military
service law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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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적 동맹관계를 통해 우리나라와 서로의 ‘안보국익’을 공유해 오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제를 거쳐, 닉슨 대통령 재임 시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 독일은 징병제 병역제도를 통하여 헌법상 국가를 보위하는 병력자원을
확보하면서, 냉전 이후 국제분쟁, 위험지역에 파견하는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핵심적인 인적 자원제도의 기능을 수행
하였다.2) 독일은 2011년 ‘방위법’을 개정하여 연방군(Bundeswehr)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였다.3) 우
리나라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국민의 의무로서 병역의무를 부여하면서 병역법에 의한 징병제를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있다. 제헌 헌법 72년, 6⋅25전쟁 70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병역제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병역법에 의한 현재의 징병제적 군복무 병역제도에 대하여도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문제점은 병무청이 징집하여 야전부대에 배치하게 되면, 그 병력을 활용하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 야전부대에서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4).
따라서 매년 세계 각지에서 실전 경험을 토대로 전략과 전술적 지혜를 축적하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5)이라고
평가받는 미군은 병력모집의 어려움과 국방비 증가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모병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와 현재
운영 중인 모병제의 효율성 측정 진단인 전투력 향상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진단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6)
미군의 모병제 운용 시스템에 대한 진단은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징병제의 문제점과 모병제적 요소가 가미 되어
운영 중인 현재의 징집제도와 모집 혼합제도7)의 문제점의 진단과 향후 모병제 도입의 설계에 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상하관계인 권력관계로 설정한 Otto Mayer의 관헌국가적 행정법 방법론은 사회상의 변화
와 과학기술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방식의 행정법 구축을 필요하게 되었다8). 새로운 행정법 방법론은 행정실
무에 대하여 의무를 지며, 행정실무적 문제점을 법질서 기능에 적합하게 형성하기 위한 해결 입법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9) 제도와 정책은 법률로 입법화될 때 실행력과 작동성이 담보되므로 본고에서는 현행 군복무, 병역제
도의 진단과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대국들의 군복무 병역제도 운영을 고찰한 이후에 향후 우리나라의 모병제 도입에
대한 대안적 조정 입법안을 설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한 진단
1. 조선시대의 병역제도 진단
600년 조선시대의 흥망성쇄를 분석해 보면 병역제도의 효율성과 작동성에 직결됨을 인식할 수 있다. 먼저 융성시
대를 고찰하여 보면 군역제도, 즉 군사제도와 병역제도가 나라의 흥망성쇄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1)

김정현, ｢미국의 군인 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13~17면; 정혜인,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 제63권 제4호, 2014,
.84~86면.

2)

森井裕一, “ドイツの安全保障文化の変容”, ｢国際政治｣ 167号, 日本国際政治学会, 2011. 1, 88頁; 정혜인, 위의 논문, 90~95면.

3)

deustcher bundestag(BT)-Plenarprot okoll(PlPr)17/19, S.11342B-11355D; 渡辺富久子, “ドイツ⋅徴兵制を停止”, ｢外国の立法｣ 248-1, 国立国会図書館調査
及び立法調査局 2011. 7, 14頁.

4)

유용원,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볼 때 됐다”, ｢조선일보｣, 2020. 8. 19.

5)

이동환⋅강원석,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혁신학회지｣ 12(1), 2017. 82면.

6)

남궁곤, 김근혜,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닉슨행정부의 수정병역법(1971)입법적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제33권 제2호,
2012. 123면.

7)

임민혁⋅강원석,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 ｢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제3호, 2018. 35~36면.

8)

문병효, ｢행정법방법론｣, 박영사, 2020, 22~31면

9)

김중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공법연구｣ 제48집 제1호, 2019. 387~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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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르네상스 시대인 세종대왕의 재임시 4군 6진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군사작전의 이론서인 병서를 집필하였고, 군제가 잘 작동되었다. 이것은 역시 병역제도의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 시대인 정조대왕 재임시 군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총융청이 활성화되었으며, 수원 화성의
축조로 수원은 제2의 수도로서 새로운 군사작전 지휘소가 건설되어 군사력이 막강해질 수 있었다.
반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과 결국 나라가 망하는 상황은 군사제도, 병역제도의 붕괴상태를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은 선조시대, 병자호란을 겪은 효종시대, 열강들의 쟁탈전 시기
와 일제강점기를 겪은 고종과 순종황제의 시기에는 1907년 군대해산이 있었고, 을사늑약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병역제도는 나라를 융성하게 하느냐,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느
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현행 병역제도의 진단
현행 병역법에 근거한 병역제도인 징병제10)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야전에서의 전투
력 등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서 국가위기시에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저해시키는 등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징병제의 총론적 문제점으로는 징병제도 자체가 많이 변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국민들의 요구 반영의
결과라고 분석된다. 엄격한 의미의 국민개병제적 징병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모병제적 요소가 가미된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용된 시스템으로 군복무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진단된다.11) 예컨대 병사들에 대한 급여적 성격의 정기
적 금전적 급부의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12) 등을 비롯하여 모집병 성격의 병력 수급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13).
모병제적 성격이 강한 모집병의 비율이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고, 모집병의 비율이 향후 60~70%대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14) 병력수급에 대한 분석으로서 2020년 육⋅해⋅공군, 해병대 야전에서는 24만 6500여명의 현역
병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야전에서 필요로 하는 현역병 중에서 각 분야별 특별 업무를 담당하는 특기병 등 본인의
지원으로 충원하는 모집병 비율은 53.4%인바, 병무청은 향후 이러한 모집병의 비율을 60~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2020년 현역병이 19만 6200여명이 충원된 육군의 경우 특기병으로서 모집하여 충원하는 모집병의 비율은
47%가량이다.15)
두 번째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이다.16) 2022년 군의 인력구조가 50만명으로 감축되더라도 인구감소율을
고려하면 현역복무에 필요한 병력자원의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남성인구가 33만 3000명이지만,
2022~2035년에는 남성인구가 22만명 내지 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2037년 이후에는 남성인구가 20만명 이하로
이른바 인구절벽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위기관리 인적 자원의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17)
세 번째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야전에서 숙련병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18) 병력을 교육, 훈련
시켜 야전에 투입하는 일선부대 지휘관들이 우려하는 것은 작전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훈련과 실전발생시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숙련된 병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군복무기간 단축19)으로 상병정도까지 꾸준히 교육하여
병장때 겨우 3개월 정도 임무를 수행하자마자, 곧바로 전역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10) 김일생,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고찰”, ｢KRIS창립기념논문집｣, 2017. 727~728면.
11) 송윤선⋅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색”,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정책개발학회, 2019, 2~4면.
12) 국방부, ｢국방개혁, 2.0.｣,국방부, 2019, 45면.
13) 이강수, ｢모집자원 획득 효율적 수행 방안｣, 병무청, 2020, 33~44면.
14) 유용원, “이제는 모병제 고민해 볼 때 됐다”, 조선일보 2020. 08. 19.
15) 이강수, 앞의 책, 33~44면.
16) 이강수, 위의 책, 61~66면.
17) 송윤선⋅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색”,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2호,
2019, 2~4면.
18) 이동환⋅강원석,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7, 한국혁신학회, 75~81면.
19) 국방부, ｢국방개혁,2.0.｣, 국방부, 2019,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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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처럼 병사로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부사관, 장교의 선발 시 우대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전쟁수행 능력인 전투력의 감소이다20). 징병제는 궁극적으로 전투력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 군사강대국들이 모병제를 도입하는 숨겨진 이유는 우리 군의 내부적인 고민의 경우처럼 징병제를 폐지하
고 단위부대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이다. 강제 징집에 의한 타율에
의한 임무수행은 적극적 전투의지가 결여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전투력 약화로 표출된다고 분석된다. 독일은 징병
제 폐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게이츠 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2010년 연방군구조위원회에서 ‘유연성,
집중성, 효율성(Vorn Einsatz her denken-Konzentration, Flexibilitat Effizienz) 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였다.21) 이것은 단순한 군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국가안전보장(Vermetzte Sicherheit)을 위한
효율적이면서도 컴팩트한 고성능 군대로 개혁하기 위한 전쟁수행능력, 즉 전투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고성능 군대 양성의 목적은 1만 5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해외에 파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각지에
서 실전 전투를 수행하는 미군의 경우, 징병제에서 모병제 혼합제도를 거쳐서 결국 모병제로 정착시킨 이유는 전투력
감소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므로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쟁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모병제를
도입, 진통기를 거친 후 전투력 향상을 구현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모병제 실시의 숨겨진 의미는 군대의 효율적
병력 운용을 통한 전쟁수행능력을 향상하여 자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위기관리에 참여 자국의
국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22)
다섯 번째는 국민소득 증가와 민주주주의 정착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자기주도적 행동
문화의 확립이다23). 징병제는 강제로 군복무를 해야 하므로 타율에 의한 강제적 임무수행 방식을 토대로 한다. 국민
소득 3만달러를 상회하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 미국,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군복무 제도가 모병제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전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과학기술군의 필요성이다24). 전투환경인 전장의 상황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쟁
을 계기로 양적 병력에 의한 보병위주 지상군 작전의 전투에서 첨단무기에 의한 질적 병력 중심의 전투로 전장의
환경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양적 병력 중심의 보병전술에서 과학기술군 중심의 질적 전술로의 변화가 미래
전투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25).
이러한 측면에서는 지상, 공중, 해상의 첨단무기를 운용할 과학기술 특기병이 수요가 크게 늘고 인력 중심에 의한
작전인 보병전술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된 점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진단된다.

3.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점 검토
1) 국방개혁 2030에 의한 모병제 검토
현역병의 군복무제도를 현행처럼 징병제를 유지할 것인가? 모병제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은 징병제와 모병
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모병제 도입 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비용과 모집
상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으며 모병제 도입 반대의 논리는 대부분 이러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20’
의 논의 틀에서는 징병제 유지 쪽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국방개혁 2030’을 적용한 논의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됨을 선행연구에서 발견 된다26). 이하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0) 이동환⋅강원석, 앞의 논문,, 75~81면.
21) 강석우,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본 병역제도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4면:
<http://www.bmvg.de/fileserving/PortalFiles/C1256 EF 40036 B 05 B/W 28 AL8JU967INFODE/Bericht%20der%20Srukturkommission%20der%20Bundeswehr.pdf>.
22) 정혜인, “모병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 제63권 제4호, 2014, 법조협회, 84~87면.
23) 김중권, 앞의 논문, 395~405면,: 문병효 앞의 책, 19~35면.
24) 국방부, ｢국방개혁,2.0.｣,국방부, 2019, 30면.
25) 이강수, ｢모집자원 획득 효율적 수행 방안｣, 병무청, 2020.10. 61~69면.
26) 이동환⋅강원석,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2(1), 한국혁신학회, 2017,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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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병제의 유래와 장단점 검토
징병제의 기원은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 시작되었다.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17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은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했다. 1789년 프랑스는 시민혁명인 대혁명을 통하여 로마의 징병제를 모방하여 절대왕
정시대의 상비군에 징병제를 도입하였다27). 이러한 징병제는 나폴레옹에 의하여 잘못 운용되어, 징병제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폐지와 개편을 거듭하였다. 프랑스에서 근대적 징병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헌법적
가치구현의 틀 속에 있다는 점이다28). 즉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스스로 국가를 지킨다는 철학을 토대로,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징병제가 등장한 것이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
고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이 국가안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29) 국민주권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 민주주주의 원리
등30) 헌법철학을 머금은 징병제는 사회의 변천과 함께 문제점들이 등장하여 결국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징병제의 기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실시하고 있는 징병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징병제의 장점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징병제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에 입각하여 국가총력전 개념
에 충실하며, 국민의 일체감 형성과 군의 단결유지와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형평성 유지 및 병력 수의 조절
이 용이하다31). 둘째, 병역의무이행으로 군 복무를 하므로 최저 수당지급으로 국방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셋째,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넷째, 병역의무
이행이후 예비군 등 예비병력 확보가 용이하다.
징병제의 단점으로는 첫째, 병력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복무하는 것이 아닌 강제적 병역의무
이행이므로 적극적인 동기유발이 어렵다. 둘째, 병력 공급의 초과공급 되는 경우가 많아 병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용이하지 않다32). 셋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절벽의 시대에 병력 수급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넷째,
강제 징집적인 군복무로 인하여 전투력이 약화되어 전쟁수행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3) 모병제에 대한 검토
모병제는 선진 군사강국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병역제도이다. 선진군사강대국들의 병력수급 제도 임에도 불
구하고 모병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모병(Werbung)이라는 방법으로 병력을 모집하므로 신속한
병력 수급의 어려움, 둘째, 징병제의 최소 수당에 비하면 높은 임금을 지급하므로 국방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점,
셋째, 예비군 등 예비병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이 핵심 문제점으로 진단된다.
모병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은 ‘게이츠 보고서33)’에서, 독일은 ‘연방군구조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그 장점으
로 군의 전쟁수행능력 향상의 토대가 되는 전투력향상과 효율적 군병력 운용 등의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하였다.34)
모병제의 장점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첫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자유의지로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지원하고 복무하게 되므로 전투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전문 인력양성이 가능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35). 군복무 제도 개혁으로서의 모병제 도입은 필수적
으로 병력 감축이 수반된다. 장병들의 급여비 지출 증가로 국방비 3조원 가량 추가로 증가하나 67만 명의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고,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를 편익분석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12조원이 절감됨을
진단해 낼 수 있다.36)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7) 丸畠宏太, “人民武装 徴兵制 兵役義務と19世紀ドイツの軍制：概念史的考察”, 19世紀学研究(第6卷), ｢新潟大学コア⋅ステーション｣, 2012. 3, 107頁.
28)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223~224면.
29) 上山勤, “徴兵制”, ｢民主法律｣ 265卷, 民主法律協会, 2006. 5, 163頁.
30)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190~228면.
31) 김일생, 앞의 논문, 733~749면.
32) 임민혁⋅강원석,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 ｢한국군사학논집｣ 74(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8, 35~41면.
33) 김정현, 앞의 논문, 17면.
34) 정혜인, 앞의 논문, 98~101면.
35) 김정현, 앞의 논문, 17면.
36) 이동환⋅강원석,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2(1), 한국혁신학회, 2017, 7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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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37)
유형

모병제

장단점

징병제

장점

1.
2.
3.
4.

인간의 자발성에 의한 선택으로 동기부여 극대화 1.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적 일체감
헌법정신에 부합,국민병역부담 감소
2. 적은 비용으로 인력확보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3. 다수의 상비군, 수준 높은 예비병력 확보 용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안보의식 고취

단점

1.
2.
3.
4.
5.

국방비 증가
병력모집의 어려움
우수인력 모집 어려움
전시대비 예비병력 확보 어려움
국가안보의 중요 인적자원을 계약에 의존함

1.
2.
3.
4.

복무기간의 단축 확대로 숙련된 전투병 확보 곤란
군복무 예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
병역기피, 거부자 등 사회적 문제 야기

Ⅲ. 외국의 병역제도 고찰
1. 선진 군사강대국들의 병역제도 고찰의 필요성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평가받은 미군은 전쟁 수행 중에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라는 점은 군사전략 측면에서 매우
특수한 경우로 평가된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73년 모병제로 전환을 하였다. 중군과 분쟁
중인 대만은 모병제로의 추진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996년 징병제
를 폐지하고 병력감축 정책에 성공을 거두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소득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은 대부분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들이
많은바, 그들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그 찬반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인 1967년 시카고 대학교 학술대회에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8). 우리나라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공약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수급의 어려움, 전투력약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꾸준히 모병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39). 이러한 논의는 후술하는 닉슨 대통령 재임 시
모병제 도입을 위한 ‘게이츠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이다.40)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군사강대국들의 병역제도 개선 논의와 개선입법, 제도 정착과정 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논의에 대하여 지혜
를 줄 검토와 진단의 자료라고 평가된다.41) 이하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의 군복무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
여 보기로 한다.

2. 미국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미국의 군복무제도는 지원제를 시행하다가 베트남 전쟁시기인 1973년까지 존폐를
거듭하다가 모병제를 실시하였다. 남북전쟁으로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행하여 당시 남군 의회가 징병제법인 병역볍
(Militia Act of 1862)을 제정한 후, 1863년 링컨 대통령은 ‘등록법(The Enrollment Act)’이 서명 발효 되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대 독일전에 개전하게 되어 윌슨 대통령은 ‘의무병역법(Selecitive Service Act

37) 이동환⋅강원석, 위의 논문, 78~81면.
38) 남궁곤, 김근혜, 앞의 논문, 123~126면; Bachman, Jerald G., John D. B. Blair and David R. Segal. 1977. The All-Volunteer Force: A Study of Ideology
in the Militar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9) 병무청, ｢병무혁신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0,, 3~45면.
40) 김정현, 앞의 논문, 17면.
41) 이강수, 앞의 책,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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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17)’을 도입하였다.4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대규모 병력 동원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의무병역법을 폐지하였으
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무훈련법(Selective Training and Service Act
of 1940)’에 서명함으로서 다시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연합군이 승리하자 미국 의회는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
게 징병제적 강제 징집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였고, 1947년 징병제가 중지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이 한국
에서 발발하자 미국 의회는 강제 징집을 다시 승인하였다.43)
그 후 닉슨 대통령은 1971년 수정병역법(Public-law 92-129: Amendments to the Military Service Act
of 1971)에 서명하여 1973년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44) 베트남 전쟁은 많은 국방비와 병력이 투입되었지만 미국이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징병제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닉슨 대통령은 1969년부터 모병제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징병제 폐지를 위한 “게이츠 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
다.45) 징병제 폐지를 위한 ‘게이츠 위원회’는 군복무의 인식 변환, 우수인력확보, 고용기회확대, 등의 핵심 논리로
모병제 필요성을 보고하였다.46) 보고서를 토대로 의회를 설득, ‘수정병역법’을 통과시켜, 1973년에 모병제를 도입하
게 되었다47). 병력을 활용하는 군내에서는 모병제에 대하여 우호적이면서 내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였다.48)
미국은 남북전쟁이후 병역제도의 역사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반복한 역사이다.49) 논의를 정리하면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의무병역법을 제정하여 징병제를 유지하였으나, 전쟁 종료와 함께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다시 징병제를 채택하였으나, 모병제 실시를 공약한 닉슨 대통령 재임 시 모병제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50) 미국이 모병제이기는 하나,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대비하여 징병제적 병력동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은 징병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에서 징병-모병 혼용제로 다시 완전 모병제로 전환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한 과정을 통하여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의 사례를 잘 교훈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3. 독일의 병역제도 고찰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전국이 된 독일은 1956년 ‘징병법’을 제정하고, 1957년부터 징병제가 실시되었
다. 징병법 실시 도입 당시에는 12개월 복무, 1962~1972년에는 18개월 복무하도록 하였다. 그 후 점차 복무기간이
단축되다가 2011년 징병제 폐지 당시에는 복무기간이 6개월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징병제도는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력의 확보를 기본으로 양차대전 이후 독일이
과거 전쟁을 통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역설적으로 수행한 제도라고 평가된다51).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냉전과 핵무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서독은 신설된 연방군을 과거와 다른 병력운
용 철학을 필요로 하였다. 새롭게 설계된 서독 연방군의 병역설계 철학은 두 가지로서 설계되었다. 첫째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보통시민이 연방군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를 가진 “제복입은 시민(Burger in Uniform)’으로서
‘평화를 위한 군인(Soldaten fur den Frieden)이다52). 두 번째는 자국과 동맹국을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평화
의 군대를 강조한 내면지도(Innere Fuhrung)개념이다. 군인은 군사전력에만 의존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42) 김정현, 앞의 논문, 4면.
43) 김정현, 앞의 논문, 3~17면.
44) 정혜인, 앞의 논문, 79~80면.
45) 정혜인, 위의 논문, 84~87면.
46) 남궁곤⋅김근혜,앞의 논문, 131~133면
47) 김정현, 앞의 논문, 13~17면.
48) 임민혁⋅강원석, 앞의 논문. 42~44면.
49) Cooper, Richard V. L. 1977. Military Manpower and the AllVolunteer Forc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50) 남궁곤⋅김근혜, 앞의 논문, 138~145면.
51) Rüdiger Fiebig und Carsten Pietsch, “Die Deutschen und ihre Streitkr äft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APuZ), 48/2009; 정혜인, 앞의 논문, 90~95면.
52) 정혜인, 앞의 논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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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관과 시민의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행동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독일 시민이 공유하며 연방군 각각의 행동철
학이 된다는 것이다.53) 시민사회철학을 군사철학에 연결한 철학의 나라다운 군복무 관념 정립이라고 평가된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1990년 이후에도 20여 년간 징병제를 유지하였다. 통일과 냉전 종식 등으로 대규모 병력이
필요로 하는 안보위협이 사라지게 되자 독일 역시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상군 중심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54). 통일 당시 60만명 병력을 1994년 말까지 37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2019년까지 병력을 18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복무기간도 통일 이전 15개월에서 2010년까지 6개월로 단축되었다55). 냉전이후 국제
환경은 독일의 연방군이 더 이상 자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동독과 소련의 침공을 막아내는 임무가 아닌 세계각
지의 분쟁지역이나 국가붕괴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안정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위기관리의 역할 수행이 그 중심과제로
등장하였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NATO,56) 유럽연합 공통안전보장기구인 CCSDP를 통한 국제위험지역에 파견하
여 임무를 수행하였다57).
통일 이후 독일은 병력과 복무기간은 감축되었으나, 동서독의 통일로 병역자원수는 증가 하여 병력의 잉여자원이
발생, 징병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 되었다. 안보환경이 변화 되었음에도 독일 총리와 국방부는 오히려 모병제를 반대
하였다. 양차대전의 패배의 경험,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하여 엄청난 통일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국방비가 증가하
는 모병제 보다는 비용이 절감되는 징병제를 더 선호하게 되어 모병제로의 전환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독일은
결국 2011년 3월 24일 연방의회에서 ‘방위법’을 개정하여 54년간의 유지해 온 연방군(Bundeswehr) 징병제를 폐지
하고 모병제가 시행되었다58). 그러나 독일 헌법인 ‘기본법 제12a 조’의 병역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국가안전
보장환경이 바뀌게 되면 법률의 재개정으로 징병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59).

4. 프랑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의 원칙에 따라 징집제를 시행한 프랑스는 세계최초의 현대적
인 징병제를 완성한 나라이다. 프랑스 혁명기의 프랑스 국민공회는 “국민총동원에 관한 1793년 8월 25일의 디크레
(decret)”를 공포하여 국민개병제인 징병제를 시행하였다60). 여기에는 “프랑스 국적의 모든 남성은 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함 없이 영구적으로 프랑스 군대의 징병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귀족 출신에게만 허용되던
장교는 일반시민에게도 임관이 가능하게 개방되고, 신체 건강한 일정 연령대의 젊고 건강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였다.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정착된 국민개병제적 징병제도의 근본 철학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정치
적 참여에 대한 대가로서 병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다61). 즉 참정권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병역
의무이행이 프랑스 징병제의 철학이었던 것이다. 이후 제도의 변천을 거치다가 보불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1905
년 프로이센의 징병제를 새롭게 받아들여 현대적 징병제를 확립하였다.62) 1958년 드골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여,63) “국방조직 전반에 관한 1959년 1월7일의 ordonnance”를 공포하여 비군사적 역무가
추가된 “국민역무”개념이 확립되어 1971년 “국민역무법전(code service national)”이 공포되어 18세에서 50세까
지의 남자에게는 방호역무, 해외기술원조 및 협력 업무, 병역 등의 3가지 역무 중에서 한 가지 역무를 일정한 기간에
복무하는 것을 병역의무로선 규정하고 있었다.64)
53) 정혜인, 앞의 논문, 90~95면; Bernhard Fleckenstein, “50 Jahre Bundeswehr”, APuZ, 21/2005, S.24.
54) 임민혁, 강원석, 앞의 논문, 46~47면.
55) 강석우,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본 병역제도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4면.
56) 이강수, 앞의 책, 53면.- 삭제
57) 森井裕一, “ドイツの安全保障文化の変容”, ｢国際政治｣ 167号, 日本国際政治学会, 2011. 1, 88頁.
58) deustcher bundestag(BT)-Plenarprotokoll(PlPr)17/19, S. 11342B-11355D.
59) 渡辺富久子, “ドイツ⋅徴兵制を停止”, ｢外国の立法｣ 248-1,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調査局, 2011. 7, 14頁; 정혜인, 앞의 논문, 90~95면.
60) 정혜인, 위의 논문, 87면.
61) Margaret Levi, “onscription: The Price of Citizenship”, in Robert H. Bates, Avner Grief, Margaret Levi, Jean-Laurent Rosenthal and Barry Weingast (eds.),
Analytic Narrative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62) 정혜인, 앞의 논문, 87~89면; 門 彬, “徴兵制度の廃止と軍備計画”, ｢外国の立法｣ 210,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調査局, 2001. 10, 169頁.
63) 강용구, “프랑스의 신예비군제도가 한국군에 주는 함의”, ｢군사연구｣ 제149호, 2020. 10~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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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안보의 위협이 사라져 대규모 병력 동원의
필요성은 사라졌으나 동유럽의 지역분쟁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소수 정예화된 장기복무 숙련된 병력
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65) 쟈크 시라크 대통령은 1996년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역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병력감축과 함께 추진된 국방개혁은 징병제 원조국가가 200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국가로 변화되었다.66) 프랑스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군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숙련병
이 부족하여 1991년 걸프전에서 전투력이 열세라는 점이 표면에 등장하였다. 결국 프랑스는 장기복무자를 충원하여
전투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군 내부에서는 미군의 경우처럼 모병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프랑스는 약화된 전투력 등을 모병제를 통하여 강화해 나가게 되었다.

5.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녀가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헌법에 국가를 보위하는 군대와 국민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이상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민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과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대비,
병력 수 확보의 어려움 등이 고려된 국방철학이라도 평가된다.67)
1948년 건국된 이스라엘은 징병제를 통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지정학적,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전이 자주 발생하는 안보위협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은 건국과 동시에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여 안보위협 실제
전쟁을 크게 경험하였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통일국가 팔레스타인 건설을 지지하는 아랍권 국가들과는 갈등과 긴장
이 지속되는 원인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영토인 가지지구와 서안지구에서는 지금까지도 무력충돌과 국지전이 지속되
고 있다. 이스라엘은 건국부터 각종 분쟁과 전쟁을 극복해 가면서 나라를 존속시키고 있으므로 여전히 강력한 징병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68) 약 7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은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하여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하면 남녀 불문하고 일단 군복무를 한 후 대학 등에 진학하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69)

Ⅳ. 모병제 도입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의 필요성
1. 독일의 신행정법학 논의와 병역제도 개선 법리
독일의 신행정법학 논의는 우리나라 군복무 병역관련 군사행정법의 논의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대안입법
론 논의에 행정법적 함의를 제시한다고 본다. Otto Mayer가 구축한 명령, 규제관계, 권력관계 중심의 관헌 국가적
행정법의 관점은 개인을 고유한 권리,의무를 가진 성숙한 시민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70) 사회상의 변화와 과학기
술 등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실무 현장의 변화를 행정법의 방법론에 수용하여 행정실무의 문제들의 해결을 형성하기
위한 개선입법을 제시하여야 한다.71) 독일에서 행정법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신행정법학에 관하여 논의되는 배경이
바로 오토 마이어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에서 벗어나 행정현장의 문제들을 행정조직과 작용에 담아 내고자 함으로
평가된다.72)

64) Ordonnance no 59-147 du 7 janvier 1959 portant organisation general e de la defense(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
69248&dateTexte=20090413).
65) 임민혁, 강원석, 앞의 논문, 44~46면.
66) 강용구, “프랑스의 신예비군제도가 한국군에 주는 함의”, ｢군사연구｣ 제149호, 2020. 10~14면.
67) 上山勤, “徴兵制”, ｢民主法律｣ 265卷, 民主法律協会, 2006. 5, 163頁.
68) 임민혁⋅강원석, 앞의 논문, 55~56면.
69) 樋口陽一, 뺷個人と国家뺸, 集英社新書, 2005, 218頁.
70) 문병효, 앞의 책, 19~30면.
71) 김중권, 앞의 논문, 395면
72) 김중권, 위의 논문, 401면.

226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Military Recruiting System: Based on the Reform Measures of Military Service Laws

독일의 신행정법학 논의는 첫째, 학제적 관점의 가교개념으로서 협력, 효과성, 능률성, 혁신 등을 활용한다.73)
둘째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현장 행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한 조종이론적 관점이다.74) 셋째, 행정법학을
과거의 해석과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지향적인 작용과학으로서의 결정과학적 방법론이다. 이러한 결정
과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은 상하 위계질서 중심의 명령과 지시구속적인 임무수행에서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임무수행으로의 변화 등이 중심을 이룬다. 행정현장의 조직상, 절차상의 현실 분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시도들이
독일의 결정과학적 신행정법학적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분석된다.75)
이러한 행정법 개혁을 위한 독일의 신행정법학 논의는 징병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으로서의 모병제 도입의 행정법
학적 개선입법안을 형성해 내는데 귀중한 법이론이 된다고 평가된다.

2.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국가운영체계 개선 필요성
모병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병역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에 대한 군복무 병무행정에 대한 누적된 문제점이라고
본다.76) 행정법상 병무행정은 군사행정으로서 국가목적적 행정에77) 해당되므로 국가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먼저 진
단하여 효율적 미래 국가운영체계를 설계한 이후 병역제도 개선으로서의 모병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고 있다.78) 그러나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헌된 30년이 넘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현장은 국민소득, 인구 구조, 사회현
상 등의 많은 곳이 크게 변화되었다. 당연한 귀결로서 국가운영체계의 변화의 필요성이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제기되
고 있다.79)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로서 군령과 군정권을 행사한다(헌법 제74조).80)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국군을 통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가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국가운영체계 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는 군사행정인 군정과 군사작전인
군령을 담당하는 행정부 일부로서의 국방부81)와 국방에 대한 예산의 승인과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대한 입법권,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인사청문회권, 국정조사, 감사권, 선전포고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등
국방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동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부라고 할 수 있다.82) 행정부는 ‘행정연방제’83)를 실시하고
대통령, 부통령제가 바람직하며, 입법부는 단원제 국회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는 현실에서는 국가안위를 결정할
중요사안에 대하여 정쟁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안보국익을 효율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를 실시하는 국가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헌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84) 행정연방제 정부에서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과
군령 등의 국방행정의 작용,85)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방의 예산을 승인하며,86) 입법적 지원을 하는 상원⋅
하원 양원제의 국회 작동87)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국가운영체계
는 다원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통일을 염두해 둔 효율적 국가운용체계라고 평가된다. 특히 행정연방제와 함께

73) 문병효, 앞의 책, 19~30면.
74) 김중권, 위의 논문, 405면,
75) 문병효, 앞의 책, 19~30면.
76) 김춘환, ｢행정법Ⅱ｣,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8. 1190~1196면.
77) 김춘환, 위의 책, 1183~1188면.
78)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5, 558~568면.
79) 문현철,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 국가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연구｣ 제13권 제1호, 2020, 227~253면.
8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4, 821~822면.
81) 김춘환, 앞의 책, 1185~1186면.
82)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7, 852~856면..
83) 조성복,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섬엔섬, 2019, 66~67면.
84) 문현철, 앞의 논문, 227~253면,
85) 김춘환, 앞의 책, 1185~1186면. 1190~1196면.
86) 전광석, 앞의 책, 693~694면.
87) 문현철, 앞의 논문, 227~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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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가 실시된다면 통일 이후 북한군의 연방국가로 편입과 병력 모집 등에서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3. 군복무제도에 대한 행정법적 개선 필요성
군복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전투력 향상을 통한 국가안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함을 전술하였다.88)
병역제도의 개선으로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이 궁극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진단된다.89) 어느 개선방안이
나 부작용이 수단됨은 당연한 일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치료를 위한 투약과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한다는 것인지? 현행 징병제 기반 병역제도의 헌법, 병역법 등이 어떻
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군복무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에 대한 설계는 그것이 입법화될
때 드디어 생명력을 갖는 제도로 정착된다고 보며, 그러한 이유에서 병역제도 개선의 문제는 병역제도 근거 법령의
행정법적 개선입법의 문제라고 본다.
군복무의 행정체계에 대한 행정법적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행정조직법적90) 분석으로서 병무행정
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인 병무청의 명칭과 조직개편으로서의 정부조직법의 개선과 병에게도 적용되나, 사실상 군의
간부와 예비역, 보충역 등의 인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병과와 계급, 복무 등을 규정한 군인사법에 대한 개선이다.91)
둘째, 행정작용법적92) 분석으로서 헌법상 병역의무이행을 구체화하는 병들의 징집에 관한 규정인 병역법이 있다.
셋째, 예비군의 편성과 조직, 동원에 관한 규정인 예비군법이 있다. 셋째 관련 위기관리 제도로서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의 개선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93).
이하에서는 모병제 도입 등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행정법적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모병제 설계를 위한 행정조직법적 개선
1) 정부조직법의 개선
행정조직법이란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설치와 폐지 그리고 구성 및 행정기관의 권한 등을
말한다.94) 행정조직법으로서의 군사행정조직법이란 군사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등에 관한 조직법을 말한다. 군사행정조직법의 일반법으로 정부조직법과 국방행정조직법으로 국군조직법
과 군인사법 등이 있다.95)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정
부조직법이 제정⋅운영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1조). 징집과 소집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
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두며, 병무청의 조직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은 규정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3조).
모병제를 입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제33조의 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 먼저 동법 제3항에 규정
된 병무행정이라는 규정을 군복무 행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징집과 소집에 대한 규정도 모집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제4항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병무청이라는 명칭을 군복무청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의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국군조직법상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 국군조직법 제4조와 정부조직법 및 병역법 등의 개정과 연계된 관련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88) 국방부, ｢국방개혁 2.0.｣, 국방부, 2019, 29~32면.
89) 임민혁⋅강원석, 앞의 논문, 44~46면.
90) 홍정선, ｢신행정법특강｣, 박영사, 2020, 761~784면.
91) 김춘환, 앞의 책, 1189~1190면.
92) 박균성, ｢행정법｣, 박영사, 2019. 899면.
93) 김춘환, 앞의 책, 1190~1205면.
94) 김춘환, 위의 책, 5~18면.
95) 김춘환, 위의 책, 1189~1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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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된다.

2) 군인사법의 개선
병역제도가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장교, 부사관, 여군 등 지원에 의한 복무자를 제외한다면 결국 병역의무이행자인
병사들의 복무문제라고 본다. 병사들에 대한 인사문제의 구성은 군인사법이 담당해야 할 것이고, 군인사법에서 모병
제의 인사적 측면을 보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96).
현재의 군인사법은 적용범위에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군인사법 제2조). 계급에 대한
규정에서 장교의 계급은 장성, 령관, 위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준사관 부사관 등의 계급 및 병의 계급으로서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군인사법 제3조).
군인사법은 적용범위 규정과 계급에 대한 규정에서 병에 대하여 규정할 뿐 사실상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법률이다. 현재로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은 병사에 대한 인사 규정은 병역법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향후 모병제가 되입 된다면, 군인사법을 미국의 ‘수정병역법(Public-law 92-129: Amendments to the Military
Service Act of 1971)’의 경우처럼97) ‘군복무기본법’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고, 모집되는 병사들에게 적용되는
병역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입법되는 모병제를 근거 지우는 내용들을 ‘군복무기본법’에 흡수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5. 모병제 설계를 위한 행정작용법적 개선
1) 병역법 개선 논의 필요성
행정작용법이란 행정주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적 행위를 총칭하는 학술개념이며, 그 근거법령을 말한
다.98) 행정작용 중에서도 군사행정작용은 국가의 병력을 취득, 관리, 유지하기 위한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국
민에게 직접, 간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실현된다. 군사행정작용 중에서도 병력취득 작용은 국민에게 병역에 복무
하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99)
모병제 도입을 위한 병역제도의 개선은 먼저,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개헌의 문제이며, 다음으로 헌법의 구체화
법인 병무행정법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이것은 결국 병역법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진단된다.
병역법은 헌법 제39조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징병제를 설계 시행하는 근거 법률이다.100) 그러므로 현행 병역법
은 법률의 명칭처럼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헌법의 구체화 법101)이라고 본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징병제를
벗어나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병역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 입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병역법의 개선 방안
(1) 법률의 명칭 변경과 전면개정 필요성
병역법은 헌법상 국민의 병역의무이행(헌법 제39조)을 강제하는 징병제의 구체화 법이다102). 모병제로 전환하게

96) 김정현, 앞의 논문, 55~57면.
97) 남궁곤⋅김근혜, 앞의 논문, 138~145면.
98)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0, 126면.
99) 김춘환, 앞의 책, 1190~1191면.
100) 김춘환, 위의 책, 1191~1196면.
101) 김춘환, 위의 책, 1191~1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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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당연히 병역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서 모병 업무 등을 상세하게 제도화한 새로운 법률이 입법되
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연방일반군사법(Generl Military Law)’을 집대성하여 운용되고 있
다103).병역법을 대체해야 하는 법률은 가칭 ‘군복무기본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모병제의 운영
설계도가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군인사법의 내용도 상당부분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2) 징집중심에서 모집중심으로 법체계 변경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제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병력 강제징집에 관한 법률이므로 당연히 그 내용이 현역병 등에
대한 징집 중심의 내용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다. 현재 징병제에 근거한 모집자원의 범주에 해당되는 병력 수급에
있어서도 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개선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04).
그러나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병력모집을 위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모집중심의 법체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연방일반군사법’, ‘수정병역법’ 등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연방일반군사법’ 등은 우리나라의
군인사법 등을 망라한 매우 방대한 법률인바105), 군인사법을 흡수하여 가칭 ‘군복무기본법’으로 통합 입법하는 방
안106)도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3) 병력 모집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모병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의 핵심은 병력 모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107) 결국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 경우 근거 법령의 핵심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그 프로세스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력모집 홍보, 인센티브, 명예심 고취108) 등에 관한 것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109).
(4) 현역병 이외의 보충역 복무자 제도의 개선
현행 병역법 제2조에 설계된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현역병 복무에 제한 사항이 있거나 전문성 활용 측면에서 고안된 제도이다110).
예비역 제도는 예비군법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고,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 요원 등은 병역의무
이행의 전제하에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111).

3) ‘예비군법’ 등의 개선
예비군법은 예비군의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예비군법 제1조).112) 예비군은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병, 보충역 등이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 부터 8년간 편성된다(예비군법 제3조). 현행 예비군법은 징병제
의 근거법인 병역법과 연동되어 입법되어있는 체계라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병역법이
폐지되어야 하므로 예비군법은 비상시 예비병력 확보를 위하여 상당 부분 강화 개선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113)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징병제와 달리 예비 전투인력을 확보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모병제로 전환한 미국
102) 김춘환, 위의 책, 1191~1193면.
103) 김정현, 앞의 논문, 11~12면.
104) 송윤선⋅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색”,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2호,
2019, 2~4면.
105) 김정현, 앞의 논문, 11~12면.
106) 김정현, 위의 논문, 63~64면.
107) 김일생, 앞의 논문, 733~749면.
108) 이동환⋅강원석, 앞의 논문, 82면.
109) 김정현, 앞의 논문, 33면.
110) 김춘환, 앞의 책, 1191~1196면.
111) 김춘환, 위의 책, 1197~1200면.
112) 김춘환, 위의 책, 1200면.
113) 강용구, 앞의 논문, 19~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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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독일의 경우 예비전력 제도가 잘 보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병력의 모집인 모병단계에서 연방과 주방위군
등으로 나누어 치밀한 모집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114).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모병제 근거법인 가칭 ‘군복무기
본법’과 현행 예비군법을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분리하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입법적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 모병제 도입 국가들은 평상시에는 모병제를 실시하더라도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징병제를 통한 징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록제도’115)라는 보조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116)

4) ‘민방위기본법’ 등의 개선
징병제의 근거법인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한 현역병과 보충역은 복무 후 예비군법에 의하여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
고, 예비군 복무를 마치게 되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에 편성된다(예비군법 제3조).117)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8년이 지나게 되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40세까지(민방위기본법 제18조)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적 재
난이 발생한 경우인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호보 임무를 비롯하여 군사작전 지원이 가미된 민방위대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118)
‘군복무-예비군 편성-민방위대원 편성’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위기관리 인적자원 체계는 병역법에 의한 징병제를
토대로 하는 시스템이다.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군복무에서 예비군으로, 예비군에서 민방위대로 이어지는 편성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대원 편성(민방위기본법 제19조) 또한 개선되어 입법이
되어야 하며, 향후 입법하게 될 ‘군복무기본법’의 내용에서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대 편성과 잘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5)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의 개선
징병제의 장점은 전투나 비전투에 필요한 예비인력을 잘 확보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모병제는 상대적으
로 비상대비 예비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취약한 점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자원관리,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하여 대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119)
모병제를 실시 할 경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능유지와 국민생활
안정,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보건의료 인력 등의 운용에 대하여 폐지될 병역법을 대체하는 가칭 ‘군복무기
본법’과 상세한 연계 대비책을 입법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120).

Ⅴ. 결론
국가안보의 효율성 제고와 전투력향상을 위하여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국방개혁차원에 추진되고 있다. 작전과 전
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재설계를 통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며,121)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병역제도의 개선이라고 평가된다.

114) 김정현, 앞의 논문, 24~27면.
115) 김정현, 위의 논문, 23~25면.
116) 정혜인, 앞의 논문, 86면.
117) 김춘환, 앞의 책, 1201면.
118) 문현철, “거대복합재난 발생시 민방위제도의 작동성 강화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11권 제4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08,
2355~2370면.
119) 김춘환, 앞의 책, 1887~1200면.
120) 김정현, 앞의 논문, 63~64면.
121) 국방부, ｢국방개혁 2.0.｣,국방부, 2019, 29~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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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법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로 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된다. 관헌 국가적 명령과 규제 방식의 행정법학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122) 오토마이어 행정법
과 메이지 행정법적인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행정법학의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상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 등이 새로운 방식의 행정법 구축을 필요로 하며, 행정실무에 대해 의무를 지는 행정법학은
실정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현대 행정법학의 과제인 것이다.123)
국방인력의 중추인 군복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병역제도의 개선으로서 징병제에서 모병
제로 전환되는 것이 궁극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진단된다.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한다는 것인지? 현행 징병
제 기반 병역제도의 헌법, 병역법 등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병역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복무의 행정체계에 대한 개선으로는 행정조직법적 분야로써 병무행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인 병무청의 명칭과
조직 개편 등을 규정한 군인사법에 대한 개선과 행정작용법적 분야로서 헌법상 병역의무이행을 구체화하는 병들의
징집에 관한 규정인 병역법과 예비군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병제로 전환을 설계한다면 당연히 현행 ‘병역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서 모병 업무 등을
상세하게 제도화한 새로운 법률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법’을 대체해야 하는 개선 입법으로 가칭 ‘군복무
기본법’을 제시하며, 동법에는 현행 병역법의 필요한 내용들과 군인사법의 내용도 상당부분 포섭하는 등의 모병제의
운영 설계도가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독일,프랑스 등의 선진 군사강대국들이 군복무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여 시행한 것은 자신들의 안보국익을
수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 설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군복무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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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vulnerable people in a disaster focus only on quantitative supply, so safety is very
po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plan to secure the safety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vulnerable
in disasters through review relevant guidelines and in-depth opinions of experts. The main results as follows;
First, a location of facilities that can easily access community facilities such as fire stations and hospitals should
be selected. Second,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under the floor where evacuation ramps can be installed for
residents with limited mobility. Finally, bedrooms with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torage of disaster
items should be planned so that people can continue living in the facility after a disaster. Considering that the
types of disasters in Korea are diversifying and compounding, and the vulnerable people to various disasters, plan
a facility that can secure the safety of facil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Key words: disaster, vulnerable people in disaster, residenti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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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5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로 진입으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설의 양적 공급에만 집중하여 시설 및 안전관리가 매우 열악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2017년 포항지진,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2018년 부산 폭염,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의 발생으로 재난약자 거주시설에서 각종 재난피해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계획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약자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 등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재난대처능력이 취약하다.
이들은 자력이동 불가, 재난상황 인식불가,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불가로 인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이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5; NFPA, 2018a). 또한 다른 시설로 대피하면
생활환경 변화, 건강악화,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대피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Castle & Engberg, 2011; Greenberg,
2015). 재난약자는 화재, 지진, 풍수해, 감염병, 폭염, 한파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하고(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 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물 붕괴, 화재, 가구전도, 의료장비 결핍, 시설 내 고립 등으로 사망, 부상, 집단감염
등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다(Choi & Kim, 2019). 이러한 재난약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러한 재난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재난상황에서 거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물
의 내구성, 마감재, 공간구성, 장애물 없는 대피경로 확보, 자력대피 불가능자의 침실배치 등 시설 계획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법적기준은 바닥면적, 층수 등 건축물 규모에 따른 방화구획, 비상구
설치, 방화마감재 사용, 소방설비 설치, 피난계단 등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준만 마련되어 있어 재난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입지부터 구조, 공간배치,
대피경로 등의 계획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재난약자 거주시설을 안전성 확보 관련 지침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재난발생 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약자 복지의 질적 수준, 공적 영역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재난약자는 재해약자, 안전약자, 재난 취약계층 등으로도 사용하며 재난으로부터 피해입기 쉽거나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2013). 재난
약자에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재난약자
는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고, 재난상황 인식불가, 정보전달불가, 의사소통불가 등 복합적 취약성을 가진 고령자로
한정하였다.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
시설로 한정하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은 건축계획, 재난 및 소방안전, 복지 분야에서 재난약자 거주시설 관련 실무와 연구 수행 경험이 있고,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부원장 이상 직급 13명이다. 조사도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요소를 개방형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작성
한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질문지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재난안전성 계획요소인 시설 입지, 재해방지 시설계획, 중요시설보호,
거주자 대피계획, 방재물품 비축공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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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oretical Background
1.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 관련 법적기준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 관련 법적기준은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소방시설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노유자시설의 기준을 적용 받는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은 ｢노인복
지법｣에 의거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 설치을 하도록 한다. 다른 재난약자 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과
어린이집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영유
아보육법｣에서 재실자의 대피특성을 고려한 출입구 위치, 피난기구의 위치, 소방시설의 종류, 방화구획에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관련 기준은 다른 재난약자 시설과 비교하면, 거주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기준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emergency accident preparedness criteria
구분

법령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노인
복지법

-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장애인
복지법

-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 거실의 출입구는 비상재해 발생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과 직접 연
결되게 설계

장애인
거주시설

주요 기준

장애인등편의법 - 소방시설(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은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1층
⋅양방향 대피를 위해 주출입구 외에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출구 설치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2층 및 3층
⋅양방향 대피를 위해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
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외부에 설치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고정식으로
설치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또는 반원통형 나선형 미끄럼대
를 층별로 각각 설치(4층 이상 설치불가)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하고,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관련 선행연구(Choi & Kim, 2019)에서 제시한 재난발생 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 단계 중 예방 및 대비단계 측면에서 계획요소를 정리하였다(<Table 2>).
재난약자 거주시설은 시설과 거주자에 대한 잠재적인 재난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난에 견딜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시설 입지, 재해방지 시설계획, 중요시설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없는 재난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거주자 대피계획, 방재물품 비축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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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lans for securing the safety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vulnerable in disasters
계획요소

내용

시설 입지

재난발생 후, 구조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입지

재해방지
시설 계획
중요시설
보호

거주자
대피계획

구조
마감재
생활공간

홍수,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벽체, 지붕, 창문 등의 구조와 마감재가 심각한
성능감소 없이 재난에 견딜 수 있는 시설 계획

설비공간

재난발생 후에도 거주자들이 일정기간 생활을 지속하거나 단계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 보호

대피경로

직원이나 구조대원에 의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 확보

대피공간

재난유형에 따라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시설 내부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나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방화구획된공간 계획

대피정보
제공

대피경로,대피공간의 경로 및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

방재물품 비축공간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단절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이나 물, 생
활용품, 의약품, 의료장비 등 비축

※Source: Choi & Kim(2019).

3. 국내외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 관련 계획기준 고찰
국내외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 관련 기준은 국내 법적기준 및 관련 지침(Seoul Special City, 2011)을 고찰하
고, 일본과 미국의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지침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Table 3>). 한국은
방화구획, 방화마감재, 감염병 대비 특별침실 계획 및 손세척대 설치, 양방향 대피경로 계획, 발코니 설치 등 화재와
감염병에 대비한 구조와 생활공간 계획, 대피경로 및 공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 관련 기준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거주자의 대피특성을 고려하며 재난발생
이후 시설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지진, 폭염, 홍수, 허리케인
등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내구성, 층수, 마감재, 생활공간, 대피공간을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거주자를 고려하여 침실, 간호공간, 대피경로, 시각정보 안내사인을 계획하고, 재난발생 후 전력,
수도, 가스 등 라이프라인이 단절되더라도 최소 7일 동안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내구성, 안전한 공간 확보,
비상전력, 식수, 의약품 비축 등 계속 거주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주민, 병원, 복지시설, 지역방재조직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지와 지역의 재난약자를 위한 대피공
간, 지진 시 마감재 낙하방지 및 가구전도방지에 대한 계획기준, 대피공간의 위치 및 방재물품 비축공간 계획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지진 및 풍수해 대비 계획, 재난발생 이후 시설 내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지침
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에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의 다양화 및 복합화, 발생빈도 증가, 규모의 대형화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처럼
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거주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시설 내 계속 거주나 단계적
대피를 위한 적절한 공간과 대피경로 계획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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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lanning criteria for securing safety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vulnerable in disasters
계획요소
입지

내용

한국

재난발생 시 식량 확보, 일상생활 보조 등을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지

재
해
방
지
시
설
계
획

해당 층에서 수평피난이 가능하도록 생활단위별 방화구획

ⓘ, ⓝ
ⓔ
ⓐ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 가능한 창문, 통풍구 등을 계획하고, 남쪽의 창문에는 외부차양(셔터,
블라인드 등) 설치

ⓖ
ⓔ

외부 또는 내부 다른 시설로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벽 및 내벽, 천장 등 내부에 불연성능이 있는
마감재 사용

ⓐ

ⓖ, ⓗ

커튼, 가구 등은 방염처리된것으로 설치

ⓐ

ⓖ

마감재 홍수 위험지역은 홍수예상높이 아래에 방수 마감재 사용

ⓔ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 단열재 보강, 옥상녹화

ⓔ

지붕마감재, 외부마감재 낙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되어 있고 가벼운 마감재 사용

ⓑ, ⓔ

유리창, 책장, 찬장 등은 유리비산방지필름으로 보강

중
요
시
설
보
호

생활
공간

ⓔ

침수 우려가 있는 시설은 예상 침수높이 이상에 침실 배치

ⓔ

휠체어 사용자, 와상환자 등 자력대피가 불가능할수록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침실 배치

ⓜ
ⓖ

지진 시 가구의 전도 및 창문유리의 비산을 고려하여 침대, 책장, 옷장 등은 창문 부근에 배치하지 않음

설비
공간

ⓘ, ⓚ
ⓐ

조리실이 복도에 개방되지 않고, 침실과 분리배치 되도록 계획

ⓖ, ⓗ

소방차량, 응급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넓은 폭의 진입경로 계획

대피
경로

거
주
자
대
피
계
획

대피
공간

ⓔ
ⓐ

휴대용 소화기는 벽에 매립하여 설치

ⓖ
ⓖ, ⓗ

복도는 대피 시 휠체어, 침대, 운송장비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가구배치 후 반드시 1830mm 이상의 복도너비 확보

ⓖ, ⓗ

ⓙ
ⓘ, ⓚ

주 계단 외에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기구 설치

ⓖ

대피공간은 장애인용 화장실과 인접한 곳에 거주자 등의 특성 및 인원을 고려한 면적(1.86㎡/1인당) 확보

ⓓ

ⓜ

홍수발생 지역의 대피공간은 2층 이상 또는 범람기준 이상의 높이를 고려하고, 외관은 방수가 가능한 것
으로 계획

ⓓ

ⓘ

강풍에 대비하여 건물 내 1층 중앙공간이나 식당, 다용도공간 등 구조상 중심부에 위치하여 외부 노출이
최소화되거나, 건물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대피공간 계획

ⓑ, ⓓ, ⓔ

소방서로부터 6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설은 옥외 발코니 형태의 대피공간 설치

대피공간은 침실이나 거실 등에서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피난발코니를 설치하거나, 구조활동이 가능
한 개구부(750*1200mm이상) 계획

방재물품
비축공간

ⓖ, ⓗ

막 다른 복도는 9.1m 이하로 계획하고, 대피경로는 30m 이하로 계획

ⓜ

계단실 내에 휠체어 대피공간(760×1220mm)을 확보하고, 휠체어 등의 대피를 고려하여 출입문 너비
915mm 이상으로 계획

대피
정보
제공

ⓖ, ⓗ
ⓖ

보일러, 연료, 난방실은 거주자 공간과 분리 배치
복도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출구에 접근가능한 양방향 피난경로를 확보하고, 막다른 복도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

ⓐ

간호공간은 침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
침실, 간호공간, 오물처리실 등 거주자와 직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세면대나 손소독제 설치

ⓘ, ⓙ, ⓚ, ⓝ
ⓙ, ⓝ

외부 생활공간은 폭염에 대비하여 건물 외부에 식재, 캐노피 등의 설치로 그늘진 공간 제공

전염병 거주자를 격리할 수 있는 특별침실 계획

일본
ⓙ, ⓛ, ⓝ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낮은 점유층의 높이가 범람높이보다 최소 1m 이상 높게 계획
구조

미국

홍수, 지진, 산사태, 해일, 화재 등 해당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입지

ⓖ, ⓗ
ⓐ

ⓜ

피난안내도는 복도, 간호공간 등에 설치

ⓕ, ⓖ

출입구는 모든 접근 방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촉각 방향표시를 포함한 안내판 설치

ⓕ, ⓗ

식별성 확보를 위해 눈에 띄는 색채, 크기, 픽토그램을 사용하고, 눈에 띄는 색상, 형태, 마감재, 랜드마크
를 사용하여 정보제공

ⓕ, ⓗ

안내판은 부착된 벽의 마감재나 다른 표지판과 대비되어야 하고, 인근에 가시성을 저해하는 장식, 가구,
장비, 밝은 조명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외부 안내판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로 EXIT 또는 적절한 문구(H:150mm, w:19mm 이상)로 사용

ⓕ, ⓗ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식량, 물, 기자재(휠체어, 리프트, 운송장비), 생활용품, 간이화장실 등을 최소 3일간
사용가능한 분량을 비축하되, 재해영향이 없는 장소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비축공간을 계획하거나 수납장 활용
방재물품을 분산비축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비축창고 계획

ⓚ

ⓙ

ⓕ, ⓗ
ⓗ

주. ⓐ: Seoul Special City (2011), ⓑ: Florida Center for Assisted Living(2006), ⓒ: CMS(2014), ⓓ: FEMA(2014), ⓔ: Enterprise Community Partners, Inc. (2015), ⓕ: NFPA(2016),
ⓖ: NFPA(2018a), ⓗ: NFPA(2018b), ⓘ: Fukuoka Prefecture(2019), ⓙ: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2013), ⓚ: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 and Japan Seismic Safety Organization
(2015), ⓛ: Cabinet Office(2016), ⓜ: Fire and Disaster Management Agency(2018), ⓝ: Shizuoka Prefectu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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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ults
1. 조사대상 개요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은 건축계획 분야의 건축 설계사무소, 대학교, 건축 관련 연구소에 소속된 소장, 교수, 연구원
이고, 경력은 9년부터 25년이었다. 재난⋅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장애인, 소방, 재난 관련 연구소 및 연구원과 소방기
관, 대학교에 소속된 소장, 국장, 팀장, 소방관, 교수이고, 경력은 10년부터 28년이었다. 복지분야에서는 노인요양시
설을 운영하는 원장 및 부원장으로 경력은 2년부터 20년으로 파악되었다(<Table 4>).
Table 4. Overview of survey target
구분

건축계획
분야

재난⋅소방
안전 분야

복지 분야

기호

소속 및 직위

경력

연령

성별

A1

건축사무소 소장

25년

50대

여

A2

대학교 교수

23년

50대

남

A3

건축사무소 소장

19년

40대

남

A4

건축사무소 소장

17년

50대

남

A5

건축 관련 연구소 연구원

8년

40대

여

B1

장애인 관련 연구소 소장

28년

50대

남

B2

소방 관련 연구소 국장

26년

50대

남

B3

재난 관련 국책연구원 팀장

17년

40대

남

B4

소방기관 소방관

12년

40대

남

B5

대학교 교수

10년

40대

남

C1

노인요양시설 부원장

4년

30대

여

C2

노인요양시설 원장

21년

60대

여

C3

노인요양시설 원장

3년

50대

여

2. Findings
2.1. 시설 입지 측면
시설 입지 측면의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피해로부터 안전하고(B2, B3), 소방차와 구급차의 거리 및 접근성
이 확보되며(A1, A5, B1, B2), 주변에서 재난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선정이
필요함(A1, A3, B1, B5)을 언급하였다(<Table 5>).
Table 5. Results of expert opinion analysis on facility location aspects
구분

주요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응답자 기호)
상습 침수지역, 산불 피해 예상지역, 사면과 옹벽의 위⋅아래, 화학물질 노출지역, 급경사 지역 등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B2, B3)

시설 입지

초기소화,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차가 10분 이내, 구급차가 병원으로 30분 이내에 이송 가능한 곳에 입지
되어야 함(A1, A5, B1, B2)
주변에서 재난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함(A1, A3, B1, B5)
소방차 및 구급차가 접근가능하도록 폭 6m 이상의 도로 폭 확보가 필요함(A1, A2, A5)

2.2. 재해방지 시설계획 측면
재해방지 시설계획 측면의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구조에 대한 의견으로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3층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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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B1, B3), 10층 이상은 사다리차 진입과 구조활동이 어려우므로 재난약자 거주시설 설립을 지양하거나
방연⋅방화구획을 강화(A1, A3, B1, B4, B5)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문의 경우, 소방관의 진입과 거주자
대피가 가능하도록 방범창에도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A2, A3, B2, B3, B4), 기능보강사업으로 설치하는 배연창
은 시설의 층수 및 면적 등 규모를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C2)함을 강조하였다.
마감재는 건축물 외벽에 드라이비트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 시행되기 전 설립된 시설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A1, A4, A5, B2, B3),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 내의 가구는 오염에 강하고 교체가 쉬운 것으로
설치(A5, B2)해야 함이 나타났다(<Table 6>).
Table 6. Results of expert opinion analysis on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plan aspects
구분

주요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응답자 기호)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3층 이하를 사용하고, 4-9층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층과인접한 곳에 배치하며, 10층
이상은 사다리차진입이 어려우므로 설치를 지양해야 함(B1, B3)

구조

고층이나 복합건축물의 일부 층에 설치하는 경우는 방화⋅방연구획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함(A1, A3, B1, B4, B5)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 진입 및 대피를 위해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A2, A3,
B2, B3, B4)
화재발생 시 소화 및 구조활동을 고려하여 시야확보가 가능한 개구부 설치가 필요함(B4)

마감재

외부에 드라이비트 사용을 금지하고, 이전에 설립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함(A1, A4, A5, B2, B3)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소파, 의자 등 가구는 오염에 강하고 교체가 쉬운 것으로 설치되어야 함(A5, B2)

2.3. 중요시설보호 측면
중요시설보호 측면의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생활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보행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차 없는 바닥마감 및 미끄럽지 않은 마감(A1, A3, A5, B2, B3)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침실에는 침대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고(A5, B3),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침대 간 1.5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며(A1), 재난
이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채사용(B1)이 고려되어야 함이 나타났다. 또한 침실로의 시야와 이동동선이
확보된 간호공간을 계획해야 함(A5, B2)이 파악되었다.
설비공간에 대해 전문가는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방화구획을 강화하고, 침실과의 분리배치가
중요함(B3)을 언급하였다(<Table 7>).
Table 7. Results of expert opinion analysis on protection of critical facilities aspects
구분

주요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응답자 기호)
외부공간은 휠체어로 쉽게 접근 및 대피가 가능하도록 바닥 마감을 단차가 없도록 계획해야 함(A3, A5, B2)
손세척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끄럽지 않고 물을 흡수하는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A1, A5, B3)
재난발생 후 시설에서 계속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침실은 침대에 누웠을 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A5, B3)

생활공간

침대 옆에 휠체어 및 방연마스크 보관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A5, B1)
재난발생 후 시설에서 계속거주하는 상황에서 거주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색채, 마감재 사용(B1)
간호공간은 침실이 한눈에 보이되, 거주자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위치에 계획(A5, B2)
가구는 이동식 사용을 지양하고, 바닥과 벽에 고정되어 있는 가구 설치(A5, B3, B4)
침실 내 감염병 발생을 고려하여 침대 간 1.5m 이상 간격 확보(A1)

설비공간

조리실은 반드시 방화구획하고, 침실과 분리배치(B3)

2.4. 거주자 대피계획 측면
거주자 대피계획 측면의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대피경로는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는 거주자가 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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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매끄럽게 계획하고(B1), 수직대피경로로 계획되는 피난기구는 거주자 부상 위험,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피난용 미끄럼틀 설치가 필요함(C1, C2)이 언급되었다. 또한 대피경로상의
출입문에는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B1)되어야 함이 나타났다.
대피공간은 법적 기준에 의해 계획되는 계단 이외에 발코니, 별도의 공간 계획(C3)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피공간은 구조활동이 용이하도록 큰 길가와 접하며 개구부 및 안내사인의 설치(A1, B1, B3)를 강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면회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저층에도 계획(C1)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대피공간
을 재난피해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재난약자 거주시설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
회 시설 간의 연계방안이 마련(C1, C2)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대피정보 제공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거주자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게 됨을 알 수 있었
다(C2, C3). 이를 고려하여 대피정보 제공을 위한 시각정보 안내사인은 거주자와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직원이
모두 식별 가능한 크기와 색채(A1, A5, B1),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치가 필요함이 나타났다(A5) (<Table 8>).
Table 8. Results of expert opinion analysis on resident evacuation plan aspects
구분

주요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응답자 기호)
복도와 같은 수평대피경로는 와상 거주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매끄럽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B1)

대피경로

경사로, 미끄럼틀 등의 수직대피경로로 향하는 출입문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야 함(B1)
피난기구는 건축법에 의해 경사하강식구조대, 완강기, 피난구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직원들이 사용방법을
모르고 교육해보지도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나선형 미끄럼틀과 같은 피난기구 설치가 필요함(C1, C2)
대피공간에는 외부로의 대피가 가능한 높이의 창문 설치(B1, B3)
대피공간의 출입문 및 창문에는 안내사인 설치(A1, B1)
대피공간은 소방차의 접근과 구조활동이 용이하도록 큰 길가 및 넓은 외부공간과 접하는 곳에 계획(B4)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4층 이상은 반드시 대피공간 계획(B1)

대피공간

건축법에 의해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이외에 각 층마다 평상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재난 시 대피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외부 발코니 설치 필요(C3)
코로나처럼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비대면 면회공간 등의 설치 필요(C1)
재난발생 후 건축물 소실로 인해 장기적으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지대피소와 같은 대피시설은 별도로 지정
되어 있지 않음. 시설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인근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C1, C2)
시각정보 안내사인은 복도 끝에서도 식별가능한 크기 및 경보 발생 시 색상이 변하는 것으로 설치(A1, A5, B1)

대피정보
제공

치매노인들은 비상구, 대피경로 안내판을 인지하지는 못하고 직원들의 안내에 의해 대피하게 됨(C2, C3)
청각정보 안내사인은 차분하게 소리의 방향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방향으로 알람 설치(A5, B5)
시각정보 안내사인 설치 장소는 혼란스럽지 않게 주변에 다른 사인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한 색채 사용(A5)

2.5. 방재물품 비축공간 측면
방재물품 비축공간 측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발생 후 시설에서 7일 간 계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식품, 물, 생활용품 등을 비축하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B3),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층별로 사무실
과 인접한 곳에 비축공간이 계획되어야 함(A5)을 언급하였다(<Table 9>).
Table 9. Results of expert opinion analysis on relief goods storage space aspects
구분

주요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응답자 기호)

방재물품 재난발생 후 시설에서 약 1주일 간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식품, 생활용수, 여분의 침구, 의류 비축 공간 계획(B3)
비축공간 방재물품 비축공간은 관리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층별로 사무실과 인접한 곳에 계획(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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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요소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지 측면에서는 재난위험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방기관 10분 이내 거리, 병원 이송 30분 이내, 소방자동
차 접근이 가능한 폭 6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등 지역사회시설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입지 선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재해방지 시설계획 측면에서는 재난약자 거주시설을 경사로 설치 가능 층, 사다리차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층에
배치, 창문은 방범창도 자동개폐장치 설치, 다수의 거주자가 사용하는 가구는 균, 바이러스 등의 오염물질에 강하고
교체가 쉬운 것으로 사용이 필요하였다.
중요시설보호 측면에서는 대피 시 외부공간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단차 없는 바닥마감, 재난발생 후 외부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거주자의 심리적 불안감 완화를 위한 색채와 마감재가 고려되어야 하고, 외부를 볼 수 있는 창문
높이, 침실 내 감염병 확산을 고려한 침대 간 1.5m 이상 간격이 필요함 알 수 있었다.
거주자 대피계획 측면의 경우,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4층 이상은 대피공간 계획, 넓은 도로나 주차공간과 접한
대피공간, 대피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된 시각정보 및 청각정보 안내사인 설치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방재물품 비축공간 측면에서는 비축공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무실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Ⅴ. Conclusions
본 연구는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어린이집 등 다른 재난약자시설 보다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이 미흡하여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 고령자는 재난상황을 인식하거나, 정보전달, 의사소통이 불가하며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뺷노인복지법뺸을 중심으로 시설 입지, 구조, 마감재, 공간계획, 대피경로 계획 등 시설계획에 대한 법적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의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 관련 계획기준은 방화⋅방연구획, 방화 마감재 사용, 대피경로 계획 등과
관련된 기준이 대부분이다. 재난약자 거주시설은 화재뿐만 아니라 감염병, 지진,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
내 계속거주나 단계적 대피가 가능한 시설계획이 필요하다. 화재나 지진과 같이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을 주는 재난상
황에서는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피경로 계획이 필요하다. 감염병, 폭염, 풍수해, 한파 등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재난발생 시에는 계속거주 또는 단계적 대피가 가능하도록 안전한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생활용품
을 비축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재난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계획지침은 시설 설립
단계부터 설계지침으로 활용하고, 기존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 재해방지 시설계획, 중요시설
보호, 거주자 대피계획, 방재물품 비축공간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 입지 측면에서는 소방기관, 병원
등 지역사회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방지 시설계획 측면에서는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방화⋅
방연구획 및 불연성능 마감재 사용이 필요하다. 중요시설보호 측면에서는 재난발생 후 거주자의 심리적 불안감 완화
를 위한 색채와 외부를 볼 수 있는 창문 높이, 침실 내 감염병 확산대비 침대 간 1.5m 이상 간격 고려가 필요하다.
거주자 대피계획 측면에서는 양방향 대피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옥외경사로나 대피공간 계획이 필요하고, 대피경로
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된 시각정보 및 청각정보 안내사인 설치가 필요하다. 방재물품 비축공간 측면에서는 관리를
위해 사무실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획방안은 국내외 관련 지침과 국내 건축, 재난, 소방,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모든 계획방안을 재난약자 거주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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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유형, 규모, 층수 등 물리적 취약성과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침의 적용 우선순위를 제안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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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아직 민간분야만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Yun, et. al., 2018). Schwab(2016)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부분의 전 분야가 변화했음에
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의 사고방식은 유연하지 못하고 당면한 상황의 조치에만 몰두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영향력으로 사회와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미래 전략적 사고를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더욱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제학자 Galbraith(1977)는 그의 저서 뺷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뺸에서 현대사회를 ‘주도
적인 지도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서 Schwab이 말한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산업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 대한 추론과 예측이 가능할까? 미국의 미래학자 Toffler(1980)
도 그의 저서 뺷제3의 물결(Third Wave)뺸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예견하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과 생명공학이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2차 세계대
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국제정세의 냉전기에는 무엇보다 군사적 위기감이 팽배했던 시기이다. 이때에는 군사적
상황이 곧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서독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로 국제정세는 탈냉전기로 전환되면
서 국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이 커지고 다양한 형태의 위기들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패권
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국력의 분배와 비중을 군사력만이 아닌 동맹 등 안보적 협력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Morgenthau, 1973).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포괄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고조되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정책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 기술
의 발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안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추론과
예측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색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중요한 정보통신기술(ICT)로 여겨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무인자율체계 등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수많은 산업 난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자연 및 사회재
해 등은 물론이고 인간 삶의 질 향상까지 해결 가능한 혁신을 야기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다양한 유형의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
신기술(ICT)은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로써
정부는 초연결화(Hyper-connected)를 바탕으로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를 확보하여 이전과 다른 패러다
임으로 국가위기관리가 가능해진다(Choi & Shin, 2019).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위기관리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Shin, 2000).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한 요인은 무엇이며 그러한 요인에 의한 발전 전략의 수립과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는 연구의 방법
과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내부역량과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는 SWOT 분석에 따른 발전요인 도출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끊임없는 분쟁, 테러, 내란, 경제 위기, 자연 및 사회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Hass, 1995).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Snow, 1996).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가안보의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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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 분야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군사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Buzan, 1991). 특히, 9⋅11테러는 안보의 개념을 군사(전통)와 비군사(비전통) 분야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포괄안보’ 개념으로의 전환을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Lee, 2013). 국제화, 개방화, 산업화, 정보화라는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여 새로운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Kim, 2000). 한국의 위기관
리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자연 및 사회 재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뺷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뺸에서는 국가위기관리를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를 통하여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발생 이전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Kim, 2007). 이와 관련하여 이재은은 위기관리를 ‘일체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의 주권과
경제적 사회적 생명력 및 일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Lee, 2005).
안보 개념은 빠른 산업화와 세계화의 진행과 냉전 종식으로 국가의 생존과 주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국내⋅외에
서 발생하는 물리적 억압이나 군사적인 면에 치중되어 잠재적으로 더욱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을
간과하여 국가안보를 취약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Yun, 2009).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과 자유 등 기본적 가치에 의한 정치체제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과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분야에서의 안보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제기구와 지역별 다자안보 대화를 통한 범세계적인 공동노력이 절실하다(NSC, 2004).
위기관리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설정되는 국가목표의 중요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의 구현은 정책결정권자와 국가위기관리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기
관리가 갖는 정책적 의의와 이념적 가치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절차는 위기의 징후 또는 실제 상황을 인식한 시간으로부터 대응 및 종결,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논리적 순서와 과정으로 위기관리 기구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하는 체계적 행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된 절차는 가용한 정보의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유도하며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위기상황이 재발되어도 일관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Petak, 1985).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한 목표적 성격의 구상이 국가정책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적 방침이 국가전략이다. 국가전략은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가정책의 구현
과 달성을 보장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과 전략은 목표와 방법의 상호관계를 갖는다(Ha,
2009). 위기관리 전략은 국가안전보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협의 징후가 있을 때 위기의 도래를 차단하거나
제한된 범위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최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사태 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의 가용 역량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전략을 수립시에는 상위 요소로서 국가이익과 국가목
표를 먼저 전제하고 고려 요소로서 미래 전망 및 전략환경 평가를 기술하며 개념 요소로서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후 기능별 분야별 전략과 국가자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2005).
정책결정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설명해왔다. 정책결정을 설명할 때 구조적
차원이건 미시적 차원이든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권자의 선택에 관한 모형은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합리모형, 제한된
합리성 모형, 쓰레기통 모형, 딜레마 모형, 정치적 논리를 강조하는 관료정치모형 등이 있다(Van de Ven, et. al.
1987; Lee, et. al., 1991; Graham, 1999). 또한 정책결정은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 많은 이해관계자
들이 개입하게 되며, 이들은 영향력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경쟁, 대결, 협조 등)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정치적 특성이 강하게 내재 되어 있다. 비록 관료조직의 정책실무자는 정책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상위층으로 갈수록 의사결정이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국가이
든 조직의 상위층에 올라갈수록 정치 현상이 지배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정책결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다. 한국에서 정책결정 과정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단일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층적, 다원적 현상이
존재한다(An & Kim, 2002).
정책결정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목표를 선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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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동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목표를 합의하는 과정은 정치적 가치 판단
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합의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탐색은 행정적, 합리적 판단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Jung, et. al., 2017).
전통적으로 정책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정책결정은 관련분야에 해박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 그리고 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본질적으로 엘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정책문제가 복잡 다양해지고 급박해짐에 따라 이러한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에 합리모형을 채택
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문제와 관련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인간이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Yun, et. al., 2018).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ICT)이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전개되면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로 정책문제와 관련한 광범위
한 데이터가 무한히 생산되고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생산과 운영체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혁신적
으로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가치 창출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공
지능(AI) 기술로 추정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AI) 개발정책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 추진하며 대규
모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정부 기관과 법규 등 제도까지 지원하면서 정책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인공지능(AI)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인 ‘I-KOREA 4.0’ 정책에 성장 동력 기술력 확보로서 인공지능(AI)을 지능
화 기술로 분류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The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또한 2018년에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전략은 세계
적 수준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데이터⋅인공지능(AI) 융합이다.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이 계획을 통해 전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데이터⋅AI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산업과 사회, 인간의 삶 등에 전반적으로 문명사적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지금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인공지능(AI)
이 대행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은 산업과 사회 등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9⋅11테러 이후 전통적 안보개념은 비군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 포괄안보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Lee(2005)는 9⋅11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안보개념을 전통적 안보개념으로부터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전환한 것을 탐색하면
서,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국가안보를 국가의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국민, 주권,
영토, 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Shin(2000)은 포괄적 안보 개념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안
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방정책은 크게 자주국방 전략과 국제적 안보동맹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Kim(2010)은 포괄안보시대의 국가위기관리는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의 핵심적 가치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핵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으로 보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발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위기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러한 연구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 연구영역을 더욱 넓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Gil & Huh.(2003)는 과거에 국가적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
서는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거나 탐지하는 조기경보능력의 확보가 제한되었으나 탈냉전 시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개방된 정치⋅경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정보의 유통량이 많아졌으며 컴퓨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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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흐름을 사전에 탐지하고 분석하는 조기경보능력으로 위기예방이 상당히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위기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현실과 미래상황에 적합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Lee(2013)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제를 하나의 독립적 유기체로 비유할 때 정보화 체계는 혈액의 유통을 보장하는 혈관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의 기능과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Lee(2013)는 전⋅평시
통합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다양한 유형의 위기사태에 조직적 대응이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을 통해 국가적 위기사태를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 전 조직이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을 이루어 실행적 측면에서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이후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동인이 되는 주요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연구는 그 이전에 비해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연구는 가장 활발한 연구분야로서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Hwang(2017)은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수반할
전망이고 정부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Kim(2016)은 정부의 보도자료, 국내⋅외 문헌조사, 연구개발(R&D)
전문가 설문조사, 현장 기업 의견조사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ICT
정책제언을 하였다. Yang(2016)는 인공지능(AI)이 지니고 있는 위협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성 규제가 최우선
과제로서 이를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 내용에 대하여 보고 의무나 안전성 심사
등의 규제 방안을 제시하여 생산자나 사용자를 위하여 인공지능(AI)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안전성 유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Huo, et. al.(2020)은 인공지능(AI) 윤리
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면서 인공지능(AI) 윤리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수성, 산업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요청된다고 보았다.
정보기술(IT)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를 더욱 유의미하
게 해준다. 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Mok(1998) 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기술(IT) 도입의
효과는 기관의 특성, 업무 성격, 외부환경 등과 상호작용 속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Seo(2019)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인공
지능(AI)의 합리적 의사결정(AI),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정책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정책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Simon(1973)은 정책결정 과정을 조직이 정책결정을 할 때 불확실한 환경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또는 조직의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고, 시스템이 조직 내⋅외의 불확실한 환경과
문제의 원인결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예측하였다. Van Bruggen, et. al.(1998)은 결정지원체제를 지원
하는 정보기술(IT)은 정책결정의 품질을 높여줘서 정책결정권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McGown &
Lombardo(1986)는 정보시스템이 의사결정자의 문제 예측 능력과 조직 효율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Choi & Shin(2019)은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인공지능(AI)이 정책결정권자에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는 인공지능(AI) 운용 모델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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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Situations
⇩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solutions of AI
(using big data, internet of things,
unmanned self-governing system,
cloud computing, etc.)
⇩
Feed back

Propose measures for AI
⇩
Application of AI method
⇩
Input application results into AI
⇩
Improve analysis and predictive levels
by applying learning algorithms

Figure 1.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y
Syste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국가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에 제한된 연구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다학문적 연구와
군사 및 비군사 분야의 위기 사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희소하고 급변하는 정보기술(IT)과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포괄적 차원의 통합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논의보다는 미시적 관점에서 단편적인 분야에 국한된
제한적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의 가장 핵심적 분야라
할 수 있는 실행적 측면에서의 예방과 대비 방안 마련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정책결정에 관한 다학제적 관점에서
의 융⋅복합적 발전 방안이 제시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의 시대가 성숙되어 지능정보사회로 일컬어진다. 즉, 정보와 지식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과학의 시대이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국정체계에서 융⋅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국가위기관리체
계의 정보화를 위한 제반 여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화의 정책에 따라 전자정부 구현 정책이 적극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정보화는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조직을 지원하는 자동화 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첨단화된 위기관리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과학적 분석능력, 고도
의 예측 프로그램과 정보 분석 기법을 이용한다면 고도의 첨단 분석과 정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보화의 선진국인
한국이 이러한 정보기술(IT)을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결정과 접목한다면 국가위기관리체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
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에 관하여
산⋅학⋅연⋅정부의 심도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내용적 특성상 다학문적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질적인 학문 간 융복합의 절차가 요구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포괄안보 개념이 적용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는 위기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분야
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이론이 융⋅복합되어 더욱 심화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위기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수집한 문헌자료는 분석과정에서 탐색 되는 위기관리분야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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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연구는 고전적 특징을 나타내기에 수집한 정책결정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문헌자료 분석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형 고찰 과정을 통해 다학문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과 분석은 연구의 동인을 제공해
주고 방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문헌분석, 내부역량(SPRO) 분석, 외부환경(PEST) 분석,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분석은 연구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정부 정책자료 등에서 주로 수집하고 정부 및 언론의
보도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SPRO 분석은 전략(Strategy), 프로세스(Process), 자원(Resource),
조직(Organization)적 관점에서 조직의 내부역량인 조직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분석하는 기법이
다. 도출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하여 발전 요소를 도출한다. PEST 분석은
거시 환경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주요 요인을 정치적(Political), 경제적
(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ical) 사안으로 분류하여 상황을 객관화하는 방법론이다(Lao & Jiang,
2009). PEST 분석은 SWOT 요인의 도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SWOT 분석 시
특정 요인에 치중되거나 혹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을 반영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PEST 분석과 유사하게 거시
환경분석에 활용되는 STEEP 분석은 거시 환경분석을 위하여 주요 사안을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ical), 경제
적(Economic), 생태적(Ecological), 정치적(Political) 요인으로 분류하는 방법론으로 내용적으로는 PEST 분석과
유사하다. 그러나 STEEP 방법론은 분류할 요인이 많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다. 따라서 더욱 명확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한 PEST 분석을 적용하여 도출된 기회(Opportunities) 요인과 위협(Threats) 요인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한다. SWOT 분석은 1960년대에 Humphrey교수가 최초로 사용한 경영전략수립 방법으로, 내부적으
로는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외부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
와 직면해 있는 위협(Threat)이 무엇인가를 밝힌 후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을 수립하
는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Ghazinorry, et. al., 2011). 즉,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환경분
석 방법으로 조직 전략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내부역량과 함께 기회와 위협과 같은 외부환경 사이의 적합성을 평가하
는 분석방법으로 개발 초기에는 주로 경영분야에서 사용되었으나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Um,

et. al., 2015). 따라서 비록 기업조직에 주로 활용된 분석기법이지만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국내⋅외 환경들이 인공
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발전전략 수립에 적합한 분석기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SWOT 분석은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과 정책을 대상으로 전략 수립에서부
터 내⋅외부 환경 분석에 따른 논리적인 대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SWOT 분석에서 강점은
해당 조직이 비슷한 성격의 타 조직에 비해 차별적으로 갖고 있는 긍정적 환경이나 능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소로서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된
다. 기회는 조직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소에 해당되며 위협은 조직의 발전과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에 해당된다.
SWOT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PEST 분석이나 STEEP 분석과 같은 거시환경 분석과 결합된 PEST-SWOT,
STEEP-SWOT 연구가 실시되기도 한다. 두 분석 방법 모두 SWOT 요인들의 도출 과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 유의미한 결과의 도출이 가능한 PEST-SWOT 분석방법을 내부역량
분석인 SPRO 분석방법과 정합하여 적용한다. SPRO-PEST-SWOT 분석은 SWOT 요인을 고려할 때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ical) 관점과 전략적(Strategy), 프로세스적(Process), 자원적
(Resource), 조직적(Organization) 관점에서 SWOT 요인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이다(Um et al., 2015). 즉,
SPRO-PEST-SWOT 분석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주요 요인을 내부역량 요소인 전략⋅프로세스⋅자원⋅조
직으로 분류해서 외부환경 요소인 정치⋅경제⋅사회⋅기술적 관점에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방법론이다(Jang, et.

al., 2012).
SWOT 분석에서 파악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때 4가지 유형의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주어진 기회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SO(강점과 기회)전략,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요인을 회피하는 ST(강점과
위협)전략, 기회를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WO(약점과 기회)전략, 약점을 보완⋅극복하면서 위협 요인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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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WT (약점과 위협)전략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SWOT 분석 시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며 편향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엄정하고 체계적이며 창조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정성적 및 정량적
자료를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성적인 SWOT 요인들의 단순한 나열에 불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Markovska, et. al., 2009). 따라서 전문가 자문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안보 및 재난 분야에서 오랜
근무경력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실무 및 기획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재직 중인 전문가에게 실시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의 틀은 <Figure 2>와 같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적 제언
⇧
SWOT 분석

발전 요소 도출

SPRO 분석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분석

⇧
⇧
PEST 분석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분석
⇧

연구방법 선정

분석의 틀과 연구수행 절차 선정

문헌분석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
⇧
연구 배경⋅목적⋅필요성⋅범위 선정

Figure 2. The framework of an analysis

Ⅲ.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내부역량과 외부환경 분석
1.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내부역량(SPRO) 분석
한국은 6⋅25전쟁의 당사국으로서 근대화와 함께 자주국방을 추진하며 경제발전에 매진하였다. 국제 안보 정세는
탈냉전화되어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 되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와 경제 환경에서 포괄안보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기
술(ICT)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하고 개발하는 한국의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도출된 강점(Strength) 요인과
약점(Weakness) 요인은 다음 연구수행단계인 외부환경 분석(PEST 분석) 결과 도출된 기회(Opportunities) 요인
및 위협(Threats) 요인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하였다. 앞서 실시한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에 영향을 주는 내부역량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분류한 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하였다.
내부역량 분석에서 긍정적 요인으로는 위기관리 분야 최상위 문서인 뺷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뺸에 포괄안보 개념
반영하여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재난 발생시 소요 자원 평시 관리 유지 체계 구축, 정부 전담기관
설립(재난안전관리본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질병관리청 등) 등이 도출되었으며, 부정적 요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법제화 미실시, 범부처 합동 추진으로 추진력 미흡,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결정 미흡,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력 양성 및 연구⋅근무 여건 미흡, 재난 관련 정부기관의 통⋅폐합으로 일원화된 재난대
응 필요 등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강점 요인으로 뺷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뺸에 포괄안보 개념을 반영
하여 국가위기관리 강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담당기관 및 법령 마련 등으로 도출되었
으며, 약점 요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을 다부처 합동추진과 법제화 미실시로 추진 제한, 재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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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기관의 통⋅폐합으로 추진력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Table 1>은 전략⋅프로세스⋅자원⋅
조직적 관점에서 내부역량 분석 결과 도출된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요인이다.
Table 1. Results of internal capacity analysis using SPRO technique
구 분

내부역량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뺷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뺸에 포괄안보 개념 반영하여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기조 약화로 안보불안 지속
제정 (2004)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법제 화 미실시 및 범부처
- 국가안보에 재난 포함
합동 추진으로 추진력 미흡
전략적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정책발표
관점
- ‘I-KOREA 4.0’ (2017)
- ‘인공지능(AI) 국가전략’ (2019)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2019)
프로
세스
관점

⋅관련 법규 제⋅개정
⋅재난 및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체계 미흡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04), 정부조직법 개정(필
- 재난교육기관 추가 지정 및 신설로 재난현장대응능력
요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강화 필요
정(2017), 데이터 3법 개정(2020)
- 인공지능(AI) 대학원의 추가 지정 및 설립 필요
⋅5G 및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초연결 기반 마련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결정 미흡

⋅재난 발생시 소요 자원 평시 관리 유지 체계 구축 ⋅재난 발생시 복구⋅지원 소요자원의 추가 확보 필요
-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DRSS(재난관리자원 ⋅인공지능(AI) 관련 논문 등재 및 특허 출원 등록 미흡
자원적
공동활용시스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력 양성 및
관점
⋅산⋅학⋅연⋅정부 협업체계 강화로 선제적 제4차산
연구⋅근무 여건 향상 미흡
업혁명시대 대응
조직적
관점

⋅정부조직개편으로 전담기관 설립
⋅재난관련 정부기관의 통⋅폐합으로 일원화된 재난대응
- 재난안전관리본부(2017),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필요
질병관리청(2020)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기관들의 효율적 운영 필요

강점(Strength) 요인

약점(Weakness) 요인

⋅뺷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뺸에 포괄안보 개념을 반영하여 국가
위기관리 강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법령 마련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및 재난 담당기관 설치 및 관련법
제⋅개정
⋅산⋅학⋅연⋅정부 협업체계 강화로 연구개발 등 제4차 산
업혁명시대를 정부가 주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을 다부처 합동추진과 법제
화 미실시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제한
⋅재난 및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기관의 통⋅폐합으로 추
진력 강화 필요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력 양성 위한
교육 체계 필요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결정 미흡
⋅인공지능(AI) 운용 여건 미흡

2.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외부환경(PEST) 분석
외부환경 분석에서 긍정적 요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위기 예방 강화, 제4차 산업혁
명시대의 신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경제적 이윤 창출 기회 확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의 적용으로
사회적 인프라 확대 및 국가정책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이 도출되었으며, 부정적 요인으로는 탈냉전 이후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 위협 증가,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국가 간 갈등 고조, 기후변화 등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국가 간 분쟁 증가, 군사과학
기술의 진보로 안보 불안감 증가 등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기회 요인으로 비전통 안보분야 위기관리
능력 향상 등 탈냉전 이후 포괄안보 개념의 적용으로 국가위기관리 강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국가위기관리 능력과 국력 강화 가능 등이 도출되었다. 위협 요인으로는 탈냉전 이후 국지적 군사 충돌의 확전 우려
증대,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윤리의식 약화 등이 도출되었다. <Table 2>는 정치⋅경제⋅사회⋅기술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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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 분석 결과 도출된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요인이다.
Table 2.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Results Using the PEST Method
구 분

외부환경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탈냉전 이후 포괄안보 개념의 적용으로 국제협력 강화
(환경, 기후, 보건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각종 위기
예방 강화
정치적
관점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적극 대응을 위한 각국의 관련 정
책 추진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개로 국가간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 강화로 상호간 신뢰도 향상

⋅탈냉전 이후 비군사적 위협 증가(테러, 사이버공격 등)
⋅국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안보레짐 심화 등)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다자주의 약화(미⋅중 경쟁 심
화 등)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군비통제의 모멘텀 상실
⋅핵 및 재래식 군비경쟁 심화
⋅우주 공간의 군사화 심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경제적 이윤 창출 기회 확대
경제적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국가간 기술협력을 통한
관점
투자 강화로 경제력 향상
⋅국가간 기술교류 진전으로 인한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

⋅범세계적 민족주의 강화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 경제 저성장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현상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의 적용으로 사회적 인프라
확대 및 국가정책 대국민 서비스 향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는 사회적 대응 강화
사회적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발전으로 사전 예측 강화를
통한 사회 위험 최소화 및 개인밀착 서비스로 사회적 비
관점
용 감소

⋅민주주의 저하와 권위주의 강화
⋅가짜뉴스로 사회적 혼란 증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국가 간 갈등 고조
⋅기후변화 등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국가 간 분쟁
증가
⋅한정된 자원의 분배 문제 악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의 부상으로 비대칭 군사력
확충의 기회 증대
기술적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 대응 능력
강화
관점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선제적 대
응능력 강화

⋅군사과학기술의 진보로 안보 불안감 증대
⋅무기체계의 무인화, 정밀화, 고도화로 군사적 긴장 증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기술 의존성 심화로 사람중심의 기술발전 저해

기회(Opportunities) 요인

위협(Threats) 요인

⋅탈냉전 이후 포괄안보 개념의 적용으로 국가위기관리 강화 ⋅탈냉전 이후 테러, 분쟁 등 국지적 군사위기 증가 및 군사기
- 비전통 안보분야 위기관리 능력 향상
술 발전
-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 강화
- 국지적 군사 충돌의 확전 우려 증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국가위기관리
- 초소형⋅무인화 무기개발로 위기 고조
능력과 국력 강화 가능
- 사이버 공격 강화로 정보체계 무력화
- 데이터에 근거하는 위기관리 강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IT)의 부정적 영향 증대
- 사전 위기 예측 및 대응 능력 향상
- 신무기 개발로 군사적 위협 증대
-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한 국가정
-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인명사고
책 추진
- 정보기술(IT)발전에 따른 윤리의식 약화

3. 시사점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안보환경에서 안보와 재난의 영역 구분은 의미가 퇴색되었으나, 포괄안보의 개념을
적용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적 노력은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더욱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지능정보사회가 구현되면 위기 상황 조치를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업과 정책구
현을 위한 합의가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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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경로의존성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정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Choi
& Shin, 2020). 한국은 OECD 국가 중 정보기술(IT) 수준이 상위권에 속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특히 인공지능(AI)
에 의한 정형 및 비정형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여 기회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
면 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화가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의 관리와 대응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이 필요하다.

Ⅳ. SWOT 분석에 따른 발전요인 도출과 발전 전략 수립
1. SWOT 분석에 따른 발전요인 도출
본 연구에서는 SPRO 분석을 통해 내부역량을 분석하고, PEST 분석을 통해 외부환경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 요소가 도출하였다.
<Table 3>은 본 연구에 적용한 SPRO-PEST-SWOT 분석의 연계를 나타낸 것이다. PEST 요인 분류는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SWOT 분석과 연계되도록 도출 과정을 설정
하여, 내⋅외부, 긍⋅부정적 요인을 조합하여 내부이며 긍정적 요인은 강점(Strength) 요인으로, 내부이며 부정적
요인은 약점(Weakness) 요인으로, 외부이며 긍정적 요인은 기회(Opportunity) 요인으로, 외부이며 부정적 요인은
위협(Threat) 요인으로 분류하여 SWOT 분석으로 연계되는 논리적 정합성을 강화하였다.
Table 3. SPRO-PEST-SWOT Linked Configuration Diagram
SWOT 요소
구 분

PEST
분류

내부 역량

외부 환경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정치적(P)

PS

PW

PO

PT

경제적(E)

ES

EW

EO

ET

사회적(S)

SS

SW

SO

ST

기술적(T)

TS

TW

TO

TT

<Table 4>와 같이 SPRO-PEST-SWOT 연계 구성도에 의해 SWOT 분석 결과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SPRO 분석 결과, PEST 분석 결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Table 4>와 같이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Threat) 요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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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RO-PEST-SWOT Deriving Factors
SWOT 요소
구 분

내부 역량

외부 환경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정부의 포괄안보 및 산업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정 인공지능(AI) 등 정보통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
정치적
혁명변화 적극 수용과 대응 부 정책결정 미흡
신기술(ICT) 관련 국가 로 신무기 개발로 인한 군
(P)
정책 적극 추진
사위협 증대
PEST
분류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인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정보통신기술(ICT)에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막대
경제적
프라 구축으로 비용 절감 협업의 제한으로 산업생 의한 위기 상황 예측 및 한 복구 비용 지출
(E)
태계 발전 제한
대응 강화
산⋅학⋅연⋅정부 협업체계 인공지능(AI) 등 정보통 정보통신기술(ICT)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용
사회적
강화로 제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ICT) 관련 인력 적용하는 대상 및 범위 에 따른 윤리 문제 발생
(S)
선제적 대응
양성 및 연구 여건 미흡 확대 추세
기술적 정보통신기술(ICT)의 연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정보통신기술(ICT)을 자국의 정보통신기술(ICT)
(T)
개발(R&D) 혁신정책 추진 및 대응 체계 미흡
활용한 위기 대응 강화 보호정책 강화

2. SWOT 분석에 따른 발전 전략 수립
발전전략은 앞서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와 토론 결과, SPRO 분석, PEST 분석,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내부역량의 강점 요인을 강화하고 약점 요인은 보완하며, 둘째,
외부환경의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 요인은 최소화 하거나, 제거 또는 회피한다. 셋째, 위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기회는 활용하는 SO전략, 강점을 활용하여 외부의 위협을
극복하는 ST전략, 외부환경의 기회를 활용하여 내부 약점을 보완하는 WO전략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T전략 등으로 조합하여 <Table 5>와 같이 전략을 구성한다.
Table 5. Development Strategy Composition based on SWOT Analysis
구 분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기회
(Opportunity)

<SO전략: 활용전략>
강점으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WO전략: 보완전략>
기회를 활용하여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위협
(Threat)

<ST전략: 대응전략>
강점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WT전략: 회피전략>
약점과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

강 점(S)

약 점(W)

구 분
기회(O)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산⋅학⋅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으로
활용하는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 강화

위협(T)

공공 및 민간부문의 통합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 산⋅학⋅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을
로 인공지능(AI) 윤리 문제 해결
통한 인공지능(AI) 윤리 강화

SO전략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비용 절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위기 대응 강화를
고려한 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정책에 소요되는 시간적 기회적 비용을 낮추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다. 또한 국가 위기 상황 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기대효과가 있다.
ST전략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용에 따른 윤리 문제
발생을 고려한 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이 전략은 공공부문간, 공공 및 민간부문간 통합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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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운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또한
이 전략은 WT전략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시 인공지능(AI)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인공지능(AI) 운용 결과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이다.
WO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의 제한으로 산업생태계 발전 제한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위기
대응 강화를 고려한 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이 전략은 산⋅학⋅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을 통해
국가위기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더욱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WT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의 제한으로 산업생태계 발전 제한과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용에 따른
윤리 문제 발생을 고려한 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이 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을 위한 산⋅학⋅연⋅정부의
협업을 강화하여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통해 인공지능(AI)의 개발과 운용시 발생 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
은 ST전략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시 인공지능(AI)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WT전략과 ST전략은 앞서 SWOT 영역별 요소들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평가했을 때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용에 따른 윤리 문제 발생에 대한 전략으로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윤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 수립의 논리적 타당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사회과학 분야나 정책학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정책결정,
인공지능(AI) 운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안보
및 재난 분야의 산⋅학⋅연⋅정부 중앙 부처에서 오랜 기간 재직 중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자문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서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
적으로 전개되는 상황하에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환경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부정적 내부역량 요인들을 전략적, 프로세스
적, 자원적, 조직적 관점으로 분류한 후(SPRO 분석) 강점과 약점 요소를 도출하고, 긍정적 부정적 외부환경 요인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관점으로 분류한 후(PEST 분석)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요소들은
SWOT 요소들의 단순 나열이 아닌, 앞서 실시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며, 연구자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안보 및 재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재직 중인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최종적인 SWOT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SWOT 요소는 SPRO-PEST-SWOT 분석의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었으며 발전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된다.
SWOT 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발전 전략을 구성한 결과, SO전략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이며 ST전략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통합된 정보통
신 인프라 구축으로 인공지능(AI)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WO전략은 산⋅학⋅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으로 국가위기관리 강화하며 WT전략은 산⋅학⋅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을 통한 인공지능
(AI) 윤리 강화로 전략이 수립되었다.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
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가 필요하고공지능(AI)이 국가위기관리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보통
신기술(ICT)과 안보 및 재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재직 중인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SWOT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겠다.
첫째, 정치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탈냉전 이후 포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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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급변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위협 요인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단계별로 제한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
사회에서 지능형 정부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경제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ICT)과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수집⋅보관⋅처리⋅분석 등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운용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인공지능(AI)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정책결정을 위해 운용되는
기술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는 인공지능(AI)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정책결정에 따른 기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더욱 실효성 높고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한 윤리적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의 상용화와 자율적 의사결정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도덕적
이슈, 사생활 및 인격 침해, 인공지능(AI)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인공지능(AI) 윤리 등이 사회문
제화 되어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선진국의 대응을 참고하여 인공지능(AI)의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한 윤리적,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기술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술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산⋅학⋅연⋅정부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동인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있다. 인공지능(AI)은 그러한 기술들을 통합하여 구현하
는 첨단에 위치한다. 산⋅학⋅연⋅정부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협업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AI) 기술의 선도적 역량 발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학⋅
연⋅정부 협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SWOT 분석 결과 도출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 요소를 바탕으로 수립한 발전 전략은, 시⋅
공간적으로 탈냉전 이후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 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대전환을 위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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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problems through analysis of culture and art support policy related to corona virus
disease (COVID-19). It is also to present culture and art support policy in response to social disasters. After the
spread of COVID-19, we examined website reference and article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institution in domestic,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for investigation of culture and art support polic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absents comprehensive policy to manage and regulate circumstances of the culture and art field.
Second, it is not enough understood about and culture and art environment and cultural artists. Third, it is necessary
interpretation of aggressive system such as, delay of supporting business, business plan changing and simplification
of adjustment. Finally, support policy lacks diversity due to existence of centralized public offering. Based on the
analysis, we suggest policy to support culture and art in response in COVID-19 and social disaster in the future.
First, it has to construct comprehensive and long-term supporting plan considered art ecosystem. Second, it needs
to change the business and support system to ready for newly changing culture and market. Third, it must convert
into structure that establish and promote regional-oriented culture and art policy. Lastly, it necessary to find a
way of supporting artist for their practical crea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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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19의 전파는 비말(침방울)과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올바
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는 예방수칙이 강조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0).
이처럼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접촉으로 전염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전파를 감소시키고자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도입했다.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의 중단과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자제 등의 수칙을
권고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사람이 많은 곳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비대면⋅비접촉 문화가 확산되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사람들의 활동 위축으로 모든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각종 문화예술 시설의
휴관과 공연 및 전시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11,236건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어 피해 금액은 2,646억 원에 이르고, 관련 사업체의 고용
감소로 약 747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축소가 발생했으며,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의 고용피해는 1,260억 원으로 나타났
다(조선일보, 2020. 10. 7.).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문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시선뉴스, 2020. 2. 24). 또한,
문화예술 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광역문화재단들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급하게 추진 된
사업들은 집행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문화예술계의 현실과는 어긋난 정책이 많아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이데일리, 2020. 10. 7.). 이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의 부재로 인해 문화예술계의 특수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은 산업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식기반 사회의 가치관을넘어 문화융성의
시대에 걸 맞는 공감, 소통, 융합의 능력을 얻게 한다(Kim, 2014: 1). 또한,개인의 자아를 형성하여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며,
타인과 타자 또는 타 그룹 및 계층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소통의 기반을 제공한다(Aktinson & Robson,
2012; Jermyn, 2001; Lowem, 2000; Matarasso, 1997; McCarty, 2004, Kim, et. al., 2014). 이처럼 문화예술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겨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지고,예측되지 않는 불확
실한 미래와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여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 정책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춘 문화예술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관련 문화예술지원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사회적 재난에 대응
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감염병 위기, 코로나 19에 대하여 문헌정
보를 통해 고찰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발표된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분석을 위해 국내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웹사이트와문헌, 보도기사를 검토했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을 제
시했다.

Ⅱ. 이론적 고찰
1. 감염병 위기
감염병(Infectious disease or Communicable disease)은 ‘어떤 특정 병원체 혹은 병원체의 독성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으로 이 병원체 혹은 독성 물질에 감염된 사람, 동물이나 기타 병원소로부터 감수성 있는 숙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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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Rathore, et. al., 2017; Monn, 2019: 7). 본래는
전염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전염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고 있어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Lee, 2018: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
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매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
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그 중에서 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하는데,
<Table 1>과 같다. 3급까지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Table 1.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구분

제 1급 감염병

제 2급 감염병
제 3급 감염병

제 4급 감염병

특성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외 12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외 15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외 21종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임질, 급성호흡기감염증 외 18종

※ Source: 질병관리청 홈페이지(2020).

법정 감염병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감염병 감시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전파관리 및 예방과 함께 감염병
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Choi, 2008: 371; Lim, et. al., 2009: 42; Jo, 2016: 11).
감염병은 발생경로가 다양하며 전파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 확산되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높고, 감염원과 전파 경로 등이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감염병 위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생하는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동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발생 지역을 예측하고, 확산을 관리하기 어렵다. 둘째,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대응과 복구로 단계별 활동이 수행되는 재난들과는 달리, 대응 및 수습과 동시에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전략이 요구되므로 위기대응 과정의 긴장감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Oh, et. al., 2020:
86-87). 셋째,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확산의 정도, 지속기간, 치사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Hong, 2020: 4).
사람의 생명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안전과 건강 영역에서의 불확실성은 통제력이 낮고 대비가 불가능하여 고위험
으로 분류된다. 감염병 노출 영역은 불특정 다수라는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포와 불안과 같은 감정을
유발시키는데(Freudenburg, 1988; Moon, 2019: 7), 이러한 감정요인은 위험이 내포한 요소와 결합하여 폭발력을
갖게 되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Sandman, 1987). 감염병 위기는 유행이 시작되면 종식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인명 및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국가차원에
서 관리되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감염병 위기는 복합적인 발생원인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의료기술에만 의존해서 대응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포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를 담당하는 일원화된
263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컨트롤 타워를 필요로 한다(Jung & Choi, 2017: 153). 중앙정부는 민간부문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함과 동시
에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갖고 있지 못한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인 직접적인 활동 뿐 아니라 지원 기관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한다.
감염병 위기관리는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의 조기
종식을 유도함을 목표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는 ①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②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③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④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⑤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
비 훈련,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염병 위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관
리 표준 매뉴얼’과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감염병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
며,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은 질병관리청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단계별 주요 대응 활동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주요 대응 활동
경보 단계 및 위기유형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

염병의 발생


주요 대응 활동

관심
(Blue)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 지속)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필요시(국내 발생 감염병 등) 가동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홍보
대국민 교육⋅홍보

주의
(Yellow)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설치⋅운영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 지속)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국가방역 인프라 가동(시설, 장비, 인력)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대국민 교육⋅홍보 및 콜센터 운영 강화

경계
(Orange)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설치⋅운영
(행정안전부)범정부적 지원본부 운영 검토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 강화)
환자 감시체계 운영⋅강화
국가방역 인프라 가동(시설, 장비, 인력)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지속
대국민 교육⋅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심각
(Red)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강화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강화 지속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조치 강화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24시간 긴급 상황실 운영 강화)
환자 감시체계 운영⋅강화 및 조기치료체계 구축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강화(시설, 장비, 인력)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
대국민 홍보강화 및 위기소통 강화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 

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 

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 

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 
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 

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 

염병의 전국적 확산


※ Source: 질병관리청 홈페이지(2020),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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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 안에서 여행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확산과 전파가 가능해지면서 감염병 위기는 단일국가 차원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국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에서 발생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세계보
건기구에서(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의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PHEIC)를 선포했고(BBC
NEWS Korea, 2020. 01. 31), 3월 11일 코로나19사태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중앙일보, 2020. 3. 12).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선언 조건은 ① 공중보건에 미치
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②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③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④ 국제 무역이
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가지의 요건 중 2개 이상이 해당할 때 사무총장이 선포한다(시사상식사전,
검색일: 2020. 11. 13). 또한, WHO에서는 감염병 경보를 6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Table 3>과 같다.
Table 3. 감염병 경보단계
1단계

동물 간 감염

2단계

동물 간 감염을 넘어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

사람 간 감염이 증가되는 상태

4단계

사람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어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수 있는 초기 상태

5단계
(Epidemic)

감염이 확산되어 최소 2개국에서 유행하는 상태

6단계
(Pandemic)

다른 대륙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

※ Source: WHO(2020).

코로나19는 2020년 11월 13일 현재 전 세계 220개국에서 발병했고, 51,223,934명의 확진가 발생했으며, 1,280,868
명이 사망했다(WHO). 진단검사 역량이 부족해 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진자
와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철저한 검역과 예방 조치로 진정세에 접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 대구⋅경북의 지역 집단 감염과 일상 공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일상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11월 12일 현재
27,942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487명이 사망했다(디지털조선일보, 2020. 11. 12).
사람 간의 접촉으로 감염 및 확산이 지속되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에서는 감염 환자의 유입차단을 위해 국경
폐쇄, 특정 항공노선 운항금지, 입국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고, 자국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 간 이동 통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3. 문화예술지원정책
1) 문화예술지원정책의 개념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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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정의
연구자

내용

김정원
(2003)

국가가 문화예술을 위해 수립한 정책목표, 정책안, 법률, 직⋅간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총
괄하는 것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문화 또는 예술의 목적을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선도하는 공공활동으로 정책의 주체
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획득 및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종합 계획 및 지원

서광
(2008)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자금을 국가의 중앙정부, 지자체, 국가의
기구에서 지원하는 방식

류정아
(2015)

국민의 문화적 성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국가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궁극
적으로 국가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 행위

김의석
(2017)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정책의 수립 및 계획, 수행 및
실천 등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 기구 등에서 지원하는 방식

남경호
(2018)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행위

※ Source: 김정원(200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서광(2008), 류정아(2015), 김의석(2018), 남경호(2018).

Choi(2012)에 따르면 문화예술지원의 형태는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
방식은 정부가 직접 문화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공간을 통해 전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생산자가 되거나,
예술가의 창작품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예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이나 일정 금액을 기간별로 지급하는 정액보조, 적자보존 등이 있다. 간접
지원 방식은 문화예술인의 수입에 대한 감세혜택을 주는 방법,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예술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주는 방법과 저작권 같은 법으로써 규제와 통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문화예술지원수단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지원금, 보조금, 장학금, 상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우리나
라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 지식,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의 제공과 컨설팅, 기술적 부분에 필요한 인력 파견, 기술 장비 유⋅무상 임대를 통한 지원이다. 셋째,
예술가 체류 프로그램, 예술단체 상주 프로그램,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간 연계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지원하는 네트워킹 지원이다. 넷째, 문화예술시설을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을 대여하는 인프라 제공, 공공시설을 예술
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장소제공 지원이 있다(Lee, 2007: 12-15).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문화예술지원의 형태와 수단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정책을 형성하여
집행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국내 코로나19 위기 이후 문화예술지원정책
1.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
1) 중앙정부차원 대응
<Table 5>는 코로나19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자별 대응현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는 전국 민간 공연
장 등 다중시설에 소독과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공간의 휴관, 문화예술계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
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확산과 함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융자,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조치로 확대하고 또한, 기존의 지원사업의 집행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초기부터 4월까지 새로운 방식의 지원보다는 기존의 예산과 사업의 범위 안에서 기준
을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월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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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성하여 현장의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7월 이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중앙정부 일자별 대응현황
일자

주요기관

내 용

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협의체 회의(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등)
 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300석 미만) 420여 개소에 방역용품 지원(손 소독제, 공연장 시설 소
독약제, 방역 스프레이 등)

2/18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 예술분야 상담창구운영(피해 상담과 정부지원 대책 안내)

2/20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업계 긴급 지원방안 발표
-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총 30억원, ‘20.3~)
-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0개소에 방역용품,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지원(약 2억 2천만원, ’20.2~)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 공연단체 피해보전 지원(총 21억원, ‘20.4~)
- 정부 발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2.13)에 포함된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 2,500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피해 우려 업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 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안내

2/24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소관 24개 기관 순차적으로 잠정 휴관 결정(심각단계 발령, 박물관 미술관등 휴관(2.24~3.8),
5개 국립공연기관 휴관,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중단(5.25)

2/26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 면제: 연말까지 기금 부과금의 납부 유예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방역비용 지원
 감염 예방용품 지원 확대

2/2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코로나19 예방 대응지침 안내(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안내)

3/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공연취소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창작준비금지원(창작준비금 선정시, 토로나19 피해 가점 부여)

3/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운영대책 발표(공연일정 연기 등의 경우 피해 및 손실 최소화 위한 방안 발표)

3/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긴급 모금 프로젝트(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젝트 모금액 50%지원)

3/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3/27

문화체육관광부

 집콕문화생활(국공립 단체 온라인 공연 전시 플랫폼 운영)

4/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대관료 지원(코로나19 피해 공연작품 대관료 우선지원)

5/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전시공간 지원(민간전시공간 280여개, 3백만원)

5/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피해 민간소극장 지원(300석 미만 민간소극장 운영비지원, 1천만원)

7/8

문화체육관광부

 3차 추가경정예산 3,469억원 확보 및 지원발표

※ Source: https://covid19.artnuri.or.kr

<Table 6> 코로나19 관련 정부차원의 문화예술지원을 관련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문체부 소속기관을 중심으
로 실행되는 구조로 코로나19 초기부터 기존 핵심 사업을 피해 구제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지원을 활용하는 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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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정책
지원주체

주요내용

비고

 코로나19피해 공연업계 긴급 생활자금 융자(71억 원, 1,090명)
- 예술활동증면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행사, 공연 취소로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 금리2.2%→1.2%인하, 5백만원→1천만원 지원한도 증액, 1년거치3년상환→2년거치3년상환 기간유예

한국
예술인
 예술인 활동 증명 시 코로나19기간 취소된 공연 실적 인정
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부여, 우선지원
- 확진, 격리 등으로 활동불가, 공연계약 축소 및 취소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술경영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정부 지원 대책 안내
- 예술경영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
 영화발전기금 유예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 면제(~‘20.12.31.)
 피해기업 지원
- 고용유지원금
영화진흥
-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위원회
- 피해기업 우대보증,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사업 확대 적용
 방역지원
- 확진자 방문 등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 영세 상영관 방역용품 지원(200개 극장 5,000개 지원)

한국문화
예술
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문예기금 보조사업 운영대책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일정변경 등 허용
- 사업 변경, 취소에 따른 정산지침 마련
- 사업 포기에 따른 불이익 미적용
 예술나무로 다시 봄(코로나19 모금 캠페인)

 코로나19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공모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획 공모
한국문화
- 총 200건 선정, 10건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2억)
예술교육
진흥원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41억 원, 3,260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아르떼 아카데미 확대

국립
국악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ON’ 프로젝트
- 전통공연예술가(개인) 공연영상 및 프로필 제작, 공연 영상 공개
- 출연사례비 100만원~160만원 차등지급
- 10분내외 1작품, 총31명
 민간 소규모 공연장(300석미만) 방역물품 지원
- 손세정제(860개), 시설 소독약제(4L 430개), 소독약제 분무기(860개)
 관광업계 긴급 금융지원
- 신용보증부 특별융자(1000억)
-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2000억)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성금 기탁
- 문체부 직원 성금 3천만원 예술인복지재단 기탁

 예술인 창작준비금
- 상반기 226억 원, 7,535명
문화체육
- 하반기 232억 원, 총 7,725명 지원
관광부

 공연예술계 일자리지원
-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319억 원, 3,500여개 일자리 지원

3차추경

 공공미술 프로젝트 759억, 약 8,500명 예술인지원

3차추경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 149억 원, 2,720명

3차추경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지원 33억 원, 310명

3차추경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115억 원, 2,000명

3차추경

 공연 관람료 지원(159억 원, 180만 장, 8천원)
 전시 관람료 지원(52억 원, 160만 장, 3천원)

3차추경

※ Source: 하장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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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Table 6>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코로나 발병 이후 초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산발적으로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었고, 7월 이후에야 문체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예술현장의 피해사례 관련 컨설팅지원
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안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체부가 하반기에 발표한 추경 예산 중 공공미술프로젝트,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및 지역재단을 통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실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모-선정 과정을 거쳐 현장의 예술가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시점이 대부분 빨라도 9월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집단 감염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이 강화되어 종교시설 뿐 아니라 실내 국공립시설 등이 폐쇄되어 공연장에서의 무관객
영상 녹화조차도 금지였던 시간(20년 8월 24일~9월 20일)들을 감안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촉박
함을 알 수 있다.1)

2) 광역문화재단 정책 대응
<Table 7>은 코로나19 관련 광역문화재단 대응 현황이다. 광역문화재단은 예술지원정책의 전달체계 중 예술현장
의 최일선에 닿아 예술의 현장에 필요한 지원범위, 기준설정 대하여 예술가들과 상호 피드백이 작동하는 기관이므로
광역재단의 대응책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Table 7. 광역문화재단 대응 현황
기 관

1)

내 용

서울
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 서울 활동 코로나 피해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장르별, 예술일반(공간기반기획)
- 작품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총 150건 내외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 ‘모두의 예술놀이’
- 서울 활동 예술인, 문화예술(교육)단체, 프로젝트 그룹
- 건당 1000만원 내외, 총 30건 내외(총 330백만원)
 예술인(문화예술기획자)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 서울 활동 문화예술 분야 독립/프리랜서 기획자(개인)/190 시간 동안 기획, 실행, 담론 유형중 택 1
- 건당 200만원, 총 120명 내외/정산없이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예술교육 연구활동 지원
- 서울 활동 예술인(개인)/ 건당 200만원 상금, 총 100건(명)/정산없음

경기
문화재단

 공공예술프로젝트 백만원의 기적
- 소규모공공예술프로젝트 1000건 사업 선정, 1백만원지원
 공연예술 드라이빙씨어터
- 코로나취소 공연팀 40개 작품, 독립영화작품 50편 상영 지원
 전업예술인 긴급작품구입
- 생계형 미술인대상 미술작품 구매 1백~3백만원 작품 소액다건
 예술인 영상콘텐츠 제작
- 온라인콘텐츠 제작. 건당 3천만원 40건 지원.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
- 예술인조합 공공예술지원사업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0년 12월까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1년 2월까지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예술현장, 주민공동시설에 벽화⋅조각 등을 설치하는 공공미술사업의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그 사업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269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기 관

인천
문화재단

내 용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1가구당 30만원 지급(약600명)
- 소득액 하위 및 가구원 수 상위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급
-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과 중복 가능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문화예술 콘텐츠 영상제작 온라인 플랫폼 게시)
- 인천시 거주 예술인, 인천시 거주예술인2인 이상, 인선치 소재 예술단체 및 법인
- 건당 최대 500만원(지원총액 4억)
- 영상 제작을 위한 출연료, 공간사용료, 영상제작비 지원(출연자 1인당 50만원 이내, 공간사용료 50만원 이내,

영상제작비 50만원 이내, 단체 경우 기획자 1인 50만원 이내) 개인별 지급

-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가능

 대관료 피해 지원(공연⋅전시 취소 단체 대상 피해액 지원)
- 인천 내에서 대관 취소로 해당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접수 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대관료 피해 증빙
 창작지원 확대(인천 작가 미술작품 구입,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등)
 소독방역물품 지원
- 인천 내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 예술단체 사무소 및 연습실 등
- 공간 소독 지원 및 손세정제, 소독약제 등 물품 지원
- 신청 접수 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울산
문화재단

 창작장려금지원
- 예술활동 증명 된 예술인 대상, 150명, 100만원씩 지원

경북
문화재단

 창작활동비 지원
- 코로나 극복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비 지원 200~1000만원 내외

경남
문화예술
진흥원

 코로나19창작활동준비금
- 중위소득 120% 1인당 2백만원지원. 200명
 방역지원
- 민간문화예술시설 방역 지원
 손실금 보상
- 코로나피해 예술단체 별 5백만원
 방구석 콘서트
- 무관중 인터넷 생중계, 단체별 4백만원

대구
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금
- 공연단체 대상/ 1인당 100만원 가량

광주
문화재단

 코로나 극복 예술배너 달기
- 300명 예술인 참여, 코로나 극복 캠페인 공공예술 프로젝트
 아트트레일러 이동식 공연
- 무관객 공연과 감염위험 없는 야외 비대면 공연 활성화
 온라인예술극장운영
- 코로나 피해 공연 및 전시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현장중심 행정지원
- 사업비 조기 집행, 지역공연단체 비율 확대, 지침완화 등

전북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 문화예술지원사업 6억원 추경 확보예정. 종합대택 마련 중

전남
문화재단

 코로나상담창구운영
-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진행, 예술교육강사비 선 지급

대전
문화재단

 기초 창작활동비 지원
- 예술활동 증명 된 예술인 대상. 1인 100만원, 총1,400명

세종
문화재단

 긴급생계비지원
- 피해현황조사 및 긴급생계비 지원, 1인당 50만원 * 세종시 추진

충북
문화재단

 창작활동준비금 특별지원
- 창작활동준비금 특별지원(예술활동 증명된 예술인 대상 200만원, 온라인 공연작품제작 37건 등
 코로나19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사업
- 실적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37개 단체 지원

충남
문화재단

 현재 계획 수립 중 (예술인 피해설문조사 대응방안 마련 중)

※ Source: 17개 광역문화재단 홈페이지(2020), 박경동(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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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문화재단은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3~4월 지역 재단별 대응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체로
예산확보의 문제, 코로사태와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기관장의 마인드와 리더십에 따라 대응의 차가 존재하기에 지역
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의 3가지 유형의 지원으로 분류된다.
주로 예술인피해 현황조사와 함께 예술창작 긴급지원 공모사업, 재난지원금 생계비 지원, 온라인 콘텐츠제작 등의
유사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 사업 완화지침을 발표하거나 대관료를 인하하
는 등의 기존 사업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하고 활동비를 선 지급하는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Park, 2020).
지원자격의 경우 예술인 활동이 증명된 사람으로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소액다건 형태로 더 많은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 지원의 경우 사업 수행결과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지원방식이 아니라 소액 다건의 과정형 지원사업을 통해 따른 예술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실험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연장 및 미술관 등 문화예술현장을 통한 전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는 취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역문화재단의 관련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기존 관련 기관에
서 운영하던 사업의 틀 안에서 확대, 조정하는 등 그간의 대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부재하다. 문체부 산하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원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해당기관의 사업들을 활용하고 있는 차원이다. 가장 필요한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유형과 사례,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대응
메뉴얼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재단의 각자 도생식 대책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다(Park, 2020).
둘째,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예술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에 대한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융자 지원 경우에는 기관마다 이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1% 내외 저리로 대출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미디어오늘, 2020. 4. 12.). 그러나
문화예술인의 상당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저리나 상환기관을 대폭 늘려 융자를 확대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자가 낮아도
수입이 불규칙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갚아야하는 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일부의
지역 재단들이 추진하고 있는 긴급예술인 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러 사정에
의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5년 이상 문화⋅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증명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미디어오늘, 2020. 4. 12.).
셋째, 유연하고 창의적인 제도 해석의 부재이다. 일부 재단에서 사업기준을 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광역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창작활동지원금으로 목적성을 가진 정부보조금에 지방비
가 매칭되는 예산체계이거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대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예술 활동에 대한 환경과 여건이 불확실
한 상황에서 지원 사업 기간의 유예나, 사업계획 변경, 정산의 간소화 같이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지만 전례가 없고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광역재단이,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공모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운영 지침이 정부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지원의 제도가 공모사업 중심으로 다양성과 유연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행히 별도 예산
을 확보한 재단들을 중심으로 예술창작 긴급지원 공모사업, 생계비지원 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온라인공연제작을 지원하는 광역재단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재단들의 경우 기존의
창작지원금 틀 안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변화가 많고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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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문체부가 지원하는 추경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와 지역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로 추진되는데 이는
예술가들의 활동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안서 심사를 통한 창작물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다. 온전하게 생계가 불안한 예술가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예술인복지지원도, 그렇다고 예술 수월성을 지원하는 창작
지원사업도 아닌 복합적 소망을 담은 지원 사업으로 사업기준도 지원 자격 범위도 모호하여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킨다.

Ⅳ. 결론 및 제언
전례 없는 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중국과
함께 위험국으로 분류되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국식 감염병 대응시스템
인 ‘K-방역모델’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2020. 5. 7.).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검사법,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6. 16.).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술가 대부분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형태인 점, 예술소비에 있어서
대면과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 현장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이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는가를 넘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앞으로의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연분야만 하더라도 배우, 창작자,
공연(극장)운영자 외에 기획자, 무대 및 기술 스탭, 평론가 등 많은 주체들의 활동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코로나
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때문에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하여도 효과를 낼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형태의 대부분인 예술현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고 그것의 영향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Park
(2020)은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파괴적이다. 이 가공할
파괴력은 노동유연화 또는 긱 경제2)의 첨단에 서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프로젝트 기반의 불안정
노동, 즉 프리랜서이거나 1인 자영업자, 단기계약직 노동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은 그간의
‘예술인실태조사’에서 소득 없음이나 현저히 낮은 소득 수준으로 끊임없이 환기되어 왔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된
다 해도 문화예술 분야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 현실이 사라질 리는 없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인수공통
전염병의 일상화가 점쳐지는 상황이라면 긴급지원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분야의 긱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고질적인 취약함을 개선하며 그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분야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피해사례 접수 방식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량적 조사 외에도 간접적인 피해상황이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의 발생까지 포함하는
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과 그에 대한 예술소비, 문화예술시장
에 대비하는 새로운 실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술 활동의 확산과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의 방식들이 도입이 필요한 때이다.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2)

긱(Gig)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짧은 시간에 공연 한 데서 비롯된 말로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긱 경제란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일컫는 말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킨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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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예술을 실험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지원되어야 한다. 지난 7월 독일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음악콘서트에의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한 Restart-19 프로젝트의 사례3)처럼 기술, 과학 분야와
의 협업 등 코로나 이후의 예술계를 위한 다방면의 실험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의 성공을 전제로 한 결과중심
프로젝트 지원을 넘어 실험과 과정중심 프로젝트로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창작 준비를 위한 사전 지원,
창작 지원, 사후 창작품 활용 지원 등 문화예술의 가치창조 체계 기반의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창
조 체계 기반의 지원 사업은 창작 아이디어 발굴, 실험, 창작 자원 개발, 조사 연구, 워크숍, 중장기 창작 활동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Lim, 2020. 8. 17.).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사업 운영을 위한 지침 개정을 넘어
문화예술지원 사업 운영과 지원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셋째, 지역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상당수 광역문화재
단이 운영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위탁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비 매칭
사업, 또는 중앙기관의 공모사업, 지자체의 위탁사업에서 지역재단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재단들이 자체예산을 활용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코로나19로 진행 중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침완화를 요청하는 예술현장의 목소리의 광역재단은 정부와 지차제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자체예산과 권한,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예술계획과 정책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넷째,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진흥법 제정된
1972년 이후 우리나라의 예술지원정책은 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프로젝트 중심의 공모사업은
예술가를 정책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되고 2012년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이
후 창작활동의 수행주체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
고 있다. 다행히 예술인고용법 통과되어 12월부터 적용되지만 법안에서 제외된 특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여부 등 시행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미디어오늘, 2020. 09. 02). 예술가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문화정책 과제인 예술인의 복지 확대와 생계 안전망 확보,
고용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조직의 경영 안정성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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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air pollution in order to solve the air pollution problem
in Ulaanbaatar, Mongolia, and to present a crisis management alternative that can be practically utilized.
At present, the air pollution in Ulaanbaatar is 12 times higher tha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is continuously
deteriorating. There are many projects outside the Mongolian government to solve this serious problem, and the
disease of the population exposed to air pollution is still increasing.
Since the central heating system is not connected to the Ger area of Ulaanbaatar, citizens use coal, lignite,
firewood, and waste tires to heat and cook during the cold winter months. These fuels cause serious air pollution
in the ger area or in cities and pose a great threat to the urban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citizens, especially
children.
Unlike the declarative policy of the Mongolian government,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viable policy that
can realistically take effect on the air pollution of Ulaanbaatar in a short time by using data analysis and the like.
To this end, in this study,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dividing into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xternal cases,
an analysis of the realistic state of the ger area in Ulaanbaatar,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a specific crisis
management plan that can solve a serious problem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ontaminated areas
in the city I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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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울란바토르 시는 몽골의 수도로서 전체 인구인 61%(1610.1만 명)가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 몽골
전통가옥 게르1)에서 생활하고 있다. 몽골 게르는 중아시아의 유목민의 전통 가옥이며 게르는 3000년 전 쯤부터
지금의 형상을 이뤘고, 생활 주된 요소가 되어 오늘날 까지 왔다.2)
최근 몇 년 동안 몽골,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에서 대기 오염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몽골은 혹독한
기후를 가지고 추운 겨울철에 게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공되지 않은 석탄을 사용으로 게르 지역과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을 해 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희박한 시굴에서는 문자가 되지 않지만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울란바토르 시는 동서남북(Bogd, Songino-Khairkhan, Chingeltei, Bayanzurkh) 4개의 높은 산으로 둘
러싸여 있으며 톨(Tuul) 강 유역에 위치하는 분지 형태이고 세계에서 최고 추운 도시로 알러져 있다(Jambaajants,

et. al., 1989). 한국이란 비슷하게 4개절이 있는데 기후대의 추운 지방으로서 겨울철이 11월부터 다음해 3~4월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겨울철 1, 2월에는 낮 온도가 -20℃, 밤 온도가 -40℃까지이고 최고 따뜻한 계철은 7월이며
평균 온도는 15℃~18℃이다.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이 제일 심한 시기는 11월부터 시작하며 12~2월에 더 심각
되어 3, 4월에는 감소된다. 더군다나 영하 40도까지 달하는 몽골의 혹독한 겨울에는 게르 지역의 시민들이 경제수준
이 낮기 때문에 난방연료로 값싼 저질의 연료를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통난방 방식은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여 2011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보고서에서 울란바토르 시는 ‘공해가 가장 심한 도시’ 2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안고, 뒤이어
2016년에는 WHO규정의 8배에 달하는 매연지수를 기록한 도시로 보고되었다(Lee, 2017).3)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은 발병률 증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인체의 정상적인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 면역력 약화 등 인간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World Health Report는 가정용 난방 연료가 아동
천식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10대 요인 중 하나라는 결과를 2002 보고서에 발표하였다.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몽골의 대기오염에 관련된 많은 연구와 문헌들을 조사 해보며 해외의 대기오염 문제
있는 나라의 사례,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위기관리 방안과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 대상으로 대기오염 문제와 대기오염 위기관리를 위한 방법 도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몽골과 다른 나라의 법률정책, 대기오염에 대한 학슬논문 자료, 인터넷 뉴스, 시문 기사 등
자료들을 참고하여 해외인 국가별로 대기오염 대응 방법,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현황과 주요 발생원인으로 실태
분석하여 울란바토르 시와 게르 지역 시민들을 위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위기관리 방안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대기오염 개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이외의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어 정상 농도 이상 존재할 때 광의적 의미에서 대기오염이
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연기, 먼지, 가스 및 악취 등의 유해물질이 정상농도
이 상으로 혼입되어 다수의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해당지역에 보건상 위해를 미치고 인간의 생활이나 생물의

1)

몽골의 전통 가옥 형태로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계된 이동식 가옥이면서도 몽골의 척박한 기후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

“저층 주거단지 계획: 올란바타르시 인근 지역 공공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엥흐투르,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3)

“주거환경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BATSAIKHAN, ANU AND,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4)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난방방식개선에 관한 연구”, 김봉섭, 한국자원공학회, [2008]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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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을 방해하여 경제적 손실을 받는 상태 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대기는 지속적인 이동과 순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소수의 몇 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고 본다(Schwela, et. al., 2006).
미국의 기술자총연합회(The Engineer' Joint Council)에서는 “대기 오염이란 먼지, 가스, 연기 또는 증가 등의
오염 물질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이 인체, 동식물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생활과 재산을 즐기는데 지나치게
방해가 될 정도의 농도, 특성, 기간 동안 대기 중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환경본법에서 “대기 오염의 요인을 매연, 먼지, 악취 및 가스라고 정하고 이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에 미치는
위해와 생활환경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대기 환경 보전이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한다.5)
대기의 오염물질은 크게 자연오염물질과 인공오염물질로 분류 하는데 자연오염물질의 근원은 번개에 의한 산불,
꽃가루 분산, 바람에 의한 토양의 침식, 화산폭발, 나뭇잎으로부터 유기화합물의 중발, 세균에 의한 유기 물질의
분해, 자연적인 방사능 방출 등이며 인공오염물질은 산업 현장이나 생활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6)
대기오염도는 일산화탄수소의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산화황과 먼지의 배출량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고
이산화질소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황의 오염도는 일부 도시와 공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해마다 줄어
들어, 장기 환경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난방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오염도가 높아진다.
총 부유먼지의 오염도 역시 줄어드는 추세이나 봄철에는 황사 현상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며, 미세 먼지의
오염도는 점점 심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환경 기준치를 넘고 있다7).

2. 국가별 대기오염 대책 사례 분석
1) 중국
환경오염 물질별 감소 목표치를 세분화하는 등 ｢국가 환경보호 12차 5개년 계획｣에는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보호 의지가 반영되었다. 특히 ｢국가 환경보호 12 차 5 개년 계획｣은 에너지 절약
장려 및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한 체제 구축과 관련 법률의 완비를 강조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기후변화 대응,
② 자원절약 및 관리강화, ③ 순환경제발전, ④ 환경보호, ⑤ 생태 보호 및 복원, ⑥ 수리와 방화 체계 건설 등이며
세부적으로 탄소배출 17% 감축, 아황산가스8% 감축, 암모니아질소와 질소산화물 각각의 10% 감축, 주요 업종의
탈황, 탈질 시설 운행 강화,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Lee, et. al., 2011: 332-337).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위한 조치는 크게 10 가지로 구분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① 오염물 배출 감소, ② 산업
구조 최적화, ③ 기업 기술 개선 및 과학기술 혁신 능력제고, ④ 에너지 구조 조정, 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준 적용, 산업 공간 재배치 ⑥ 신 공정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⑦ 법률 및 법규 체제 완비 및 법에 의한 관리감독,
⑧ 지역협력 메커니즘 구축, ⑨ 정부 응급 시스템 구축, ⑩ 전 사회 공동 노력 추구이다(Song & Lee, 2015; 자오유,
2014; Seo, et. al., 2014).8)

2) 영국
영국의 대기오염 통제에 관련된 입법은 영국이 공기 품질에서 얻은 성적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0여 년간 영국은 일련의 공기 오염 통제 법규와 기준을 잇 따라 반포하였는데 주요 법률로는 1848년의 ≪공공건

5)

“울란바토르 시 대기 오염의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바달츠 바트자르,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서가]

6)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실태 및 저감방안에 대한 연”, 닌즈바드가르,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7)

“울란바토르 시 대기 오염의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바달츠 바트자르,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서가]

8)

“중국 대기오염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염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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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생법≫, 1863년의 ≪공업발전환경법≫, 1874년의 ≪두 번째 공업발전 환경법≫, 1996년의 ≪알칼리 제조 및
화학공장 법≫, 1968년의 ≪공기청정법 수정≫, 1974년의 ≪연기 배출법≫, 1990년의 ≪환경보호 조례≫ 등이 있
다. 그리고 78개 업종 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모두 정부와 업종에서 공동협의 하여 제정하고 원가와 오염 평형을
진행한 후 가장 적절한 기술을 선택해 각 업종에서 추진하였다. 1991년에 수정한 새로운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였고
게다가 유럽공동체 기준과 일치하게 되었다(Boyle, 2002).9)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는 총 8 개의 지방환경청(Regional Office)이 설치되어 있으며 남부, 서남
부, 중부, 서북부, 동부, 템스강 지역, 판그루족 지역 및 웨일즈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환경청 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8 개의 지방환경청과 22 개의 지역사무소(Area office) 들이 집행 책임을 맡고 있다. 지방정
부의 경우에는 보통 대기오염물질 배출검사, 대기질 관리, 토양오염 등에 대한 규제 강제 등 환경업무를 수행한다.10)

3) 미국
20세기 1970년대 말, 미국은 ≪국가 환경정책 법≫, ≪청정대기 법≫(Clean Air Act)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1977년과 1990년에 정책을 크게 수정을 했다.11) 1990년에, ≪대기청결법수정안(Clean Air Act Amendments
of 1990)≫이 공기질의 관리구역, 이산화유황의 배출량, 이동 오염원등에 명확한 규칙을 제시했다.
≪대기청결법≫에 의하여 미국이 24개 공기 관리구역으로 나눴다. 연방 환경보호국은 각각 주내 공기관리구역이
설치하고 게다가 주 사이의 공기관리구역도 설치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자동차폐기로 배출하는 탄소
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감소하기를 요구했다. 규칙에 의해 1994년에 판매하는 자동차가의 40%가 요구에 도달했다.
1996년 판매하는 자동차의 100%가 이 요구에 도달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진일보로
감소하라고 하였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법률을 제출하고 80여중 공업물질오염원을 통제했다. 화공업, 정유 업계,
우주 항공 산업 등 다 포함했다. 2007년 2원 9일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동적 공기오염원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휘발유의 벤젠 함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추측에 의해서 2013년까지 적어도 30만 톤 유독물질을 감소하겠
다고 하였다. 이 밖에 탄화수소, 미세 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제한하기 위해 법규를 발표했고 배출량 제한규
범을 제출했다.12)

Ⅲ.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현황
1. 대기오염 현황
정확히 도시 인구가 2018년 기존으로 몽골 총 인구의 47.2%(세계은행)13)가 살고 있으며 도시의 인구인 50%가
전통가옥 ‘게르’를 가지고 거주함에 따라 도시 주변부에서 ‘게르 지역14)’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울란바토르 시의 행정구역은 duureg(구) 9개, khoroo(동) 132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의 총면적은 도시지역 5%,
산림자원지역 22%, 농업지역 70%, 기타⋅도로 등이 3%사용되고 있으며, 9개 구 지역에 다 게르 지역이 있다.15)
전 세계적으로 입자상 물질 (PM)의 농도는 최근 5년 동안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세계 보건기구 2016).

9)

“중국의 대도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문붕비,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10) “중국 환경보호감찰제도에 관한 연구”, Li, Jinfei,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11) “중국 대기오염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포문빈, 충북대학교, [2017] [국내석사]
12)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의 비교”, 리잉,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13) https://data.worldbank.org/country/mongolia?locale=mn
14) 이곳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경제 수준이 낮아서 난방과 취사용 연료 유연탄으로 만들어진 괴탄과 갈탄, 장작, 폐타이어 등의 저급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15) “몽골 올란바타르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과 프로그램이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럭시르 다와수랭,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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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질과 관련된 연간 전 세계 사망률은 아시아에서 대부분이 800만에서 400만 이상으로 추정되었다(Cohen,

et. al., 2005). 일부 아시아 대도시의 연간 평균 PM 농도는 <Table 1>에 나와 있다.16)
Table 1. 아시아 대도시의 PM 수준
PM (㎛/㎥)

Ulaanbaatar

Beijing

Shanghai

Hongkong

Delhi

Mumbai

Dhaka

Karachi

Seoul

Tokyo

PM10

165

108

84

49

229

117

158

290

46

28

PM2.5

75

85

52

29

122

63

90

88

24

15

몽골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다(Koganezawa, et. al., 2006).
울란바토르 시의 인구집중 및 게르 지역 시민들이 난방으로 석탄을 태우고 사용해서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인
대부분이 게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약 24배
수치로 ‘세계 최악 상태’라고 한다.17)
울란바토르 시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발생시크는 대기물질이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다.18) 기온
주파수의 변화로 이어지는 지형은 겨울철에 높은 수준의 오염을 유발합니다.19)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겨울철만 되면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각종 호흡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 아이들이 급증하는 것이다.20)

2. 실태 분석
몽골의 대기오염 기준은 미세먼지(PM10)의 경우 50㎍/㎥, 이산화항(SO2)의 경우 10㎍/㎥, 그리고 이산화질소
(NO2)의 경우 20㎍/㎥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JICA에서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환경오염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
보면 이 지역의 대기오염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PM10의 경우 상당부분의 도심 지역에서
50㎍/㎥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SO2의 경우 부분의 지역에서 몽골의 대기환경기인 10㎍/㎥이 넘어 다른 오염물
질에 비하여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NO2의 경우 다른 오염물질에 비하여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국가의 기치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21).
Table 2. 울란바토르시의 대기 질 농도
일주일 평균 농도(㎍/㎥)

24시간 평균 농도(㎍/㎥)

2017

2018

2017

2018

29

29

81

82

50

47

40

126

110

100

106

94

240

348

50

70

73

184

209

일산화탄소(CO)

10000

1303

1675

6043

18040

오존(O3)

100

40

37

94

89

대기오염물질

MNS:4585:
2016 (㎍/㎥)

1.

이산화황(SO2)

50

2.

이산화질소(NO2)

3.

미세먼지(PM10)

4.

미세먼지(PM2.5)

5.
6.

※ Source: www.Agaar.mn

16) “Weather wise effects to air qualities in Ulaanbaatar”, Myagmar Doljinsuren,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8] [국내석사]
17) “몽골의 환경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바추리 차츠랄,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18) www.cleanair.mn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홈페이지
19) “울란바토르와 서울의 대기오염관리에 대한 비교 연구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단계에 근거”, 몬칸토야,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20) “적정기술 확용한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해결방안 모색” 어덩처그마,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21)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연구” 볼러에르덴, 강원대학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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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기준으로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의 보편적인 물질(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을 1주일 동안 살펴봤다. SO2 농도가 겨울철(10월~2월) 동안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나며 배출량은 특히 석탄을
태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WHO의 2008~2015년 103개국 약 3,000개의 거주지 대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오염농도는
WHO 지침보다 6~10배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있다.
중국 환경공학단체의 실시간 세계 대기오염 측정 사이트(aqicn.org)에 따르면 2019년 1월 18일 정오 몽골 울란바
토르시의 미세먼지(PM2.5)의 농도(607㎛/㎥)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25㎛/㎥) 약 24배라고 나와 있다.22)

※ Source: www.aqicn.org

Figure 1. 2019년 1월 18일 정오 몽골 인근 대기오염 농도

2019년 1월 18일 정오 기준 같은 시작 중국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베이징 시로, 497㎛/㎥으
로 나타났으며, 동북부 산업단지는 300~400㎛/㎥의 농도를 보였으나 몽골의 607㎛/㎥를 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울란바토르 시의 여름과 겨울철 대기 농도 비교분석
몽골의 겨울은 12월, 1월, 2월이며 한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따라서 추운 겨울을
지나가기 위해 게르 지역 시민들이 가공되지 않은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1월과 2월에 대기오염이 아주 심하다.
<Table 3>에서 울란바토르 시의 겨울 날씨의 대기오염 수준을 볼 수 있다. 겨울철 대기 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울란바토르 시의 게르 지역 주변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오염이 발견되었고 대기 질 지수는 “고오염”,
“매우 오염” 수준에 도달했다. 대기 중 PM2.5와 PM10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입자의 24시간 평균 최대
농도는 대기 질 표준보다 9~15배 높았다.

22) 유망환경시장 진출가이드북, 2019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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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울란바토르 시의 겨울철 대기 상태
게르 지역

아파트 지역

중앙 큰 도로

산업단지와 외각 지역

Zuun ail

Tolgoit

Nisekh

Zuragt

Bayankh
oshuu

제13구

중앙 큰
사거리

Amga
lan

화력
발전소

MIsheel
expo

Urgakh
naran

2019.
01.07

PM10

PM2.5

PM2.5

PM2.5

PM2.5

PM10

PM2.5

PM2.5

PM10

PM10

PM10

2019.
01.08

PM10

PM2.5

PM2.5

PM2.5

PM10

PM2.5

PM2.5

PM10

2019.
01.09

PM10

PM2.5

PM2.5

PM2.5

PM10

PM10

PM2.5

PM10

PM10

PM10

2019.
01.10

PM10

PM2.5

PM2.5

PM2.5

PM10

PM10

PM2.5

PM10

PM10

PM10

2019.
01.11

PM10

PM2.5

PM2.5

PM2.5

PM2.5

PM10

PM10

PM2.5

PM10

PM10

PM10

2019.
01.12

PM10

PM2.5

PM2.5

PM2.5

PM2.5

PM10

PM10

PM2.5

PM10

PM10

PM10

2019.
01.13

PM10

PM2.5

PM2.5

PM2.5

PM2.5

PM10

PM10

PM2.5

PM10

PM10

PM10

※ Source: www.agaar.mn

반면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대기오염 수준이 낮아지고 울란바토르 시내의 중앙 큰 도로 주변에 자동차 이동으로
생기는 오염들이 <Table 4>에서 색깔만 봐도 알 수 있다. 울란바토르 시에는 대기 오염이 1월에 최악이며 대기
질 지수가 159.4㎍/㎥고, 7월 달에 가장 깨끗한 대기 지수는 11.1㎍/㎥이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시의 게르 지역의
사용하는 석탄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우선적인 상태이다. NO2는 교통정체가 심한 부근에서 높게 나타나며, 미세먼지
를 비롯한 가스 상 오염물질의 농도 값이 최근 2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3)
Table 4. 울란바토르 시의 여름철 대기 상태
게르 지역 주변
제1구

Zuun ail

Tolgoit

Nisekh

아파트 지역
Zuragt

제13구

중앙 큰 킬 주변
중앙 큰
사거리

2020.
08.31

NO2

2020.
09.01

NO2

2020.
09.02

NO2

2020.
09.03

NO2

2020.
09.04

NO2

2020.
09.05

NO2

2020.
09.06

NO2

※ Source: www.agaar.mn

23) 유망환경시장 진출가이드북, 2019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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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도는 국제 기준에 비해 미세먼지(PM10) 약 20배,
아황산가스(SO2) 16배, 이산화질소(NO2) 14배 등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였다.24)

4. 대기오염 발생원인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주요 원인은 미립자 순서 없이 스토브, 석탄 및 연탄, 가정용 난방 시스템, 산업용
보일러, 발전소, 벽돌 가마 작업, 공공 및 민간 운송, 건설 먼지 배출, 도로 먼지, 및 쓰레기 연소먼지를 포함한다.25)
Table 6.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26)
게르지역

52%

자동차

20%

화력발전소

10%

저압난로

6%

기타

12%

※ Source: 몽골 통계청(2012).

울란바토르 시의 주요 대기 오염원은 석탄을 연료로 하는 열병합 발전소와 열전용 보일러,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토브(석탄 및 장작)에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 등의 고정오염원이 대표적이다. 또는 시내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기
가스와 같이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오염원이 있다. 위에 <Table 6>는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발생원을
나타낸 표이다. 이러한 오염원은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일산화탄소
(CO)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에 따르면 고정 오염원이 이동 오염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 Source: 구글(몽골)www.google.mn

<Figure2> 게르지역 전통 난로와 연기배출

<Figure 2>는 게르 지역의 난방시스템이고 대기오염 악화요인 중에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정용 난로이다.
게르 지역의 가정들은 난방용으로 전통 난로를 사용하며 난로의 연료로 석탄과 장작을 주로 사용한다. 울란바토르
시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로서 연중 난방 기간이 거의 9개월에 달한다. 따라서 가정용 난로에서 사용되는 저급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하다.28)
24) “몽골 개황 2011” 허승제, 하도겸, 김선아,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동죽아3과, 2011.
25) “(A) Comparative study of indoor air quality in Asian countries”, Tsagaannokhoi, Oyunjargal,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26) “몽골의 대기오염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연구”, BAYARSAIKHAN ZUCHI, 광운대학교, [2018] [국내석사]
27) 몽골 통계청
28)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연구” 볼러에르덴, 강원대학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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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울란바토르 시의 가구 상태
년

게르 지역

아파트 지역

총

2012

189535

127596

317131

2014

204161

148651

352812

2017

216021

164807

380828

※ Source: 건설도시개발부.

최근 10년 동안 지방에서 울란바토르시를 향해하는 이동수가 증가하며 가구 수가 23.50~38.08만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기오염의 50% 이상은 게르 지역의 난방 및 요리를 위해 사용되는 석탄으로부터 비롯되며, 특히 겨울
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환경에 석탄을 비롯한 태울 수 있는 것들을 태우고 있다. 게르 지역이 1년에 120만
톤의 설익은 석탄을 연소하며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가 1년 중 겨울기간 동안 500만 톤의 석탄을 연소한다. 따라서
아황산가스(SO2)의 농도가 겨울철에 높게 나타난다.29)
교통은 울란바토르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두 번째로 큰 원인이다. 자동차 엔진의 연소 과정은
차량의 많은 종류의 배출을 생성한다. 매우 미세한 표준으로 생성되는 압축 점화 엔진의 경우 매우 중요한 오염
물질은 PM이다.30) 겨울 끝나고 대기오염 문제를 잊었다고 말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울란바토르 시에서는 게르
지역 가정 사용 석탄과 관련된 연기와 대기오염만을 이해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 배기가
스이다.
Table 8. 울란바토르 시의 자동차 평가
승용차

433,382

트럭

151,530

버스

5,992

메커니즘

8,468

특수차

18,726

모터사이클

25,271

트레이러

20,385

기타

11,010

총 자동차 수
675,064

벤젠

80%

디젤

9%

전기

7%

가스

4%

※ Source: НЗДТГ, НАЧА(2016).

조사 결과를 따르면 2019년 울란바토르 시에 등록된 자량 수는 전년 대비 6,2%로 증가했다.31)
자동차는 오염 량의 20%를 차지하며 에틸남,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등 270여 종류의 유행물질을 배출한다. 울란
바토르 시의 총 차량의 76.8%는 10년 이상, 16.8%는 7-9년, 3.1%는 4-6년, 3.2%는 0-3년 노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10년 넘은 구식 차량에 대한 세금 부담을 받아 왔지만 이러한 오래된
자동차는 농촌 지역에 팔리고 있으므로 환경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32)
1990년대 이후로 울란바토르 시의 매연 배출량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서
높은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관찰되며 모든 모니터링 지점에서 NO2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다음으로 몽골의 전기와 열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3개의 발전소는 울란바토르 시 중심부의 6개 구역에서 운영하고
29) “울란바토르 시 대기 오염의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바달츠 바트자르,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서가]
30) “Evaluation of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in-use vehicle pollution in the City of Ulaanbaatar in Mongolia: Based on Korean experience”, 게렐 자쯔랄,
서울시립대학교, [2016] [국내석사]
31) 도로 및 운송 부문 통계-2019
32) “개발도상국에서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Badral Bayarmaa,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33) “몽골 환경오염 현황과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진출전략 연구”, 김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몽골⋅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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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수도의 대기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3개 발전소는 연간 510만 톤의 석탄을 사용하며 울란바토르
시의 총 가구 소비량의 10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제4 발전소는 64,3%(320만 톤), 제3 발전소는 31,8%(160만
톤), 제2 발전소는 3,9%(20만 톤)를 사용한다.34)(검색일: 2020. 9. 3.)
울란바토르 시에 있는 3개의 화력발전소와 450여개의 저압보일러 약 19만 게르 난로에서 연간 500만 톤의 석탄
이 연소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울란바토르 시 화력발전소에서 아황산가스가 매년 약 19톤, 미세먼지가 약 33톤,
질소산화물이 약 35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5)
대기오염 원인의 기타 부분에 땅에서 생기는 먼지, 태우는 쓰레기와 플라스틱, 잿더미, 건설업에서 생기는 먼지,
모래 등이 포함된다. 울란바토르 시의 아파트와 게르 지역, 도로, 공공장소, 공장 등에서 1년 평균 약 110만 톤
고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총 폐기물 중 43%가 게르 거주지역에서 발생한다.
게르 지역에서 고형폐기물을 겨울과 여름철에 버리는 쓰레기를 조사해 보면 겨울철에 잿더미 49%, 음식물 23%,
플라스틱 14%, 종이 13%, 나머지 기타, 여름철에 음식물 36%, 플라스틱 22%, 종이 22%, 유리병 9%, 나머지 기타
등 차지한다.

Ⅳ.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위기관리 방안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문제는 오늘날 생긴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 1990년부터⋅도시 인구 집중 문제로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문제이다. 이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시
대기오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울란바토르 시의 게르 지역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살펴보면 역청탄(흑탄이라고도 하며 연소시 긴 불꽃을
내며, 특유한 악취가 나는 매연을 냄), 갈탄(석탄 중에서 가장 탄화도가 낮음, 흑갈색을 띠며 원목의 형상⋅나이테⋅
줄기 등의 조직이 육안으로 보이며 휘발성분 40%, 전체 석탄매장량 중 45% 정도를 차지함), 나무연료(통나무를
길쭉하게 쪼개어 난방연료로 사함), 석탄(지질시대의 육생식물이나 수생식물의 수중에 퇴적하여 매몰된 후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성 암석)36) 등의 있는데 연료를 가공되지 않아 대기오염이 심각한
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게르 지역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연료와 울란바토르
시의 3개인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마세크탄(조개탄)과 무연탄으로 개발해야 한다.
Table 9. 석탄과 연탄 비교
구분

구입량

구입가격

연소시간

착화성

매연발생

석탄

20㎏

1,500원

6

용이

과다

연탄

10장 (약 27㎏)

1,500원

20

불편

다소

비고
착화탄 필요

이 중 가정용 연료로 쓰이고 있는 석탄을 연탄으로 대체할 경우 동일 가격 대비 더 적은 양으로 연속시간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다(<Table 9>). 연탄 사용 시 착화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석탄과 비교하여 연탄 자체의 매연 발생이
적고, 연소시간 연장으로 인해 연료 사용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몽골의 난방 시스템은 주로 석탄이며 연료에너지부 자료의 따르면 몽골은 세계 15번째로 석탄매장량이 많은 국가
고 정부차원의 지속적 에너지 분야 발전전략 계획을 승인하는 등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난방연료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연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37)

34) http://www.agaar.mn/article-view/306
35) 몽골 통계청
36) “적정기술 확용한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해결방안 모색” 어덩처그마,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37) “몽골 울란바토르 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난방방식개선에 관한 연구”, 김봉섭, 한국자원공학회, [2008]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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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시내 대기오염의 50%이상 게르 지역에서 발생함으로 가정의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
고, 몽골 전통 게르의 난방 시스템을 ‘한국형 온돌’ 방식으로38) 설비해야 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르에서
생활하는 한 가구가 1년 동안 2~3톤인 40~60만 MNT 석탄을 사용한다. 그러면 게르 난방을 이처럼 방법으로
설치하면 1년에 한 가정이 난방을 20~30만 MNT 비용으로 추운 계철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가계비용을 2배로
절약할 뿐 만 아니라 경제와 건강을 보호한다.

※ Source: 구글(몽골)www.google.mn

Figure 3. 몽골 게르 난방 시스템

몽골 게르에 전기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45만 MNT이고, 한 달에 사용에 따라 전기요금이 7만~9만
MNT 나올 수 있는 저렴하고 건강한 방법이다.
현재 울란바토르 시에 있는 자동차를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75%가 10년 이상 사용했다고 조사결과가 있다. 이에
따른 연료 연소의 불안전성 때문에 오염물질(에틸남,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등 270여 종류)이 배출 되고 있다. 그래
서 우래 된 자동차를 폐쇄 후 우래 되지 않은 자동차로 바뀌거나 새 자동차로 교체하는 대책을 새워야 한다. 현실적으
로는 몽골의 수준에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개선을 통해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울란바토르 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80%가 벤젠을 사용하며 그 반면 총 자동차의 전기로 사용하는
이동차가 7% 밖에 안 된다. 벤젠은 대기에 NO2, CO, CO2, CFC, 납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유발하며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전기 차수를 높으면 대기오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이다.
런던 시는 가장 최근에는 디젤이나 휘발유 대신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세금이 면제되고 차량 배출량도
감소했다. 또한 대규모 공장을 도시 외부로 이전하고 주에서 이주민에게 지불하는 세금을 줄여 인구를 분산 시켰다는
경험이 있다.39)

Ⅴ. 결론
현재 몽골은 국제기준에 12배를 넘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특히 석탄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여름철에 낮고 겨울철에 높아지는 것은 게르 지역 시민들의 난방 연료 때문에
연료 종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현제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배출 유형을 분석하였고, 현지 연료생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오염의 발생원인을 살펴보았다.

38) 기획특집 : 적정기술 ;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사례로 살펴본 대기오염제어에 관한 적정기술, 조영민, 한국공업화학회, 2014, 공업화학전망 Vol.17
No.1
39) http://dardas.mn/news/view/1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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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난방 시스템과 또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로 게르의 난방 시스템 설비하며 현지에 적합한 기술들이 공여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게르 지역 야간 전기활인과, 연료를 개선할 기술적인
지원을 해외에서 받을 수 있도록 몽골 정부에서 대책과 법적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료의 생산과
제조방법을 개선하고 표준화된 연탄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몽골 정부에서는 표준화
및 법률을 정비하여 연료의 품질개선의지를 보여야 하며 나아가 법인 또는 개인이 저급연료 생산 산업체에서 연탄
제조업체로 전향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인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표준에 맞지 않은 불법 연료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게르 지역의 난방용 연료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개선과 고효율 보일러 사용, 배기가스 여과시스
템 도입, 자동차 성능개선 및 검사 강화,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노력이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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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asters in modern society have a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nation and the people, causing m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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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pecific response strateg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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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는 재난의 대형화와 지능화, 피해범위 및 정도 예측의 불확실성 확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 증대 등의 변화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정부의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지진 발생, 원전사고에 대한 위기감과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안 등으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조직체계를 변경하고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및 계획의 수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와 재난관련 정부활동에 있어 국민의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시간적 압력과 상당한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국가와 국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심각한 위협, 불명확
한 미래, 절박한 시간적 압력 등은 일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 사회의
본질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대 사회의 재난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의 정교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행정변화 방향과 국민의 수요변화에 따른 재난
사전대비역량과 사후관리의 통합적이고 순환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 및 재난관리
재난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바람직한 상황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상황(Jo, 2004),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Hong, 2011; Hong, 2012; Lee, 2014), 인간의 생존 및 생활질서를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사고(Chae, 2015; Noh, 2016)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의 개념
을 종합해보면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상황을 위협하는 국민의 생명을 비롯하여 재산 및 국가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재난관리란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재난관리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완화, 대비계획, 응급대응, 피해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재난관리는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Kim, 1997; Lee, 2002; Kim, 2002; Baek, 2009; Choi, 2010). 더불어 재해나 재난의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적 행위 역시 재난관리라고 할 수 있다(Baek, 2009).이를 종합해보면, 재난관리는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여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종합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사전적인 의미와 사후의 재난관리 활동 및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하고 대응하
는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의 용어이며, 광의의 재난관리와 협의의 재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Kim, 2012). 광의의
재난관리는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 재난관리의 4가지 과정을 포함하고, 협의의 재난관리는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관리하는 대응 및 복구과정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 간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고지휘를
시행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Kim, 2012; Oh, 2012).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의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
계, 복구단계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재난발생으로 인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단계에
대해 역할 구분과 임무의 정확한 숙지, 효율적 협업체계 등이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작동해야만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난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재난관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배분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투입되어 배분되는가는 가치 배분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난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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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적인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국토의 개발과 관리라는 관점에서 공공서
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Kim, et. al., 2010, Yoon, 2017).

2. 우리나라 재난관리 성과평가체계
재난관리평가의 주요 목적은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별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선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Kim, et. al., 2014; Lee, et.

al., 2014).
재난관리 평가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 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재난관
리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추진해오고 있다.
2005년 재난관리 평가체계를 도입한 이후 평가지표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삭제되는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평가지표부터 기존의 재난관리 기준이었던 재난경감계획, 상황관리, 자원관리, 유지관리, 가점 및
감점 등의 범주에서 역량개념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개인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기관역량
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3. 우리나라 재난관리 성과평가체계의 한계점 분석
우리나라 재난관리 성과평가체계의 문제점은 평가근거, 평가주관기관, 평가체계, 평가환류, 평가지표의 5가지 측
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평가 근거의 측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롯하여 법령상에 재난관리평가
수행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재난관리평가의 목적, 정의, 원칙과 절차 등의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다. 이로 인하여 법령상 평가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법령상 재난관련 평가는 체계, 사업, 훈련, 시설, 긴급지원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평가 간 다수의 평가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평가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평가주관기관의 측면에서 재난관리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현재 운영되는 조직만으로는 재난관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나 운영, 평가분석과 지원 등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현장평가를 위한
민간 및 기관 담당자 공무원으로 평가단이 구성되고 있어 재난관리평가 부문별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평가체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성과평가체계는 외부적으로는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유지하고 있으
나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러한 사항이 다시 계획에 반영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평가지표는 매년 평가기준 및 지표에 대한 개선과 추가,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 도입된 역량중심
평가로 기준과 지표의 전환이 이루어져 실시되고 있으나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지표의 정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평가 환류의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실적지표로 반영하고 미흡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
나 조직, 인사관리, 예산반영, 정책사업 연계 등 다양한 범위에서 평가결과가 환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의 활용과 개념적 역량강화방안의 도입으로 우수 및 미흡사항 평가에 대한 도출은
가능하지만, 우수사례의 타 기관 및 지역으로의 활성화, 미흡사례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환류체계의 마련과 지원
제도의 시행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평가지표의 측면에서 평가지표가 기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성이 부족하며, 현재 평가대상이 되는 재난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시민의 참여나 활동 등에 대한 평가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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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재난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기존의 분산형 재난관리체계를 총체적
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 논문(Jung, 2001; Kim, 2002; Lee, 2003; Lee, 2003;
Meong & Jeon, 2004)이 있었으며, 재난관리총괄기구 신설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Kim, 2000; Choi, 2000; Kim,
2002)와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종합적인 정리 및 해외의 재난관리체계 사례를 비교한 연구(Kim, 2002; Chae, 2004)
등이 있었다. 이루 중앙정부 이외에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민간영역의 참여 필요성,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등 협력과 연계에 관련된 연구(Kim, 2008; Lee, et. al., 2008; Lee, et. al., 2010)
가 있었고, 재난관리 표준에 관한 연구(Ryu, et. al., 2008; Choi & Lee, 2016)를 거쳐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역량과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난관리 등의 연구(Lee, 2015; Lee & Lim,
2015; Kwak, et. al., 2016; Lee, 2017)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재난관리체계의 내용적 측면을 점검하고 그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 설계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행정변화 방향을 확인하고 재난관리체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도출을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5년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 분석을 통해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재난관리체계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영역을 범주화할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으
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언어
로 구성된 텍스트를 네트워크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방법론적으로 내용분석 방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Lee, 2014). 내용분석은 표면적인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텍스트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내재된 의미와 개념을 도출하고, 이들 사이의 연결 관계망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를 해체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노드와 링크로 표현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
나지 않은 내재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으며, 단순히 출현 빈도로 파악할 수 없었던 텍스트 간 상대적인 영향력과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 텍스트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의 구조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Lee, 2014; Park, 2017).
분석절차는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텍스트 자료화하고 내용을 1차적으로 검토 하였다. 둘째, 핵심 주제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1차 분류를 시행하여 동의어를 정제하고 특이성이 없는 단어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도출된 핵심 주제어를 대상으로 주제어×주제어로 구성된 1-mode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주제어 간의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부트스트랩(Bootstrap)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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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또는 평균 관계강도에 대한 검정은 전통적 통계분석기법의 일 표본 평균검정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연결망의
노드들을 무작위로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5,000개 네트워크들의 밀도를 계산하고, 산출된 밀도들로 구성된 표집분포
를 생성한다(Seo, 2016). 생성된 표집분표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관측값과 절대값 차이에 대한 확률값을
산출할 수 있는데,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으며, 이 확률은 일반적인 통계 검정에 사용되는
p-value에 해당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유의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집분포 평균과 표준오차 값을 이용한 z-score를
산출한 결과, 데이터가 절대값이 z-score보다 크게 나타날 확률이 0.0002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구분

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Average bootstrap density

1.1832

1.2779

Estimated standard error for density

0.1447

0.1451

z-score

7.9893

8.6044

Proportion of absolute differences as large as observed

0.0002*

0.0002*

Ⅳ. 분석결과
1.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행렬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행렬은 주제어(i, j)를 1과 0을 활용하여 관계의
유무를 나타내는 인접행렬(Adjacency matrix)로 구성 되며, 행과 열이 주제어×주제어로 구성이 되는 1-mode
행렬을 구성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제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텍스트 상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주제어의 빈도 분석이 필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등장하는
주제어 중 상위 50개 주제어는 다음 <Table 2>와 같다.
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교육훈련’, ‘안전관리’, ‘재난대응’, ‘안전점검’, ‘평가’의 순으로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교육훈련’, ‘국민’, ‘안전관리’, ‘현장’, ‘지자체’의 순으로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순 출현 빈도는 3차 계획과 4차 계획 모두 ‘교육훈련’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각각의 계획에
서 출현한 주제어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4차 계획에서 지진, 노후 시설물, 미세먼지, 감염병, 방사능 재난 등의
주제어가 두드러지게 출현하여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재난안전 부문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회재난 분야의 내용이
반영된 것에서 계획의 방향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의 의미는 가장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며 중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텍스트 분석에서 중앙성이
높은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연결 중심성 분석은 빈번하
게 사용되는 분석방법 중의 하나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주제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다른 단어들과 빈번하게
사용되는 핵심 주제어로 파악할 수 있다. 연결 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은 전체 연결 수에서 각 행위자의
연결 정도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러한 연결 중심성은 주제어의 공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분석되지만, 주제어 간의 공출현 빈도는 단순한 등장
빈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문장 내에서의 완성도에 따른 연결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연결 중심성은 주제어의
빈도 분석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Kim & Kim, 2015).
상위 50개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연결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주제어는 ‘교육훈련’이었으며, ‘재난대응’, ‘대응역량’, ‘평가’, ‘재난현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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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 주제어들과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출현 빈도 대비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낮은
‘안전관리’, ‘안전점검’ 등의 주제어는 특정 주제어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주제어는 ‘교육훈련’이며, ‘재난관리’, ‘안전관리’, ‘국민’,
‘현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출된 주제어와 계획의 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
보다 對국민 재난관리, 현장중심적 재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재난 특성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사회재난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심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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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주제어 도식화

Figure 2.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주제어 도식화

2. CONCO 분석 결과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분석은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등위성
측정 방법으로 행위자간 관계패턴의 도출을 위해 행위자들간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조적 등위성이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일한 관계패턴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Figure
1>과 <Figure 2>는 앞선 공출현 빈도 및 중심성 분석을 바탕으로 3차 및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상위 50개 핵심 주제어를 대상으로 유사한 집단을 분류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특징을
묘사한 내용이다. 공출현 빈도와 중심성을 바탕으로 5개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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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민⋅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문화 확산, 현장중심의 재난대응과 매뉴얼 표준화,
유관기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사업의 과학기술 개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안전기준 정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Figure 3. 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CONCOR 분석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안전관리와 교육훈련의 실효성⋅지속성 및 책임과 의무 부여,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중심의 연계와 유관기관의 지휘체계 통합,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와 협업 및 정보 공유, 지진, 미세먼지,
방사능 재난 등 안전점검, 재난유형별 체험 중심 맞춤형 재난관리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Figure 4.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CONCO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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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국가 재난관리에 관한 행정변화 방향과 국민의 수요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을 도출
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성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실증분석고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는, 각각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교육훈련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법⋅제도의 개선, 전문
인력의 양성과 유관기관 간 협업 등을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에 없었
던 지진, 미세먼지, 노후 시설물, 방사능 관련사고 등의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도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적,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과 민⋅관을 비롯한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현대 사회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점 요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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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December 2019 to the present, we are living in multiple cri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rainy seasons
longer than 54 days)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infections common to infections such as Corona 19. Until
now, humans have lived with harmful influences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rough activities only for economic
and population growth.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chieved mass produ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steam
engines, but in 1952, smog in London caused a lot of damage, and the paradigm of continued economic growth
continued to develop without the environment and had a clear influence on accelerating global warming. Are going
crazy. The 5th IPCC Report suggested that the impact of humanity on climate change is clear and that rapid
determination and response are necessary to reduce the damage of climate change, and the post-2020 new climate
system was initiated. As such, human activities are difficult in reality to reduce fine dust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relies on climate change and excessive fossil fuels, and a time when a lot of research and consideration
is needed to lead the resistance and just reduction policies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vested interests. to
be.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fine dust and the number of days of high concentration in Chungcheongbuk-do
remain at the highest level in the country, and the industrial complex, which is the cause of fine dust, is saturated
(#1 in the country in the designated area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e first half of 2018, #1 in sales area nationwide,
and the increase in sales area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nation's No. 1), 16% of the nation's incineration
volume is operated in Cheongju, the energy independence rate is 3.6%, and it is blocked by the Taebaek and
Sobaek mountains to the east. Therefore, the atmosphere is stagnant due to the strong tendency of a dry continental
climate with hot summers and cold winters.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persistence, the generation of fine
dust in Chungbuk is continuously intensifying.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① the current status of fine dust
in the Chungbuk area ② response policies ③ system status (ordinance enactment, etc.) ④ analysis of citizens'
practice activities ⑤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research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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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8년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적
기후운동을 일으키며 기후 재앙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소년들은 미래가 보장되
지 않는 현실에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할 수 없다며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였고, 이러한 행동으로
기성세대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했을 것이다. 매주 금요일에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까?
기후변화는 다양한 현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더 많은 위기상황을 발생하기도 한다. 2019
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 하였으며, 예전의 감염병 보다 더 큰
희생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또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점점 더 변종된 바이러스와 인간의 면역체계가 적응하기 어려운 속도로 감염병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인적재난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신종 바이러스 확산(변종 바이러스
증가), 쓰레기와 플라스틱의 역습으로 건강권 침해, 조용히 다가오는 죽음의 먼지 미세먼지 등의 양상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서서히 밀려들어오고 있다.
그중 미세먼지는 다양한 인적 재난의 양상 중 사회재난으로 포함 될 만큼 인간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증가하거나 더 미세한 먼지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가 주가 되는 산업구조에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 NOx, SOx, VOCs 등 오염물질은 우리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자는
의미의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공감한 세계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채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에 공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미세먼지 관련 기존의 대책을 계승⋅강화하여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 수립
되었으며, 2020년 환경부는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는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오염수준, 미세먼지 오염도 특성, 오염물질별 배출 특성, 재원조달 방안,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기환경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2020~2024)’ 용역 작업 중에 있으
며, 지난 11월 23일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다(Moon, 2020)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중요한 발생원인 에너지
에 대하여 지난 2020년 3월에는 충청북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2020~2025)하였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주요 추진 대책 또한 천편일률적인 대책으로 지자체의
여건과 오염 수준에 대한 관리 체계는 부실해 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조례제정 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관련 부처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에너지, 산업, 교통, 수송,
농촌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나의 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여 부처간의 칸막이 없는 행정과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과 제도 및 조례 등의 검토를 통해 11개 시군의 현황 파악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동안 행정력에만 의존해 왔던 미세먼지 재난 예방과 대비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언론,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과(Lee: 2018),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Bottom-up방식의 재난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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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이다. 이때 만들어진 공해방지법
(1963)과 환경보전법(1977)은 매연이나 가스와 더불어 먼지를 대기오염의 주범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에 밀려 실질적 정책으로서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유명무실하였던 대기오염 제도
는 1980년대 초반 온산공단 인근에서 발생한 괴질인 ‘온산병’의 원인이 대기오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점차
힘을 얻기 시작하였으며, 21세기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증폭된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결국
미세먼지 규제정책으로 이어져 2005년 특별법과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Choi & Kim, 2017: 46).
그러나 1차 계획이 종료된 2015년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미비, DPF 사업의 비효율성, 배출량 계산오류,
측정망 신뢰성 의문등 정책 도입과 시행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BAI, 2016).
이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미세먼지 관련 법령 강화로 조직 및 예산의 근거틀을 마련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 권역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위원회(‘19.2),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
경회의(‘19.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19.12),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한중협력체계 구축(청천계획 MOU체결
‘19.11) 및 이행방안 마련 - 예보 및 계절제 정보 공유 그리고 상시⋅비상시 대책과 더불어 계절관리제 도입(12월~3
월)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의 둔화로
인한 일시적인 성과일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저감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질은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미세먼지의 질이 다르므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대기질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Kim, 2017).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본조례를 통하여 대기환경기준의 설정과 강화된 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세먼지가 초과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Kim, 20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사회재난으로의 미세먼지
소리없는 살인자 초미세먼지는 우리사회에서 문젯거리로 등장한지 오래다. 유발원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지
목된다. 앞으로 20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매년 1천여명이 예상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할 것이라는 경고까
지 나오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구의 미래, 185).
대기중 온실가스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인간의 경제활동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과 토지이용에 따른 숲 파괴의
영향으로 그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Oh: 2015).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건강관측’ 자료를 보면 연간 820만명이 대기오염에 의한 질환으로 숨지고 이가운데
320만명은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규모 추산도 이에 근거한다(지구의 미래, 186).
이렇게 미세먼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젖어 들고 있다. 매일 미세먼지 정보를 앱이나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19년 3월 11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미세먼지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위기 단계
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 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지며 긴급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 재정 지원도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KTV,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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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대책
2-1. 충청북도 및 11시군 미세먼지 기본계획 및 조례 현황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 충청북도 :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2021, 문윤섭, 연구용역진행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0. 01. 01.,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2019. 12. 13., 보건환경연구원)
- 청주시 :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202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 05. 17.,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
- 제천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2019. 12. 18., 의회사무국)
- 보은군 :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4. 5., 환경위생과)
- 괴산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 12. 27., 환경위생과)
- 옥천군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2019. 7. 16., 환경과)
- 증평군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12. 26., 환경위생과)
- 진천군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2019. 07. 05., 환경과)
11개 시⋅군중 제천시는 입법예고중이며 충주시, 단양군, 영동군, 음성군은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는 미세먼지 중 SOx, NOx의 발생빈도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조례를 통한 대응 대책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조례나 발생원(시멘트 사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2. 충청북도 11개시⋅군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
1) 충청북도 미세먼지 현황
충북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면 ① PM2.5 : '17년 기준 3,733ton으로 주요 배출원
은 생물성 연소(34.1%)와 비산먼지(25.9%), 도로이동오염원(15.4%), 제조업 연소(11.5%)로 분석되며 이중 생물성
연소중에서도 농업잔재물 소각이(74.5%)를 차지한다. ② SOx(황산화물)은 8,532ton으로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 연
소(71.6%), 비산업연소(15.1%)이며 제조업 연소중에서도 석탄사용 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이 97.4%에 달한다. ③
NOx(질소산화물)은 67,614ton으로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 연소(48.4%), 도로이동오염원(35.3%)이며 제조업 연소
중 약 91.1%이상이 시멘트 생산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충북도의 주요 배출원이 제조업과 같은
산업부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NOx의 경우 단양, 제천에 밀집한 시멘트 생산시설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평균으로 보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늘 상위권(7위)에 머물고 있으며 그중 청주시와 북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리적 여건과 기후 환경적 여건도 있겠지만 산업단지의 포화 상태, 전국 소각량의
18% 가동, 3.6%의 에너지 자립율 등을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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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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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미세먼지 관리 대책
(Kwon, 2018)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2017년 환경부 정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방측면, 대비측면, 대응측면
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예방측면 관리대책은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노후된
석탄화력 폐지 등 석탄발전 비중의 축소,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검토, 친환경 정책, 전력수급계획 수립, 친환경
차 협력금 제도 시행, 선박 건설기계 미세먼지 강화, 도로 청소차 보급 및 도시 숲 확대, 과학적 관리 기반의 환경위성
등 활용한 측정 예⋅경보시스템의 강화, 민감계층 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로 아이들을 위한 실내 기준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② 대비측면의 관리대책은 미세먼지 확산 관리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먼지 총량제 실시,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망 우선 설치,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대 정책 등이 있다. ③ 대응측면 관리 대책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신설, 노후된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 공사장 불법소각 등 관리 사각지대 집중관리, 민감계층 대상 찾아가
는 케어서비스 등으로 분류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의 11개 시군 미세먼지 대응 정책과 조례 등을 예방, 대비⋅대응(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음)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무부처인 환경과나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관리 팀 등의 주요업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시⋅군별의 정책 차이,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 대응에 대한 의지와 개선방안 등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Table 1. 충청북도 11개 시⋅군 미세먼지 정책현황
구분

충청
북도

정책
예방측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사업추진, 민관협의회 추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획⋅시행⋅전파, 실내 공기질 시행계획 수립, 대기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 자율점검 배출업소 관리 등

대비대응측면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추진, 친환경차 보급, 수소 충전소 구축, 저녹스 보일러 지원, 미세먼지 대응센터사
업, 생활공해,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대기 배출시설 행정처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운행제한, 대기⋅수질 등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 등

예방측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특성조사 용역 수행, 미세먼지 관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조례,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대비대응측면

자동차 운행제한, IoT미세먼지 솔루션 운영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에 관한 업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전기이륜차⋅천연가스 보급지원, 건설기계⋅운행차 저공해(DPF) 조치, 도로먼지 살수차 운영 등

청주시

예방측면
충주시

대비대응측면
예방측면

제천시

단양군

대비대응측면
예방측면
대비대응측면
예방측면

보은군

대비대응측면
예방측면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대비대응측면
예방측면
대비대응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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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본부
기후대기과

환경수
배출시설 인허가, 운행 경우차 배출저감사업,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자원본부
미세먼지⋅오존⋅대기관리 권역 등 기후변화 적응사업, 생활환경 민원처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내공 기후에너지과
기질, 어린이 활동 공간 관련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운행차 배출 저감사업 등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차량운행 제한, 배출인허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 등
환경신문고 등
대기측정망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 매연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 등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노후경유차 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지도 점검 등
미세먼지 관련 업무 전반, 대기측정망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지도점검, 환경신문고 관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배출시설 인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지도점검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DPF)지원, 비산먼지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
배출시설 인허가, 미세먼지 관리, 대기오염측정망,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LPG화물차 구매 지원, 전기차 관련 업무, 다중이용시설(실
내공기질) 등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미세먼지 관리
친환경자동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업소 지도점검, 비산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어린이 환경교육, 비산먼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

대비대응측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 지원, 배출시설
지도점검(비산먼지, 소음), 대기배출 시설 지도 점검 등

대비대응측면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

예방측면

예방측면
음성군

담당부서

배출시설 관련 인허가, 비산먼지 관리,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녹스 버너 및 가정용 보일러 설치 지원, 건강의 탑, 대기측정망 운영, 실내공기질,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기물 환경기술인 교육,

안전건설국
자연환경과
경제개발국
환경과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경제개발국
환경과
농업건설국
환경과
미래도시국
환경과
경제산업국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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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평군

정책
예방측면

환경관련 법, 비점오염저감 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후변화 대응력 증신사업, 환경단체활
동지원, 미세먼지대응 업무

대비대응측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운영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한 사항 등

예방측면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 환경교육

대비대응측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사업, 운행차 및 이륜차 배출가스 관리, 환경정보공개, 실내공기질 관리,
비산먼지 지도점검,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괴산군

담당부서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행정복지국
환경과

※ Source: Moon(2020).

Figure 3

위 표를 살펴보면 11개 시⋅군 대부분 정부의 정책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부문, 수송부
문, 발전부문, 농촌, 생활부문, 시민건강부문, 제도개선 및 규제 부문 등 다양한 사업이 모든 시군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으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도
보이지만 예를들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같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배치현황을 보면 건설⋅개발⋅산업과 환경이 국으로 묶여 배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눈에
띈다. 건설과 환경의 개념이 서로 상생의 개념보다는 상충하는 경향이 강하기도 하여 올바른 배치인지도 의문이다.
더불어 탈탄소,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환경관련 부서의 위상과 권한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간의 활동이 주춤해지자 전 세계 곳곳에서 맑은 하늘과 돌아온 물고기 등 자연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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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플라스틱 배출량 증가 등 이후에 발생할 환경 문제
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해 보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는 더 많이 보강을 해야 할 상황이며,
①조례에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강화 하여 고농도시기에 차량운행 제한 조치 등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②미세먼지 정책은 정책과 제도, 행정만의 힘으로만 해결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 활동과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면서 Bottom-up 방식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거버넌스나 민관협의회의 위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정책에 환류 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③산업단지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단지 조성부터 에너지 계획, 공업용수 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 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관리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주민의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하다. ④수송부문 역시 친환경
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보다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자전거 도로 확보, 도로 다이어트, 차량총량제 실시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초미세먼지의 발생원 중 최고 높은
수치를 보이는 ⑤농촌의 생물성 연소도 주민교육과 분쇄기 도입,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⑥2030
온실가스 감축 BAU 대비 37%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하
며 좀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는 최소화 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발생원별 대응 방법은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천편일률적인 행정보다 창의적이고 시민들의 의견
이 수렴되어 추진된다면 시민의 참여를 끌어 들이는데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정책이나 조례 제정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으며
몇 가지 제언으로 마치고자 하며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는데 많이 미흡하여 연구에 또한 한계를 느끼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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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using this COVID-19 as a research case, the integration of big data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is analyzed and 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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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빅데이터 관련 개념
1. 빅데이터
‘빅데이터(big data)’란 용어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Michael Cox와 David Ellsworth가 처음 제안했다.
주로 컴퓨터가 생성하는 막대한 양의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나타낸다. 빅데이터 개념은 1980년 IT 업계에 등장
하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이를 빅데이터란 데이터 획득, 저장, 관리,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도구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2011년 매킨지(Mckinsey)가 빅데이터
시대를 처음 언급했다.
Viktor Mayer-Schönberger \Kenneth Cukier가 쓴 ≪빅데이터 시대≫에서 빅데이터를 하나의 방법으로 삼았
는데, 이런 방식은 데이터 분석으로 임의로 분석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Viktor & Kenneth, 2008)이 외에
도 많은 학자들은 빅데이터가 양적 측면에서 세계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시장구조를 개선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중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빅데이터는 3V-volume(수량: 데이터 생성량과 저장량이 규정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말한다.), velocity(속도: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수요가 높다는 뜻이다.), variety(다양성: 데이터 형식이 많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이다)에서 4V-3V+value(데이터 가치: 데이터 간의 연관 가치가 높음을 뜻한다)로, 그리고
5V-4V+veracity(진정성: 데이터의 완전성이 더 진실하고 조작이 어렵다는 뜻이다.)의 변화를 겪었다.

2.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분산 컴퓨팅의 일종으로 거대한 데이터 컴퓨팅 프로세스를 네트워크 ‘클라
우드’를 통해 수많은 작은 프로세스로 분해한 후, 여러 대의 서버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이러한 작은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얻고 사용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빠른 분할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 컴퓨팅의 효율성을 높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빅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한다.

3. 인공지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영문 약자는 AI다. 사람의 지능을 시뮬레이션하고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론, 방법, 기술 및 응용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새로운 기술과학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베
이스에서 가치 있고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은 지능의 실체를 파악하고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로 로봇, 언어 인식, 이미지 인식, 자연 언어 처리, 전문
가 시스템 등이 있다.

Ⅱ. 응급관리에 관한 개념
1. 돌발사건
돌발사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이미 사회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 공공위생 사건, 사고재난, 사회안전 사건 등이 모두 돌발 사건에 속한다. 그 이해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갑자기 발생한 사건의 발생 및 발전 속도가 빠르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을 대표한다.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혹은 갑자기 발생한 중대한 사건을 말한다.돌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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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 지속성 복잡성 파괴성 위험성이 있다.

2. 응급관리
응급 관리의 개념은 특히 중대한 사고 재해의 위험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대응 메커니즘이다. 응급관리는 특히
큰 사고 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제기해야 한다.
응급관리는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돌발사태의 사전예방, 사고대비, 사고대응, 사후복구 및 복구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학, 기술, 계획 및 관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중의 생명, 건강,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통합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관련 활동을 말한다.

3. 신세대 위기 특징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는 중국 응급관리의 현대화 길’는 현대화 위기의 새로운 특징이 언급되어 있다. 응급관리의
혁신이 보다 적응적이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위기를 잘 다룰 수 있다는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Xue, 2020).
(1) 글로벌화의 개방적인 배경에, 선진적인 교통수단은 위기의 전파 범위를 더욱 넓게 하고 전파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한다.
(2) 인류 현대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산업구조 복잡화, 인터넷 신기술, 공업4.0시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가
점점 더 거대화, 심층, 고파괴화하고 있다.
(3) 새로운 위기의 복잡화, 다양화, 복제 불가, 다차원적인 파생 재해, 불확실성 제고이다. 행동 사슬의 복잡함이
미지의 위험 발생 확률을 증가시켰다.
(4) 정부로선 위기 수습의 시간이 짧아야 하고, 위기 처리의 전문성과 과학적 요구도 높아야 하며, 사전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한다.
(5) 개인적으로는 위기의식을 갖고 합리적 가계자금을 조달해 미래 전망을 단축하고 자신의 위기 적응력과 자구력
을 높여야 한다.

4. 전통적인 응급 관리 프레임워크의 작동 불능이다.
｢빅 데이터 시대 중국 응급관리의 체계 변혁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보고서에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전통적인
응급 관리 틀의 부분적인 무효화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을 함께 제시했다.(Wu, et. al. 2016)
(1) 유한이성은 의사결정 과정의 천연적인 결함이다. 전통적인 경험주의의 부재, 새로운 위기 복잡성, 불확실성
등은 사람의 경험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2) 전통적인 응급관리는 대처가 중요하고, 예방이 용이하며, 예방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취약하다. 새로운 위기의
복잡성과 짧은 반응시간으로 인한 응급관리는 더 일찍 예방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3) 응급협동체제가 미비하고, 현대의 위기 발생은 흔히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파생위기가 동시에
발생한다. 너무 세밀한 전문부문 구분이 장벽이 형성되고, 조직 조정성이 떨어지며, 직권 범위가 모호하다.
(4) 시장 메커니즘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물자 배치를 최적화하여 돌발사태 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다.
(5) 사회참여도가 낮으면 재난이 전적으로 정부조달에 의해 발생하고, 민간단체, 지역사회 역량 등의 활용도가
낮으면 정부가 민간단체 역량개발, 자원봉사자 모델 연구 등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Wang & Sun, 2019). 이렇게 하면 재난에 대비할 때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정부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마인드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전통적인 응급관리 부실을 해결할 수 있고, 빅데이터 마인드
가 제공하는 새로운 관리 논리는 조직적으로 가로세로로 연결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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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이면 응급관리가 보다 예견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Ⅲ. 선행연구
응급관리의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는 복잡한 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 CAS)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CAS는 복잡성 이론의 한 갈래로, 복잡성 이론의 최신 발전을 대표한다. 그것은 정보가 적응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Holland, 1994). 이 시스템은 능동적인 적극적 조절을 제창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미시 주체
와 거시 주체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특징은 응급 관리 목적 방법과 대체로 같다.
2000년대 미국 응급관리 연구의 Louis학자는 CAS의 사상을 응급관리 연구에 도입하여 응급관리를 대규모, 이질적
인 행동주체의 정보 수집, 교환, 공유라는 복잡한 적응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상호 적응하며, 협동 행동을 이루어내고, 사회 시스템을 ‘혼돈’에서 ‘질서 있는’로 복귀시킬 수 있었다(Duan, 2018).
이 이론은 1990년대 이래 거의 모든 응급관리연구의 이론적 진전을 포괄하는 폭넓은 포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에 제기되어 발전된 종합응급관리(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CEM)이론 이후 가장
통섭적인 이론의 틀이다.
이 이론은 중국에서도 적절하다고 인정을 받았다. 중국의 응급관리는 총체적으로 복잡한 적응 시스템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기술의 적용을 통해 행동주체들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행동주체들 간의 상호 적응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응급관리의 시너지 수준과 집단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Information Technology for EmergencyManagement: Report”의 보고서는 정보기술(IT) 기반 비상사태
처리 플랫폼(Congress, 1984)으로 공식 자리매김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 검색’ ‘정보 저장’ ‘응급통신’ 등의 시스템이
유사시를 관리할 때 예방감소 역할을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선인의 연구에 기초하여, Heath(1998)는 선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CMSS(위기 처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그리고 자신이 제시한 프레임워크의 진보를 ‘정보’와 ‘결정’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Coombs(2000)는 지속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응급사태 관리 시 정보수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위기예방’
‘위기 대비’ ‘위기대응’ ‘위기회복’ 등 시리즈에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봤다. 당시에
는 빅데이터 개념이 없었지만 두 학자가 위기관리 프로세스의 틀과 정보수집 분석의 융합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응급관리 시스템의 조기 교차로 생각된다.
2003년 SARS 이후 중국은 1안3제(응급예안, 응급체제, 응급조치체계, 응급법제)를 핵심으로 하는 응급관리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응급관리 메커니즘 연구는 진보했고, 연구영역은 넓혔으며, 교차학과는 계속 늘어났으며,
새로운 연구 시각과 방법이 생겨났으며, 창의적인 학문적 성과를 얻어 우리나라의 응급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융칭(张永清)학자들등은 SARS 이후 응관리체제의 논문연구를 평가하면서 2003년 이후 중국 위기관리시스템이
성장기에 들어섰고, 1안3제에 발맞춰 건립되었는데, 당시 연구의 핫이슈는 모두 응급 관리 체제 설계의 불합리와
응급 관리 메커니즘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학자는 당시 응급관리제에 대한 연구
가 열세였고 학문적 개념이 통일되지 않아 새로운 힘을 빌려 위기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Zhang, 2004)
또한 당시 타오바오(TAOBAO) 초기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식이 성공하면서 일부 학자들이 응급관리체계의 데이터
화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중국의 전통적인 응급 관리 체제도 진화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달하여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연구소가 제시한 정의는 획득, 저장, 관리, 분석 면에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
트웨어의 도구 능력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데이터 집합이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1).
빅 데이터(Big data) Gartner연구기관에는 이렇게 정의했다. 빅데이터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야 보다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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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결정력, 통찰력 및 프로세스 최적화 능력을 갖추고, 양, 높은 성장률, 다양한 정보 자산에 적응할 수 있다.
응급관리 플랫폼 건설은 돌발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체계적인 배치와 적절한 장비를 통해 예방적
대응으로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하여 정부의 과학적인 통일지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Jiang, 2011). 이 학자와 일부
초기 학자들은 빅데이터 플랫폼과 장치기술을 통해 응급관리행정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사상은 선진성이지
만 기술과 장치의 도입에 그치고 있어 빅데이터 사고방식에 대한 접근이 적다.
2015년 국무원이 발표한 ｢돌발사건 정보보고 사업의 확실한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切实加强突发事件信息报告
工作的通知｣)와 ｢빅데이터 발전 촉진에 관한 행동요강｣(｢关于促进大数据发展的行动纲要｣), 2017년 국무원 관청이
발표한 ｢정무정보시스템 통합의 공유실시 방안의 인쇄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政务信息系统整合共享实施方案的通
知｣)는 각 정부 부처가 빅데이터 기술을 잘 활용하고, 중대상황 정보의 처리 방법과 전송 수단을 개선하며, 정부
부처 간 공공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정보의 적시에 대한 보고와 전달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빅데이터와 응급관리의 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데이터 배경하의 정부 응급 관리 협동 메커니즘 구축 연구”는 체제와 메커니즘 방면에 중국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위기관리에는 정보 공유, 자원 조달, 조직 협동 등의 방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Zeng, 2017).이 보고는 빅데이
터와 중국의 응급 관리 체제 메커니즘이 더욱 융합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론을 제공한다.
빅데이터와 돌발 공중보건 사례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례를 통해 정부 응급관리에 빅데이터 활용 수단이
성숙하고 주민 협조가 잘 되어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발굴 부족, 조직의 협조가 저조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모델 확대, 빅데이터와 사회통합력 제고, 빅데이터의 응급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Quan &
Cui, 2020: 1).
“데이터와 응급 관리의 융합 발전 연구”는 중국 빅데이터 응급 관리 영역의 데이터 분석 모델이 부족하고, 인재와
교육 기구의 부족,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특수 단체의 보호 등의 방면에서 시급히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현 단계에서의 응급 관리와 빅 데이터의 융합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사고의 해결을 위한 기초
적인 틀을 제공하였다(Yao & Li, 2020: 1). 상술한 두 편의 코로나19가 출현한 후, 응급 관리와 빅데이터 활용의
현황에 대해 문제를 분석한다. 한 편은 프로세스 최적화, 기술 응용의 실제 하드코어 문제, 또 다른 편은 프라이버시
와 공개 등의 소프트코어 문제를 분석한다. 두 편의 문장 모두 의미 있는 건설적 의의가 있고, 저는 상술한 문장의
구상을 결합하여 내몽골 사례 연구를 통해 문제와 건의를 진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3년 이래 중국 응급 관리 체계의 발전과 연구는 이미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문헌 연구
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안 3제의 틀을 기초로 체계화, 과학화, 이론화된 연구의 보완을 이루어 왔다.
(2) 연구와 신기술의 결합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다.
(3) 연구는 단순히 외국의 경험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이론적 연구를 하는 것까지다.
(4) 중국 응급관리는 주로 위기 발생 후의 효율적 해결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기에 대한 예측과 예보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5) 연구의 초점이 너무 집중되어 사회 속 개성있는 사례와 특수한 사람에 대한 연구 사례가 적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빅데이터 시대와 융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6) 학자들이 문제 발견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약한다
(7) 연구 분야 간 벽, 학과별 연구 분야별 연결이 잘 안 돼 있다. 예를 들어 응급관리 전문가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알지만 빅데이터의 구체적인 기술방법은 잘 모른다. 또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기술을 애용하지만
빅데이터의 응급관리에 대한 거시적인 통제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자료
수집이 종종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데, 한편으로는 자료가 거시적인 시야가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자료가 미시
적인 세부사항을 잃게 된다.

311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Ⅳ. 응급 관리와 빅 데이터의 융합
1. 응급관리의 빅데이터 특징
(1) 실시간 동적
재해 응급 관리 과정 중, 빅 데이터 재해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화하여 대량의 실시간 다이내믹 데이터 정보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데이터 성장 속도가 빠르고 흐름 속도가 빨라 매 순간의 정보는 서로 다른 재해 피해 상황을
반영한다.

(2) 다차원다근원
응급 관리 데이터의 출처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방대하며, 구조가 다양하며, 다차원, 다중 채널, 다중 구조의 빅
데이터로, 통계 보고서, 일지, 문서, 영상 매체 등의 정규 데이터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반구조화와 비구조화 동적
데이터도 포함한다.

(3) 수요 긴급성
응급 관리 빅데이터는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재해 정보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적시에 돌발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4) 복제성이 어렵다
재해는 복잡다변하고 돌발적인 재해마다 자신만의 빅데이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재해 간에 관련 데이터를 복사할
수 없다.

2. 응급 관리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역할
(1) 빅데이터 분석을 발전시켜 예방 효과를 높이다
자연재해의 완화는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을 모두 포함한 취약성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물리적 취약
성을 줄이는 데는 공정성, 사회적 취약성을 낮추는 데는 비공정성 조치에 의존다. 빅데이터 분석은 이 두 가지 측면에
서 모두 유용한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재해 조건에서의 대규모 사림들의 행동 규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응급대피소 설치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 도시 공공 인프라의 운영을 최적화할 수도 있으며, 대중적 자구와 구조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안전 생산 사고의 예방 관건은 위험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물인터넷을 통해 중대한 위험원을 정확히 표시하고 동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중대 위험원에 대한 모니터링
빅데이터와 자연재해 모니터링 빅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둘 사이의 결합 규칙을 식별하여 중대한 위험원의
저장 및 운송을 최적화할 수 있다.

(2) 빅데이터 분석을 발전시켜 응급 준비의 적합성을 개선한다
‘돌발사건대응법’의 요구에 따라 응급준비에는 주로 응급예비체계 건설, 비상물자 비축, 비상대 건설, 비상훈련과
교육 등이 포함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응급 물자 비축을 최적화하고, 응급 교육과 훈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안전생산사고 조건에서의 응급물자 수요에 관한 분석으로 응급물자 비축량의 배치와 저장 위치를
최적화하거나, 자연재해나 안전생산사고 조건에서의 대규모 인파의 행동규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응급훈련과 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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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응급 대응의 효율성을 높다
실천 중에 응급 대응에는 보통 10여 개의 항목이 포함된다. 지휘와 조화, 정보발신, 피해평가, 재난물자 발급감독
과 감사 등 정보에 민감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자 비축 빅데이터와 자원 수요
빅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통한 지휘와 조정의 정도 향상 조기경보 확산 메커니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배포의 효율성 제고 인터넷 여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지휘 조정 정보 배포 개선, 구호물자 배포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다.

(4)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회복을 촉진다
회복의 핵심은 공부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의 여론 빅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의 여론
빅데이터의 감정분석, ‘자구름’(词云) 분석을 통해 응급관리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이슈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빅데이터 응급관리 운용 문제점
(1) 데이터에 대한 총괄 능력이 부족하다(Wen & Cui, 2020). 발생 직후 온라인 검진, 감염표지지도, 커뮤니티
출입관리, 유동인구 통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지만, 여러 앱 사이에 데이터 포맷과 도킹 방식을
통일할 수 없었습니다. 기층에서의 데이터는 제대로 상하 연동되지 않고, 각 부문 간에 데이터 중복 채취를
하여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2) 해당 공공부문의 각 채널에 공개된 정보는 파편화, 불연속, 불완전한 특징을 보이다.
(3) 대량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부서와 기업에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공안부문에서 개인 정보, 행동 궤적,
통신회사에서 연락처, 소비 기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문에서 여행 기록을 파악하고, 많은 제3자 앱도
개인의 지불,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부처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에는
벽이 있습니다(Yao, 2020). 너무 분산된 데이터는 통합할 수 없으며, 각 부서마다 제어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정보 전송 제도와 데이터 전송 양식이 서로 다릅니다. 각 데이터 대 시간, 위치, 궤적 등의 묘사는 규범적이
지 않습니다. 데이터 액세스를 지원하는 표준 규범이 없다.
(4) 데이터 발굴의 깊이와 향상된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 품질에 대한 데이터 발굴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5) 인터넷 쇼핑와 물류 플랫폼, 온라인 교육 및 업무 플랫폼 등 비즈니스 플랫폼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개발한 데이터 플랫폼과 앱은 제3자 앱에 비해 부족하다.
(6) 데이터 보호가 미흡해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 사생활 노출, 불법적인 여론 조작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 휴대전화를 쓸 줄 모르는 노인, 휴대전화가 없는 어린이 등 특수 사람들은 데이터 응급관리 시스템에 잘 들어가
지 않습니다.

Ⅴ. 빅데이터의 응급관리 미래 발전
1. 빅데이터 기술공구 속성
(1) 빅데이터와 관련시스템을 응급 관리 체계로 도입하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하여 데이터의 알고
리즘과 속도를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정보 선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결합하여 그의 돌발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자원 배치 루트를 최적화하여 자원 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블록체인(Blockchain)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한다.
(2) 데이터 수집 분야: 시스템을 통합한 다원적 정보 수집, 선진 기술을 이용한 다차원적인 정보 발굴, 빅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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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보다 입체적인 위기 발전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3) 데이터 정리,분석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선별, 분류, 품질 추출, 저장합니다.
주체 재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입니다. 통합된 데이터 변환 표준과 인터페이스 표준을 수립하다.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샘솟는 방식으로 나타난다.응급 관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한 뒤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4) 데이터 가공 : 데이터를 시각화 가공, 예를 들어 전자재해망 등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쉽고 편리하며 숙련된
데이터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태적인 응급대비책 수립을 통한 응급관리가 더욱
정확해진다.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의 결합은 의사결정자가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 수준을 높인다. 시장의 힘과 사회의 지혜를 발휘하시오. 데이터 개방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아웃소싱 서비스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며, 혁신을 일으키는 힘을 필요로 한다.
(5) 응급 관리 빅데이터의 품질은 분류 데이터의 품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다. 데이터 보안도 중요시해야 한다.

2. 빅데이터 마인드 관리논리
(1) 최상위 결정 사유의 변화,빅 데이터 체계 내에 다원적 공통 참조를 기초로 한 통일된 지도 지휘 메커니즘을
수립하다
(2)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여러 주체가 함께 응급관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거시적인
제어 기능을 발휘하고 개인, 기업, 민간단체 미디어 등이 미시적인 조절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3)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 기술을 통해 조직 내에서의 조화로운 작전, 수평적, 행정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합니다. 수직적으로는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 전 계층이 위기 관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각 학과간의 교감을 실현한다.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발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공신력을 높이겠다.

Ⅵ. 결론
2020년 1월 코로나19가 폭발하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공공위생 사태로 정부의 응급관리에 대한 반응력, 실행력,
효율성, 정확성에 큰 시련이 되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발생 상황판정, 전파경로 분석, 정밀방호 및 후속관리
등에서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 단계에서는 응급관리 체계와 빅데이터 활용의 연결이 원활하
지 않고, 부조화하며,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가 주축이 되고 사회 곳곳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차원의 응급관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빅 데이터 드라이브의 응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다.응급 관리 체계에 빅 데이터 마인드와
빅 데이터 기술을 도입한다.빅데이터의 의사결정 방식을 변화시키고, 조직의 협업 패턴을 최적화하며, 비즈니스 역량
과 사회적 지혜를 빌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를 지향한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데이터를 깊이 있게 발굴
해 데이터 수집에 대비함으로써 데이터의 출처를 넓힐 수 있다.데이터를 규범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여 늘 데이터
품질을 보증한다.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응급관리의 예측가능성과 과학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가공 및 개발하여 더욱 유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품질보호를 통해 응급관리의 안정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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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history is also a tragic history of fighting against viruses. The plague caused by viruses once brought
sad memories to mankind. Smallpox, polio, fibroid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Ebola virus, MERS
and other diseases have not gone far. Every year, 291000-646000 people worldwide die from influenza-related
respiratory diseases. The diseases and disasters caused by viruses are very close to human beings. Understanding
the treatments and mechanisms of viruses helps us understand the facts and respond scientifically. The paper
used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o analyze the various behavioral mental states shown by COVID-19 from
human efforts to prevent and control viruses to the development of the epidemic prevention system, and used
the literature reference metho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the epidemic prevention system
and the cultivation of crisis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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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류 역사 역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운 비장한 역사로, 바이러스가 일으킨 역병은 인류에게 비통한 기억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천연두, 척수회질염(소아마비), 근유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MERS)등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세계적으로 매년 29만1000-64만6000명이 인플루엔자 관련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야기하는 질병과 재난은 지금까지 인류와 모두 매우 가까워서, 바이러스
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대비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논문은 인간
의 바이러스 퇴치 노력부터 방역시스템 발전까지 COVID-19가 발생한 이후 나타난 각종 행동심리 상태를 분석해
방역시스템의 발전과 위기의식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 논의했다.

1. 연구배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왜냐하면 감염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번 전염병은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고, 또 계속
진행 중이다.게다가 최근 몇 십 년 동안, 세계는 사스, 신종플루(H1N1), 돼지독감, 콜레라 등의 유행병을 겪었다.
WHO사무총장은 “코로나 19가 마지막 대유행병이 아니다”며 “세계 각국에 공공위생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다음 대유
행병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게이츠는 한 강연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전쟁이 아니라 고도로 전염되
는 바이러스이며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많은 정력과 돈을 쏟아 부었지만 방역 시스템에
적은 투자를 하고 있어 다음 대역사를 막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염병에 대해 아직 국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2. 연구목적
화재, 지진, 쓰나미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역병은 폭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인류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유행하는 질병을 겪었고, 이는 왜 인간이 면역 질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 킵니다. 만약 전염병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지내야 한다. 주요 목적은 한편
감염병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방역시스템에 미치는 역할 등을 분석하여 감염병 위기에 올바르게 대응과 방역
시스템을 발전에 대해 설명한다. 다른 한편 감염병 위기와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과
방역 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그래프 분석
그래프 분석법은 사회현상의 상황을 통계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 사회현상의 양적인 변화와 규칙성을 각 방면에
서 비교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석법이다.

3.2 문헌 참고법
관련 문헌을 대량으로 참고해 감염병과 방역시스템에 대한 인지 및 방역시스템의 건전성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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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이론적 논의
1.1 위생방역체계(중국)
위생방역은 질병예방통제, 위생감독, 예방기술자문 및 서비스, 기층방역요원훈련과 위생건강교육을 위한 업무기술
지도, 유행병방제, 계획면역, 결핵방제, 성병방지, 기생충병방지, 식품위생, 환경위생, 노동위생, 방사선위생, 학교위
생, 건강교육, 위생점검, 예방의학 등의 내용을 총칭한다.
좁은 의미의 위생방역은 질병의 전파를 예방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하며,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한다.광의의
위생방역은 위생방역소의 위생방역 업무로 위생감독과 질병통제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점차 위생방역으로부
터 위생감독과 질병통제라는 두 개의 독립된 내용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위생방역은 정확히 질병 통제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1.2 감염병위기
전염병은 사람 간 또는 사람과 동물 간에 서로 전염되어 널리 유행할 수 있는 질병으로 여러 경로를 거쳐 다른
사람이나 종에게 전염되는 감염병이다. 통상 이 질병은 공기전파, 수원전파, 음식전파, 접촉전파, 토양전파, 모영전파,
체액전파 등을 통해 전파된다. 전염병의 특징은 병원체, 전염성, 유행성이며, 감염 후에는 항상 면역성이 있는 것이다.
어떤 전염병들은 계절성이나 지방성도 가지고 있다.전염병의 분류는 아직 통일되지 않아 병원체별로도, 전파경로별
로도 분류할 수 있다. 전염병의 전파와 유행은 전염원(병원체를 배출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 전파 경로(병원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로), 감동군(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 등 3가지 환절을 갖춰야 한다. 이
중 일부를 완전히 차단하면 이런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을 수 있다.각종 전염병의 취약 고리는 제각각이다.
예방에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2. 인간과 전염병의 관계
2.1 전염병이 인류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인류 역사의 발전은 많은 요인의 영향과 제약을 받아왔지만, 오랜 기간 역사학자들이 주목해 온 대상은 주로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류의 사건인 데 비해, 인류 자신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염병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비록 어떤 역사 저서에서 전염병을 언급하더라도 기껏해야 인류의 정치, 경제, 군사 활동
의 부속품으로서 한 획을 긋는 것일 뿐인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염병 문제를 처리할 때 이전의 역사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귀감을 찾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역사상의 전염병 문제를 다시 발굴, 검토, 토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
게 된다. 인류 발전사에서 전염병이 맡은 역할에 대해 윌리엄 H. 맥닐은 뺷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뺸에서 “초민보다
먼저 존재했던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할 것이며, 여전히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파라미터이자 결정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썼다. 전염병의 영향의 분석은 주로 아래의 네 가지 방면에서 전개된다. 우선 전염병은
인구의 대량의 사상자를 야기하고, 사회 생산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둘째, 전염병은 공황과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고 대인관계와 도덕적 가치체계를 재구성한다. 셋째, 전염병은 전쟁의 결말에 영향을 미쳐 왕조가 바뀌거나
국가의 쇠망을 가속화시킨다. 또한 전염병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바꾸도록 하였으며, 공중 위생 사업을 중시하고
촉진하였으며, 의학 및 기타 관련 과학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2.2 역사상의 감염병 및 방역 시스템의 발전
전염병의 위력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오랜 세월, 특히 17세기 현미경이 등장하기 전까지 바이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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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견으로 전염병이 무엇이었는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식의 공백이 컸다. 현대과학
이 탄생하기 전 사람들은 다른 불가지사물에 대처하는 방법처럼 신명과 종교가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몰아내면서
오랜 경험 속에서 대처법을 익히고 전염병에 대한 인식도 쌓으려 했다.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격리수단과 검역제도는 중세 시대에 이미 나타났다.그러나 전염병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종종 과학적으로 보이
는 대응방법을 무력화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인간이 페스트균의 유일한 숙주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 작용하는 격리소
와 검역제도는 쥐와 벼룩의 발길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페스트의 전파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도 못한다.
현대 의학이 탄생한 후 인류는 한동안 전염병이 근절될 수 있다고 여겼다.지금까지 불멸을 칭송해 온 사례들은
거의 다 현대 의학이 정착되면서 탄생했다. 1854년, 심각한 콜레라 전염 사건이 영국 런던에서 발생했다. John
Snow는 믿을 만한 통계와 선명한 가시화 도표를 통해 결국 콜레라의 폭발이 오염된 식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
고 콜레라 지도를 그렸다. 정부에 펌프밸브를 옮기도록 설득했다.그의 연구는 전염병학의 발단으로 여겨졌다. 해부
학, 생리학, 세포학, 세균학과 임상의학 등의 영역이 진보하면서 인류를 괴롭히는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었다.20세기
이후 백신이 보급되고 공중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염병 치사율이 크게 낮아졌다. 1796년 영국인 제너(E.Jenner)
가 우두 접종술을 발명한 것도 백신 역사상 첫 번째 백신이 발명되었음을 상징한다. 197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두의 제거를 공식 선언했다.1960년대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기승을 부렸던 이 질병은 인류에 의해 완전히
소멸된 최초의 전염병이 됐다.
천연두 제거의 성과는 인간의 야망을 극도로 확대 시켰습니다. 20 세기 후반에 전문가들은 당시 상당히 실행
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제시해서 지구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제거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천연두는 인간에
의해 극복된 유일한 전염병이다. 이와 함께 인간의 병원체 찾기 기술은 날로 숙련되고 있지만 전염병의 폭발 횟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는 인류의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와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 이동
이 전염병의 빠른 확산에도 편승하고 있다. 세계 전염병 역사를 돌아볼 때 인류 활동의 판도가 넓어질 때마다 전염병
의 확산 범위가 확대된 바 있다. 방역 시스템은 계속되는 감염병에 수반하여 발전하므로, 우리는 결코 바이러스를
경시하고 현대 의학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우리는 감염병을 중시하고 분석을 계속해야만 방역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
킬 수 있다 감염병에 직면해서도, 인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3. 감염병과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분석
3.1 일반대중의 COVID-19에 대한 인식 및 그 심리상태 분석(중국)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는 돌발 공중위생사건으로 선포하
였다. COVID-19는 전염성이 강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민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일반 대중은 정보
에 높은 관심을 갖고 각종 심리 반응을 동반하고 있다. 많은 민중은 전염병이 폭발한 기간에 공포감과 불안감을
나타냈다.

※ Source: 王俊秀, et. al.(2020: 10).

Figure 1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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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상황이 악화되고 방역 및 방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매우 중시하는 비율은
79.1 %에서 81.6 %로 2.5 % 증가했다. 특히 COVID-19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67.6%에서 89.1%로
크게 높아졌고, 이 가운데 매우 중시 비율은 16.9%에서 34.0%로 17.1%포인트 높아졌다. 비교적 중시되는 비율도
4.4%포인트 증가했다.

Figure 3

Figure 4

감염환자의 완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완치율 사망률 수치가 계속 발표되면서 일반 대중은 감염의 치료 가능성이
74.9 %에서 83.6 %로 높아졌다고 믿고 있다. 이 가운데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율은 14.5%에서 21.9%로 7.4%포
인트 높아졌다. 완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비율도 1.3%포인트 올랐다.

Figure 5

코로나 19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전염병의 발전 추세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으로 대중은 전염병에 대해 더욱
낙관적이다. 전염병의 미래 발전이 크게 완화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3.7 %에서 8.4 %로 4.7 % 증가했으
며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본 비율은 14.8%포인트 올랐다.
절대다수의 민중의 방범 의식과 행위가 모두 매우 적절하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는 반드시 착용하는 비율이 11.1%에서 32.5%로 21.4%포인트 증가했다. 방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조치가 기본적으로 정확하다. 바이러스에 대해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인식도 강해졌다. 마스크 착용, 귀가
후 손 씻기, 기존 회식, 여행, 친지 방문 취소 등 효과적인 방역 조치의 필요성과 실제 행동 비율은 95% 이상에
달했다.
도표 분석에 따르면 민중은 초기 공포와 불안감에서 안정되고 COVID-19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는데, 이는 정부가
신속하게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과 방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방역 작업의 전개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병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염병 위기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전염병 예방이 여전히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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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분석
① 중국: 예방위주
1953년 시작된 중국의 방역체계는 건국 초기부터 위생방역검역에 관한 기본방침과 법규를 다수 공포했다. 2003
년 초 중국이 갑자기 사스에 노출될 당시 질병 통제체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는 다시 질병 통제기구의 인프라와
설비 업그레이드를 강화하고 전염병 응급 메커니즘과 능력 건설, 관련 법규 정비 등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전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고, 인터넷 직보 시스템을 설립하다.2004년 이후 인터넷에 기반한 전염병 인터넷 직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주요 질병 전담 모니터링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인터넷 직보의 전염병 조기 자동경보시스템이
구축됐다. 예방 위주 백신으로 전염성 질병 대응, 전염병 방역체계의 또 다른 요소는 예방접종, 면역접종을 통한
기존 전염성 질환의 예방이다.
② 일본：인구 수에 따라 CDC 밀도를 설립
일본은 감염병의 예방과 통제가 좋은 나라 중 하나이며, 19 세기 후반에 “감염병 예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 차례 수정되었으며 한 세기 동안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급 공중보건단체는
국립병원, 국립공중위생원, 국립요양소 등을 포함한다.47개 도도부현에는 현립병원위생연구소보건소 등이 있다. 전
염병 방역 체계에 대한 일본에서 각 부처와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설치된 보건소
는 전염병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미국: 체제 완벽, 위생선교
국가전염병센터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산하 기관으로 미국 및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이 센터는 주(州)지방정부 등과 합동으로 역학 모니터링과 조사, 역학 및 실험실 연구,
교육 및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전략을 수립평가 및 보급하고 있다. 국가전염병센터는 21개
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들 감시 시스템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특정 전염병을 감시하고
정보를 배포한다.국가전염병센터 모니터링국은 침입성 세균 질병과 음식물 전파 질환을 포함한 전염병 활성화 모니
터링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이 밖에 미 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방역 홍보에 신경을 써 CDC는 방대한 양의 예방
상식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 전문가 등을 수시로 커뮤니티에 불러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④ 경험과 계시
전염병 통제대 양성: 통제대의 양성은 교육과 훈련의 양면에서 시작하여 유행병학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임상진단, 응급능력을 제고하며, 유행병학대학원을 파트너와 교환하여 국제적인 유행병학인재를
양성한다.
위생 선교 사업을 강화하고 건강 교육, 자문 등을 전개하여 전염병 예방 지식을 보급하다.
전염병의 유행을 감시하는 간접적인 지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다. 재래식 전염병 감시 업무의 부족을 보완하다.

4. 감염병 위기 발생 후의 사고와 건의
논문 앞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보면 돌발적인 전염병 발생에 직면하여 우리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논문에서 윌리
엄 H. 맥닐이 전염병에 대해 경고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술, 지식 및 조직은 변할 것이지만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은 변할 수 없다. 초민보다 먼저 존재했던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할 것이며, 여전히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파라미터이자 결정 요인 중 하나가 될 것.” 병원성 미생물의 생사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전염병도 시종 우리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활력과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번에는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재심할 때가 됐다.
어느 정도 바이러스는 생태적 불균형에서 비롯된다.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파괴행위는 생태적 불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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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인이다. 인간의 무절제한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인류의
자연에 대한 과도한 착취로 인해 야생 동물은 깊은 숲에서 숲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바이러스가 숙주를 바꿀 수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야생동물 탐식에 따른 사냥, 가공, 제조, 식용 등의 활동으로 신종 바이러스와의 접촉 확률도 높아
졌다. 생태 불균형은 한편으로는 일부 야생 생물의 바이러스를 인류에게 직접 전파하게 한다 한편, 바이러스의 진화
를 촉진하여, 질병 발생성, 항원성, 전파 경로와 감염 숙주 유형 등의 방면에서 변화하여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고,
원생 숙주에게 무해한 일부 바이러스가 종의 장벽을 넘어 인간에 감염되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폭발, 유행,
전파되는 것이다.
자연을 떠나 우리의 방역도 부족한 게 많다. 예를 들면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사태. 발생 초기에는 공중위
생시스템과 행정관리시스템이 각종 소문과 돌발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확인에 나서지도, 부인하지도 않아
공포심리를 증폭시켰다. 일부 지역의 은폐 보고로 초기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면서 소규모지방형 전염병이 인구이동
을 거쳐 전국세계로 전파됐다. 한편 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돌발적인 공중보건 사태에 대한 인식과 제도,
지원조치가 부족했다. 응급 시설과 인력 측면에서 보면, 사스가 폭발했을 때 많은 병원은 SARS를 감염병으로 분리⋅
관리하지 않았다. 병원의 교차 감염 현상은 매우 심각했다. 전염병 초기 및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의료진이 감염되었고,
병원은 다량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시설과 침대가 부족하고, 원내 감염에 대한 통제와 의료진의 자체 방호도
미흡하다.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의견이 있다.
①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범적 문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비교적 완전한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예안과 비교적
잘 갖추어진 응급예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층별, 각종 돌발 공중위생사건에 상응하는 예안 또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의료기관 건설에는 전염병 전문병원, 종합병원의 전염병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독립된 전염병
병원과 전염병 병구는 환자와 밀접 접촉자의 격리 치료나 관찰에 유리해 병원 내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③ 교육도 위생 습관을 바꾸는데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예방의식, 위험의식을 높이고 예방기능을 익혀
위생질서를 준수한다. 또 개인의 위기의식을 높이고 감염병 위기와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④ 갑작스런 공중 위생 사건의 응급 처치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과 조치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건설 응급 관리국를 강화하면 돌발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과 중추적 지휘 기관이 있을 수 있다. 돌발적인 공중
위생 사건의 응급 처치 능력을 한층 높이다.
⑤ 다자주의를 고수하고 전 세계의 관리를 완벽히 하다. 각국의 이익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류의
운명은 동고동락한다. 국경도 민족도 가리지 않는 글로벌 감염병 위기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아졌다.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다.(중
국 외교부장 왕이王毅)

Ⅲ. 결론
방역체계의 작은 허점도 치명적일 수 있고, 대규모 전염병 유행이나 사회적 공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의
공중보건체계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발생 이전의 예방적 통치, 구체적 방안의 조작 가능성과 실효성
등은 여전히 보완할 여지가 있다.COVID-19는 세계 방역체계에 경종을 울리고 방역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직접적인 동인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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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ID-19 is a respiratory infection that spread to China and the world after it first occurred in Wuhan, China
in December 19th. There are currently nearly 60 million confirmed cases of infection worldwide. As the northern
hemisphere enters winter, the global epidemic of COVID-19 has accelerated, with an average of more than 500,000
newly diagnosed cases worldwide in the past 30 days. COVID-19 is a global public health emergency in recent
years. Public health emergencies concern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soc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crisis
management that occurred is a major test for government departments. How to improve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the crisis transmission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further do a good job in crisis management
is a problem worthy of attention and research. The anti-epidemic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is crucial to the development trend of infectious diseases.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is study. From the discovery of COVID-19 in Asia, China and South Korea have gradually stabilized.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come the epicenter of the epidemic. What kind of epidemic prevention
policies have the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adopted? Why has the COVID-19 become an epidemic worldwide?
Why is the condition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South Korea and China
remain stable for a long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important the government's epidemic
prevention policy is to epidemic control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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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진 보고자가 있었다. 짧은 관 한달도 안돼고 한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다. 그다음에 여러 나라 확진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됐다.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증-19(COVID-19)는 감염자의 비말(침)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에 침투할 때 전염된다. 감염의 경우
약 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이 주요 증상이
지만 증상이 없는 감염 사례도 드물다. 초기에는 원인 불명의 호흡기 전염병만 알려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9일 이 폐렴의 병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이라고 발표
했다.
이후 감염 확산 추세가 계속되자 WHO는 1월 30일 국제 공중위생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두 달도 안
돼고 185개국, 5개 대륙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코로나19 이미 여러 나라와 지역 정부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임무가 되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에 코로나
19에 대해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제외 세 번째로 세계적인 대유행병(pandemic)을 선포했다. 코로나바이
러스 가문은 금세기 세 번째로 전 세계를 휩쓸었다. 코로나19는 이전 두 차례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르고 사망률이
높다.
북반구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12월 초 현재 전 세계 누적 감염자
는 6000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 30일 새 전 세계 감염자는 하루 평균 50만 건이 넘는다. 지난 11월 이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루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환자는
10월 19일 4000만 건을 넘어섰고, 11월 8일에는 5000만 건에서 5000만 건으로 승격하는 데 20일, 5000만 건에서
6000만 건으로 승격하는 데 17일이 걸렸다. 미국의 누적 감염자 수는 12월 초 현재 1380만 명, 매일 20만 명이
새로 확진됐다. 지금까지 미국은 27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고, 병력사망자수는 세계 최고다. 분당 1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미국은 하루 감염자 수가 적지 않은 나라들의 감염자 수를 모두 합친 숫자다. 또 기저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감염자 수 상승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대형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최초 코로나19 발생의 중심에서 오늘날까지 국내의 현황이 거의 안정되고 세계 전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해외 입국 확진자을 제외하고 중국 국내에서 코로나19 거의 억제됐다. 또 최초 코로나19 발생후 가까이 지속된
한국은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코로나19의 발전이 완만하다. 비록 한국 코로나19가 항시 반복하더라도 전체
적으로 막을 수 있다.중한 양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1.2. 연구의 목적
코로나19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돌발적인 공중위생 사건이다. 갑작스런 공중위생 사건은 국민의 이익
과 사회의 발전에 관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위기에 대한 처치는 바로 정부 부서에 대한 일대 시련이다.
어떻게 정부의 돌발적인 공중위생 사건에서 위기 전파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위기관리 업무를 더욱 잘 할
것인가는 중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정부가 전염병 재난 중에 실시한 방역의 정책은 전염병의 발전
추세에 매우 중요한다. 이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원인이다.
코로나19는 처음 중한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고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중증지역이 되기까지 각국 정부는 어떤
방역정책을 취했는데, 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되었을까? 왜 미국의 코로나19 심각해지고 있는지,
중국은 오랜 시간 안정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정부 뭐했는지? 이번 연구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전염병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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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당양한 사례 분석법과 비교분석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다. 자료는 수집하고 중한 두 나라 정부의
코로나19 발생 시 방역정책을 분석하고 미국이 방역정책도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방역정책이 달라지는
전염병 발전 추세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단계에서 미국이 코로나19 발생 재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 가
된 원인을 분석한다.

2.2. 연구의 범위
본 문서의 연구 범위는 한국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사건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이다. 코로나19은 이제 한 국가만
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 정부마다 다른 방역정책를 하고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정책이 코로나19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Ⅱ. 본론
1.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
1.1. 정부의 정책 결정
정부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염병 모니터링과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최근 통과된 법은 정부 부처의 자원 배분과 데이터 수집, 공공과 사영 부문의 이익을 동원한 관련자
들의 전염병 대응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틀을 마련했다. 전염병 예방 억제실 지응 및 치료검역 등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다.
역학 분야 인력 증원과 교육을 통해 한국질병센터의 역량도 강화됐다. 이 센터는 리스크 평가, 비상 행동, 위기
홍보, 그리고 파트너 조율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었다. 각 병원도 자체 전염병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강화하여,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추었다.
COVID-19는 한국 최고 수준의 전염병 경보를 촉발시켰으며 총리가 직접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염
병 대응을 기획하고 지도했다. 한국질병센터는 각 성 시청과 각급 병원을 통합해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각 지방정부
도 이미 지방방역대책센터를 설치해 중앙부처와의 조율을 맡고 있었다.

1.2. 정부의 방역 조치
1.2.1. 정부의 신속한 관여 정책이 시행되었다.
① 한국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에 대비하는 데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번에 코로나19에서 각급 정부는 미리 준비를 마쳤다. 첫 확진 사례가 나온후 일주일 만에 관계관들은
여러 의약 생산업체 대표들을 만나 양산 가능한 바이러스 검사용 테스트베드 개발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
며 긴급 결재를 약속했다. 이후 2주 동안 한국은 매일 수만 개의 검측제 케이스를 생산해내 대규모로 정밀
접촉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약 상자 부족 사태는 없었다.
② 올해 2월 신천지 집단 감염 첫 유행 후 한국 정부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수퍼 전파자’로
알려진 31호 확진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확정되자 각급 정부가 이 교회 신도를 찾는 작업에 나섰다.한
국 전염병의 폭발은 신천지교회의 은폐밀착 선교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 등을 포함해 이 교회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어졌다.관련 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이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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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 신도 명단을 최대한 빨리 파악했다.
③ 지난 8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촉발된 제2의 대유행 속에서,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클럽 출입 인원
명단을 입수하고 관련자들을 격리 검사하였다. 유흥업소 영업을 정지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④ 한국 정부는 대규모 집결 행사를 제한하고 각급 학교와 유아 히토센터를 폐쇄했다. 집중적인 발생지에 따라
중점 통제 구역을 지정하여, 더 많은 자원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였다.
1.2.2. 빨리하게 안전하게 핵산 검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초기에 이미 한국은 4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월스트리트저
널은 한국이 전국 633개 테스트포인트에서 하루 2만 명에 이르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테스트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유동성 있는 검사소는 병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켰다.
샘플은 118개 실험실로 운송되어 약 1,200명의 전문 인력이 검사를 분석하였다. 진단에 6시간이 걸렸고 환자는
1일 이내에 진단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민일보도 “한국이 빠른 속도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시약 케이스의
충족, 차량용 진단 방식, 저렴한 검사 비용 등이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피감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떠나지 않고도 신청, 진료, 요금 납부, 체액 채취 등 4단계를 수행할 수 있어 전체 시간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한국은 한 번에 16만 원씩 체 검사하는 데 비해 접촉자, 증상이 뚜렷한 사람, 신천지 신도 등은 무료로 검사를
받았다. 후기에도 다른 공공장소 감염자 관련 접촉자에 대해 무료로 핵산 검사를 했다.
1.2.3. 현대 IT⋅통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방역 추적에 나섰다.
① 한국 입법 기구는 정부가 양성감염자들로부터 휴대폰, 신용카드 그리고 다른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행적을 재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숨기는 이러한 정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감염자와 교집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했다. 환자 행적도 인터넷에
공개돼 지도를 펼쳐놓고 위치를 입력하면 인근 확진환자를 표시하는 코스, 커피숍, 호텔 등의 정보가 뜬다.
이 같은 조치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이 얻은 교훈이다. 한국 정부는 긴밀한 접촉자들을 신속히 고정시
키고 이들에 대한 격리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의 확산을 피할 수 있었다.
② 한국 정부는 많은 사무실 빌딩, 공항, 호텔 그리고 대형 건물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열을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고 있었다.
③ 정부는 외국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반드시 다운받아 건강정보를 매일 꼬박꼬박 입력하도록
했다.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앱은 공항항만 안내판과 특별입국신청서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방문하거나 2차원 코드를 스캔해 내려받을 수 있다.매일 오전 10시에는 발열이나 기침,
인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입력해 달라고 미룬다. 건강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앱은 오후 2시-4시에 다시
알림을 보냅니다. 입국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방역 부서에서 전화로 추적한다.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은 행정안전부, 각 지방정부, 경찰청 등이 추적한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한, 영, 중등
여러 언어 버전을 제공하는 앱이다. 정부는모든 입국 여행객들은 비행기 객실에 건강상태 조사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핵산검사을 받아야 하고,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진과 진단을 받아야
하며, 입국자는 한국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 조치는
국외 입력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차단하여, 입력 병환을 낮추었다.
1.2.4. 단계별 진료로 위중한 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한국은 모든 감염자와 격리자를 병원 치료에 투입했다. 이후 확진환자와 격리자 수가 급증
하면서 의료자원이 크게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시에서 여러 명의 환자가 병원 침대를 기다리
던 중 숨졌다.
이후 한국은 빠르게 대응책을 조율해 ‘분단 치료’로 전환했다. 증상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집에서 치료를 받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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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을 정말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물려주었다. 정부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상 부족을
겪자 수술 체계를 바꿨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확진환자의 약 80%가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단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경중최중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중증 환자만 음압 격리병동이나 거점병원에 배치해 치료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방실병원’ 같은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 교육원기업직원숙소 등을 리모델링해 경증 환자를 집중
격리치료했다.
1.2.5. 방역 정책을 위반한 자는 입법을 통해 처벌하고 생활방역을 중시한다.
① 정부는 대규모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방역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 방역 당국은 매일 두 차례
최신 역학을 발송하여, 중요도를 높이고, 새로운 병력이 발견되면 한국인들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고, 긴급경보
를 발령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은 시간당, 심지어 매 분마다 그들이 탄 버스,
승하차 시간과 장소,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지하철역 공고와 스마트
폰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그날의 전염 데이터를 알려 주었다.
② 정부가 ‘사교거리 유지 운동’을 시작하면서 각 지자체는 PC방노래방학원 등의 시설을 폐쇄했다.
③ 정부는 긴급 입법으로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타격이 커졌다.
1.2.6. 중국 정부와 합작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한중 양국은 항역 기간 중 처음으로 연합방위체제로 상호전염성 ‘제로 입력’을 기록했고, 5월 1일에는 중요 수요자
가 왕래하는 ‘빠른 통로’를 먼저 열어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보장했다. 한국은 중국의 항격전을 흡수하고 본 경험을
통해 빠르게 진압했다.
1.2.7. 수능시험 첫 연기, 분리수업
예년 한국 수능시험은 11월 셋째 주에 치러졌다가 올해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반 수험생, 가정 격리 수험생, 감염 확진 수험생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일반 수험생은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해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자택 격리 수험생과 함께 발열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격리 병동이나 격리 시설에서 시험을 본다.

1.3. 정부의 방역 정책 개선방안
한국 정부가 방역 대책을 추진했지만 최근 한국 국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3의 대유행’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겨울 들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존재해서 방역이
더 어려워진다. 그것은 한국 정부와 인민에게 도전이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국한되지 말고 방역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 단계를 높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확산세가 제대로 진정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동시에
국외입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외부 입력 내부 확산 등의 위험을 계속 방지해야 한다.

2.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
2.1.정부의 정책 결정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1차시기 최고 의사결정 지도자 체제를 구축했다. 중앙정치국 및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대 결정을 내리고,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실무 지도반을 구성하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산하에 업무를 전개하였
다. 후베이성성 등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에는 지도팀을 파견해 후베이성의 전면적인 방제강화 작업을 담당했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인민 군중의 생명과 건강, 즉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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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항격에 강한 리더십을 제공, 근본적인 준수와 과학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각 부서가 연합하여 방어하
고 연합하여 각 성의 시에서 1급 응답 체제를 가동했다. 전염원을 효과적으로 발견, 제어 및 격리하여 전파 경로를
차단했다. 우한시 봉성은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으로 전국 다른 성에서의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2.2. 정부의 방역 조치
2.2.1. 사회적 합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2.2.2. 적시에 전면 공개되는 투명한 발표하고 민중의 이해 강화했다.
① 일상적인 뉴스 발표 체제를 구축하여 첫 번째 시간에 전염병 발생 정보를 발표하였다.
② 정확한 전염병 분류정보를 적시에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코로나19 데이터 일 보제도가 가동된다. 확진환자
의심사례 완치 및 사망사례 등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상세히 방송하였다.
③ 역사에 대한 책임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병례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정보공개가 투명하고,
데이터가 정확하며, 코로나19 조기수치능력 부족으로 인한 지체, 보고누락, 재보고, 오보현상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코로나19에 관한 빅 데이터와 역학조사를 조직하고 있었다.
④ “발진 지도”를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응급 응답 정보를 알려주었다. 각 지역이 빅데이
터 기술을 이용해 발표하는 ‘신종지도’는 지역 이름과 주소, 위치를 통해 전파 장소, 거리, 인원 등을 표시하고
상황별 응급 응답과 통제 경보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교통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3. 통제방지 과학지식 보급했다.
① 여론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 전체의 과학적 방제 의식을 강화시켰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통풍
등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대중적 방호조치를 전면 보급함으로써 자기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② 조작성이 강한 “컨트롤 가이드”를 발표하고, 공적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도를 실시했다. 공중이 효과적으로
방호술과 방호 수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시기적절하게 심리적 관여를 하여, 민중이 올바르게 직면하도록 유도했다.
2.2.4. 주류 언론의 여론 선도 강화 및 여론몰이
① 신문은 중대 방침정책과 배치전략을 심층 홍보하고, 항격정신력을 결집해 전국적인 상하반전동원전시배치,
전면적인 방제태세 강화에 힘쓰고 있었다.
② 대중 전파와 인터넷 매체는 맞춤형 유도를 강화하여, 민중의 불안⋅공포심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다.

2.3. 사회 격리와 교통 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격리방식 위주의 비의료적 관여는 중대한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전례 없이 대대적인 공중위생 대응을 실시해 심각한 지역의 전염원을
차단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면적 방제’에 들어갔다.
① 1월23일부터 76일간 우한시를 ‘봉성’했다. 동시에 우한시 및 후베이성 여러 곳에서 시내의 공공 교통을 일시
중지하여, 바이러스의 전염원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②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해 상이한 교통 통제를 실시하여 후베이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였다. 다양한 수단으로
인원의 집중과 교차 감염을 피하였다.
③ 레크리에이션 여가성 공공장소 폐쇄와 공공서비스 시설의 통제 강화가 명령되었다.대중소기업의 재택근무를
추진하였다. 여러 가지 대중집중적 활동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다. 전국 개학 시간을 늦추고 온라인 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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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대체하였다.
④ 지역 사회의 폐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각급 지방 정부는 사회 격리 배치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민중이 거주하
며 자발적으로 격리 요구를 실현하였다.

2.4. 배사 검지와 동적 모니터링 정책이 실시하였다.
① 지역 사회 단위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사회의 전파를 방비하였다.
② 시약 카트리지의 공급 능력을 증강시켜, 검출 수준을 향상시켰다. 검출 속도를 증강하고, 검출 사이클을 단축하
고, 검출 품질을 확보하였다.
③ 전국에 걸쳐 등급별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저위험 구역은 주로 입력을 방지하고, 생산 생활 질서를 적시에
회복하며, 중위험 구역은 외부 입력⋅내방 확산⋅내방하여 순차적으로 조업을 재개하고, 고위험 구역 내에서는
집중적인 확산 방지하였다. 세그먼트 정책 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
④ 유행병학 조사팀을 조직하여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였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방제를 강화
하여, 전염병의 반등에 대비하였다.
⑤ 가장 엄격한 발열 인원에 대한 조사 조치를 취하고, 발열 인원에 대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였다.

2.5. 적기 조정 의료 구조 정책을 시행하였다.
① 방실병원과 벌컨산 뇌신산병원이 빠른 속도로 건립됐다. 병의 등급에 따라 병원을 설치하고 환자의 입원 치료를
배정하였다.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차단했다.
② 치료 방안을 보완하여 치료 수단을 최적화했다.
③ 전통적인 중의약은 전 코스에서 치료에 참여하였고, 중양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하여 치료하는 방안을 채용되
었다. 사망 사례를 최대한 줄였다.
④ 환자 의료 치료비용 보장을 강화하여 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6. 자원조달과 물자보장 정책을 시행하였다.
① 전국 의료진이 후베이성을 분할 지원했다.
② 의료 물자의 생산과 공급과 의료 지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③ 생활 물자의 공급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인민의 기본 생활을 확보했다.
④ 정부는 기업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공공 안전 리스크에 따라 조달함으로써 방역 물자의 가격을 시장화
하고 올리는 투기를 잘 피하였다.

2.7. 관련 법규를 반포하여 위기 재발을 근절하였다.
코로나19 중국에서 발발한 이후 정부는 야생동물보호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야생동물의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근원적으로 중대한 공중위생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였다.
중국은 현재 국외에서 병력을 입력하는 국가가 끊임없이 증가해 전파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선 운항
관리를 강화하여 질서 있는 분류를 유도하였다. 국제선은 탑승 전 체온 검사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증상이 있는
승객은 탑승이 금지돼 있다. 허위보고자는 반드시 법적 제재를 받고 신용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입국자는 반드시
혈청 IgM 항체검사와 핵산 검사를 통해 양음성 결과증명서 있어서 입국할 수 있다.입국 후 관리하며 14~28일간
집중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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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역 정책
3.3.1. 미국 코로나19 현황 분석
앞서 12월 초 현재 미국 전역에서 1380만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주 약 100만 명씩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험한 급증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대규모 접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감염자 중 사망자가 27만 명을 넘어서면서 병력 및 사망자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상반년 코로나1차 유행할 때는 뉴욕 주에서 코로나19으로 숨진 시신을 냉장차로 방치했지만, 지금은 가을겨울에
2차 유행 발생이 1차 때보다 더 심해졌다. 미국의 많은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입원한 환진자가 급증하여, 병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빈 침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시 안치할
곳이 없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
미국은 이미 수많은 실업자를 발생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입원이 없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인들은
더 많은 음식을 원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제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추수감사절에는 하루 수백만
명가량이 다녀가는 미국에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3.3.2. 미국이 방역하지 못한 원인
① 코로나19에 저항할 최적기를 늦췄다.
미국질병관리센터는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실태를 파악했고, 아자 보건공공서비스부 장관은 올 1월 21일
백악관에 이 사실을 처음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70일 동안 백악관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여러 차례
방제시기를 놓쳐 3월 중순에야 비로소 전염병 발생을 중시했다. 트럼프는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의 총력 대응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미국의 발전이 통제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의 전(前) 대응 실책에
대한 불만이 미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 1만 명을 돌파한
미국은 3월 27일 10만 명을 넘어섰고, 4월 28일에는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② 메시지 불투명와 데이터 숨기
미국의 여러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미 올 1월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공식 발표보다 두 달 먼저
발생했다. 플로리다 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 2월에 무려 171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초 의심환자가 1월 1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171건의 추정환자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고
주지사 등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민들은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빠르게 인지해왔기 때문에 확산을
가속화했다.
③ 정부 의사결정 혼선
계속되는 여객 입력, 대규모 모임, 보호 부재는 바이러스가 고위험 장소와 인구 밀집 지역에 퍼지도록 하고, 검출
불충분과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코로나19 감지되지 않고 전파되도록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실수다. 마스
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주의 정책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이 생명에 해로운 심각성을 약화시킨
다. 현재의 정세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들다.
④ 의료 보험의 결함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복잡하고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 객관적인 방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폭발은 미국의 의보 체계의 큰 결함을 드러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생 당시 거의 30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아무런 의료 보험도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국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절정기의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두 구역의 감염자 수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맨해튼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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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였다. 미국질병관리센터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은 빈곤하고, 고액의 의료와 양로 서비스는 매우
비싼 문제로 인해, 전염병 방지에 현실적 압박을 더하고 있다.
⑤ 인종차별
코로나19는 전 인류의 공동의 적이며, 어느 나라, 어떤 인종, 어떤 피부색의 사람도 바이러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바이러스와 전염병 앞에서 전 인류는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체다. 그러나 확산으로 미국의 인종주의가 새로
운 형태로 나타나면서 미국 소수 인종집단은 엄청난 인종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 코로나19은 미국의 상이한 족속계
주민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온 건강의료 격차를 드러냈다. 상당수 지역 신종 관바이러스 검사는 대부분 백인 커뮤니티
에 설치된 클리닉에서 이뤄지는데 소수 인종 커뮤니티 인근에 설치된 검사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검사 장비와 방호용
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종차별에 의한 폭동과 시위 때문에 코로나19 더욱 신속하게 현황을 악화시켰다.
⑥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사태 발생 시 방제작업에 집중하기보다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을 두둔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종식”
을 선언하고, 각종 거짓말을 꾸며 다른 국가를 문책했다.
⑦ 정당의 사익 분쟁
정부 내에선 트럼프 자신이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항역 전략을 배치했고,
백악관 내 각 당 간 분쟁이 심해 부통령이 2월 말부터 역학 대응 실무팀을 지휘하면서 비로소 백악관 내 싸움이
완화됐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율을 보면 양측 모두 감염방지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염병이 시작되자, 주의 중시가 부족하여, 연방정부는 각 주의 방역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게
지도하지 못하였고, 물자 조달이 엉망이 되어 심지어는 가격을 인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Ⅲ. 각국 정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의 시사점
한국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19 현황 분석을 통해 보면 정부의 방역 정책이 코로나19 추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공중위생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구역 내 각종 인원과 물자, 교통수단과 관련 시설, 장비를
동원해 응급처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중시하고, 공중위생사건의 처리와 연계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조율해야 한다.
둘째, 전염병이 폭발하고 유행할 때 정부는 제일 먼저 전염병의 범위를 선포하여 격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셋째, 전염병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집회, 극장 공연, 기타 인파가 모이는 행사, 휴업, 휴업, 휴교,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공공 식수원, 식품, 관련 물품의 폐쇄 또는 봉인 등 긴급조치는 제한 또는 정지된다.
넷째, 유동인구 관리: 유동인구에 대한 예방작업, 통제조치의 정착, 전염병 환자, 의심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
현지 관찰, 현지에서의 치료조치, 밀접접촉자에 대한 상황별 집중 또는 거의학적 관찰한다.
다섯째, 공중위생 위기 사태가 발생한 뒤 관련 정부 부처의 정보 발표는 즉각적이고 능동적이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실사구시적이며,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고 사회적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위기 사태로 인한 군중의 공황을 낮추다.
여섯째, 위기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정부는 사회 경제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경제 압력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위기사태로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늘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문제를 해결
해 준다.중소기업의 발전을 돕고 사회경제를 빠르게 회복한다.
일곱째,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위기 대응 방면의 전문가를 증가시키고 위기 경보 능력을 증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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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상품 공급을 보장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약탈을 방지하며
위법 범죄와 사회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관련 법규의 건설을 강화한다. 사태가 발생하였다.

Ⅳ. 결론
최초의 폭발기부터 현재 안정기까지 중한 양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코로나19
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을 억제했다. 한중 양국 정부의 전염병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심각한 상태와 비교하면 정부의 방역정책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처럼 전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가 올 때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위기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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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supervision of online
reservation cars in China, find problems, analyze cause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With the recent popularity
of online reservation cars, safety issues, legal conflicts, regulatory issues, and social issues have emerged, and
safety risks have also arisen. The main improvement measur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afety supervision for drivers of online reservations. Second, through the enactment of laws,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companies for online reservation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law enforcement of safety supervisors and conduct safety education for passengers, drivers, media,
and enforcement officials of online reservation cars. Fourth, safety education and publicity should be conducted
regardless of time, place, and environment through new media such as Weibo, WeChat, and video platforms as
well as existing media such as television, broadcasting, and newspapers.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et reserved car association to create a path for governm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reserved car industry. Sixth, it is necessary to secure safety by establishing
standards of the Internet reservation car industry, namely, ‘vehicle safety standards,’ ‘driver's safety standards,’
and 'special passengers (pregnant women, passengers with hearing and vision impairments, drinking alcohol, etc.)
servi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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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의의
1.1. 연구배경
인터넷 예약 차는 ‘모바일+전통교통 운수업’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쾌적쾌적싸임 등의 장점
으로 빠르게 보급돼 도심 속 택시난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Xu, 2019: 7). 인터넷 예약 차는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일들로 이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방식을 슬그머니 변화시키고 있다. Uber는 2010년
실리콘밸리에 세워져 세계 최초로 출시됐다. (Qin, 2016: 10) 같은 해 중국 수도 베이징에 인터넷 예약 차가 등장할
정도로 통신차 서비스도 발전했다. Uber 창시자 Zhou hang ‘고품격 전용차’라는 서비스 개념을 고수하면서 얼마
후 인터넷 예약 차 시장의 격전이 예상되지 않았다. 2년 후 KUAI DI DA CHE는 항저우에서, DI DI DA CHE는
베이징에서 생겼다. DI DI DA CHE와 KUAI DI DA CHE가 치열한 시장 경쟁을 뚫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
자 두 집안은 일제히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현재 중국 인터넷 결제 수단과 인터넷 예약 차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신형 인터넷 예약 차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 예약 차가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예약 차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안전 문제와 법적 충돌, 규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회 문제도 부각되고 있고, 그에 수반되는 안전 위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며, 중국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미래 발전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 예약 차는 새로운 외출 패턴으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다. 각 지방정부에는 시종일관 엄청난 보안관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인터넷
예약 차에서 악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18년 5월 정주 여승무원 살해사건, 인터넷 예약 차 안전성 논란
확산한다. 사후 DI DI DA CHE는 서둘러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비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해 인터넷 예약
차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 사고로 인해 인터넷 예약 차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서 인터넷 예약
차 업계는 ‘신뢰의 위기’에 빠졌고, 인터넷 예약 차 안전 문제는 더 이상 인터넷 예약차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Xu, 2019: 7).
인터넷 예약 차와 승객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법규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예약
차와 승객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예약 차 서비스 플랫폼의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중국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Guo, 2019: 12). 그래서 공공출행
질서를 확실히 지키고, 승객의 합법적 권익과 출행의 편의를 보장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법규에 맞지 않는 자동차와
운전자를 완전히 퇴거시키지 못한 것 외에도, 인터넷 예약 차와 홍보 교육 부족 등의 문제들도 시종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관리 효과에 영향을 미쳐, 전체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1.2. 연구의의
위와 같은 배경과 분석에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관리 감독 대책 연구를 전개하다.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감독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원인을 분석하며, 대안을 찾는다. 중점적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부의 인터넷 예약 차의 감시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도전에서 출발하여 시대와 보조를 맞추고,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을 건의하여 정부의 과학적인 결정에 참고가 되다.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발전은 생활 속의 일부 유휴차량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필로 되다. 승객 수요는 물론 중국 택시업계의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보완해 대중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다(Guo, 2019: 14).
하지만 스튜어디스 살해 사건 등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사회 문제가 커졌다(Liu, 2019: 12). 따라서, 인터넷 예약
차 업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은 인터넷 예약차서비스 제공 과정의 안전성을 더욱 중시하
고, 긴급 대응 체제를 제고하며, 승객 불만 신고의 기본적인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인터넷 예약 차의 체험감을 높여
안전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예약차 업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인터넷 계약 플랫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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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조직의 상호 협력을 심화시켜 인터넷 예약 차 업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현실적 의의가 있다 (http://henan.16
3.com/18/0512/17/DHKFNJKT04398DMR.html).

2. 연구 내용과 방법
2.1. 연구 내용
옌타이 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예약 차의 승객 안전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옌타이 시가 인터넷 예약차
시대에 진입한 이래, 옌타이 시의 관련 정부 부문도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관리의 각종 난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규에 맞지 않는 인터넷 예약 차와 운전자를 완전히 퇴거시키지 못한 것 외에도,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의 홍보교육 부족, 업계 협회의 결여 등 일련의 문제들도 시종 옌타이 시 인터넷 예약차 안전감독
효과에 영향을 미쳐, 전체 옌타이 시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태 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와 연태 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 강화가 불가피해졌다.
① 옌타이 시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분석한다.
연태시 승객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에 대한 정도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인터넷
예약차 안전감독 현황을 요약 분석하였다.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의 어려움과 당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중점적으로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②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감독 문제 및 원인을 분석한다.
연태시 승객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에 대한 정도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결과에 지적된 옌타이 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 문제를 살펴보고, 총결산된 원인을 분석한다.
③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제안 제출한다.
옌타이 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옌타이 시 안전감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 인터넷 예약 차 안전문제 대책을 위한 실천경험을 제공하고, 인터넷 예약 차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구한다.

2.2. 연구방법
문헌 연구법:문헌 연구법은 흔히 쓰는 연구법이라 거의 모든 문장 작성이 해당 문헌의 열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본문은 기존 관련 자료를 흡수하고, 인터넷 예약차 과제의 진전 및 이론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국 예약 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다.
설문 조사 연구법:
설문 조사 연구법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연태시 승객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에 대한 정도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옌타이 시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감독 현황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건의를
듣고, 관련 자료를 파악한다.본문은 연태시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며, 인터넷 예약 차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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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총론 및 조사 과정
1. 기본개념
인터넷 예약 차는 인터넷 예약차 서비스 플랫폼의 진입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인터넷 예약 차에 접속하여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예약된 차의 주문을 받는다. 이와 함께 출행 수요가 있는 승객들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예약 주문을 낸다. 인터넷 예약 차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출행 수요를 통합해 일정 지역 내
요건에 맞는 차량을 골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예약 차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차량 예약
주문을 통합하여, 인터넷 예약 차 운영 정보와 승객들의 출행 수요를 맞춤화한다. 또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클라이언
트에 통해 예약 승객 및 운전자 기본정보를 양측 클라이언트에 보낸다(Guo, 2019: 17). 승객 클라이언트에 통해
승객은 예약 차의 위치와 운행 상태, 차량의 기본 정보, 차량번호, 차량 모델, 차량 색상, 운전자의 연락처 등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클라이언트를 통해 운전자는 승객의 위치, 주문 내용 및 승객의 연락처 등의 내용을 얻을
수 있다(Liu, 2019: 15).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 매칭을 통해 승객들의 출행 주문서를 일정 범위의 인터넷 예약 차량에 무작위로
할당한다. 인터넷 예약 차 운전자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승객 위치 파악 및 연락처를 통해 승객에게
출발지점에 도착하도록 연락한다.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 준 뒤 승객은 운전자에게 직접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예약 차 서비스 플랫폼 제3자에 통해 결제 플랫폼을 요금을 지불한다(Zhou, 2016: 12).
인터넷 예약 차의 두 키워드는 인터넷과 예약이라고 할 수 있다. 승객들이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APP, 인터넷 예약 차의 운행 방식은 길거리에서 손짓을 하면 멈추는 전통 순회택시와 다르다.

2. 선행연구
(zhang yenan)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감독이 부족하고 범죄 기록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신중한 고찰이 필수적
인 것은 승객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지만 승객이 여러 명일 경우 부도덕한 사람도 배제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도 안전 위험이 있다.
(chen yuefeng)인터넷 예약 차 회사는 자본의 구동 하에 고속 확장을 추구한다. 인터넷 예약 차 회사가 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종사 조건과 배경 심사, 차량의 안전성능에 대한 기준 설정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격려와 구속이 부족한 상황에서 플랫폼에 의한 자기 규제는 효과가 없다.
(liu minmin)인터넷 예약 차 사회 조직이 막 출현하기 시작하다. 인터넷 예약 차 사회 조직의 발전이 부족하고,
사회 조직의 형식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가 발휘해 낸 관리 역량은 한계가 있다.
(qi liman)전통적인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회 사무를 통제하는 통치 관리한 스타일은 이미 변화가 매우 빠른 사회
현황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협동처리 이론을 응용하여 인터넷 예약 차 현존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정부 주도,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의 구체적 관리, 사회적 역량 등 협력적 공동 관리를 지향한다.
(ren qiliang,lu hongyu)반드시 정부 각 직능 부문과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이 협력하는 기초 하에 해당 부서에서
자동차의 성능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입 장벽을 높이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예약 차의 제약
없는 확장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예약 차에 대한 출행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다.
(zhou zixuan,wang qin)안전하고 완벽한 차량 정보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 위치 추적 등의 수단을 통해,
차량 구체적인 동향을 감시하다. 현지 공안당국과 연계해 승객 안전 경보 제도를 구축하고, 행적이 의심스러워 인터
넷 예약 차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안당국에 즉각 신고해 추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chen yu,wang ying,nie qiong,zheng jingyue,ding chuan) 성별 개인적 특징이 인터넷 예약 차 승객의 안전
감지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승객은 남성 승객보다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문제를 더 걱정한다. 여성의
안전한 출행 보장을 높이다. 예를 들면 여성 승객 우선 여성 운전사 정합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pan xiaosheng,tan tao) 인터넷 예약 차 운전자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근절한다.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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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데려다 줄 때까지 휴대전화는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운전 중 승객에 대한 안전 문제를 줄여준다.
(dong yiqi,liu shenshi)인터넷 예약 차를 통일화하여 관리하고 공안 정보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
플랫폼을 만들다. 승객은 인터넷 예약 차가 도착하기 전에 운전자와 차량의 정보를 입력해 심사를 거친 정식 인터넷
예약 차 운전자인지 알아보는 등 승객의 주관적인 능동성을 발휘한다.
(yang xingxing,chen youyan,wang qinyuan,wang guifang)‘정부+기업’ 감독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관리감독의 조작과 효과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 회사는 상응하는 감독규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법정 책임을 진다.플랫폼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감독하고, 정부는 일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한다. 인터넷 예약 차 출행 상황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3. 인터넷 예약 차 안전관리 현황 설문 조사
3.1. 설문 조사 내용 설계
연태시 승객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에 대한 정도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에는 4개 방향 중에서 24개
문항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사대상은 인터넷 예약 차량이 이용 습관의 현황.②조사대상은 인터
넷 예약 차량 안전감독에 대한 파악 현황.③정부 감사망인 인터넷 예약 차량 안전작업에 대한 평가 현황Ⅳ.조사대상
의 기본 현황.

3.2. 설문조사 가설
연태 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설정하고있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Figure 2>).
Figure 2. 설문조사 가설
가설

내용

가설①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 중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설②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 매주 랜차 이용 빈도가 많은 높다.

가설③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용하는 원인이 편리이다.

가설④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업종마다 직업 분포가 균일하다고 있다.

가설⑤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승차 안전 의식이 약하다.

가설⑥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한 승객들은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 현황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

가설⑦

연태시 정부는 인터넷 예약 차 관리가 민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가설⑧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은 인터넷 예약 차 관리가 민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가설⑨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 교육은 부족하다.

가설⑩

연태시 인터넷예약 차의 승객들은 연태 시 인터넷 예약 차량이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3.3. 설문 조사 과정
이번 설문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이다. 인터넷에서 배포하는 방식을 채택하다. 인터넷 설문 조사 배포 플랫폼을
통해 연태 시에서 인터넷 예약 차를 탔던 주민들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 결과의
진실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 254건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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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과 가설을 검증
가설 ①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 중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사 대상의 성별로는 남성이 152명(59.84),여성이102명(40.16%)으로 나타났다(<Figure 3>). 조사 대상의 연령
으로는 21세 이하 9명(3.54%), 21~25세 89면35.04%, 26~30세 44명 17.32%, 31~35세 29명(11.42%), 36~40세
17명(6.69%), 40세 이상 66명(25.98%)으로 나타났다(<Figure 4>) 특히 21~40새 젊은 사람의 비율이 40세 이상
중년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 구조는 현재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
구조에 기본적으로 부합한다.
Figure 3
선택

사람 수

비율

남성

152

59.84%

여성

102

4016%

Figure 4
선택

사람 수

비율

15-20

9

3.54%

21-25

89

35.04%

26-30

44

17.32%

31-35

29

11.42%

36-40

17

6.69%

41이상

66

25.98%

가설 ②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 매주 랜차 이용 빈도가 많은 높다(×).
조사 대상의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빈도로는 1달에 1-2회 119명 (46.83%), 1달에 3-4회 56명 (22.05%),
1주일에 1-2회 45명 (17.72%), 1주일에3-4회 24명 (9.45%), 매일 10명 (3.94%)였다. 볼 수 있고 매주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31.11%)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매주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Figure 5
선택

사람 수

비율

1 달에 1-2

119

46.85%

1 달에 3-4

56

22.05%

1 주일에 1-2

45

17.72%

1 주일에 3-4

24

9.45%

매일

10

3.94%

가걸 ③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용하는 원인이 편리이다.(√)
“귀하는 인터넷 예약 차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에서 “안전하다” 응답은 58명(22.83%), “편리하다” 응답은
190명(74.8%), “민첩하다” 응답은 142명(55.91%), “편안하다” 응답은 48명(18.9%), “저럼하다” 응답은 69명(27.17%)
이었다(<Figure 6>). 편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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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선택

사람 수

비율

안전하다

58

22.83%

편리하다

190

74.8%

민첩하다

142

55.91%

편안하다

48

18.9%

저렴하다

69

27.17%

가걸 ④ 연태 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업종마다 직업 분포가 균일하다고 있다.(√)
조사 대상의 직종별로는 학생 49명, (19.29%), 교사 11명, (4.33%), 자영업 28명, (11.02%), 회사원 74명(29.13%),
공무원 52명(20.47%), 기타 40명 등 (15.75%)였다(<Figure 7>). 각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전체 견본의 절반을
넘지 못하므로, 조사 대상자의 직업 분포의 균형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Figure 7
선택

사람 수

비율

학생

49

19.29%

교사

11

4.33%

자영업

28

11.02%

회사원

74

29.13%

공무원

52

20.47%

기타

40

15.75%

가설 ⑤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승차 안전 의식이 약하다.(x)
“귀하는 인터넷 차량을 할때 운전자인터넷 정보과 실제 상황 일치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까?” 중에서 “않다”
응답은 94명(37.01%), “때때로 있다” 응답은 109명(42.91%), “자주 한다” 응답은 51명(20.08%)이었다(<Figure
8>). “귀하는 인터넷 차량을 할때 운전자인터넷 정보과 실제 상황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에서 “계속 타다” 응답은 71명(27.95%), “계속 타고 사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다” 응답은 37명(14.57%), “타지
않고 당장 관련 기관에 신고하다” 50명(19.69%), “타지 않고 다시 예약 하다” 96명(37.8%)이었다(<Figure 9>).
“귀하는 인터넷 예약 차량을 할때 운전자의 침해를 받았거나, 신체 또는 재산이 위협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질문에 “인내하다” 응답은 7명(2.76%), “플랫폼에 신고하다” 응답은 152명(59.84%), “즉시 경찰에 신고하다” 응답은
172명(67.72%), “기타 구조 요청 방식” 응답은 40명(15.75%)이었다(<Figure 10>). “귀하는 인터넷 예약 차량을
할때 차 안에 CCTV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야 합니까?”는 질문에 “상관없다” 응답은 28명(11.02%), “반대, 개인
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준다” 응답은 15명(5.91%), “지지, 안전을 보장하다” 응답은 211명이 (83.07%)로 가장
많았다(<Figure 11>).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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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람 수

비율

없다

94

37.01%

때때로 있다

109

42.91%

자주 하다

5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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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선택

사람 수

비율

계속 사용하다

71

27.95%

계속 사용하고 사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다

37

14.57%

사용하지 않고 당장 관련 부서에 반응하다

50

19.69%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예약하다

96

37.8%

Figure 10
선택

사람 수

비율

인내하다

7

2.76%

관련 부서에 신고하다

152

59.84%

즉시 경찰에 신고하다

172

67.72%

기타 구조 요청 방식

40

15.75%

Figure 11
선택

사람 수

비율

상관없다

28

11.02%

반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주다

15

5.91%

지지, 안전을 보장하다

211

83.07%

설문 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안전의식이 강하다.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의식을
중시하다.연태시 시민들이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은 여전히 강화돼야 하고 독촉을 강화한다.
가설 ⑥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한 승객들은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 현황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
“귀하는 인터넷 예약 차량 안전 관리 감독 관련 정책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씁니까?” 중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은 오직 4명, “약간 알고 있다” 응답은 37%로 14.57%를 나타났다(<Figure 12>). 이처럼 연태시 승객들은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감독과 관련한 현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Figure 12
선택

사람 수

비율

전혀 알지 못한다

38

14.96%

별로 알지 못한다

113

44.49%

보통이다

62

24.41%

약간 알고 있다

37

14.57%

매우 잘 알고 있다

4

1.57%

가설 ⑦ 연태시 정부는 인터넷 예약 차 관리가 민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x)
“정부 당국이 인터넷 예약 차량 관련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랑곳없다’
응답은 13명 5.12%, ‘핑계를 대고 회피하다’ 응답은 14면 5.51%였다(<Figure 13>). “현재 정부 당국이 관리 수준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안심하고 인터넷 예약 차를 탈 수 있습니까.” 중에서혀 ‘안심하다’는 응답은 190명 74.8%였다
(<Figure 14>). 인터넷 예약 차량에 대한 연태 시 정부의 관리는 민의에 미치지만 계속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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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선택

사람 수

비율

모르겠다

184

72.44%

아랑곳없다

13

5.12%

핑계를 대고 회피하다

14

5.51%

즉시 처리하다

43

16.93%

Figure 14
선택

사람 수

비율

안심하지 않다

64

25.2%

안심하다

190

74.8%

가설 ⑧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은 인터넷 예약 차 관리가 민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x)
“인터넷 예약 차량 플랫폼 회사가 승객들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됍니까? ‘아랑곳없다’ 응답은
5.12%인 13명, ‘핑계를 대고 회피하다’ 응답은 21면 8.27%였다(<Figure 15>). “현재 인터넷 예약 차량 플랫폼 회사
의 업계 관리 수준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안심하고 인터넷 예약 차를 탈 수 있습니까.” 중에서 ‘안심하다’는 응답은
198명 77.95%였다(<Figure 16>). 인터넷 예약 차량 에 대한 연태 시 인터넷 예약 차량 플랫폼 회사 관리는 민의에
미치지만 계속 강화돼야 한다.
Figure 15
선택

사람 수

비율

모르겠다

157

61.81%

아랑곳없다

13

5.12%

핑계를 대고 회피하다

21

8.27%

즉시 처리하다

63

24.8%

Figure 16
선택

사람 수

비율

안심하지 않다

56

22.05%

안심하다

198

77.95%

가설 ⑨ 연태 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 교육은 부족하다.(√)
질문 ‘귀하는 정부가 인터넷 예약 차량에 대한 관련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몇 개를 알고 있습니까?’ 중에서
“모르겠다” 응답은 121명 (47.64%), “1~2개 알고있다” 응답은 128면(50.39%), ‘완전히 알다’ 응답은 오직 5명이
나타났다(<Figure 17>). 225명(88.58%)가 정부 부처가 조직한 인터넷예약 차의 안전감독 세미나나 공청회에 ‘참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Figure 18>).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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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람 수

비율

모르겠다

121

47.64%

1-2개 알고있다

128

50.39%

완전히 알다

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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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선택

사람 수

비율

참가한 적이 없다

225

88.58%

1-2개 참가한 적이 있다

27

10.63%

자주 참가하다

2

0.79%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는 인터넷 예약 차의안전 감독의 구체적인 담당 부서와 관련 정책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 선전 교육은 여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설 ⑩ 연태 시 인터넷예약 차의 승객들은 연태 시 인터넷 예약 차량이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
는 경우가 많다.(x)
질문 “당신은 현재의 정부 관련 부서가 인터넷으로 예약 차량에 대한 안전 감독을 이미 정상 궤도에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중에서는 “막 궤도에 들다” 응답은 109명 42.91%, “차이가 많다” 응답은 46명 18.11%, “정상 궤도에
접근하다” 응답은 88명 34.65%이 나타났다(<Figure 19>). 이 때문에 상당수 연태시 승객은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량이 궤도에 접근하거나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Figure 19
선택

사람 수

비율

차이가 많다

46

18.11%

정상 궤도에 접근하다

88

34.65%

막 궤도에 들다

109

42.91%

완전히 궤도에 들다

11

4.33%

위에서 서술한 바를 종합하며, 1.피조사자의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의식이 강하지만 여전히 강화가 필요하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사람들은 인터넷 예약 차를 이용하는 안전의식이 강하며, 인터넷 예약 차를 타는 안전성
에도 신경을 쓰다.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연대시의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 강화의 의미를 말해준다.

3.5. 인터넷 예약 차량 안전 관리 감독을 여전히 강화해야 한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보다는 ‘편리’와 ‘민첩’ 때문에 인터넷 예약 차를 선택해서 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연태시 정부 부처의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감독에 안심했지만아직도 연태시 정부가 인터넷
예약 차량에 대한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3. 인터넷 예약 차량의 안전 감독 홍보 교육을 부족하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은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의 구체적인 담당 부서와 관련 정책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 선전 교육은 여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Ⅲ.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 문제 분석
1. 연태시 연대시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이 부족
연태 시의 인터넷 예약 차 운전사에 대한 안전감독이 부족하다. 최근 몇 년 간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 사건을
보면,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인터넷 예약 차의 운전자 자체가 줄곧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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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설문 조사 결과 중에서 연태 시 정부 부서는 인터넷 예약 불법의 차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현지 블랙카의 존재를 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는 운전자를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운전자를 시정하는 것 외에 인터넷 예약
차의 운전자에 대한 감독에는 반드시 피로 운전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로로 운전한다. 인터넷 예약 차 운전자의 일반적인 졸음운전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히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 회사나 운전자 본인은 급료와 피로운전의 선처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운전자를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운전자의 피로한 운전을
해결하는 것은 인터넷 예약 차 안전관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환이다.

2. 인터넷 예약 차의 안전 감독 문제의 발생원인 분석
도시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각종 업무 중에서 교통안전 홍보교육은 장기적인 기초 중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통 참가자를 동원해 법규를 지키고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교통안전
홍보 교육을 잘 하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교통안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의 도로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연태 시의 관련 정부 관련 부서는 교통안전 홍보
교육을 중시하여, 사회적인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빠른 성장과 복잡한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움직임보다
연태 시가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교육에 발전이 부족하다. 설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에 관한 정책제도, 부처설정, 안전상식을 알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태시에서 관련 정부
부처가 조직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관리 세미나나 공청회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연태시의 인터넷 예약
차량 안전감독의 법 집행 홍보가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고 연태 시의 인터넷 예약 차량에 대한 안전
교육은 제대로 실시하는 것은 부족하다.
현재 연태 시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넷츠 안전 감독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 업무를 홍보해야 한다. 사회 각계의 관심을 끌어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 업무를 지지하게 하였다. 또 각종
유효경로를 통해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각계에서 있다 인터넷 예약 차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이는 연태 시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 정책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 안전감독 효과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된다.

3. 연태시 인터넷 계약차 업계 협회 조직 역할 부족
연태시의 인터넷 예약 차 업계는 전체 종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조직이 부족하여 각종 비정규직을 자발적으
로 조직한 인터넷 계약차 운전자 소단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 소단체가 제대로 유도를 받지 못할 경우 인터넷
예약 차 업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불법의 차 결속은 연태 시의 공공 안전 분야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게다가 인터넷 예약 차는 여러 면에서 기존 전통 택시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연태시의
인터넷 예약 차는 택시 협회의 서비스 범위에 기계적으로 포함시키면 옌타이시의 미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 택시의 업종별 협회의 안전 감독에도 좋은 업종의 협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연태시는 현재 전문적인 인터넷 예약 차 업계 협회 등 사회 조직을 건설하여, 인터넷예약 차 안전 감독에 사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감독 분야에서 사회 각 측의 역할을 발휘하여, 이를
통해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해결할 수 없고, 인터넷 예약 차 업체들에 불합리한 임금 정책과 조종사 평가 체계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의 이 같은 임금 정책과 조종사 평가 체계의 취지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 당국의 강제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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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감독 대책 건의
1.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감독을 강화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 가운데 무리한 불법의 차량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인터넷 예약 차 관리 플랫폼 업체에서 입사해 인터넷 예약
차 운전자의 입사 요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연태시 정부 부처는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 회사에 운전자 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운전사가 랜덤카 운전자 계좌를 마음대로 등록하고 주문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기 조사연
구에서 옌타이에 불법의 차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바일 인터넷 예약 차 플랫폼 회사인 APP를 내려받아
등록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플랫폼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심사와 안전훈련, 전문고시를 거쳐 겨우
발급받은 합규 인터넷 예약 차 운전자들에 비해 이 같은 불법의 차 운전자는 안전 우려가 크다. 또 인터넷 예약
차 운전자의 범행 배경을 조사해 이 중 위반 혐의는 공안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교통부문은 교통법규 위반기록,
세무서는 납세실태 등을 조사한다. 불건전한 심리상태는 불시에 위험한 폭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심리 건강도 일정
부분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의 자질 심사 때 운전자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에 대한 이해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의 성장 환경도 살피고, 성장 환경이 열악한 운전자의 행동 습관에 주목해야 한다.

2.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 교육 업무를 중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와 교육 부족은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와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동차 안전 홍보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중교통안전관리국 등 관계 부처는 인터넷 데이트 차량 안전 홍보와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을 지도자 1명 분명히
해야 한다.또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와 교육 등에 종사하는 업무량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근무의 적극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 부처는 함께 관리하며 즐기자는 논리를 펴 기업, 제3자 조직, 공민까지 끌어들여 공공사무를 다스려야 한다.
‘교통안전홍보원’을 참고하고 옌타이 시 인터넷 예약 차량 안전 홍보 교육 지원자 팀을 구성하다. 인터넷 예약 차
승객, 인터넷 예약 차 운전사, 언론인, 관련 부서 단속반원 등 각 업종을 대상으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의 법
집행 홍보와 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 예약 차 안전홍보 교육봉사자 역량을 발휘하여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 법집행 홍보 동영상 제작, 인터넷 예약 차 안전홍보 매뉴얼 배포 등 각종 사회안전 홍보 교육활동을 전개하
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부 부처에서 인터넷 예약 차량 안전 홍보와 교육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
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3. 인터넷 계약차 업계 협회 조직 역할을 발휘
업계 협회를 조직하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의 중요한 조직형태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적 유대이다.
업계 협회 내부에는 업무에 정통한 업계 인사들이 있어 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여 호소할 수 있다.인터넷 예약
차 업계 협회도 마찬가지다. 연태시 예약 차 업계 협회를 설립하여, 사회 역량 참여 인터넷 예약 차 정부 관리의
경로를 통하고, 연태시의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였다.
연태시의 인터넷 예약 차를 설립하려면 두 가지 방면의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번째는 인터넷 예약 차 업계
협회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태시 청부에서 자금과 인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편제나 주관 부서에서 근무하는 정부 인원의 보직이나 겸직을 배치할 수 없다. 정부 부처의
과도한 권력 개입을 막아 업계 협회의 자기관리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두번째는 인터넷 예약 처 업계 협회가 설립된
후, 연태시의 교통 업계 융합 발전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예약 차 업계 협회는 인터넷
예약 차 업계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보다 공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여 전통
택시와 인터넷예약 차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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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인터넷 예약 차 업계는 인터넷 정보 기술과 전통 택시 업계가 결합한 신흥 산업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육성했
을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의 다양한 출행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교통 운수 업종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여, 이미
인민 대중의 중요한 이동 방법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터넷 예약 차 업계가 끊임없이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 데이트카
의 안전 관리 감독 문제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으며, 더욱 무시할 수 없고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문은 연태
시를 연구 중심으로 인터넷 예약 차안전 관리 감독 대책 연구를 전개하였다. 연대 시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 시대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한 대책을 제안한다. 정부의 효과적인 감독에 참고를 제공하여 인터넷 예약 차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다.
연태시 인터넷 예약 차 안전감독 문제 및 원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1.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감독을 강화한다.
2. 인터넷 예약 차 안전 홍보 교육 업무를 중시한다.
3. 인터넷 계약차 업계 협회 조직 역할을 발휘한다.
본문은 비록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지만, 약간의 부족과 한계가 있다. 본인의 이론적 소양, 능력 수준과
업무 경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조사연구 업무는 아직 부족하다. 연태 시의 인터넷 예약 차 안전 감독
문제에 대한 인식도 전면적이지 못하여, 일부 원인 분석과 대책 건의는 이론 연구와 실천 연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부와 일에서 본인은 관련 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많은
것을 돌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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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Management Countermeasures Adopted to Prevent the Collective
Spread of COVID-19 Infection: Focused 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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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China and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the government and citizens'
response methods, preventive measures, existing problems, and applicable measures. Based on previous human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provides improvement countermeasures for COVID-19 governance and network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crisis management. The time frame of the research is from December 2019 to
present. As the trend of economic globalization sweeping the world intensifies and economic and cultural integration,
China, as a responsible major country, also shares risks with other countries. COVID-19 first occurred in China,
and it can be seen that the epidemic has been well controlled in China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the crisis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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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전 세계에
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
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본 논문은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현황과 방지대책, 방지에 존재하는 문제와 적용 가능한 조치에 대해 소개했다.
본 연구는 전인의 연구 성과에 기초를 두고 위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이론으로
개선 대책을 제공한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NGO, 시민 사이의 상호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한편
으로는 각 주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 개선에 체계가 서야 주체들이
각자 져야 할 책임을 진다. 또는 정부의 네트워크 관리능력을 강화시킨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요 문제로
부각된 코로나19를 위기관리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유한 방지대책을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 분석법과 사례 분석법에 따라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코로나
19의 기본정의, 발생원인 및 위험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다. 중⋅한 석 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감염의
집단 확산방지에 관한 연구 성과를 파악한다.
본 본문의 연구 범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2019년12월부터 지금까지를 말한다. 구테레즈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발병이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있다.

Ⅱ. 본론
1. 이론적 논의
1.1. 집단감염의 정의
어떤 전염병이 학교⋅회사⋅기숙사⋅공장 또는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한꺼번에 다발하는 것이다.
집단발생이라고도 한다. 자주 발생하는 것은 적리⋅장티푸스⋅인플루엔자⋅뇌염 등의 전염병이다. 원인은 학교급
식⋅주문 도시락⋅우물물 등에 병원체가 혼입한 경우가 많고, 상수도가 오염되어 수백 명의 주민이 적리에 집단
감염된 예도 있다. 공기⋅모기 등으로 집단 감염되는 일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단감염 [mass infection, 集團感染] (두산백과)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비말감염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졌다.

1.2. 코로나19의 정의
코로나19는 일반 감기는 물론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SARS),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을 일으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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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바이러스 가족이다. 중국은 최근 전 세계에 파급된 질병, 즉 COVID-19를 폭발시켰다. 그 근원은 2019년 신종관
상바이러스(2019-nCoV)라는 신종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들은 현재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비롯한 각종 공중위생조직은 이 바이러스의 발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언을 내놓았다.
코로나19 감염자는 노출 후 2-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가스가 짧거나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심각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어떤 것은 경미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질병은 아직 사람들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은 연장자이거나 다른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는 독감 등 다른 호흡기 질환의 중증 환자와 비슷하다.

1.3. 코로나19가 출현의 원인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Collins) 미 국립위생연구원장은 ‘유전자 연구에서 코로나19가 자연에서 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출처에 대해 콜린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상을 내놓았다.
첫 번째 구상은, 새로운 관상 바이러스에 의해 그 천연 숙주(가능)에박쥐나 산갑을 입는다)에서 진화하면서 그
알부틴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체에서 ACE2단백질과 구조가 비슷한 분자와 결합해 인체 세포에 감염시킨다.
두 번째 경우는, 이 신종 관상 바이러스가 인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질병의 능력은 이전에
동물에서 인간으로 들어왔다.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의 점진적인 진화 후에, 그것들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능력을 얻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의 근원이며, 박쥐로부터 유래된 것이 주류의 관점이다. 박쥐는 세계에서 바이러스 종류가 가장 많은
생물로 각종 음차양착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간다. 그러나 모든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시기 진화에서 신관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은 유사하다.
인간보다 4000만 년 앞서 일찍 지구에 존재했던 박쥐는 과학자들이 박쥐에게서 500가지가 넘는 관상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COVID-19의 SARS-CoV2라는 뜻으로, 전 게놈 서열을 대조해 관찰한 결과 베타 바이러스였
다. 그것이 왜 동물적 진화에서 인간에게까지 전파되는지는 바이러스 진화의 유전학과 유행병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바이러스라는 생물은 세포 구조가 없는 생물로서 숙주에 의해서만 복제와 증식이 가능하다.
밤을 들자면, 박쥐는 한 종류의 열매를 먹고, 다 먹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며, 한 마리의 과일 너구리는 박쥐와 같은
야생 동물과 장기간 어떤 경로로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의 유전자 사이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 전해졌을까요? 바이러스가 끊임없는 변이를 통해 유전자적 차원에서 신주쿠주(新宿主)에
적응하면서 여러 종으로 퍼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유전자 유사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에 의해 건너뛰
어 전파되기 쉽다. 물론 전제조건은 끊임없는 접촉으로 ‘낙찰’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하면, 바이러스가
자연 숙주에서, 유전자 변이나 재구성을 통해 중간 숙주 매체를 거쳐 인간에게 전해져 “신형”의 관상 바이러스가
탄생하게 된다.

1.4. 코로나19의 피해
감염에서 증세가 떠오르는 사이에 있는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평균 5~6일이며, 일반적으로 1일에서 14일이 다양
하며, 24일에 이르는 개별 환자가 있다. 발열이나 감염 징후가 없거나 가벼운 감염 징후만 있는 감염자는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어 증상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메르스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보다 통제가 더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의 10배인 4분의 1만에 확진됐다.
브루스 엘워드 세계보건기구(WHO) 부차관보는 리드시웨이를 현재 ‘진정한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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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으며, 대증 치료는 현재 주요 치료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최소 3종의 신종 관상 바이러스 폐렴이 있는
예방적 백신이 시험 단계에 있다. 현재 병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지식 격차가 존재하며, 바이러스 출처, 바이러스
발원지, 발병 메커니즘, 바이러스의 발병성과 전파 능력 등을 포함한 결정적인 요인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 의료용품 공급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확산은 글로벌 항공, 관광, 엔터테인먼
트, 스포츠, 석유시장, 금융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상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이번 세기에야 느꼈을 것이다. 금세기에 이미 세 번의 관상 바이러스
시간이 발생하였다. 한 번은 2003년 사스, 한 번은 2015년 메르스, 또 한 번은 올해의 COVID-19다. 관상 바이러스
는 전염성이 강한데, 이 세 종류의 관상 바이러스는 비교했을 때 치사율 SARS가 10%, 메르스가 30%이며 현재
신관 바이러스는 2-3% 정도이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확실히 새것이고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스가 발생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한때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관찰과
연구를 계속해 온 일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준비가 안 됐지만 준비가 부족하다.

1.5. 코로나19의 예방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백신은 아직 없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WHO와 CDC
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준 예방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1) 비누와 맑은 물 또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여 손을 씻습니다.
2) 기침이나 재채기 시 팔꿈치나 티슈로 입의 코를 가려줍니다.
3) 눈과 코에 더러운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하세요.
4) 어떤 병환과도 밀접한 접촉을 피하다.
5)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식기, 컵, 침구, 그리고 다른 가정용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피하세요.
6) 자주 만지는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7)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일하는 장소, 학교, 그리고 공공장소로 가는 것을 피하세요.
WHO는 또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했다.
8) 만약 열이 나고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연락하여 가까운 여행사를 사실대로 알려주십
시오.
9) 날것이나 익히지 않은 육류나 동물의 내장은 피한다.
10) 최근 신종 관상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활선시장을 찾을 때 생체동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표면
접촉을 피해야 한다.

1.6.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전 추세
전 세계의 전염병 발생은 두 가지 방면에 달려 있다.
첫째, 질병 자체의 법칙에 달려있다. 현재 이 질병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체에 적응이 잘 돼 전파력이 높다.
그리고 그것은 독감에 비해 20배나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확실히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만하다.
시세는 그것 스스로 변이하는 법칙이다. 일반적인 호흡 시스템의 질병은, 여름이 되면 낮아지는데, 이것은 질병
자체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관여입니다: 하나는 질병의 관여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신관폐렴의
사망률이 10%에 달합니다, 이 경우 백신의 빠른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집단면역은 통하지 않으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둘째, 현재 이 태세는, 매우 취사 선택적이다. 구미 정부 부처가 취한 태도. 유럽은 교훈을 얻은 뒤 이미 비교적
중시해 왔기 때문에 성을 봉쇄하든 집을 떠나 거리를 두든 중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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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와 시민의 대응방법
2.1. 정부의 대응방법

※ Source: https://map.51240.com/hubeisheng__map/

후베이 성의 지형도

우한시가 2020년 4월 8일 0시 통로 통제 조치를 해제하자 후베이성(湖北省) 전체가 ‘봉쇄’를 풀고 다시 깨어났다.
코로나19에 대항하여, 우한시가 더 나아가서는 후베이성(湖北省) 전체가 전염병 예방 투쟁의 중차대한 장소이자
결정적인 장소로서, 전국적인 협력 지원 하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전국 방제 저항전의 전면적인 승리를 확보하
는 데 중대한 희생과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2.2. 정부의 대응방법
1) 종합적인 위기관리체계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은 정방향 문화유전자 만들기, 위기의식, 위기조직, 위기제도, 위기리더십, 위기수행력, 위기
체계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다.
정방향 문화유전자 만들기: 정방향 문화유전자 만들기는 위기관리, 위기리더, 위기수행의 지향점과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전염병은 국경이 없고, 각국은 중국 전염병의 전기에 중국에 의료를 한다. 치료물자 지원은 중국이 각국의
전염병에서 의료물자의료기술의료진을 지원하면서 인류운명공동체를 책임지고 실천한다는 이념을 드러낸 것이다.
위기의식 : 위기문화의식을 조성하고 위기검진과 경보동태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앞에서 미약한 위기를 예방하고
위험을 미리 통제하며 홍보를 강화해 위기의식을 높일 수 있다.
위기조직=위기처리조직을 만들고 위기사건의 크기에 따라 위기지도 층급 조직을 만든다. 또한 리더 그룹, 실행
그룹, 보장 그룹을 만듭니다. 중대한 위기에 대해서는 임명이 가장 높다. 위기지도팀장을 위한 조직보장 체계를 강화
한다.
위기제도 시스템 구축, 위기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절차 및 단계별 책임 명확화, 위기 동기부여 시스템 구축,
위기제도 작동 메커니즘 확립.
위기 리더십: 위기 의사결정, 탁월한 리더십은 위기관리의 중대하고 중대한 위기 사건 앞에서 시간은 생명이다.
중국의 전염병 속 ‘일성포일시(一智慧一市)’의 지혜는 물론, 크다 중국의 ‘일성일보일국(一省一國)’에 대한 가견. 모두
중국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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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수행력: 위기전략을 수립하고 위기처리 수행능력을 증대시킨다. 위기수행력은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
국인들이 명령을 듣고 성실하게 격리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체제문화에 따라 자유를 명분으로 종교를 내세워
자동 격리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해 방제에 큰 해악을 끼친다.
위기체제 재편: 위기 중 및 위기 후 위기 발생⋅발전의 규율을 총결산하고, 이를 거울삼아 PDCA를 진행하며,
위기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위기체계 재구성 기제제.
과학기술방역정보방역디지털방역지혜방역이 활용됐고 기술 관리과 학역할 관리도 추진됐다. 위기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위기관리체로 이어진다. 계회는 이번 사태로 기업 및 국가별로 재편됐다. 이번 사태로 세계에서 중국
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글로벌 산업체인은 재편되고, 세계는 가치와 판도를 재편하게 된다.
2) 전염병 중의 위기관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중대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 비상 관리 체계에서 대비가
발동됐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번 사태가 우리의 통치체계와 능력에 대한 큰 시험대라며 우리는 반드시 경험을
총결산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서기의 말은 이번 대응에서 드러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단판과 부족
을 뼈저리게 지적했다. 교훈은 깊고 경험은 요약돼야 하며 위기도 기회다.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 위기관리
효과가 방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첫째,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을 조속히 조직하여 ‘육생야생동물보호실시조례’(陸生野生動物保護實施條例) 등 기존의
생물안전법규를 개정하고 국가생물안전법(國家生物安全法)을 적시에 제정하여 야생동물 및 그 생산물의 거래, 운반,
식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전염병정보보고관리규범’을 개정하여 과학과 법률을 기준으로 역학정보를 공개채널
을 통해 올바른 정보로 유도하였다. 해프닝 대응 법을 바탕으로 완전성과 전문성을 갖춘 해프닝 대응 법규체계의
구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돌발 공공사건 응급 법률체계가 각급 행정부처의 공공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화된 법적
근거와 지원을 수립 및 보완한다.
둘째,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능동적 공중위생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속한 반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조기에 병정적인 돌발 공중위생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여 응급 반응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공중위생 건강 경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중위생 분야의 위기 소통과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 통일된
사회통합 경보체계와 메커니즘과 전문화 팀을 만드는 것이 위기 대응의 관건이다.
셋째, 지휘계통을 보완해 응급조율 능력을 향상시킨다. 전국 및 지방에 돌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 지휘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도자를 통일하고, 지휘를 통일하며, 단계별로 책임을 진다. 이 지휘계통은 위기관리의 신속한 반응성,
책임성, 투명성과 적법성 등의 원칙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참여주체의 다원적⋅최대한 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수용하여 각종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방제대(防治队)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대적인 과학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 통합한다. 하나는 현대정보와 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중위생 이중감시체계를 구축해 방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네트워크
와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기층에서 중앙으로의 정보 직통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행정 시스템 내부의 수직적
모니터링 효율성의 부족을 보완한다. 둘째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투입과 중대한 방역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 방지 정보 수집과 투입이 가능하며, 중점적인 통제 대상의 활동을 정확하게 걸러내어,
감염 방지를 위한 정교한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셋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방제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을 높이는 것이다. 방제물자 조달보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심화(脫中心化), 왜곡불가, 전 코스유적,
소급, 집단유지, 공개투명 등의 특징이 효율적인 물자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3) 언론보도 및 대응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湖北) 우한시(武汉市)에서 처음 출현해 중국 공식의 목소리가 나올 때 중국
각지 언론이 이에 호응하자 각급 조직들이 정면 대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국민의 건강과 중국의 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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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 회원국에 중국의 희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창호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12월 말에 우한에 처음 나타났으며, 중앙에서 전문가 팀을 우한으로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1월 2일에
우한인(武漢人)이 유출한 일이 있어, 경찰은 결국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대로 처리하였으며, 1월 17일 공식적인 선전
에 이를 공표하였다.
코로나19는 신중국(新中國) 성립 이래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감염 범위가 광범위하며, 예방 치료가 가장 난이
도가 가장 큰 중대한 돌발 공중위생 사건이다. 중국 인민 전체가 한 배를 타고,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전염병과의
끈질긴 싸움을 벌여 큰 대가와 희생을 치렀다. 전 국민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중국의 전염병 발생 방지 형세는
지속적으로 호전되었고, 생산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는 형세가 계속 공고하고 확대되었다. 중국이 이처럼 항전
(抗戰) 단계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강력한 국가 동원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은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정부는 전력을 다하여 성을 봉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여러 개의 방실 병원을 지었다.
둘째는 온 국민의 일치단결이다. ‘만부일력, 천하무적’.신관이 폭발한 때는 설날이었는데, 원래는 온 가족이 모여
친구를 방문하던 때였다.14억 중국인민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단호히 옹호하고 지지하며, 집을 지키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서로 성원을 독려하고 있다. 일선 의료진이 주야간 전력투구하지 않고 바이러스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국내 상황을 안정시켰다. 특히 우한시의 “봉성”은 70여 일 동안, 완강하게 항역하고, 강인하여 영웅적인 도시,
영웅적인국민.
셋째는 종합 국력의 강력한 뒷받침이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중국 경제사회는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안정된 물질적
기초를 다지고, 중대한 돌발 재해에 대처하며, 체제 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저항의 전제를 굳건히 뒷받침하
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현대 과학기술의 실천적 운용에 앞장섰고
전염병 관리 기간 중 ‘택경제’(宅經濟), ‘택건강’(宅健康), ‘택교육’(宅教育)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넷째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협력이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갖고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발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와의 방제치료 경험 공유, 과학연구 협력
강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개별 정치인들이 중국 측 항역 투쟁의 긍정적 성과와 세위조직 등 권위 있는 의견을
외면하고 중국의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이른바 바이러스 원인론, 중국 책임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말들은 원래 한 마디로 할 가치도 없지만, 그들은 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유행 질병을 가지고 입만 열면 시비를
거는 등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2.3. 시민의 대응방법
1) 사회적 거리두기
항역은 전염원(傳染源)을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포화 검출과 집중
격리라는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포화검사는 의심환자를 모두 검사하는 것이다. 집중 격리는 모든 확진 사례를
거점병원과 방실병원에 모아 격리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시험지에 답하고 있다. 나라 사정은 다르지만 같은 과학적 논리에 근거한 표준 동작이다. 항역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러한 표준 동작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은 조기 진단, 의심환자 전원의 검사, 효과적인 추적, 확진환자의 밀착단속, 방실병원 건립 등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환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장 위원은 설명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대응도 다를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격리하고 사교거리를 연장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전파지수를 낮출 수 있다.
각국이 사교적인 거리를 두는 것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통제에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은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면 1.5m에서 4m까지 사교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사교 거리의 연장선이다. 장 위원은 현재 유럽 마스크가 부족한
데 마스크가 제대로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의료용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를 자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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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교적인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성숙한 시민의식
1월 23일 우한은 도시를 봉쇄했다. 중국 정부의 정부 규제는 춘제(春節설날)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모든 중국인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한에서는 인구 1000 만 명 이상의 도시가 도시를 봉쇄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전국 각지의
의료진이 의연하게 가장 아름다운 ‘역주행자’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고 부상자를 구제하는 신성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宅’자가 인기를 끌자, 각자는 스스로 가택 격리를 하고, 시끌벅적한 거리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타임아웃 버튼을 누르는 듯했지만, 사회 질서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지만, 미리 계획된 출가 없다. 운명이 한데 묶인
채, 마음과 마음을 함께하고, 공영하며, 교통이 끊겨 호텔이 폐쇄되었으나, 통제된 운행은 더욱 조밀하고 효율적이었
으며, 일부 당원 간부, 큰아버지와 어머니, 청년 자원 봉사자들이 동원되었다. 부족, 각 지역 정부마다 한정구매,
예약구매 등 계획적 조치가 잇따르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매점매석이나 약탈은 드물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사회관리가 이처럼 질서 정연하다니 14억 인구의 나라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해
정견을 달리하는 일부 서양인들조차 ‘빈 앞의 전면’과 ‘빈 앞의 강함’이라는 표현을 쓰며 방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정부의 역할은 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국민, 대중, 백성이라는 말을 쓰는 데 익숙해져 국민의 두 글자를 쓰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법치체계가 부실하고 법치국가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공민은 인민, 군중 등의 표현과는
크게 다르다. 율 개념이란 법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의식은 개인의 역할과 그 가치의 이상에 대한 자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본
규범에 대한 국민의 감지를 비롯하여 사회 정치 생활과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합리성, 적법성에 대한 자평을 포함한
다. 공민의식은 인간과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에 의해 수용된다. 교육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강해졌으며,
사회가 부단히 진보함에 따라 강화되었다.
3)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단계적으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국도 방역과
진료 등 전염병에 적극 대처하는 상태다. 인류 공동의 재난인 코로나19에 맞서, 한중 양국은 국제 사회의 방역에
대한 성공 사례를 세웠다.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은 이미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해외의 코로나19 감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이 신종 플루 감염에 대응하는 주요 방법은 대규모 격리, 병원 치료,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포함)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신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주요 방법은 서로 다르다
시 주석은 사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중 방역협력에 대해 전화 통화를 했다. 임상 대응 등 반격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두 정상이 공유하며 한국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한중이 협력하여 항역, 상호 지원, 지원 및 도움을 받는 것은 다방면에 걸쳐 의료 물자의 상호 원조 공조를 실시하
고, 정부 다각도의 공동방역에 대한 공동 관리 협력 체제를 수립하며, 적시에 정부 통제, 의료자원조성을 공유한다.
이런 합작품은 획득한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의 방제에 따른 단계적 전과(戰果)로 발전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는 등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의 사태가 점차 진정됨에 따라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회복 발전시키는 것이 다음 단계의 쌍방 협력의 중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3100억 달러에 달해 실질적인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양측은 방역을 잘하면서 한중 간 문은 절대 닫지 말고 상대국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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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공민의 왕래에 대한 강한 수요. 중국과 중국은 바이러스 검사 증명을 상호 인정하는 등 편의화(便利化)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과학이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한국 측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 측도 중국
내 한국 기업 임직원들의 조속한 복귀와 특수한 시기에 한중 산업사슬, 공급사슬, 가치사슬을 잘 지켜 양국 간 실질적
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보호해 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에 대비한 다국적 협력의 성공사례를 수립하고, 서로 협력해 전과를 지키면서 우리의 성공담
으로 더 넓은 지역을 복사해 더 많은 나라와 인민의 항역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 시 주석, G20 정상회의 참석4월
14일, 리 총리는 아세안-중일(10+3) 코로나19 지도자 특별회의에 참석해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중한은 지역의 핵심국가이자 경제 협력 산업 사슬로서, 공급사슬의 중요한 부분은 또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
고, 안정밸브와 부스터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데 더욱 기여해
야 한다.

Ⅲ. 결론
돌발 사태로 인한 위기관리 대응은 위기관리의 중요한 단계다. 돌발적인 공공사태 속에서 정부의 위기관리와 언론
의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신종 관상 바이러스인 폐렴 발생 이후 중국과 한국의 각 정부, 언론
매체와 일반인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강점을 발휘하고, 여론의 힘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명확하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적시에 전달하고 국가 이미지 전파와 구조 구축에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각종 정보통로를 이용해 세계를
향해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전하고, 언론은 제3자의 자원 우위를 발휘해 세계 여론 조성에 힘을 쏟으며, 공중은 모바
일 단말 기능을 통해 사람마다 국가 이미지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언론, 그리고 공민단체나 개인이 국가통
치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과 중대한 시험대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단계적으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국도 방역과
진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확약된 상태다. 인류 공동의 재난인 신관폐렴에 맞서 한중 양국은 국제사회 항역의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전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전염병에는 종족이 따로 없다. 세계적인 대유행병 앞에서 필요한 것은 과학적 객관적
분석, 전면적 이성적 대응, 개방적이고 투명한 협력이다.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기 바란다. 협력해야
국제사회가 하루빨리 위기를 이겨내고 인류 공동의 보금자리인 밝은 내일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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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ituation of Corona
19 and the adaptation and overcoming of disasters. The outbreak and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make people
vulnerable and at risk because the cause is uncertain and psychologically difficult to cope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emotional response to COVID-19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postponed the opening of school,
resulting in educational imbalances such as online learning and care, academic disparity, and private education,
as well as nutritional intake and expenses necessary for growth in a state where meals cannot be provided. It
analyzed the burden caused by the conflict and economic gap between adolescents and family members, and
looked for ways to support healthy and correct grow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various angles. From
January 1, 2020 to November 14, 2020, 80,697 “corona” and “education” related policy issues introduced in various
newspapers and broadcasts wer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olicy announcemen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irst,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ronavirus outbreak, which is an atypical problem, public opinion reacted
sensitively to environmental changes, while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reacted somewhat later.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response was gradually accelerated as the crisis pattern was repeated,
and it was found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complaints of education victims was slowing. Second,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education gap deepening in a disaster situation. Various groups including expert groups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a variety of ways to close the educational gap. Third,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olicy decis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s policy announcements were often presented with the opinions of
expert groups as the basis for policy decisions. However, this is somewhat insufficient in resolving the actual
conflicts and difficulties of 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so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ratio of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actu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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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caused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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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간에 미치는 상호작용과 재난의 적응 및 극복에 대해 분석하
였다. 교육부가 개학을 연기 하면서 온라인 학습과 돌봄, 학업 격차, 사교육 등 교육의 불균형은 물론, 급식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및 비용 등으로 아동청소년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경제적인
부담을 분석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각도로 찾아보았다.
이 연구는 2020. 1. 1.부터 2020. 11. 14까지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소개된 80,697개 “코로나”와 “교육”에
관련된 정책 이슈들의 변화 추이 및 교육부 정책발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염병의 정의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직간접적으로 전파⋅확산하는 질병이며1), 국가와 대륙에 걸친 인간 질병의 확산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 전염병
의 확산을 의미한다. 그 특징은 국지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스페인 독감”은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최소
2천만 명이 사망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첫째, 비정형적 문제 상황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여론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결정은 다소 늦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위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정책대응이 점차 빨라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교육 수해자의 불만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난 상황에서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들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부의 정책발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2020년 3월부터 독일과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SARS-CoV-2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
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사생활과 경제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제한을 두게 되었다. 이는 엄격한
통행금지(예를 들어 중국 우한시,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 또는 스페인에서 유행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도시에서
시행 중임)부터 독일 바이에른주(BayIfSMV, BayMBl, 2020, Nr, 162.), 자브뤼켄주(Allgemeinverfügung zum
Vollzug desInfektionsschutzgesetzes (IfSG), SaarlABl, 2020, I, S. 194.)의 접촉 금지 및 문화 및 스포츠 행사,
무역 박람회의 금지, 학교 및 보육 시설의 임시폐쇄 및 식당시설 및 소매점에 대한 봉쇄규정에 이르기 이르기까지
다양하다.2)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은 정치적 선호보다는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탐색을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정책결정은 정치적 합리
성보다는 기술적 합리성(문제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19라는 비정형적인 정책 환경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조건을 형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갖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국가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책과 실행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과 학업격차 해소는 지체할 수 없는 현안임을 즉시하고, 교육당국과 교사,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시⋅도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뺷역학 및 감염병관리뺸. 2012. 5면; 현정희. “신종감염병 유행과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 뺷Weekly Issue뺸.
제21호. 2017. 1면. 전염병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병원체가 이동하여 발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감염병은 사람 간 전파만이 아니라 공기나 흙
등의 사람 이외의 전파원에서 미생물이 옮아와서 일으키는 병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2월 30일 자로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
법｣을 통합하여,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특히 종전에 사용했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비전염성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면
서 전체 감시 및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2)

그 외에도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법적 불이익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들에 대한 법률로는 2020년 4월 1일민법, 파산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COVID-19 전염병의 충격완화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이하 COVID-19-FolgenG)이 발효되었다.
COVID-19-FolgenG. BGBl. 2020. p.569; 이에 대해서는 김진우.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 뺷재산법연구뺸. 37(1).
2020. 119면 참조; 주로 이러한 시설과 회사의 운영 또는 공공 행사를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수입과 이직률이 이러한 조치에 의존하는 많은 예술가,
프리랜서, 자영업자 및 회사원의 경우, 이러한 조치에는 때때로 수입과 수입의 상당한 손실이 수반되기 때문에 독일 입법자는 이러한 조치에 의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조치가 폐지될 때까지 현재 부채를 해결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BT-Drs. 19/18110 vom. 2020.3.24. p.2;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공동성명”. 뺷민주법학뺸. 73호. 2020. 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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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재난 상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3) 우한시4)에서 원인불명의 폐렴5)이 집단 발병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
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6)는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명명)’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북미⋅유럽⋅오세아니아에서도 확진
자7)가 나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27일 코로나19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수정한 데 이어, 1월 30일에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8)’(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우한시의 폐렴 집단 발병은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해
격리치료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질병의 발원지인 우한은 중국 후베이성의 중심 도시로 인구는 1100만
명(중국 7번째)이며, 유학생을 포함해 한국 교민도 1000여 명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주변 9개성과 연결된
화중(華中) 지역의 요충지로, 중국 중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정치⋅경제⋅금융⋅교통의 중심지이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 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은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2.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1월 24일 우한에서 귀국한 50대의 한국인이 두 번째 감염자로 확진되었다. 우리나라는 2월 17일까지 확진자
수 30명 선을 유지하며 안정세 조짐을 나타냈으나 2월 18일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31번째 감염자로 확진된
뒤 이 환자와 연관(신천지대구교회, 거주지역(대구-경북, 병원 등)된 지역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진자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월 18일 이후로 급증한 확진자는 신천지9) 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전수검사 시행 등으로 3월
11일을 기준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구로 콜센터와 성남 은혜의 강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수도권
대거 발생 우려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초기 발병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확진자(20대 남성)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면서 촉발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으며, 특히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의 거짓 동선 진술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우려를 높였다.
8월 15일 광복절 연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신천지 사태와 이태원 클럽 이후 3차 대유행10)이 일어난 바 있다. 희소한 의료자원에 기반한 분배결정은 일반 대중
3)

후베이성(湖北省, Húběi Province): 창강(长江) 중류 유역 중앙부에 있는 성(省)

4)

우한시(武汉市, Wǔhàn Shì): 후베이성(湖北省) 부성급성시(副省级城市)이며 성회(省会)로 중국역사문화명성(2차, 1986)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중지구
(华中地区) 최대 도시로 중국 7대 도시 중의 하나이자 성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교육의 중심도시이다.

5)

폐렴(pneumonia): 미생물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염증

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

7)

확진자(確診者): 질환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

8)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國際的公衆保健非常事態, 영어: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언한다.

9)

신천지: 1984년 3월 이만희가 창설하였으며,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이다. 주로 ‘신천지’라는 약칭으로 줄여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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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공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적 완전성 및 건강에 대한 기본권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부족
한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11) 따라서 부족한 의료재화의 보급과 관련하여,
전염병의 대유행의 경우에도 의회 입법 자체에 의한 보다 안정적인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12)
최근 발생한 유행병과 같은 전염병은 이미 2013년 독일 연방주 위험분석(Bund- LanderRisikoanalyse, 2013)
의 맥락에서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의대량 유입을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지침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의학적 문제와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만 비로소
고려해서는 안 된다.”

3. 교육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또다시 연기(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교육부13)가 3월 31일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의 첫 온라인개학14)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은
진학을 앞둔 고3, 중3 수험생이 4월 9일 처음 시작하는데, 이는 당초 교육부가 정했던 등교 개학일인 4월 6일보다
3일 늦춰진 날짜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교육부는 당초 3월 2일이었던 개학 일을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로 세 번째 연기한 바 있다.
수험생들의 온라인 개학 1주일 뒤인 4월 16일에는 고 1, 2학년과 중 1, 2학년, 초 4~6학년 학생들이 개학한다.
마지막으로 4월 20일 초 1~3학년 학생들이 개학하면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유치원은 온라인
개학 없이 등교 개학이 시작될 때까지 무기한 휴업한다.
이와 같은 개학 연기에 따라 수능15) 역시 당초 예정됐던 2020년 11월 19일에서 2주 연기된 12월 3일 치러지게
되며, 성적 통지일(12월 9일→23일)도 함께 늦춰진다.
Table 1.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10) 대유행 (大流行 play): 한때 사회에 널리 유행함. 1. 전염병이 널리 퍼져 돌아다님. 2.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11) A. Brech. 뺷Triage und Recht뺸. Berlin: Duncker & Humblot. 2008. p.101; S. Bausch, K. Kohlmann. “Dieerklärte Spendenbereitschaft als verfassungsrechtlich
zulässiges Kriterium der Organallokation”. 뺷NJW뺸. 2008. pp.1562-1564; R. Lachmann, N. Meuter. 뺷Medizinische Gerechtigkeit뺸. p.311; S. Herb. 앞의 책(주
17). p.178. 본질성이론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J.Taupitz. 뺷Die Standesordnungen der freien Berufe뺸. De Gruyter. 1991. p.804 이하.
12) M. Kloepfer. 뺷Pandemien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Rechtsordnung뺸. NOMOS. 2009. pp.1208-1219; Walter, Zeit Online 2020.4.2. ; Zimmermann. LegalTribune
Online. 2020.3.23.
13) 교육부(敎育部 / Ministry of Education): 국가의 교육⋅학술 관련 업무와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국가행정조직. ‘교무부’라고도 불린다. 국가에 따라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학부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14) 온라인개학: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를 거듭한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15) 수능(수학능력시험 大學修學能力試驗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예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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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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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스트레스와 학업 및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이다.16) 과거에는 가족, 사회적, 정치
적, 군사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유용성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 즉 ‘엘리트’들이 선호될 수 있다.17)
따라서, 전염병 발생 시 생명을 구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지역 사회에 유용한 사람들과 같이 미래
에 특별한사회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
하고 평등의 원칙은 혜택과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특정 생명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한다.18)
감염병의 발병과 대유행은 그 원인이 불확실하고, 심리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어 사람들을 취약하고 위험에 처하
게 만든다. 아동청소년들의 ‘COVID-19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교육부가 개학을 연기 하면서 온라인 학습과 돌봄,
학업 격차, 사교육 등 교육의 불균형은 물론, 급식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및 비용
등으로 아동청소년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경제적격차로 인한 부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기존
자살, 자해, 우울, 분노조절 장애 등 청소년들을 괴롭히던 상담 건수는 비약적으로 늘었고, 여기에 20대 초반 갈
곳을 잃은 이들과 장애 청소년들의 복지 수준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인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3~9월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의 자살⋅자해 상담은
총 54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222건)보다 69.7% 늘었고, 우울⋅불안⋅충동⋅분노 조절 문제 상담은 전년 같은
기간(2만5410건)보다 85.7% 늘어난 4만7176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가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학년-학교별
수업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오프라
인보다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게 됐고, 일탈 역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으로 느는 추세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통상적인 개념(만 13~19세)이 아닌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빠진 장애 청소년들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되고 있다. 장애 유무, 학교 안,
밖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의 적극적 지원과 돌봄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아웃리치 활동도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돌봐줄 어른들과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온라인수업에 대한 만족도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용 학생 대부분이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의 안내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대해 인지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 검증에서는 온라인 수업 전반적 만족도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항목인 콘텐츠 만족도, 교사와의 상호작용, 시스템 만족도
에서 모두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다양한 교과콘텐츠의 개발, 시스템 개선,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6) Lachmann, Rolf and Norbert Meuter. 1997. Medizinische Gerechtigkeit. Wilhelm FinkVerlag. 237.
17) Brech, Alexander. 2008. Triage und Recht. Berlin: Duncker & Humblot. 288.
18) 2020년 3월 27일, 독일 윤리위원회는 “코로나 위기의 연대와 책임(Solidaritat und Verantwortung in derCorona-Krise)”이라는 임시 의견서
(Ad-hoc-Stellungnahme)를 발표했다(Deutscher Ethikrat. “Solidaritätund Verantwortung in der Corona-Krise”. AD-HOC-EMPFEHLUNG. 2020. p.4). “국가는
인명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갈등 상황에서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비상사태의 예외적인 시기에도
가능한 많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기초를 보장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부족한 자원의 배분을 위해 추상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 이와는 달리 병원 내에서 구체적인 선발결정에 대한적극적인 지침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동지침
을 설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자적인 국가적 평가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이에 상응하는 결정들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규범적구체화를 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기본지침의 틀 내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제공해야 하는 전문학회의 기능을 말하며, 내용상으로 국가가 허용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최근의 문헌으로는
김준혁. “코로나 19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 및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설정”. 뺷생명, 윤리와 정책뺸. 제4권 제1호. 2020. 67-96면; 정문식.
“감염병의 대유행에 있어서 의약품 부족 시 의약품 제공기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뺷의료법학뺸. 13권 1호. 2012. 155면; 독일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논의로는 Witte, Tobias. 2013. Rechtund Gerechtigkeit im Pandemiefall. NOMOS. 1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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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사회에서 다양한 격차가 중첩되는 20대의 경우 심리⋅정서 측면의 이상증상 마저도 드러나지 않는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의구심으로 20대 청년들이 감내하고 있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자살생각의 수준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20대 청년의 심리⋅정서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2017. 9. 20.)에 따르면, 2012년부
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20대(20세~29세) 공황장애19) 환자 수가 연평균 13.3%, 같은 기간 우울증20) 환자는
2012년 대비 2016년에 22.2%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급증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다른 연령 세대와 비교했을 때 유독 20대 만이 악화 추세가 뚜렷하게 포착된다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대 초반 연령대인 24세까지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복지프로
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일환으로 취업자 대상 상담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대 청년 다수가 분포하는 대학에서는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재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정책
지원 서비스로서 안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사항들, 그리고 사항별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집단을 발견하고자 한다. 아울러 심리⋅정서 문제의 수준에 따른 정책 욕구와 그에
기반 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정부가 20대 청년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Ⅲ.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방법
감염병 재난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줌과 동시에 확진자와 유가족뿐만이 아닌 전체 국민
개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후속될 경제위기는
코로나 상황의 종료 후 자살률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를 괴롭힐 수도 있다. 따라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정신적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계층, 대상별 국민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자살증가 예방전략 수립 및 심리백신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국공립 의료기관의
감염병-정신응급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의 경험은 개인과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재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재난의 경험은 물리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집합적 형태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야기
한다.21) 재난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경우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충격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은 긴장, 두려움
등을 확산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며, 재난 초기에는 현장에서 희생하는 영웅과 국민들의 단합 등 재난에
대응하는 허니문 시기가 존재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현실적인 문제(실업, 파산 등)로 인한 악화 기간이 올 수
있다.22)
우리나라 국민 48%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우울감을 경험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전국 15세 이상 전체 응답자 1,500명 중 47.5%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또는 ‘심각’ 수준의 불안/우울

19) 공황장애(Panic disorder):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아산병원홈페이지 http://www.amc.seoul.kr/asan/h
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83 2018.03.06.검색).
20) 우울증(Depressive disorder):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아산병원 홈페이지 의료정보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
seDetail.do?contentId=31581 2018.03.06.검색).
21) 박주언 외(2015). “재난정신건강 평가도구”, 대한불안의학회지, 11권 제2호.
22) 보건복지부⋅국가 트라우마 센터(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23) 전국 17개 광역시⋅도 15세 이상 1,500명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3%) (이은환,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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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2.5%, 불안/ 우울감
을 ‘다소’ 느끼는 응답자는 45.7%, ‘매우 심하게’ 느끼는 응답자는 1.8%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신건강 피해에 따른 대상자별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지원 프로그램개발 필요하며, 10대의 경우 학교
등 학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리정신회복을 위한 집단 심리치료 활동 또는 힐링체조 등과 같은 신체활동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및 우울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높아졌고, 특히 전업주부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 계약직, 무직인사람들의 정신건강 안전 수준이 낮게 나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과 동시에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97년 외환위기 상황에 못지않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복지-정신건강체계를 아우르는 긴밀한 자살고위험군 개입체계 강화 필요하며,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일차적 원스탑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결하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의뢰연계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상실과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체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대상이며 자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하면서 상호작용
을 통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에 부모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생활 영역은 가정은 벗어나 또래집단으로 확대되어 간다. 각 개인은 친구와 지속적
이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이안에서 수용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한다. 비행또래와의 교제가
아동, 청소년의 비행 내지 학교폭력 관여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기도 한다(Payne, 2008; Kim, 2007; Ki, 2001).
반면에 또래애착이 오히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아동에 있어서도 또래
관계는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우울감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있어 보호요인인 동시에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데, Dekovic(1999)가 12세에서 18세까지의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
로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 성향, 가족 내적 요인 및 가족 외적 요인으로 분류되는 보호요인의 역할
및 상대적인중요성을 연구한 결과, 또래로부터의 수용과 애착은 강력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
부모자녀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양육태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자녀상호작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잘되는 부모자녀관계라면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또래애착과 양육태도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정신건강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또래애착과 양육태도는 정신건강과 부적
영향관계에 있었다. 즉, 또래애착이 잘될수록 혹은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초등학생들은 정신건강의 심각도는 감소된
다는 의미이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양육태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신건강에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부모자녀 상
호작용이 잘될수록 정신건강의 심각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의 능력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정신건강과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육태도와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경제적 손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루아침에 많은 제약을
받거나, 더는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불안과 공포감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팽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런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어려운 숙제를 제시한다. 이런 상황을 독일 보수주의 철학자 오도
마르크바르드는 ‘무능을 보상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다소 난해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했다. 어떤 뚜렷한
철학적 원칙을 따르는 행동이 불가능하기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바이러스와의 끝나지 않은 전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면역과 치료의 연구에
추동력을 줄 것이다. 지금은 우선 감염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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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도 마련했다. 중국의 초강도 방역전략에 이어 이탈리아도 ‘경찰국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전국을 봉쇄하고 통제하고 있다. 위기 극복의 열쇠는 결국 시민들의 성숙한 자기책임에 근거한
삶의 방식에 있다.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의 낙관도, 당장 지구의 종말이라도 올 것처럼 불안에 떠는 공황(恐慌)도
답은 아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현재의 사태가 어떤 경제적 결과를 낳을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질병에는 국경이 없다. 바이러스는 국경⋅국적⋅민족⋅인종⋅남녀⋅정치를 알지 못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
리지 않고 침투해 병을 일으킨다.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되면서 하나의 질병이 동시에 전파된다. 질병⋅자본⋅정보⋅
인권이 그것이다. 모두 인간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문제이다. 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생존을
위협한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재난은 가난을 차별한다. 재난은 빈부격차를 초월해 모든 사람을 덮치기에
우리 모두 ‘공동체적 일체감’과 더불어 ‘희망과 관용과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가난을 접하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지 분리’가 가장 큰 이유이다. 서울에 300가구 이상 공급된 공공임대아
파트 158개 단지와 서울시 616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한달간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아이들에게 쏟아
진 차별과 혐오의 시선, 분리와 배제의 시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과의 전쟁’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내놓는 경쟁을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한국은 교육을 사학에 맡겨 놓아도 되는 것일까? 국가가 해야 할
교육사업을 사학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국가
도 학부모도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에서 교육을 우리처럼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 하는 나라는 없다. 고교 무상교육 얘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교육의 반을 사학에 맡겨놓는다
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김교육감은 가난한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할 때까지는 막연히 개학하는 날을 기다려야 했지만… 부유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부담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마음껏 고액 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 교육격차가 더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양극화
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개학 일정을 걱정했다. 인수공동점염병이 세계를 멈춰
세우고, 하루가 다르게 4차 산업사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민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부터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기업인까지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다. 당장
취약계층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아동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지원은 절실하다. 국민들
이 당면한 현실을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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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ROK government's response process for COVID-19 in 2020 through
an intelligence process, discover problems, and present solutions to them. Through the 5th level of the intelligence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s initial response to COVID-19 and the ongoing crisis management process can
be examined. The recommended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Information Collection, is collecting the
information about COVID-19 abroad and domestically. (2) Information analysis, analyzes the collected information
and prepares a wa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3) Saring Information, is reinforce the reponse to COVID-19
by sharing information between organizations for response. (4) Information disclosure, examines how transparent,
accurate and timely public o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is disclosed. (5) Information managenet is continuously
updating information and managing it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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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국내⋅외적으로 극단적인 위기상황이 연출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모를 페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2020년 1월 3일에 질병관리본부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면서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의 첫 단계인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후 1월 20일 중국 우한으로
부터 입국한 중국 여성이 검역에서 의심증상이 발견되며 그 단계는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다. 7일이 지난 후인 1월
27일에는 네 명이 감염 확진을 받음에 따라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그 감염 증가세가 잠시 주춤하다가,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옴과 함께 신천지 신도와 그 주변인 간의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어느 정도 확진자 감소 단계에서 이태원 클럽확산, 물류센터 집단감염, 해외 유입,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등 지금
이 순간도 지속적인 증감이 반복 되고 있고 정부와 온 국민은 이 감염병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국내⋅외에의 언론에서는 K-방역이라는
단어로 보도하며, OECD국가 들 중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한 코로나19 웹 세미나에 13개 국가가 참여하여 한국 정부와 방역 노하우를 나눴고, 독일, 미국과 같은 방역
선진국 역시 화상회의 컴퍼런스콜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다(NEWSIS, 2020).
특히 미국의 CNN을 비롯한 해외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방역이 타국가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언론은 한국 방역역량의 우수했던 요소를 언급하면서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단기간(1주일) 내에 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 하였고, 필요한 경우 전수검사와 ICT 기반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공중보건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국민들의 정직한 자가격리와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칭찬하고 있다(Bok, 2020).
이는 우리 정부가 과거 메르스 감염병 사태 이후 많은 부분의 비판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건의료체계
와 감염병 대응 체계 그리고 그와 관련 법 체계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정을 수행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Jung, 2020).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초기 정보분석의 미흡함,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 수준의
문제, 정부의 과도한 방역 성공 홍보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성공적 방역을 평가할 때는 절대적인 확진자의 수,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신속한 정부의 초기 대응,
지속적인 관리 능력, 국민적 참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에 대해 치명률 만큼이
나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확산속도이다. 즉, 대응 지식이 부족한 신종 감염병 확산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확산
방지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대응 시기와 속도가 중요한 위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감염병
확산이 시한성 위기임으로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프로세싱이라는 판단 하에,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정보프로세싱 과정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정보프로세싱 과정을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공유, 정보공개,
정보관리의 단계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보프로세싱 과정에서의 미흡한 사항을 식별하
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가 되겠다.

II. 이론적 논의
1. 국가위기와 감염병 행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상황을 두고 ‘국가에 위기가 왔다.’라는 말을 한다. 그 위기(crisis)는 사전
적 의미로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간단하게 정의된다. 위기는 과거의 전통적인 안보 관점에서는 적국이나 주변국
으로부터의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위협이 존재
하는 근래에 와서는 전쟁과 같은 위기 뿐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전 위기, 재난위기, 공공 핵심 기반 위기, 민간 핵심기반
위기 등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Lee, 2018). 이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테러를
경험하며 더 이상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가시적인 적국, 잠정적 적국의 군사적 위협이 아닌 예측하기 힘든 불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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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확대되며 더 이상 전통적인 안보개념 하의 위기관리보다는 포괄적 안보개념 하의 위기관리에 대한 전세계
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위기에 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뺷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뺸에서는 국가 위기를 “국가의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
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복합 위기의 성격을 적용하여 Lee(2018)는 국가위기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건강,
국가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발생
시에는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용자원을 기획⋅조정⋅통제하는 과정”이 바로 위기관리가 된
다(Lee, 2018).
국가의 위기와 함께 혼용되는 말로는 ‘재난’이 있는데, 재난은 뺷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뺸과 뺷국가안전관리기본계
획뺸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감염병 재난으로서, 뺷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뺸상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뺸
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 된다.
감염병이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한 병원체가 그 장기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감염에 의하여 발현하는 감염증을
말하고, 감염원에서 감염경로를 통하여 감수성 있는 사람에게 감염 된다(Lee, 2015). 최근에 국민들의 기억에 남아있
는 감염병은 2003년 사스,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이다. 감염병은 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뺸에 의해 분류되는데, 제2조 제1호에 의해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
련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감염병 중,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
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라고
정의 되어 있으며 “타. 신종감염병증후군”을 포함한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신
종감염병증후군‘으로 법정 1급 감염병에 해당된다.
감염병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구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의 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그 전파속도와 변이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정확히 일치하
는 연구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특성파악이 어렵고, 국제 교류와 해외 여행이 많은 환경에서 그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며, 그 출현을 예측하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내수 경제보다 해외 무역과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의 경우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Lee, 2018).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과 동시에 마비된 전 세계의 경제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위험성 감염병은
사람에게 직접 전염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 국제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비와 책임이 중요 강조되어 가고 있다(Yoo & Ko, 2012).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여 “재난관리”, 즉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우리는 감염병 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Cho, 2016). 이에 대해 Lee(2018)는 ‘각종 재난을 관리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과정과 활동’으로 정의하며, 정적인 과정이 아닌 변화의 메커니즘으로 보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의 위기관리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통령 훈령 제3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근거
하며 관련 법령으로 뺷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뺸, 뺷보건의료기본법뺸, 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뺸, 뺷검역법뺸,
뺷의료법뺸 등이 있다.
뺷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뺸에서는 제34조 5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관계기
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게 책무를, 의료인 등에게 책무와 권리를, 국민에게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책무, 권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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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중 감염병 행정을 위해 살펴야 하는 부분은 제4조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래와 같은 책무가 되겠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위 책무들을 바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감염병 행정의 특성은 관리체계의 단순성, 관리체계의 연계성, 정보의 개방
성, 전문성, 연속성 등을 들 수 있다(Cho, 2016). 이 특성들은 감염병 행정의 정보프로세스 과정으로도 확장될 수
있으며 그 특성에 부합한 정보프로세스가 이뤄지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번 연구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행정정보프로세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Cho(2016)에 의하면, 행정정보프로세스는 “집행과 봉사의 의미를 지니는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가의 업무수행과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계⋅제작한 컴퓨터의 하드웨어(Hardware)⋅소프트웨어(Software)와 자료
(Data) 그리고 절차(Procedure)의 집합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부처 간 연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의 왜곡을 줄일 수 있으며,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Kim & Kim(2009)은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시스템이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여
되는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상호작용 집합체’이며, 프로세스는 ‘특정한 가치 발생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단위
업무들의 집합’”으로 설명하면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동질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행정정보프로세스는 성공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수행되는 행정 업무와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해 가용한 컴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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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Hardware)⋅소프트웨어(Software)와 자료(Data) 그리고 절차(Procedure)를 활용하여, 정보를 효과적
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유하며, 공개하는 정보관리의 흐름을 갖는 일련의 단위업무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Choi(2016)는 행정정보프로세스의 구성요소이자 그 일련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공유, 정보
공개 및 정보관리로 나눠진 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정보수집
정보수집은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거나 정부기관, 조사기관 그리고 기업체에서
발간하고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 뿐 아니라 연구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술지 발표 논문 및 여타 연구를 위해 수집한
정보이며, 인간과 컴퓨터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Nam, 2015). 또 정보수집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정보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 된다(Kim, 2001).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의 축적
으로 Raw Data의 양은 늘어나고, 그 접근을 위한 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고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이 정보프로세
스의 시작이다(Cho, 2016).

정보분석
정보분석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화인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정보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Cho, 2016). 수집된 정보의 양은 4차산업혁명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격하
게 늘어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즉 정보분석을 위해 정부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데이터⋅AI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및 과제를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이를 “한국판 뉴딜”로 명명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 정보 분석에 대해 Oh(2020)는 4차산업혁명을 통해 만물이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빅 데이터를 생성하고,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에 대한 고도의 해석을 토대로 적절한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이 역시 최근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정확한 정보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im(2001)은 정보 분석이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며 분석된 내용이 정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정보분석은 실제로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의 정책 계획이나 수행에 있어 방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공유
분석되어 Raw Data에서 Information화 된 정보는 적절한 조직 간에 적시에 서로 공유되어 활용되어야 그 가치
가 빛을 발한다. 또 필요할 경우, 분석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직 간에 공유되어야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여 그
방향성을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할 때도 있다. Kim(2003)는 정보공유에 대해 개인-기업-정부 간에 업무수행 목적
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특히, 감염병과 관련하여 ‘위기의사소통’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는 단시간 내에 중요한 정보를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메시지를 준비하여야
한다(Lee, 2006). 결국 정보는 다방면의 공유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Cho, 2016).

정보공개
정보의 활용함에 있어, 그 주체는 생산자(제공자)와 수요자(이용자)로 나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적절하게
분석되어 적시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한성 사건이나 상황에서는 적시에
공개된 정보가 현재 처한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는 데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Kim(2001)

372

The Review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Focusing on the Intelligence Process

은 정보공개는 적시성, 보안성, 계속성의 원칙을 따른다(Cho, 2016). 이 원칙하에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범위와 방법
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공개 범위는 꼭 필요한 사용자에 제한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유출되지 말아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Cho, 2016).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의 정보공유와 정보공개는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한 기능이 되고있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즉,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간에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매체에 전달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과 그 중요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18).
또 박기수 박사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감염병 자체의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기능까지 있음을 연구논문 통해 밝힘으로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Industry 4.0 Today, 2020. 1. 3.)
특히, 감염병 대응과 같은 행정에서의 정보공개는 감염병의 대상이 국민 누구나에 해당될 수 있어서 그 정보는
공공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 국민에 대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정보의 필요자 사이에서 확산되고, 이로 인해 신속한 감염병 대응의 성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되겠다.

정보관리
군대에는 “전쟁이 시작되면, 기존의 작전계획은 즉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아무리
치밀하게 작성된 작전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계획의 바탕이 되는 정보는 현재 상황이 변화하고 환경이 바뀌는 순간
가치 없는 정보가 되거나, 그 중요성이 바뀔 수도 있다.
정보의 관리는 이런 측면에서 공개된 정보를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Cho, 2016).
John Boyd는 OODA Loop 개념을 설명하면서 전장에서 지속적인 정보의 피드백과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이는 관찰하고(Observe), 방향을 잡고(Orient), 결정하고(Decide), 행동하라(Act)의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이 단계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뤄지는 Loop로서, 이는 정보관리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그 정보를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변화된 상황에서도 그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전략이 되겠다. 이와 같이 정보관리는 정보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Kwon(2020)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 발견 2019년 12월 말이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공중보건 긴급상
황을 선포한 것이 1월 31일인 것을 감안 하면 전세계적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점이 특징이고, 감염 초기에는
그 증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조기발견과 격리치료를 통한 봉쇄 또는 차단전략(Containment)의 성공 가능
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완화전략(Mitigation)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감염병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통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그 맥을 함께 한다.
Cho(2020)는 코로나19 대유행은 감염병이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임
을 말하였다. 주요 국가간의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협력과 정보의 공유 없이는
국가 단독적으로 감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국내적 대응의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국제적인 정보수집에 힘을 써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Wang(2020)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과학적 기술과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이 되어야 하며, 선제적 방역,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응하는 방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적확하고 신속한 정보수집과 분석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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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20)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교류를 증진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자는 논의
가 한창임을 강조하였다. 또 ‘글로벌 안보’의 관점에서도 감염병 재해에 관련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과거 경험에 의해 미흡한 정보(관리) 리스크로
인해 내부적 불신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강조하였다. 즉, 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제적
정보수집과 분석, 국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k(2020)은 코로나19 관련 국내의 대응이 현재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 방역 사례를 통해 K-방역 모델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 요소는 ‘사전 정보모
니터링’, ‘감염병 초기방역’, ‘생활 방역 개념 정립’, ‘국외 유입자 방역관리’, ‘공중보건의료시스템과의 방역 연계’,
‘스마트 ICT 방역시스템과 개인정보’, ‘감염병 컨트롤 타워 및 거버넌스’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위 요소들을 원활하
기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프로세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om(2020)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 분야 중 하나인 빅데이터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로 실시간 클라우드소스 기반의 정보를 통해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서 현재와 미래의 감염병
을 조기에 탐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포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당
하게 정보의 활용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정보프로세스상의 정보수집과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기술을 다뤘다고 볼
수 있다.
Choi(2020)는 최근 기후 등 환경 및 사회, 기술의 변화로 인해 재난이 점차 대형화⋅복잡화⋅다양화 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ICT 혁신기술과 재난안전 관리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R&D를
통해 투자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재난안전관리의 융합은 정보프로세스상의 모든 단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Lee(2020)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정보통합관리체계와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재난상황에 있어서 선제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케
할 것이며 보다 빠르고 신속한 재난 관리체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뿐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는 소셜 데이터도 분석하는 등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정보프로세스가 재난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Choi(20020)는 위기관리체제의 정보화를 달성한 기관 간 연동이 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
하면서, 평시부터 원활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정보체계가 연동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각 위기관리 기관
의 정보체계를 평시부터 구축되어 있는 통신망과 정보망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위기상황 발생 시 별도의 설치와
준비 없이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난 안전과 관련된 조직들이 플랫폼 조직이 되어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역시 행정정보프로세스상의 정보 수집,
정보분석 그리고 특히 정보공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 결국 재난안전 대응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Lee(2018)는 메르스와 사스 사태를 분석하면서,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그 당시의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그 대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정부의 리더십,
정부 간 관계, 정보공유 등의 측면을 다루는 대응 과정에서 자원을 어떻게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초기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감염병 대응에 감염자의 확산 통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Cho(2016)는 감염병 행정 과정에서 정보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다. 정보프로세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정확한 분석, 정부 부처 간 연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왜곡을 줄이며, 정보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조직 간 정보전달체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있어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공유 및 공개 등의 정보관리와 대응에 이르는 행정정보프로세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74

The Review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Focusing on the Intelligence Process

4. 연구모형
이번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정보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정보프로세스의 구성요소인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공유, 정보공개, 정보관리를 중심으
로 하여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코로나19 이전 최근의 감염병 사태인 메르스 사태와 비교분석하여
감염병에 대한 정보프로세스의 과정에 비춰 잘 이뤄진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모형은 Cho(2016)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분석 틀을 활용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살피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수집은 국내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을 파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부의 초기 대응의 신속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확진자 발생 전 정보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치와 대응 여부, 국제 정보수
집을 위한 협조와 활동 여부, 국내 확진자 발생 후 초기 정보수집 시스템의 구축 여부를 확인하였다.
정보분석은 감염병의 확산 현황 파악과 그 특성에 대해 정확히 분석한 결과로 나타나는, 정부대응의 적절성을
통해 살필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분석결과와 관련된 정부 초기 대응의 방향, 정보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여부, 정보 분석을 위한 기술확보 노력과 그 효과, 정보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구축 여부를 확인하였다.
정보공유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우리 정부 내 각 부처 간, 정부와 기업 및 의료진 간 등 실제 감염병에 대해
대응을 위해 협업이 가능한 모든 조직 간의 정보 공유 현황을 살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유를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행정체계 및 지휘관계 구축 여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조직들의 적절한 협조
여부, 각 조직 간의 정책에 대한 공감여부를 주로 확인하였다.
정보 공개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수집, 분석 및 공유를 통해 완성된 정보가 국민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에 적절한 내용을 담아,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는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여부, 공개된 정부 정보의 정확성 여부,
공공성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 여부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종합적 정보 관리는 정부 주도로 위 감염병 행정정보프로세스가 연속성 있게 이뤄지면서, 지속성 있는
감염병 대응 관리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변화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최신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
를 확인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해되는 지속적인 대국민 정례 발표를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3장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을 확인한 후에 제4장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을 정보프로세스를 통해 분석한 후 이를 메르스 사태의 정부 대응과정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
고 제5장에서는 그 앞선 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하려 한다.

※ Source: Cho(2016).

Figure 1. 감염병 행정정보프로세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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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개요
코로나19의 정의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서, 법정 감염병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
군에 해당되며 병원체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바이러스이다. 잠복기가 1-14일인 증후군으로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아직까지 특이적인 항바이러
스제가 없는 상태이다.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로 국가별로 그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다(KCDC, 2020).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2020. 2. 23.)함에 따라,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조직적 구조로
살펴보면, 방역의 지휘는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중이
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
다. 그리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 전담 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 시스템을 통한
활동은 크게 입국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차단과 감염 화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4월 1일 00시를 기점으로 하여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입국하는 다음날을 시작으
로 14일간 격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게 되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의
격리 시설에 격리 시키고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생활치료센터로, 음성이면 각자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되며, 자가격
리시는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 하도록 하여 자가격리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정부주도로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확인,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으로는 638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95%에 해당하는 606개소에서 직접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추가적
으로 차량 이동형(Drive Thru), 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운영모델을 창의적으로 다양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단검사는 총 118개소를 운영하며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 하루 검사 가능역량은 약 2만명에 이른다. 역학조사
분야에서는 환자 인터뷰를 통한 동선 등의 정보파악, 의료진 및 가족 인터뷰, 의무기록, 핸드폰 위치정보, CCTV,
신용카드 기록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보건교육 및 증상 모니터링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조치하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KCDC, 2020).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효과를 보이자, 전 세계각종 언론에 K-방역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과정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감염병 대응 전과정에서 활용된 검사진단기법 등
3T(Test-Trace-Treat)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 하여 국제표준화(18종)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분야별 세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뺷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뺸와 같은 웹 세미나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병원연맹, 미국 국가 표준원 등과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20).
2020년 7월 17일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은 외신 기자들에게 산발적 감염이 이어짐에
도 국내 발생이 감소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특별입국관리와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 노력,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진 체계 조기 가동⋅검진역량 확대를 위한 노력,
선별진료소 체계, 마스크 공적공급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사회활동 재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 협력
을 지속할 수 있는 거버넌스, 민관 산학연의 협력과 연대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가장 큰 요소로 국민의
의지와 참여 덕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바탕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에 장벽이 없는 점을
강조했다(Yeonhap News, 2020. 7. 17.).
국내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와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1월 20일 국내 최초 1번째 환자가 확진되고,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되었다. 동월 27일에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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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단계를 상향조정되었으며 28일에는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월 12일 기준으로 하여 ‘코로나19’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동월 17일 인플루엔자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포함
시켰다. 동월 20일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였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동월 21일에는 대구⋅경
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2일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여명의 전수조사와 진단검사
를 실시하였다. 동월 23일에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26일에는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
함에 따라 마스크 수출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27일에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3월 3일부로 확진자는 5000명을 돌파하였으며, 4일에는 역대 4번째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11.7조를 발표한다.
5일에는 코로나 특위에서 마스크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가 42명으로 메르스 사망자 38명을 넘어서게 된다. 9일에는 마스크 5부제를 시작하였고, WHO는
3월 11일이 돼서야 코로나19에 팬데믹을 선언한다. 15일에는 대구, 경산, 청도, 봉화를 사상 최초로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19일부터 모든 입국 내⋅외국인 대상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였다. 22일
에 정부는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였고, 28일에는 완치율이 50%를 넘어섰다. 31일에는 2021학
년도 수능 연기를 발표하였고, 4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이 이뤄짐을 발표하였다.
4월 1일에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였고, 2일에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0만명을 넘어섰다. 3일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만명을 돌파하였고, 4일에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다. 6일을 기점으로 2월 20일 이후 46일만에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명 이하가
되었고, 10일에는 대구지역에 최초로 신규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13일에는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15일에는 성공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일에는
61일일만에 신규 확진자 증가가 한자리수로 줄어들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하여 5얼 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5월 5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종료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으며, 11일에는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13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별 등교를 시작하였고, 26일에는 버스⋅택시
탑승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6월 1일부로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고, 고위험시설의 경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행하고
28일에는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유행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
계로 구분해 시행키로 한다.
7월 1일부러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2일에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자 증가폭이 어느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다가 다시 8월에 들어서 증가하기 시작한다. 8월
12일부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이 급증하였고, 16일에는 수도권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
다. 30일에는 2.5단계로 격상되었다.
9월 1일에는 누적확진자가 2만명을 돌파하였고, 4일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였고,
13일에 와서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10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유지되
고 있다(Yeonhap News, 2020. 7. 7, 2020.9.20.; NEWSIS, 2020. 4. 19.; KCDC, 2020. 10. 19.).

Ⅳ. 정부 감염병 대응의 정보프로세스 분석
1.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평가
메르스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 바이러스 분류 위원회(ICTV,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가 명명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 Virus, MERS CoV)이다.
메르스 감염은 중동지역에서 2014년에 확산되기 시작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전세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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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87%(1,436명)이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는 2015년 6월에 확산이 시작되었고, 185명 감염, 38
명 사망으로 중동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한국이 가장 많은 감염자를 기록했으며, 메르스는 그 치사율이 30-40%
에 이르는 고위험 감염병이다.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2015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바레인에서 농작물 재배관련 일에 종사하다가
5월 4일에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1번 환자에 의해 5월 20일에 확진으로 결론되며 시작되었다.
그 후 2015년 12월 24일 0시를 기해 보건당국은 메르스 상황종료를 선언하였고, 최종적으로 기록된 한국에서의
치사율은 20.4%로 결론내려졌다. 그 대응과정의 경우, 정부는 확진 환자 발생(2015년 5월 20일) 이후 11일이 지난
2015년 5월 31일이 되어서야 ‘메르스 민관종합 대응 테스크포스’를 설치하였고, 6월 5일에서야 평택 성모병원 방문
자를 전수 조사 하였으며, 6월 7일이 돼서야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경유한 병원을 일반에 공개하였고, 이때 이미
한국의 메르스 확진환자는 100명을 돌파산 상황이었다(Cho, 2016).
감사원은 2016년 1월 14일 메르스 대응과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Kim(2016)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 등의 메르스 대응 미흡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 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최초 환자가 병식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종료 하는 등 부실한 초기 대응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번 접촉자
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하여 대규모 3차 감염을 발생시켰
고,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의 지연과 14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가 부실했던 것이
메르스 대규모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메르스 대책본부는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일부를 제출 받고도
즉시 격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시⋅도(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7일이나 지연된 상태로 격리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하였다. 또 1번 환자의 경유 병원 관련 사실을 의료진과 공유하지 않아 동선이 겹쳤던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하여 대규모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었다(Kim, 2016).
이런 과정에 대해 Lee(2018)는 한국의 국가방역과 의료체계에 내재된 모순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았으
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하였고,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여 혼선이 있었으며,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협조 체계 또한 원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병원감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이 연속적으로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감염병 대응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 업데이트 된 지식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구축하고 전문적
인력과 대응과정에서의 신속한 위기 상황 분석 등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료기관 등 과의 파트너십과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Lee, 2018).
정보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공유, 정보공개의 순서로 정부의 메르스대응 과정
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보수집 측면의 경우, 2013년 6월 21일 스포츠 조선 신문에서는 중동지역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2014년 5월 6일 네이버 뉴스에서는 사우디의 메르스 추가 감염 확산과 공포감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동년 5월 14일 매일경제신문에서는 메르스가 미국에 상륙하였으며 치료약이 없어 치사
율이 30%에 이른다는 보도를 하였다. 9월 2일에는 동아일보, 이투데이, 헤럴드경제 뉴스에 의해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으로 아시아 유럽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치사율은 사스의 6배에 이른다고 밝히며 8월까지 전 세계 21개국에서
855명이 감염되고 그 중 333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WHO는 8차례의 메르스 연구 및 감염병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고, 국내 전문가도 2차례의 자문을 하였다(Cho, 2016).
정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유입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뤄져야 했을 단계는 정보수집이다. 그러나
국내에 확진환자가 유입되기 전 이미 많은 언론의 보도와 국제기구의 염려 섞인 정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당시 정책을 고려 할때 그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정보 분석의 측면에서는, 2016년 1월 14일 배포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라는 감사원의 보도자료
의 가장 첫 번째 주요 감사 결과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지적한
다. 특히 2014년 7월 메르스 대응지침 수립시에 WHO나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 등의 밀접접촉자 기준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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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의 자문 없이 관리대상(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좁게
설정하였다. 이는 충분한 정보가 존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되겠다.
또, 최초환자와 관련된 대응조치를 보더라도, 1번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병원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방역망을 1번환자(최초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한 것은 초기에 수집한 정보들에 대해 분석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고 그
이후로 대규모 3차 감염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Cho(2016)는 메르스 초기에 최초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사람들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지침만
알려준 상태로 자택격리를 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직접통제할 정도로 메르스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정보분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
한 역학조사관이 메르스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분석에 의한 초동조치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보공유 측면에서는, 뉴시스의 2016년 7월 29일 기사에 의하면, 각 정부 부처별 의사소통과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부처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경찰청은 57.4%
만이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답변하였고, 국민안전처의 경우는 30.8%가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교육부 역시 36.7%,
문화체육관광부는 39.1%, 국무총리실은 42.6%만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응답
자의 64.5%는 정부의 위기소통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 감염병 대응과정에 가장 중요한 병원 내 감염병 정보공유를 정부에서 의료진에게 적시에 공유하지 않았다.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내원할 때까지 병원 내 의료진들에게 1번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결과 최초환자였던 1번 환자와의 동선 파악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머물며 81명을 감염
시키는 슈퍼전파자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간의 감염병 정보 역시 적시에 공유되지 않았는데, 특히 병원과
보건소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기 이뤄지지 않아 격리대상자가 격리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Cho(2016)는 누가 정보공유를 주도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보공유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기관에 정보공유를 요구할 만한 설득력과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부 인력의 전문성과 입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
부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의 원활한 공유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있어,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 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정보공개
업무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공개한 정보들
에 의해 국민들이 오히려 더욱 큰 공포와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고
SNS를 통해 메르스 지도를 만들고 공유하며 자체적인 정보를 공유해 나갔던 사실로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당시에 감염자에 대한 정보공개는커녕, 가장 중요한 감염자의 동선상의 병원을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다
는 것이 가장 큰 패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Cho(2016)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또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재로서의 정보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코로나19 대응의 정보프로세스 분석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며, 하루 확진자의 숫자가 다시 세자리 수로 늘어난 지금 정확한
코로나19 대응의 정보프로세스를 확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보프로세스의 단계에서 초기 대응
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분석, 정보 공유와 공개의 단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는 정보 관리의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발표자료 및 학술자료, 언론의 사실 기사들을 위주로 하여,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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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2019년 12월 30일, 중국의 우한시 중심병원 의사 리원량은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7명에 대한 병원
문건을 접하고, 동료 의사 7명과 함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위험 상황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강제적
인 통제로 무마된 일이 있었다(Jung, 2020). 이후 12월 31일에는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 44명이 발생하였다고
WHO 중국지역 사무소에 의해 보고되며,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가 발생하여 조사중이라는 발표를 하자, 2020년 1월 3일 질병관리본부에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였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우한시 발 항공편 입국자
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재인용; Jung, 2020).
이와 관련하여, 중국 보건당국이 밝힌 최초의 “사람 간 전염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 전부터 과거 감염병들
의 정보들과 당시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역관이 초기부터 N95 마스크를 사용하였고,
의료진도 개인 보호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환자 진료를 하였다고 밝혀, 초기의 기술적인 대응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대응이 적절한 정보수집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메르스 방역 실패 경험에 의한 조치였다
고 볼 수 있다(Kyeonghyang Shinmun, 2020. 1. 21.).
메르스 당시에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11일이 지나서야 ‘메르스 민관종합 대응 테스크포스’를 설치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메르스 사태 이후 정비된 체계에 의해 이뤄진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초기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초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에 의한 조치였다기 보다는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으로
인해 정비되고 구축된 법체계와 정부의 인식, 국민적인 감염병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오히려 초기 언론과의 질의 사항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정보소통에 대해 국가간 정보 소통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고, 중국 정부 발표자료 외에 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으로 밝힌 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과의 국제적인 초기협조를 통한 정보수집은 그리 원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Kyeonghyang Shinmun, 2020. 1. 21.).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1명을
1월 23일에 주중 한국대사관에 파견하였으나 그 시기는 이미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 분야에서는 신속한 조치였다고는 볼 수 없다(Asia News, 2020. 1. 23.).
그러나 정부는 국내의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국제적인 정보수집과 동시에 국내의 역학 정보수집을 위해 위치정보,
CCTV 영상, 신용카드 사용기록을 활용하여 역학조사를 실시 하였다(OEC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help combat COVID-19, 2020). 이에 대해 미국 CNN, 영국 BBC 등의 해외언론 매체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주일 만에 진단 장비와 도구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확진자를 조기발견 것이 성공적인 방역 사례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보수집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Bok, 2020).
그 결과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발표한 국가별 초기 대응의 효과성 지표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Moon, 2020).

정보분석
초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로 나타나는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 에 대한 입장은 2020년 1월
21일 MBC 라디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現 질병관리청장)과의 대담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동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로 보고되고,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한 직후의 대담이었다. 이 대담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가 사람 간 전파
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 승객이나 입국 시 공항 관계자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임을 밝힌다. 한국에 입국하는 우한시 발 관광객과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검역소를 통해
검역하고 입국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공지하여 선별진료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존에 정부가 수집한
정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확진자가 입국하자마자 바로 질병관리본부가 조치를 취한 사실과 코로나19 의심 증상

380

The Review of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Focusing on the Intelligence Process

자에 대해 1주일 만에 진단 장비와 도구를 개발하여 확진에 나선 것을 통해 볼 때, 초기의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거 감염병 사례와 함께 분석하는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태국, 일본 등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도중에도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유지한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비교적 일관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바르게 분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Jung, 2020).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 68.9%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특히 ‘사태초기에 중국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는 의견이
84.1%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의료계의 입장에서도 해외 발생에 대처하는 정부의 초기 대응 정책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ealth Chosun, 2020. 3. 30.).
하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19 대응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의 대응과 관련된 정보분석 및 수집을
위한 체계 구축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국내 코로나19 관련 역학 정보분석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정보분석을 위해 의심증상자나 해외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
나19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2020년 4월 8일 기준 638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
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95%에 해당하는 606개소에서 직접 검체채취를 실시하고 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K-방역으로 유명해진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도보 이동형(Walking Thru) 등의 다양한 운영모델을 운영하고
안전한 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총 118개소로, 공공기관 23개, 의료기관 81개,
수탁검사기관 14개로 이뤄져 있으며 4개의 진단시약을 긴급사용승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하루
검사 가능역량이 약 2만명까지 가능한 수준이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 분석을
위한 시스템과 방역모델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 기술
을 활용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역학조사관의 업무량을 감경하고, 대규모
의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존에 대구⋅시흥시에서 연구개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활용해 역학조사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1일이 걸리던 역학조사를 10분으로 단축
시키게 되었다. 이는 정부의 기술의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분석이 가능케 한 사례가 되겠다(Hankook Shinmun,
2020. 3. 25.).
다음으로 기술이나 시스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보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역학분석관의 충분한 숫자와
전문성이다. 역학조사관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어 자가격리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또
확진자와 그 지인의 진술을 파악할 뿐 아니라, 확진자의 휴대전화 추적, 인근 기지국 통신접속기록, 방문장소 CCTV,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다. 즉,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정보분석에 있어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거 메르스 감염병 사태 당시, 전국의 역학조사관이 34명 이었던 것에 반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역학조사
관이 전국에 130명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메르스 이후 더 나은 정보분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정보분석을 위한 역학조사관의 절대적 숫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뺷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뺸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인 경기도 내 27개 지역에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
관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 10만명 이상의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역학조사관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내에 28명의 역학조사관밖에 는 충원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역학조사관의 전문성과 관련 하여서도,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전문 역학조사관 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기본교육(3주 이상), 지속교육(6회)을 출석하여야 하고, 유행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2편 작성해야 하며,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를 2편 작성,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역학조사 관련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총 2년 과정의 직무 훈련을 모두 수료하여야 전문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역학
조사관은 전문 역학조사관이 아닌 기존의 공무원이 2년의 교육도 마치지 않은 채 순환보직을 관리되거나 또는 계약
직으로 관리되어 낮은 보수와 안정적이지 못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는 실질적인 국비지
원은 이뤄지지 않고, 총액 인건비도 제한적이며, 쿼터(정원 제한)도 존재하는 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이
시행되어 전문 역학조사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상황임이 지적되기도 하였다(KBS News,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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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적이지 못한 역학조사관이 수행하는 정보분석은 전문적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유
정보공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및 지휘관계 구축 여부는 우리 정부가 감염병에 대응하
는 어떤 조직을 꾸렸는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접촉자 또는
격리자, 입국자 관리 시스템이 정부의 타부서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았고,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외교부의 여권 정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정보, 경찰청 추적관리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모여서 각각의 시스템이나 인력을 동원하여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질병관리 본부에 넘겨 주는 수준이었다(Jung, 2020).
그런 수준에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 이르며, 2020년 2월 23일에 돼서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 체계는 지금까지도 유지 중에 있다. 현재는 “K-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 주도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체계라고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신천지 교인 등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것은 늑장 대응이었다는 평가도 있다(Jung, 2020).
국내의 감염병 관리 체계는 2018년에 보고된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백서가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백서에 감염병에 관한 대응조직과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꾸려진 것이다. 2018년 메르스 감염병 사태 당시,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문제가 이슈되면서 그에 대해 강구된 대책을 바탕으로 지금의 체계가 운영 되고 있다(Bok, 2020).
현재 정부의 방역 체계의 컨트롤 타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보부 1
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질
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즉, 정부의 방역지휘체계를 구체화하는 시기는 초기 방역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에
늦은 부분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 문제를 교훈삼아 개정했던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현재(2020. 11월)는 지휘 체계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점 없이 방역과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정부 기관 간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정보공유에도 메르스 대응과
비교하여 비교적 효과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유입인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위해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
(건강보험자격확인),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nternational Travler Information System) 및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
페이지). 또 코로나19 연구를 위한 확진환자 임상정보를 모든 의료진과 연구진에게 공유하고자 정부에서 웹기반
정보관리시스템(eCRF)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정보공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을 만큼 정보공유에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Mediphon News, 2020. 3. 21.).

정보공개
해외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 요인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Bok, 2020).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일 두 차례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자와 누리집 및 자체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동선, 지역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 정부는
민간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적 수요에 바탕한 서비스를 개발토록 하여, ‘코백’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장소 100m 이내에 접근 시 경고 알림 발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명하면서도 지속성 있는 정보의 공개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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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직접 정보를 공개하고 또 바탕 정보(Raw Data)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높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2020년 6월 30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을 통해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과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Lee(2018)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위기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진정한 위기관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위기관리는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회적 형평성, 안전권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이념적 가치로 삼는다는 이념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Lee, 2018). 이와 같이 정보를 공개
함에 있어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그 정도에 대한 고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20년 10월 9일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정보를 제외하고 확진자 개인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한 조치이
다. 따라서,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게
되며,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 내에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여타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또 기존의 시간
별로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별로 그에 맞게 노출 일시를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보호 측면을 강화
하였다(Kyeonghyang Shinmun, 2020. 10. 9.).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인 재난문자의 경우 그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 ‘스팸’ 메세지와 같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감염병 시한성 재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는 재난 알림 문자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불완전한 정보나 부실한 정보를 담은
재난 알림 문자가 국민들에게 전송될 경우, 국민들은 재난 알림 문자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불신하게 된다. 그럴
경우,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직접적인 정보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문자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완성도 높은 내용을 담아서 발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Weekly Dong-A, 2020. 8. 21.).

정보관리
김동현 한림대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포럼에 참석해 적극적인 검사와 정보통신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실시한 역학조사와 환자추적의 결과인 역학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전산화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입력 서식이 부재하고 전산시스템도 지역별로 따로 구축되어 있으며,
역학정보와 임상정보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추적조사는 물론 후속연구나 감염병 동향 파악, 예측 등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Dong-A Science, 2020. 10. 27.). 코로나
19관련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얻어진 정보, 그리고 그 조치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들이 수집은 되고 있으나, 그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홈페이지(ncov.mohw.go.kr)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 최신화와 매일 실시하는 중앙방
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은 정부의 정보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양호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V.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정보 수집 분야에서는 정부는 중국의 감염병 발생과 그 주변국으로의 확산에 대해 국제사회 및 언론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정보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채널을 열지 못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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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의 인터뷰 진술 내용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 되기 시작한 시점에 중국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을 정부의
공식 발표자료와 기사 외에는 없었다는 것은 정부주도의 감염병 확산 사태를 위한 정보수집의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되는 부분이다. 국내에 감염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중국에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파견한 것 역시 코로나19
의 확산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역학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수집 방법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는
늦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도 긍정적으로 받고 있다. 물론 양호했
던 방역체계는 전적으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수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과거 메르스 대응의
실패 사례로부터 이어진 대응체계 개선사항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기에 가능한 부분이었다. 즉,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보프로세스 상의 정보수집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확산 전 해외 역학 정보수집은 상당히 미흡하였으나,
발생한 이후의 감염병 관련 역학 정보수집 및 정보수집을 위한 기술 개발과 대응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적절하고 신속한 정보수집은 초기대응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바,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문인력의 신속한 해외 파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의 확산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국내 확진자 발생 전 정보수집이 미흡했던 만큼, 초기 정보의 분석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국내 확진자 발생 전, 해외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보수집
과 분석이 부재하였고 이로 인해 전문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분석을 위한
각종 기술의 개발, 정보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체계와 방역체계 구축 등은 양호하였으나 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인
역학분석관의 절대적인 숫자와 그 전문성 확보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
확보와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양호하지만, 그 시기가 늦었고 역학조사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의 수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분석이 지속성과 내실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정부 외에도 학계와 전문의료계의 분석을 존중하여 초기 정보분석을 수행하고 국내의 역학조사
를 위한 역학조사관의 충분한 숫자와 전문성 확보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초기에는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체계의 컨트롤 타워 관련 문제가 제기 되었던 바 관련
법체계는 정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체계적 시스템 보다는 인력에 의존한 정보공유 체계를 갖고 있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늦은 것이 미흡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또 정부기관과 의료
기관과의 정보공유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코로나에 직접 대응하는 의료기관이 체계구축을 위해
동시에 노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역학 조사관을 양성 및 의료기관으로 파견하
여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감염병 의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 분야에서 정부는 정례브리핑과 홈페이지 운영, 지자체 정보공개 시스템, 실시간 문자메세지를 통한 정보
공개 등 각종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적 방역의 이유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칭찬했을 정도로 양호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 대한 역학 데이터 공개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통한 민간과의 협력관계에서 각정 방역
기술과 앱과 같은 결과물이 방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공개 과정에서 초기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로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부정확한 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과도한 수준의 정보공개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과거 메르스 사태의 미흡했던 정보공개를 지적했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코로
나19 대응과정에서 정보공개 부분에 관하여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확실히 개선된 체계와 노력 의지를 보였으나 개인
정보호와 과도한 정보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좀더 신중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보관리 분야에서는 분석되기 위한 종합적인 역학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앞으로의
후속연구나 감염병 동향 파악, 예측 등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감염병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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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의 정보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의
확산의 추이는 아직까지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일일 확진자 수도 하루가 다르게 가감을 반복하는 만큼 정부의 대응이
옳다거나 그른 방식이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과거의 메르스 사태의 정부 대응과 비교하여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많은 행정프로세스 중 감염병에 대한 정보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어떤 정부 정책이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연구를 위한 자료는 감염병 관련 논문과 기사, 정부의 발표 자료와 소개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서, 감염병
예방법 법률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번 연구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용분석 중심의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방향으로의 통찰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해 나가면서 채워나가야할 부분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아직까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 주로 대응과정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복구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다음 재난을 원활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정보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신뢰성 있는 정부의 정책과 진정성 있는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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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the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BCMS) became known in Korea
in the wake of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World Trade Center(WTC) on September 11, 2001. In 2004, Korea
abolished the Disaster Management Act and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which was divided in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Social Disaster)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atural and Human Disaster). Since then, the Act was revised in
2014 and has become the basis for all disaster and safety-related laws. The Act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for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Currently, the public enterprise has added
certification to enterprise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in disaster mitigation as additional items in the disaster
management field and assessment items in the disaster management fiel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This allows public institutions to replace the obligation to establish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with certification
of enterprise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in disaster mitigation and encourages certification by giving additional
management evaluation points. It is urgent to expand the policy for the settlement of private companies in this
certification system. By expanding the start of the public institution-centered certification system for enterprise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in disaster mitiga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find the direction of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certification of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assista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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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1년 9월 11일 미국 WTC(World trade center) 테러사건을 계기로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의 의미 및
필요성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사회재난), 소방방재청
(자연⋅인적재난)으로 구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후 2014년 개정되어 모든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률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기업재해경감법’)은 자율적으로 업무연
속성관리체계(BCMS)를 구축한 우수기업에게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서 발급하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현재 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재난관리 분야 가점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분야 평ㄱ가 항목으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추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사항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경영평가 가점을 줌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있다. 이 인증 제도의 민간기업의 정착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시급하다 하겠다.

3. 연구의 질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공공기관 중심의 시작을 확대하여 뺷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뺸에 맞는 기업의 자율적인 인증 정착을 위한 정책의 방향점을 찾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Literature Review)
1. 재난의 정의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災難)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재해(災害)라고 한다. 또한 방재(防災)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화재, 지진, 홍수, 폭풍 등의 재난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연재
난은 신의 행위(act of god)라 할 수 있으며 발생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사회재난은 원인 제공자가 존재하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법적 공방으로 복구가
지연되기도 하며 그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곤 한다.
3) 현재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가지며 발생된 지연재난은
연쇄효과로 후속 피해를 야기시키며 상호의존성에 의해 다시금 더 큰 자연재난을 일으킨다. 기업에 있어서는
산업사고의 후속 피해를 일으켜 Natech재난의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곤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파괴와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대표적인 예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전천우(2018)는 기능연속성계획(COOP)과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IPP) 차이점을 국내와 미국 사례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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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공공기능의 유지는 같으나 대상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9년 12월
개정에서 국가기반체계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용어를 변경함.)
2) 손정석(2017)은 공공기관의 업무연속성관리 모델은 ISO22301를 기본으로 자체 특성을 고려한 BCMS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력분야 공공기관인 “S”사에 시범 적용하여 BCMS 모델을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시범 적용
대상의 업무연속성 모델은 초기 구축 자료로써 비교하기에는 매우 초보 단계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3) 권정환(2016)은 미국의 기능연속성계획(COOP)의 연방 연속성 훈령(FCD, Federal Continuity Directive)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하지만 FCD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언급 없이 재구성하여 분석의 한계
가 있다.

3. 기업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BCMS)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은 재난 발생시 기업 활동이 중단되
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 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모든 공공기관도 해당되며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
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해당된다. 즉 공공 부문도 포함된다.
2)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재해경감법에 의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 지속적 개선으로 꾸준한 재해경감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의해 평가하여 행정안
전부 장관 명의로 수여하는 인증서이다.
3) 우수기업 인증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 대행기관에 신청하고 평가를 받아
최종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인증받은 기업은 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 조달 입찰시 가산점 부여,
재난관련 보험료 혜택, 자금 지원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4) 행정안전부 지정 인증기관의 소속 평가원은 기업재난관리사(인증평가 분야)라는 행정안전부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평가를 할 수 있다. 2020년 11월 01일 현재 자격 보유자는 62명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Figure 1. 기업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프로세스

4. 기능연속성계획 (COOP :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2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⑤항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핵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으며 ⑥항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능 연속성계획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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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조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과 함께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계획이다.
2) 2021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분야 평가에 반영되어 2021년 평가 지표로
적용되었다. 세부적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업 재난관리 분야 경영평가
-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78조 및 동법 시행령
- 평가 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 직영기업(‘21년 기준 273개 공기업, 광역 57개, 기초 216개)
- 평가 분류 : 재난⋅안전관리 분야
- 평가 내용 : 지방공기업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0.5점) 부여
- 가점 대상 안전경영시스템 : KOSHA18001, ISO4500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2)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분야 평가
- 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과 정비실태 등 전년도의 실적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배점 : 3점 (가산점 아님)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시 100% 인증
* 계획 수립 또는 인증평가 신청시 40% 인정
3) 기능연속성계획(CCOP)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는 기업의 핵심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의 재
난 발생시 핵심업무(또는 기능)의 중단을 최소화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동일하고 구축 절차도 동일
하다. 다만, 기업은 핵심업무에 대해, 공공기관은 핵심기능에 대한 보호로써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4) 기업재해경감법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 핵심업무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중단 시간에 민감한 정도를 기준으로 가장 시급한 업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위업무의 중요도
순이 아닌 중단시 시간경과에 따른 영향에 따라 가장 시급히 재개해야 하는 업무순이라 할 수 있다.
5) 기능연속성계획(COOP) 구축 절차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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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 활성화 방안
1. 기업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활성화 방안
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현황
(1) 인증 수 : 93호 인증 (한전,발전소,공사 등 약 20개 기관 인증)
(2) 공기업 경영평가 가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분야 평가로 확대 예상(대상 공공기관 : 약 900여개 기관)

2) 활성화 방안
(1) 우수기업 인센티브 조기 시행 : 2020년 100호 인증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주로 공기업 위주 인증으로 민간기업, 주로 재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중 조세 감면의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의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활성화에 가장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2) 인증 절차 개선 : 현재 인증 평가는 컨설팅을 통한 체계 구축 후 인증 대행기관의 평가보고서를 행정안전부
내의 인증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절차는 ISO 인증
평가 절차와 비교하여 복잡한 이중 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한 간소화로 기업의 신속한 체계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기업의 일정 규모 및 조건 이상시 BCMS 구축 의무 조항 신설
현재 기업재해경감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의 재난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 혹은 고위험 업종 등은 의무조항으로 설정하여
기업의 연속성 및 지역사회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

2.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
1) 기업재난관리사 현황
(1) 행정안전부 국가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는 총 3개 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2단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분야, 3단계 우수기업 인증평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전 단계의
교육 이수증과 합격증 보유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3단계인 우수기업 인증평가 분야 자격
보유자만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평가를 수행한다.
(2) 자격 취득 현황 : 2020년 11월01일 현재 총 1,202명이며 그 중 2단계 보유자 105명, 2단계 보유자 중 62명이
3단계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3) 기업재난관리사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 지정 전국 총 10개 교육기관

2) 활성화 방안
(1) 분야별 단계의 통합
- 현재 구분된 3개의 분야를 통합하여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단답⋅논술형, 3단계 면접 형태로 구분하고
합격 후 연수과정을 통해 각각의 단계에는 맞는 컨설팅 혹은 인증평가 등의 업을 등록 혹은 지정 받아 운영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계별 구분으로는 수강생의 교육 비용 증가와 함께 일관되고 양질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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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과정을 통한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수료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국내 어떤 국가자격에도 없는
제도로써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합격 후 연수과정을 통해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실제 시장이 요구하
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3) 채용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 업종 중심의 의무 채용을 통한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필요성 및 안전의식 내재화
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4) 입찰시 가산점 부여
-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 시 BCMS의 이해도가 있는 기업재난관리사(최소 2단계 이상 자격
보유자)가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자격증자의 역할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수 있다.

Ⅳ. 결론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구축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이러
한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 평가시 재난관리분야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분야 평가에 반영하여 2021년도부터 평가 예정이다.
의무사항인 COOP을 구축 후 동일한 체계 구축 절차를 가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의 인증 제도인 재해경
감 우수기업 인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체계 구축을 갈음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와 국가전문자격인 기업
재난관리사의 제도의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전문 인력의 양성 확대와 역량 강화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 나아가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 계획 구축 및 민간기업의 효과적인 재난관리로 이어질 것이다. 제안한
활성화 방안이 정부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함께 검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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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들어 감염병 위기의 빈발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918년의 스페인독감(Spanish
Flu)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2500만~5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2~2003년의 중증급성호흡
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은 전 세계로 퍼져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
하고 774명의 사망자를 내었다(Kim, 2020: 50).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발견된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03월 05일까지 전 세계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보고된 MERS의 감염자는 2521명인데 그중에 886명이 사망했다(WHO, 2020)1). 그리고 감염병 위기의 영향 범위
는 지리적 한계와 행정구역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파급된 주체도 다원화해졌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의 영향은 포괄적
이다(Tian, et. al., 2020: 50).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에 대해 “오늘날 서로 관련된 세계에서 다음번에 감염병 대유행은 ‘만약(If)
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다.(WHO, 2018)2)” 로 언급한 바 있다. 즉 감염병 위기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으로 인간은 다음 감염병 대유행에 관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겨우 1년 후로 2019년 12월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COVID-19: Corona Virus Disease 2019)가 중국 우한시(武汉市)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2020년 4월 29일
이후 중국 각 지역은 일상화된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에 들어갔다. COVID-19의 초기 대응에서 우한시는 이번 감염
병 위기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시스템이 늦게 가동되어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쳤다(Jiang,

et. al., 2020: 10). 그 이후로 중국은 우한시의 감염병 위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 베이징
신파디(新发地) 시장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베이징시의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됐다.
위기는 속성상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위기관리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조직이 복합적
이고 총체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Lee, 2018: 338). 베이징시가 한 달 만에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원인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동시에 대응 과정에서 정부 조직, 의료기관, NGO,
기업 및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따라서 위기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조직이 협동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위기관리에서 조직 간의 협력은 각종 자원을 총괄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이 협동하여 종합적인 거버넌스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다.
베이징 신파디 시장발 집단감염에 대응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번 대응 사례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 정부는 이번 감염병 위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대응 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정부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은 제한적인 행동 네트워크 속에
있다. 협력 네트워크에서 원활한 자원 공유 환경은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안정을 보장하는 필요한 조건이다(Yao,

et. al., 2012: 168). 하지만 정부 기능의 마비, 위기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등(Liu & Li, 2020: 98)은 정상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사기업, NGO 등 민간조직이 정부 부처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 실천의 기반이지만, 중국에 있는 NGO의 발전이 아직 미성숙하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다는
점도 정상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조직 간의 협동 작업 능력을 제고하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조건이다(Guo, et. al., 2011: 51). 그런데 감염병 위기의 복잡성과 불확
실성으로 인해 다른 참여 주체 간의 정보교류, 물자수급, 조직의 연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각 주체 간의 협력 관계를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도입하여 조직 간의 협력적 행위로 COVID-19에 대한
대응 체계를 연구하고, 부서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관한 구조와 특징을 과학적으로 계측하고자 한다. 감염병 위기
관리 과정에서 조직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이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대응
능력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WHO, https://www.who.int/csr/don/12-march-2020-mers-qatar/zh/. (2020.08.20)

2)

WHO, https://www.who.int/features/2018/10-threats-global-heath/zh/.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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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감염병 위기대응과 협력적 거버넌스
위기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현상이며 그 특징은 집단적인 위협과 고위험이다(Camarinha-Matos, et. al., 2010:
13). 감염병 발생 시 나타나는 돌발성, 집단성, 불확실성 등의 특성이 위기의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감염병 사태에서
위기관리 활동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하다(Li & Tang, 2011: 315). 예를 들어 2019년 12월 COVID-19가 최초로
중국 우한(武汉)시에서 발생하였으며, 그때는 국지적인 일상생활에만 악영향을 끼쳤다.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곳곳에서 COVID-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로 인한 심리적 건강, 경제, 교통문제 등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는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감염병 위기로 인한
피해도 정부와 사회의 상시적인 관리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특별의 조치를 취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관리학 측면으로 위기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때 반응 시간이 제한되고, 위기에 직면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위기대응에 중요한 인력, 물력과 재력이 실제 비축물자를 초과한다(Yang,

et. al., 2004: 268). 이번에 퍼진 COVID-19가 강한 감염성을 갖고 있어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중시켰고, 따라서
단일 조직은 위기 상황의 복잡성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위기관리의 일차적 책임자이
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부처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와 같은 돌발적 상황에서 부처 간의
협동이 복잡화되는 특징을 보여 위기 대응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기관리 과정에서의 기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거버넌스 주체의 힘을 빌려 감염병 위기 협력적 거버넌스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Han & Wang, 2020: 63). 예를 들어 이번 COVID-19 대응 상황에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 정부가 짧은
시간 내에 감염병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가 빅 데이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통신사의 전문기술 지원이 큰 역할을 해줬다. 즉 감염병 위기는 여러 학문 분야의 설계를 통해 협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Burkle, 2019: 39).
위기관리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기관리 과정(Feng & Kim, 2020: 69)은 예방(prevention/
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그리고 복구 (recovery)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베이징시의 감염병 위기관리 실태와 결부해 감염병 대응(response) 단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Lee, et. al.(2013:
279)는 감염병 대응 단계를 대응 주체가 인명 피해와 2차 위기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인적 자원과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했다. Thompson & Louie(2006: 17)는 감염
병 위기 대응을 3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는 감염병에 대해 초기대응을 신속히 해야 하며, 2단계는 감염병 위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기상황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3단계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및 전파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에 알리여 협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위기는 공공관리자들을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공민, NGO, 기업, 자선 단체와 사회기업)로 구성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만들었다(Van der Wal, 2020: 762). 위기는 각 대응 주체에 공동의 임무(이
익) 목표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D.N. & O.B.(2019: 22)는 스웨덴의 관리자들이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간 서로 협력하고 대응에 참여하는 다차원적 네트워크 모델을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떤 조직 관계에
서는 참여자들이 협력할 때 임무 간에 상호 의존이 어느 정도인지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ynihan
(2005: 11)의 연구에서 이해관계자가 상호 의존적인 행동자라는 개념으로 동물 질병 등의 문제를 고려하는 데 적합
하다고 봤다. 각급 정부의 여러 공공행위자들 간, 그리고 비영리조직과 사조직 간의 협조를 통해 이런 문제를 처리해
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마다에 따라 COVID-19 대응에 참여할 때 서로 다른 이익이 있다. 그런데
같은 목표는 다른 행위자에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능력과 자원을 가진 행위자 간의 조합을
가능하게 한다(Lee, et. al., 2020: 732).
이 논문은 선행 연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단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협력적 거버넌스 중의 각 주체는 상호 협력적이고 의존적인 임무(이익)관계(Xiao & Yao, 2020: 135)에 의거하여 공동
으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Rethemeyer & Hatmaker, 2008: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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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과 위기관리
위기 대응 시에는 다양한 주체가 거버넌스 수단을 통해 같이 참여해야 한다. SNA의 장점은 여러 액터(actor)
간의 관계(relationship)를 분석하기 때문에 SNA를 위기관리에 적용하는 데 있어 실용성이 강하다(Kang & Chen,
2013: 118). SNA에서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된 노드(node)와 라인(line)으로 구성된다. 노드는 구체적인 요소를
대표하는바 이런 요소는 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위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인은 노드 사이를
연결시켜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조화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Güreşci & Arpat, 2016: 77).
이에 따라서 SNA를 이용하면 어떤 액터가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서로 다른 액터 간의 거리 및 개인적인
관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직에서의 복잡한 구조와 관계를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Adiyoso,
2020: 6).

Ⅲ. 감염병 위기대응의 사례
1. 중국 베이징시 신파디 시장발 COVID-19의 대응사례
2020년 6월 11일, 베이징시는 처음으로 신파디 시장과 관련된 감염 시례를 보고했다. 베이징시는 6월 12일부터
도시 전역에 있는 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월 13일 새벽에 신파디 시장이 당분간 폐쇄되었다.

2. 중국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베이징시의 돌발 공공위생사건 응급방안과 실제 대응상황에 결부하여 이 논문은 베이징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조직구성도를 구축했다(<Figure 1>). 지방 행정기관 중의 의료보건기구는 국가질병감시시스템의 기초이다.
이들은 감염병을 가장 먼저 식별하고 대응하며 초기 단계부터 확진 사례를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서 중앙⋅지방 정부와 의료보건기구 간의 상호 작용은 국가가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는 필요한 조건이다
(Shin, 2018: 144).

Figure 1. The organizational chart of Beijing's respons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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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데이터 출처 및 처리
본 논문은 감염병 위기 대응단계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데이터 검색 시한을 34일로 정했
다. 즉 2020년 6월 16일 0시부터 2020년 7월 20일 0시까지이다. 데이터의 추출 시간은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
(Beijing Municipal Health Commission) 홈페이지에 게시된 COVID-19 대응에 관련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었
다. 2020년 6월 16일 신파디(新发地) 사장발 COVID-19의 영향으로 베이징시 돌발적인 공공 위생 사건의 비상대응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고, 2020년 7월 20일 0시까지 베이징시의 감염병 발생 상황이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켜 돌발적인 공공 위생 사건의 비상대응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내려갔었다(Beijing Municipal Health
Commission, 2020)3). 연구에 사용된 관계 데이터는 모두 인터넷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논문은 베이징시의
대응 네트워크를 객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언론 보도를 수집했다. 데이터 출처는 주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NGO의 공식 홈페이지, 권위의 전통 유즈넷과 뉴미디어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베이징시의 COVID-19에 대응한 관계 데이터를 어떻게 코딩하고 처리하는지 설명해 본다.
본 논문은 COVID-19에 관한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조직을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하고, 두 조직 간에 인력,
재력, 물력 등의 자원이 유동하거나 정보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네트워크의 노드 간에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방향 연결은 하나의 시작 노드와 하나의 종료 노드로 구성되며, 이 두 노드 간의 관계는
정향적이다(Kim, 2017: 13). 예컨대, 2020년 06월 2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공식 홈페이지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국무원 합동방역체제(Joint
Prevention and Control Mechanism of the State Council)의 명령에 따라 화중과기대학교 동제의과대학
(Tongji Medical College of HUST), 우한대학교 인민병원(RenMin Hospital of Wuhan University)과 우한대
학교 중남병원(ZhongNan Hospital of Wuhan University) 등의 COVID-19 검사팀을 베이징으로 파견하여 베이
징시의 COVID-19 검사 능력을 향상되도록 협조했다(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PRC, 2020)4)”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정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국무원 합동방역체제부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화중과기대학교 동제의과대
학까지의 상호 교류 연결선을 구축하였다.
베이징시 COVID-19 대응 활동 중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참여한 조직이 많기 때문에 본문이 데이터의 동질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법으로 일부 표본을 선택했다(Kang, et. al., 2014: 144).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베이징
시 펑타이구(丰台区) 내의 정부 부처를 시(市)급 이하 정부조직의 대표로 뽑았으며 화중과기대학교 동제의과대학을
전국 기타 지역의 의료지원팀의 대표로 선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액터들은 모두 이번 대응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활약한 조직이었다. 따라서 데이터를 코딩할 때 노드 간의 상호 교류 정보가 EXCEL로 인접 행렬을 구축했
고, 인접 행렬을 UCINET 6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계 데이터에 관한 가시화 그림을 도출할 수 있다(<Figure 2>).

2.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네트워크의 전체적 구조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부착 정도를 알 수 있다(Wang, et. al., 2009: 118). 네트워크의
부착 정도는 주로 네트워크 액터 간의 강약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네트워크 밀도(density)와 노드 간의 거리
(distance) 등을 통해 측정해 낼 수 있다(Yin, et. al., 2006: 967).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전반적인 연결정
도 수준을 나타낸다. 소셜 네트워크의 밀도는 클수록 해당 네트워크에서 각 액터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연관
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드 간의 거리는 액터 간의 평균거리(Average distance)와 최단경로거리
(geodesic distance)로 측정한다. 평균거리는 임의의 두 노드 간 거리의 평균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두 노드 간에

3)

Beijing Municipal Health Commission, http://wjw.beijing.gov.cn/. (2020.09.09)

4)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PRC, http://www.nhc.gov.cn/. (2020.09.09)

397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Figure 2. Responding to the Xinfadi Market Epidemic Organization Cooperation Network

복수의 경로가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경로를 최단경로(geodesic)라 하며, 일반적으로 거리라고 할 때는 이 최단경로의
길이인 최단경로거리를 의미한다.(Zhao, 2011: 7; Kwahk, 2019: 137-159).
베이징 신파디 시장발 COVID-19에 관한 대응 네트워크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전체 밀도는 0.067로
나타났다. 이 네트워크의 노드는 107개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네트워크 중의 755쌍 노드만 연결돼 있었다. 네트워크의
측정결과를 보면 대응 네트워크에서 각 조직 간 상호작용 정도가 낮고 조직 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2.724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크 중의 어떤 조직은 3개 정도의 노드를 통해서
만 다른 조직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조직 간의 소통은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체 협력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 간에 서로 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 최단경로거리의 최대값은 6로서, 따라서
대응관계 네트워크의 직경을 6이다. 마지막으로 이 네트워크의 절반이 넘는 노드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58%를 차지했
고, 그 거리에 기초된 응집력 지수는 0.420이었다(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네트워크 전체가 응집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술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베이징시의 감염병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아 사회자원이 통합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액터들이 네트워크의 기초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조직 간의 협력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응집력 지수는 적절해 조직 간의 협력 목표가 같은 것을 보여줬다(<Table 1>).
Table 1. Collaboration network measurement results
Index of network density
Density

0.067

Standard deviation

0.249

Ties Num

Distance

Value

Density (matrix average)

755

Average distance

2.724

Distance-based cohesion (“Compactness”)

0.420

(range 0 to 1; larger values indicate greater cohesiveness)
Distance-weighted fragmentation (“Breadth”)

0.580

베이징 신파디 시장발 COVID-19에 관한 대응 네트워크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상위 10개 조직의 네트워크 중시성
이 비교적 강했는데 그 중의 조직 유형은 주로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조직은 막대한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
며, 이 중 베이징 COVID-19 대응 지도소조(Beijing Leading Group for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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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강하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노드와 직접적인 상호
교류가 가장 밀접하며 자원 통제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징 디탄병원(Beijing Ditan Hospital
Capital Medical University)은 감염된 환자들의 지정장소로서 대응 네트워크에서 받은 자원 수가 많아 응급자원
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또는 3개 중심도 지표를 종합해 보면 국제기구가 이번 위기상황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Table 2. Centrality measurement results of Collaboration network nodes
Degree centrality (Top 10)
Organization name

Closeness centrality (Top 10)
Value

Organization name

Beijing Leading Group for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Betweenness centrality (Top 10)
Value

Organization name

Value

53.774

Beijing Leading Group for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65.432

The People's Government of Beijing
City

2123.692

Beijing Center fo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44.340

Beijing Center fo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61.628

Beijing Municipal Health
Commission

1976.595

The People's Government of Beijing
City

42.453

The People's Government of Beijing
City

60.920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RC

1882.970

Beijing Municipal Health
Commission

40.566

Beijing Municipal Health
Commission

58.890

Beijing Leading Group for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1522.292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RC

32.076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RC

56.685

Beijing Center fo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1245.116

Beijing Ditan Hospital Capital
Medical University

22.642

State Council of the PRC

53.266

State Council of the PRC

1079.674

Beijing Municipal Finance Bureau

20.755

Joint Prevention and Control
Mechanism of the State Council

52.217

Beijing Ditan Hospital Capital
Medical University

599.063

State Council of the PRC

19.811

Beijing Ditan Hospital Capital
Medical University

51.456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RC

532.922

Joint Prevention and Control
Mechanism of the State Council

17.925

Beijing Customs of the PRC

49.765

Fengtai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470.337

Beijing Municipal Commerce Bureau

16.981

Beijing Municipal Commerce Bureau

49.533

Joint Prevention and Control
Mechanism of the State Council

460.365

Degree centrality (Bottom 10)
Organization name

Closeness centrality (Bottom 10)

Value

Organization name

Betweenness centrality (Bottom 10)

Value

Organization name

Value

World Trade Organization

0.943

Beijing Federation of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

26.56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0.000

Fengtai Power Supply Company of
SGCC

0.943

Shandong Province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

26.566

World Trade Organization

0.000

Inner Mongolia Yili Industrial Group

1.887

Inner Mongolia Yili Industrial Group

28.192

China National Center for Food
Safety Risk Assessment

0.000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1.887

Fengtai Power Supply Company of
SGCC

29.282

Shouguang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0.000

Beijing Red Cross Blood Center

1.887

World Trade Organization

29.859

Beijing Federation of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

0.000

Chinese Stomatological Association

1.887

Eastroc Beverage Group

31.361

Shandong Province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

0.000

Beijing Federation of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

1.88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1.454

Beijing State Tax Bureau

0.000

Shandong Province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

1.887

Xiaomi Foundation

31.548

Fengtai Power Supply Company of
SGCC

0.000

Beijing Public Transportation Group

1.887

Hanhong Love Charity Foundation

31.737

Beijing Public Housing Center

0.000

32.817

Beijing Municipal Radio and
Television Bureau

0.000

Rizhao Sanqi Medical & Health
Artical Co., Ltd

1.887

Hebei Xinfadi Group
Contrast network centrality

High network centrality

Low network centrality

(High degree centrality+Low closeness centrality+High betweenness centrality)
Beijing Leading Group for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Beijing Center for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The People's Government of Beijing City；Beijing
Municipal Health Commission；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RC；Beijing
Ditan Hospital Capital Medical University；State Council of the PRC；Joint
Prevention and Control Mechanism of the State Council

(Low degree centrality+High closeness centrality+Low betweenness centrality)
World Trade Organization；Fengtai Power Supply Company of SGCC；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Beijing Federation of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Shandong Province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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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s in Policy after the Focus Event, COVID-19
Dae-geun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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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Crisisnom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Cheongju-si, Chugcheongbuk-do, Korea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COVID-19, which was first reported in China Hubei Province (Uhan) in December 2019.
The first confirmed case in South Korea occurred on January 20, 2020.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lert was
elevated from concern level to caution level. Since then, a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continued to increase,
the alert level was further elevated. Thus, the case was classified as a focal case. The overall process of political
change and shifts occurred from this event was analysed into four stages utilising the Birkland ERPL model. First,
the agenda of the focal case became an issue, a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creased by the alert levels.
Second, with the form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COVID-19 Measur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nvolvement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with a group of experts from the government, a collective task
force was created. Third, agenda items proposed by special committees, standing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were discussed. Finally, the National Assembly voted on the amendments. The new amendments were enforced
by the government. It was confirmed that COVID cases reported through TV, newspaper and other media sourc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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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0년은 인류 역사상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모든 경제, 사회,
문화(여행), 교육, 국제교류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하여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망자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2020년 3월 11일 감염경보의 최고단계인 펜데믹1)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감염병 재난은 많은 인명과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Kingdon(1995)이 주장한 국가적 의제로의 ‘기회의 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규모 재난이 초점사건으로
서 의제에 오르게 되면 그 결과가 되는 사건 관련 정책은 정부실패, 위험, 예방 및 대비,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정부 제도나 조직, 그리고 예산의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초점사건 이후 정책참여자들은
부각된 잠재적 문제를 잠재적 해결책에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를 결정하
기 위한 일련의 대안들이 논의되고 형성되며,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이 이루어진다(Lee, 2011).
대규모 감염병이 초점사건으로 쟁점화가 되면 그 원인과 상관없이 사회적 및 정치적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책임 고착(blame fixing)과 같은 인과관계의 시작이 의제설정, 대안정책 방향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Birkland(1997; 1998; 2005; 2006)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의 재난은 대중과 정책 결정자가 거의 동시에 어떤
문제를 살피기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학자와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초점사건으로 분류하는 정의와 개념 그리고 정책변동 모형에 대해서 학습하고 초점사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확산이 정책의제 전개와 정책 결정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ERPL 모형의 단계별 확인 방안을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학습 모형에 적용하여 ERPL 모형에서 제시하는 각 단계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초점사건(Focusing Event)
Birkland(2009)는 초점사건을 갑자기 발생하고 엘리트와 정책결정자에게 동시에 알려지며 집단이나 집단의 관심
에 영향을 주고 피해를 끼치는 사건 또는 미래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며, 그리고 공공문제
또는 이슈, 특히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이슈와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돌연한 사건이다(Birkland,
2005: 101, Lee, 2011: 59, 2014: 156). 초점사건에 대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되어왔다. 따라서 Birkland
(2009: 2)는 다양한 초점사건의 정의가 있음에도 이들 모두는 초점사건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점을 인정
한다. 그러므로 초점사건은 정책변화와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즉, 초점사건의 발생은 정책입법안을
제안하게 하는 동력인 동시에 향후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요인이다(Seo, 2013: 46, Lee, et. al., 2014: 156).
Lee, et. al.(2011: 64)는 초점사건의 개념을 정의를 일반적인 초점사건은 정책영역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미래에
잠재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는 취약성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건 관련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효과가 촉발될 가능성이 큰 사고를 의미한다.

1)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 단계를 1 - 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감염병이 특정 권역 창궐을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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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변동(Policy Change)이론
정책변동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산출물 입안 이후 정책문제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여 다시 ‘정책의제 형성과정’으
로 환류되어 이전 정책결정과정에서 산출된 정책을 수정⋅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수정⋅종결정책
이 정책집행⋅정책평가과정으로 순응할 때, 비로소 완전한 정책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Yang, 2014: 41).
Birklan(2005)에 다르면 정책을 법, 규제, 결정, 명령(또는 이러한 것들의 조합 같은) 등과 같은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진술한 것, 사법적 결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형성은
정부(또는 제도) 및 비정부(또는 비제도)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하고 단순히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문서, 진술, 결정 및 기타 요소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2011: 47).
여러 학자들은 재난 또는 위기와 정책변동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완전한 이론과 모형은 없다고 주장한다(Alink, 't
Hart & Boin, 2001: 43; Nohrstedt, 2008: 259-260). 정책변동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이론적 기여로는 Kingdon
(1984, 1995)의 Multiple Streams(MS) 모델, Baumgartner & Jones(1993)의 Punctuated Equilibrium(PE)
모델, Sabatier(1988, 1993, 1999, 2007)의 Advocacy CoalitionFramework(ACF) 모델, 그리고 Birkland
(1997, 2006, 2009)의 Event related Policy Change(EPC) 또는 Event related Policy Learning(EPL)모델 등이
있다(Kingdon, 1984, 1995; Sabatier, 1988, 1993, 1999, 2007; Baumgartner & Jones, 1993; Birkland,
1997, 2005, 2006, 2009). 특히 재난(또는 위기) 이후의 정책 결정을 설명할 때 가장 발전된 형태로 Birkland의
사건 관련 정책변동 모형(EPC 또는 EPL)이 제시되고 있다(Birkland, 1997, 2005, 2006, 2009; Lee, 2010a; Lee,

et. al., 2011, Lee, 2012a).

1) 정책변동 유형
Lee(1992: 10-15)는 정책을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수단의 실현을 위한 보조적 장치로 구성되
어있는 구조로 이해하여, 정책변동은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Lee, et. al., 2011: 48). Hogwood & Peters(1983: 26-29, 78-79)는 정책변동의 4가지 유형(ideal type)을
제시하였는데 아래(<Table 1>)와 같다.
Table 1. 4 Types of Policy Change
Division
Content
intention of
change

Policy Innovation

Policy succession

Policy maintenance

Policy termination

Intervention in areas
Changing or replacing the basic
where the government
maintaining the current
natur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has not intervened to
policy
policies
determine new policies

intentionally terminating
or stopping a particular
policy

Intentional

degree of
existing
tissue variation organization-free

Intentional

Adaptive

Intentional

At least one fluctuating tissue

unintentional
organizational change

Existing organizations
may be abolished

degree of
legal change

No existing laws or
rules

There are amendments to existing No changes in existing
laws or rules, or new laws or rules light rates or rules

changes in
budget items

no existing expenditure change of budget item

contents of
policy change

- replacement of existing policy
Modification and Replacement of Minimum variation in
decision of new policy Substantial Policy Means
existing policies and
Revision and replacement of
constant replacement
existing policy target groups

repeal of all laws or
rules involved

Continued budget
a halt to all
spending without any
expenditures
changes in budget items
The Abolition and
Extinction of the
Existing Policy
Contents

※ Source: Hongwood & Peters(1983: 25-29), Bardach(1976: 124-126), Bothun & Comer(1979: 540-547), Jung(1989: 687-688), Yoo(1988:
371), Kwon(2008: 383), Lee(2011: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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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정⋅변동 모형
정책과정은 ‘정책의제 설정에서부터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변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복잡하고 동태
적인 연속 순환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won, 2008; Lee, 2010a). Sabatier(1986, 1993, 1998, 2007)
는 정책과정을 분석하는데 모형은 정책 현상을 투시하는 렌즈로 매우 복잡한 현상을 일련의 가정들로 단순화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Sabatier, 2007: 4-5).
Birkland(2001: 229)는 정책과정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모형은 정책 세계의 추상 또는 표현으로 실제 비행기는
아니지만 근사치 정도로 표현된 ‘모형 비행기’에 비유하여 언급하면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은 실제의 것에서
의미 없는 부분을 생략하고 매우 단순화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Lee, 2010a: 73). 이러한 재난 또는 위기 사건들
로 인한 그 취약성을 포함하는 정책영역에서의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완전한 이론과 모형은 없다고 주장한다
(Nohrstedt, 2008: 258).하지만 최근에 재난 또는 위기와 관련된 정책변동에 가장 잘 알려진 이론과 모형으로
Birkland(1997, 2006, 2009)의 eventrelated policy change(EPC)모형이 있다.
Birkland의 이론과 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여로는 Kingdon(1995)의 multiple streams(MS)모형, Baumgartner
와 Jones(1991)의 punctuated equilibrium(PE)모형, Sabatier의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모형
등이 있다(Lee, 2010a: 72-73).
이러한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에 적절한 모형에 접근하고자 한다. Dye(1992: 44-45)는
모형(model)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 “모형은 단순히 정치 생활의 추상화 또는 묘사(a
model is merely an abstraction or representation of political life)”라고 주장한다(Dye, 1992: 44). 두 번째,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설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ye, 1992: 45). 모형은 직접 조사와 연구를
포함하여 정책 과정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일종이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모형은 주어진 사건을 설명하기로 되어있는
것보다 복잡해서는 안 된다(Birkland, 2006: 17). 그러므로 초점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변동
모형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이 기술하려고 시도하는 현상에 대해 복잡하지 않고 주어진
사건을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Lee, 2010a: 74)
(1) Kingdon의 다중정책흐름⋅정책의 창(multiple policy streams⋅policy window)
Birkland(1997, 2005)는 Kingdon의 흐름 모형에서 ‘초점사건’의 개념과 그 사건의 촉발로 인해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사건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ingdon(1995)은 정책의제, 대안, 그리고 정책(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에서 이슈가 의제
지위를 가지고 대안 해결책이 선택되는 것은 세 가지 흐름요소(StreamsMetaphor)가 한데 모일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흐름은(<Figure 1>) 정책형성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개인, 집단, 기관 및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첫 번째 흐름은 정치와 여론의 상태를 포함하는 정치 흐름(politics stream)이다. 두 번째 흐름은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포함하는 정책 흐름(policystream)이다. 세 번째 흐름은 문제의 속성과 문제의 개선 또는
악화 여부, 초점사건을 통해 대중과 엘리트 의식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는지 여부 그리고 정책흐름에서 사용 가능한
대안들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하는 문제 흐름(problem stream)이다. 특정한 문제 영역에서 이 흐름들은
둘 이상의 흐름이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에서 만나도록 하는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정책영역에
서 평행하면서도 다소 서로 독립적으로 흐른다. 이 기회의 창은 정책변동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창이 열린다
고 해서 정책변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변동의 촉발 내지 점화는 문제에 대한 이해의 변화, 정책변동의
호의적인 정치 흐름의 변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변화 또는 문제에 관심을
모으고 기회의 창이 열리도록 돕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s)이 될 수 있다(Lee, 2010a: 77). 여기서 논의된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의 주요 특징과 세 가지 흐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세 가지 흐름들이
우연히 합류되어 정책대안이 정책문제와 결합하고 정치적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드디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정책의 창은 매우 잠깐의 시간(fleeting) 동안 열리게 되며, 여기에서 결합논리와 결정스타일이 정책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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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된다(Zahariadis, 2007).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간이 길지 않기에 정책기업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일반적으로 초점사건은 새로운 정책 또는 입법제안을 채택할 공산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일시적인 기회
(transitory opportunities)이기 때문에 정책의창(Windows of Policy)을 생성한다고 주장해왔다(Solecki &
Michels, 1994: 587).
Kingdon의 연구(1984, 1995, 2003)에서는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대안의 구체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
으며 보건 및 교통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흐름 모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Lee, 2010a: 78)(<Figure 2>).

※ Source: Kingdon(1995), Kingdon(2003), Birkland(2005: 226), Lee(2010a: 76; 2012a: 12).

Figure 1. A Simple Model of Streams Metaphor in Kingdon

※ Source: Kingdon(1995: 4-5), Kingdon(2003: 19-20, 21-70, 199-200), Zahariadas(2003: 10; 2007: 67-68), Lee(2010a: 79, 2012a: 15).

Figure 2. Kingdon's Streams Metaphor Extension Model: Positioning of Focused Events

(2)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lition Framework: ACF)
Birkland(1997, 2005)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에서 ‘초점사건’이 정책영역과 정책공동체에서 정책형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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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점사건이 정책영역과 정책공동체에서 정책형성과 정치
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Sabatier(1988, 1991, 2007)의 옹호연합모형은 어떤 정책영역 내에서 이익단체들이
정책 공동체로 조직되는 개념을 기초로 한다. 이 모형에서 단체들이 공유된 일련의 핵심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합칠 때 특정한 정책영역에서 2-4개의 옹호연합이 전형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자신의 핵심
가치와 신념을 기초로 하여 해결책을 놓고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정책논쟁에 관여한다.
이 모형은 Kingdon의 Streams Metaphor에서처럼 역시 다양한 개인과 제도적 행위자를 포함하여 정책형성을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흘러온 반복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책변동의 기제(흐름 은유에서 단순히 변동의
가능성이 아닌)도 고려하고 집행과 환류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식적으로 아우른다. 정책형성은 두 개의 촉진적
또는 금지적 정책형성의 상호작용으로 비교적 안정된 체제 매개변수와 동적 사건 둘 다의 영향을 받는다(Lee,
2010a: 80).
옹호연합모형은 다양한 수준의 각급 정부들, 이익집단들, 연구기관들 그리고 대중 매체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행위
자들 간 목표의 불일치와 기술적 논쟁이 있는 곳에서 신념과 정책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데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Weible & Sabtier, 2007: 123, Lee, 2010a: 81).

※ Source: Sabatier(1988, 1991, 2007), Lee(2010a: 81, 2012a: 11).

Figure 3. Sabatier's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 Position of Focusing Events

옹호연합모형은 연구 초기(1993)에 4가지 전제를 제시하는데 이후 1998년 그리고 2007년에 제시한 것을 토대로
수정 보완되었다. 특히 초점사건은 옹호연합모형에서는 외적 사건에서 하위 요인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연구자에
따라 단일 요인으로써 초점사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옹호연합모형은 다양한 수준의 각급 정부들, 이익집단들, 연구
기관들 그리고 대중 매체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행위자들 간 목표의 불일치와 기술적 논쟁이 있는 곳에서 신념과
정책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데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Weible & Sabtier, 2007: 123; Sabatier, 1988, 1993,
199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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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umgartner와 Jones의 단속평형(Punctuated Equilibrium)이론
Baumgartner와 Jones(1993)는 미국에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진화론적 생물학 이론에서
단속 평형(Punctuated Equilibrium)이론을 차용하고 있다.2)

※ Source: Krasner(1984), Gould(1994), 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Punctuated-equilibrium.svg,
Lee(2010a: 85, 2012a: 16).

Figure 4. Gyeryong evolutionaryism vs intermittent equilibrium

Baumgartner & Jones(1993)는 단속평형이론이 미국 정책형성에 대한 장기간의 분석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론적 성과물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공정책형성을 이해하기에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속평
형이론은 정치-제도 간 상호작용, 이해관계 동원, 제한된 합리적 의사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단속평형이론의 핵심은
바로 정책독점(policy monopoly)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정책 하위체제(policy subsystems)의 개념에 대응하는
전문가들과 이해집단의 이슈를 확장하는 체제이다. 정책독점은 정책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의 상당히 집중
된, 폐쇄 체제(closed system)이다. 이러한 독점은 정책형성을 폐쇄적으로 하는데 관심이 있다. 폐쇄 체제는 독점하
고 있는 이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정책형성을 어떤 통제 수단하에 두기 때문이다(Lee, 2010a: 85)
다만 Baumgartner & Jones(1993)는 정책독점에 의해 유지되는 평형이 붕괴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결정적인 관심
이 이슈로 쏠리고 급속한 정책변동이 즉시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책독점 자체는 와해 되거나
적어도 이슈 네트워크에 더 개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독점의 와해는 첫째, 어떤 이슈에 대한 언론의 높은
관심, 둘째 강력한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들의 정책문제에 대한 언급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초점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에 대하여 훨씬 부정적인 관심(negative attention)이 생성되고, 이로 인한 이슈의 정책

2)

단속평형이론(斷續平衡理論)은 양성생식(兩性生殖)과 타위생식(他爲生殖)을 포함하는 유성생식(有性生殖)을 하는 생물 종의 진화 양상은 큰 변화
없는 안정기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속한 종(種)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분화기로 나뉜다는 진화론적 생물학 이론이다. 이는 기존의 종의 진화가
수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계통 진화주의 이론과 대립되는 이론이다(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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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policy image)가 변할 수 있다. 정책독점은 정책 형성과정에 접근을 꾀하고 변화시키는 단체들이 그들의
주장을 역설하기 위한 최선의 베뉴를 발견하기 위해 베뉴 쇼핑(venue shopping)을 떠나므로 무너지기도 한다.
정책논쟁에 접근하기 위해 법원 또는 다른 정부 부서로의 접근을 통해 단체들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주려고 동정적인
접근을 위해 국회, 미디어에서 더 많은 베뉴(venue)를 찾게 된다.

※ Source: Baumgartner & Jones(1993), Lee(2010a: 86, 2012a: 17).

Figure 5. Puntulated Equilibrium Approach by Baumgartner and Jones (1993): Positioning the Focused Event

Baumgartner & Jones(1993)의 단속 평형에 따르면 정책은 안정적이다가 이어서 급속한 변화 시기를 겪은 뒤
다시 안정이 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간의 안정에 이은 급속한 변화와 그 이후에 또다시
장기간 안정이 되는 정책사례에 이러한 접근방식이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2010a: 86-87).
(4)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변동 모형(Model of Event-Related Policy Change)
Birkland는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념(정치활동은 물론 정책에서 방법을 찾는 신념에 동기를
부여하는 신념 포함)을 개발, 시험 및 개선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 과정을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이
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사건 관련 정책변동(event-related policy change)이론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Lee, 2010a; 2012a). 정책결정 참가자들은 정책문제,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
을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주장에 관하여 더 많이 배움에 따라 자신의 신념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신념이
바뀜에 따라, 정책결정 참가자들이 학습에 참여한다(Sabatier & Jenkins-Smith, 1993: 17; Weible & Sabatier,
2005; Birkland, 2006: 8; Sabatier & Weible, 2007). 사람들과 그들이 결정 내리는 조직은 제한적으로 합리적이
기 때문에(Simon, 1957),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구한다(Birkland, 2006: 9).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 따라서 Birkland
(2006; 2009)의 모형에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고, 수정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때 새로운 이익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한다(Busenberg 2001:
174; Ostrom 1999; Birkland, 2006: 9). 즉, Birkland(2006; 2009)는 Simon(1957), Ostrom(1999), Busenberg
(2001)의 학습과정에 대한 개념을 인용하면서 정책참가자들의 신념을 변경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서 사회정책 학습
(social policy learning)과 정치적 학습(political learning)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들의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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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어떻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실제로 참가자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정책변동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새로운 입법(legislation)과 규제(regulation)라고 주장하고 있다.
Birkland(2006, 2009)는 앞에서 기준들을 만족하게 하고자 재난을 입기 쉬운 정책영역에서의 정책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주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초점사건이 발생한 후 다양한 지점에서 조치가 일어난다면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이 학습의 결과로 정책 변동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Busenberg(2001)의 정의를 채택 수정하여 학습을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 또는 최근의 사건에 의해 의제로 승격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Lee, 2010a; 2012a).

Focus event
accrual

Pre-event from
experience accumulation

NO

Increasing agenda
interest

Almost as much as
learning no at all

Almost as much as
learning no at all

YES
Group mobilization

New policy
Adopt?

YES

Idea discussion

NO

YES

Meditatively or
social learning ability

Future policy
making learning
accumulation for
probable

yes
Superstitious learning
or imitation

YES
New policy adoption

NO

NO
Political or social
learning ability
applicable to future
events

※ Source: Birkland(2006; 2009), Lee(2010a; 2012a).

Figure 6. A policy change model for the event in Bir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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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heorem of the main propositions of the Birkland model
proposition
classification

content

indices

Focus events
get most
attention

- Congress and news outlets are paying a brief attention to small-scale events such as minor
earthquakes or unserious security intrusions, while they are very interested in “large” events
that cause great damage.
- Checking indicators such
- The size (important) of interest and events is socially constructed, but the event should be
as death toll, geographical
a top priority consideration and should be large enough to attract attention (number of
damage range, and loss
deaths, geographical damage range, loss asset value, etc.); if the event is large enough
asset value
according to one or more of these measures, it will cause discussion about how to
understand or organize events
- Large-scale events are more likely to cause discussion on various issues

Focus events
cause group
mobilization

- If the focus case causes policy failure claims, various groups will be mobilized to continue
to demand reform.
- Checking the mobilized
- Mobilization occurs among very limited groups of actors
participant indicators at
- The focus event, which is a policy area without the general public, is how much the idea is
the forum
mobilized by a group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or by public officials or professional
engineers.
- Advocacy coalitions could arise with professional engineers from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Focus
Event, Idea and
Policy Variation

- Focus events tend to bring new vigor to interest in pre-emptive ideas
- Policy change is a function of ideas
- 3 important findings
① Focusing events direct attention to existing problems
② Focusing events can create assumptions that advocate policy changes
③ Learning is the closest cause of policy failure revealed by the focus event when it is dealt with by policy change.

The whole new
- Meaning learning accumulates over time from many events, so a very new problem is minimal.
problem is very few - Focus events lead to modifications to the pre-emptive policy ideas
learning from
focus events

model
evaluation

Facilitating and
Disability Factors
of Learning

- Learning after the focus event should be clear and simple
- When an incident occurs, a policy failure is revealed, a hearing on this failure is held, and when it recurs, a policy change
is adopted, whether regulatory or legal, to prevent failure.
- In reality, it is not the case that the ordering in the model, that is, the sequential occurrence
in each step, occurs
- In some cases, group mobilization may not occur (policy decisions may be dominated by
professional engineers, not environmental activists or public interest groups. When these
events mobilize civil servants or privileged groups in the policy area, they are divided into
internal mobilization (Cobb, Rose & Ross, 1976).
- Apart from mobilization, ideas are apparently born out of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focal event and form components of subsequent policy changes.
- The role of journalistic actions or policy entrepreneurs or advocates in increasing interest
in ideas and then creating new policy adoptions is important

- adoption of legislation
- regulation change or not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change or not
- Types of Professional
Engineers Mobilization
and Whether they Attend
- news article index

* facilitating element
① Media attention: Media attention to solutions to public issues promotes learning
② A clear advocacy coalition: The presence of at least one large advocacy coali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learning probabilities from focus events
③ Significance: Policies' attention to an event is pressured on policymakers to do something
* obstacle element
① If the right lesson is not drawn: a difficult policy alternative, an alternative promising
minimal political opposition, or both
② Disturbance about the nature of the focus event and delay from the meaning of various events

※ Source: Lee(2012a; 19).

정책변동이 초점사건에 의해 드러난 문제를 합리적으로 경감시킬 것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습의 증거로
판단한다. 학습의 구체적인 증거로는 뉴스 매체(문제에 관한 이야기, 뉴스 보도 특성의 변화; 인용된 사람, 뉴스
보도의 본질 변화), 이익단체(국회 청문회에서 출연의 변화, 뉴스 매체로부터의 관심 증가; 집단에 의해 생성), 국회
(입법변화, 토론의 본질 변화, 청문회의 주제 영역 변화), 규제 및 수행기관(새로운 규제와 제안된 규제의 배포, 배포
중인 규제의 특성과 본질의 변화, 절차의 변화와 법령과 규제의 해석과 수해의 변화) 등이 있다(Birkland, 2006:
21; Lee, 2010a: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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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학습(Policy Learning)
1) 정책학습의 개념
Birkland(2004: 344)는 재난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빠르거나 느릴 수 있다. Stern(1997)은 재난은 변화에 대한
인지적 열림을 생성하기 때문에 학습 기회를 만든다고 한다.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과정을 연구하는 이유는 정책을
학습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초점사건에 뒤이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Birkland, 2006: 7). 특히
발생할 확률은 낮고 결과는 엄청난 사건들로부터의 학습은 정책결정자들이 뭔가 해야 한다(do something)는 강한
욕구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학습에 도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반면 같은 이유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초점사건 이후 정책실패에 대한 주장, 답에 대한 탐구, 그리고 미래의 그런 사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 사건의 교훈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Birkland, 2004: 343). Birkland(1997; 1998; 2006)는 어떤
종류의 학습이 일어났을 수 있는지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변동의 증거 혹은 적어도 정책변동의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사용한다. 학습은 사실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옳은 결정을 초래하기 위한 지식의 축적과 적용을
반영한다(Birkland, 1997: 136; Lee, 2010a: 50-51).

2) 정책학습 유형
Birkland(2009)는 초점사건 관련 학습 절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초점사건 관련 정책학습모형(ERPL)을 제시하
였다. 이것은 학습 과정의 패턴을 시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정책학습과 정책변동으로 나타난다. 정책과정
에서 학습의 핵심 대상은 사람(기관장, 이익단체장, 교수, 저널리스트 등)이라고 가정한다(Busenberg, 2001; Levy,
1994; May, 1992; Sabatier, 1987, 1991; Sabatier & Jenkins-Smith, 1993; Lee, 2010a: 55). Birkland(2009)
는 초점사건이 모든 주제에 똑같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초점사건 관련
정책학습모형의 결과로서 May(1992)의 논의에 따라 세 가지의 정책학습(수단적 정책학습, 사회적 정책학습, 정치적
학습)을 아래 <Table 3>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Lee, et. al., 2014).
Table 3. 3 types of policy learning
division

major indicator

instrumental Evidence of Sudanese learning: After the Focusing
policy learning Event There are many substantial legislations

social policy
learning
political
learning

content
“Practice of policy intervention or performance designs.”
Learning about Possibility : legislation and regulation etc
Press reports, debate records, Congressional Hearings, or
Proposed Regulations public comment, etc.

The indicators of social learning are: “Policy direction,
A Fundamental Approach to Policy and Government
target group, policy objectives, such as rights granted
Includes the nature and adequacy of the measure: The
by policy, or “Policy finances” involving changes in
possibility of involving ideology and belief systems higher
scope inclusion (May, 1992: 336)
Political learning is a policy idea or a problem
to learn about strategies that generate advocacy
constitutive (May 1992: 339)

Advocates and opponents of policy change to conform to
the information of his political strategy It occurs when
changing tactics

※ Source: Birkland(2006, 2009), Lee(2010a: 110; 2014: 158).

이후에 Birkland(2009)는 May(1992)의 세 가지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의 전형적인 유형 다섯 가지를 추가
로 제시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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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5 Types of policy learning processes in Birkland (2009)
typical
learning
style

definition

exemplification

content

type 1

The incident happened, and the incident
The effort to learn is almost it is not
included or it is at all included change
occurs without

antiterrorism act
(U.S.)

In types of learning, such as the U.S.
Anti-Terrorism Act, changes and reactions
are actually effective in preventing disasters
There is no concern about whether it
includes policy tools.

type 2

an event occurs, and it is necessary to
No evidence of serious attempts Without,
the investigation which institution performs
progresses either in the middle, not perfect,
or too much a solid state

hurricane
From Kartina made
america president's
learning

quoting Schattschneider (1975)
If you say, these learnings are learning to
see that the amendments to the law occur
in the simple document (reports) for It's
just.

type 3

An event, a policy change The
investigation is under way, Policy changes
are not linked to investigations, The
changes recommended in subsequent case
studies Policy changes without mention

9.11
incredulity homeland
security bureau
establishment

There have been many investigations into
9/11, bu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dministration leads to the results of the
actual investigation.

type 4

The events are happening, the tightness and
caution A deep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Policy changes are not a consequence. This
is a cost or a bureaucratic system Delays,
political positions, political for reasons
such as policy stagnation It appears.

federal transportation plan
The pre-committee
(NTSB)in the airline
accident of investigation

federal traffic safety commission
(NTSB)'s investigation for years b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It was almost ignored (Schiavo, 1997).

type 5

A careful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which is Draw policy changes as a result
of careful research, evaluation and policy
design

2003
Columbia space shutt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In NASA, many changes
I got up.

※ Source: Birkland(2009: 4), Lee(2014: 159-160).

4. 정책과정 모형의 유용성
1) 대규모 재난 사건으로 인한 정책변동 가능성
일반적으로 정책변동은 사건과 상황에 의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시기를 정책 창(Kingdon, 1984;
Howlett, 1988; Handmer & Dovers, 2007)이라고 한다. 정책반영, 정책변동 또는 보다 심오한 제도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는 특히 인적, 환경적 또는 경제적 손실이 경험되는 중대한 재난 사건 후, 즉, 초점사건 이후에 즉시 생긴다
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의 창인 것이다(Handmer & Dovers, 2007: 133).
Birkland(2006: 7)는 정책변동을 정책영역과 재난에 취약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의 참여자들이 경쟁하고 타협하는 실질적 정책주제를 정책영역(policy domain)으로 정의하고 있다(Burstein,
1991; Knoke & Laumann, 1982; Birkland, 2006). Frank Baumgartner와 Bryan Jones(1993)에 따르면, 초점
사건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모을수 있는데 대개는 부정적인 관심이고 정책, 그 이면의 가정, 그리고 그 정책의 옹호자
들에게는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의문이 제기되며 어떤 경우 “정책독점”의 구성원들이 나타나 “정책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Sabatier(1993)의 옹호연합모형은 정책공동체의 조직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영역들이 수십 개 별개의 단체들이 아니라 일련의 공유된 신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2-4개의 옹호연
합들로 구성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점사건들은 초점사건이 정책변동을 더 가시적으로 만든다.
초점사건은 주로 정부 그리고 엔지니어나 과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공동체 내부의 전문기술자 분야인 “일반인이
없는 정책(policy without a public)”이다(May, 1990; Birkland, 2006: 161).이러한 초점사건은 전문기술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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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옹호연합들이 발생하거나 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측을 동원하지 않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만 정책변동을 어떤 한 가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Birkland,
2006: 160; Lee, 2010a: 94-97).

2) Birkland의 사건관련 정책학습 모형의 유용성
정책결정 또는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들은 주요 종속변수와 정책결과를 설명하는 인과관계 과정의 성격을 정의하
는 것이 다르다. 가능해진다. ACF 모형은 정책 핵심과 이차적 신뢰 사이의 구별, 정책변동의 범위뿐 아니라 주제
사이에서의 구별에 기초하여 주요 정책변동과 사소한 정책변동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준다. 그리고 재난 또는 위기
이후 정책결정에 많은 변수를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 MS 모델과 PE 모델은 이슈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슈가 실제로 의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의제설정 형성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MS와 PE
모델은 주로 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이전 활동을 강조할 뿐이다.
EPC(또는 EPL) 모델은 May의 학습유형 분류체계를 채택하는데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의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다.
재난 또는 위기 사건 이후 정책변동 과정을 관찰하여 정책개입 패턴과 정책지연 요인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정책과정 모형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Birkland의 EPC(또는EPL) 모델은 실제
Kingdon, Sabatier, 그리고 Baugmgartner와 Jones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목적을 위해 기본적인 세부 변수들을 기존의 정책과정 변수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5. 초점사건 관련 선행연구
Birkland(2006: 158)는 대규모 초점사건(major focusing events)에 직면했을 때 신속한 정책변동은 가능하다
고 한다. 왜냐하면, 초점사건은 정책의제에 대한 문제로 승격시키고 실제 대중과 정책결정자(또는 엘리트)의 극적인
관심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Kingdon은 그의 저서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에서 초점사건은 공공정책의 의제설정단계
(agenda setting phase)에 관한 연구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기존의 위기나
재난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설명한다(Kingdon, 1984: 99-103). ‘정책의 창’ 모형에서는 초점사건이 여러 가지
흐름(streams)이 한데 모이는 변동을 위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여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Sabatier & Weible(2007: 204)은 초점사건(Kingdon, 1995; Birkland, 1997 1998, 2004)의 의미를 부분적으
로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내부 충격(internal shocks)으로 표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책 하위체제의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대중의 주목을 끄는 높은 정책 취약성(변동성), 실패, 무시 같은, 정책
과정으로 새로운 정보를 유입하여 주요한 정책 변동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의 Yoo(2009)의 ‘정책변동론’ 저서에서는 Birkland의 1998년 및 2001년의 각 논문을 인용하여 초점사건
(focusing event)을 ‘관심집중적 사건’3)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민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돌발사건으로 정의하고
지진 태풍 기름유출사건 원자력발전사고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부적절한 테크놀로지의 관리에서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대규모적 시위나 정부의 스캔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국민대중의 관심이 집중되
는 모든 사건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Birkland, 1998: 53-55; Birkland, 2001: 101; Yoo, 2009: 272).
Lee(2010a)는 국내 초점사건 이후 입법변화와 조직변화에서의 정책개입과 운영방식에 대한 기제를 확인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고 대규모 재난이후 정책과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사건은 좀 더
갑작스럽고 빠르게 관심을 받는 특징이 있다. 둘째, 대규모 재난이 의제에 오르면 그 결과가 되는 대규모 재난사건

3)

관심집중적 사건이란 국민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돌발사건을 말하는데 지진⋅태풍⋅기름유출⋅원자력발전사고와 같은 자연재해나 부적절한
테크롤로지의 관리에서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대규모적 시위나 정부의 스캔들가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국민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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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예방과 대비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정책 이슈형성에 있어 정책실패를 조명
하는데 재난만큼 좋은 것은 없다. 넷째, 이론상으로 초점사건의 갑작스러운 발생, 초점사건에서의 정책실패 부각,
초점사건이 영향력 있는 정책공동체들에 피해를 주고, 이전의 재난을 통해서 재난 발생 이전의 휴면기로 그 추진력이
생성되어 있고, 초점사건이 제도의 개혁에 영향을 주고, 정책 최고 결정자를 포함한 여러 정책공동체들에 의해 지원
이 될 때 비로소 정책변동과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2010b)는 Birkland의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정의로의 적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유형분류를 시론적으
로 연구하여 초점사건 이후 초래된 정책결과의 다양성과 왜 어떤 초점사건은 중요한 정책변동으로 이어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질문과 연관짖기 위해 그 선행적 연구로 초점사건의 개념과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Lee(2012a)는 Birkland의 재난 또는 위기와 관련된 초점사건으로 명칭 될 수 있는 대규모 사건 이후 정부의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Lee & Woo(2013)는 정책변동의 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Kingdon(1984)의 정책의 창 이론과 Sabatier
(1988)의 옹호연합모형이 실제 초점사건 이후에 정책변동을 이끌어내고 이끌어내지 못했는지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각 모형별 단점을 찾아 보완하기 위해 서로의 모형 결합을 모색후 제시하였다.
Lee, et. al.(2014)는 광주인화학교사건이 영화 미디어라는 재 초점사건을 통해 재 이슈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책변
동과 정책학습 과정을 Birkland(2009)의 초점사건 정책학습(ERPL) 모형을 통해 확인하였고, 정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초점사건이 이슈의 증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이슈화가 가능한 이슈주도자(영화 미디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am & Park(2020)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보도자료의 양적 변화를 분석하
여 안전정책의 변화추이가 잦는 이론적, 실증적함의 도축을 목적으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이 제시하는 정책과
정의 세흐름(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초점사건, 정부조직개편, 그리고 정치변동의 측면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부 보도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더욱 더 다양한 부처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양상을 발견하였고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정권변동과 같은 정치적 요인과 높은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안전 정책 형성과정에서
정치흐름이 다른 두 흐름과 정책 변화를 매개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Birkland(2009)의 초점사건 관련 정책학습 모형(Event-Related Policy Learning)은 초점사건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함에 유용성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재난이
발생하여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며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더욱더 확대됨으로 WHO는 2020년 3월
11일 감염병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코로나 발생과 대응을 위한 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시키면서 정책변화와 정책학습 단계를 시험하기에 유용성을 가진다. Birkland(2009) 연구에서 자연재난이나
산업재해 그리고 테러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사건들을 초점사건으로 정의했
다(Lee, et. al., 2014).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 중후
군에 해당되므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를 초점사건으로 정의하
여,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확산이 정책의제 전개와 정책결정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ERPL모형의 단계별 확인 방안을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학습 모형에
적용하여 <Figure 7>와 같은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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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alysis framework

따라서 본 연구는 ERPL모형에서 제시하는 각 단계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인 사건의
의제화, 사건에 대한 관심 증가 단계는 언론매체(TV, 신문)의 사건을 언급한 횟수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법률(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안발의 건수를 증거로써 채택한다. 두 번째 단계인 집단동원 단계는 특별위원회나
전문가 등이 동원된 집단의 구성이 있었는가를 증거로써 활용한다.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토론 단계는 의회의
회의록과 정부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사건에 대한 논의나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 단계인 정책채택 단계에서는 실제 법의 개정이나 제정,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조사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대응단계의 상향에 따라 정부의 언론보도(브리핑 등)와 언론매체(TV, 신문)에서 보도를 통하여 이슈화되고
의제화 되어 국회코로나19특별위원회 설치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
행되는 과정을 이 논문의 최종 자료 취합 시기인 2020년 11월 20일까지로 한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초점사건의
발생 여부, 의제에 대한 관심증가, 집단동원, 아이디어 토론 그리고 정책의 채택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확인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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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verifiable index of each step of the ERPL model (Lee Dong-gyu, 2014: 14 Reconfiguration)
step
focal event occurrence
focal event occurrence
group mobilization

idea discussion

new policy adoption

evidence
news article
(TV, newspapers)
the composition of a special
committee expert mobilization

Congress (Ministers)
government press releas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

result
Agenda-focused events lead to collective mobilization
Yes

group mobilization

No

learning rarely occurs

Yes

Conducting with Idea Discussion

No

learning rarely occurs

Yes

Leading to New Policy Adaptation

No

- If the new policy has been adopted, it is likely to be superstitious
learning or imitation
- If the new policy has not been adopted, this is likely to accumulate
into learning that could affect policy decisions later

Yes

It is likely to be social learning or means learning

No

This is likely to be social learning or political learning, and can
be applied to subsequent events

첫 단계인 ‘초점사건의 발생’과 그 ‘초점사건의 의제화(의제에 대한 관심 증가)’ 단계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intro/index.do)4)의 뉴스 검색을 활용하였다. 특히 키워드 “코로나, 코
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19, COVID-19”를 검색한 후, 각 시기별 코로나와
관련하여 언론매체(TV, 신문)에 보도된 횟수를 조사하였고, 질병관리청(http://ncov.mohw.go.kr/)의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COVID-19) 사이트에서 정부의 보도자료(정례브리핑, 발생현황 등)를 월별 및 보도종류별로 검색하
였다. 또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같은 시기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의 건수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집단동원’ 단계에서는 초점사건과 관련된 국회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있었는가 조사하였고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범정부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집단동원
의 증거로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토론’ 단계에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인용하
여 국회에서 이루어진 초점사건과 관련된 여러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
로 사건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질병관리청(http://ncov.mohw.go.kr/)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도자료(정례브리핑, 발생현황, 카드뉴스 등)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새
로운 정책채택’ 단계에서는 초점사건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제정되고 시행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
다. 추가적으로 정책변동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검색 엔진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공공 의제
의식을 제공받기 위해, 사건 사례와 관련된 뉴스보도 자료를 사건 날짜별로 검색의 강점이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뉴스 검색 엔진을 활용하였다.

3. 사례선정 이유
정책변동의 유형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호렛트(M. Howlett)와 라메쉬(M. Ramesh)
는 변동의 양식(Mode of change)과 변동의 속도를 조합해 네 가지 유형의 정책변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급속한
패러다임적 변동으로 이념의 변동이 있으면서 변동의 속도도 빠른 경우에 급속한 패러다임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4)

빅카인즈 서비스(BIGKinds)는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입니다.
빅카인즈(BIGKinds)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 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입니다.
빅카인즈(BIGkinds)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회원가입 시 분석데이터 다운로드, 개인화 서비스 등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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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는 완만한 패러다임적 변동으로 이념의 변동을 수반하는 패러다임적 변동이나 변동이 오랜 기간 장기간
소요될 때 완만한 패러다임적 변동이 일어난다. 셋째로 급속한 점증적 변동으로 이념의 변동이 없는 점증적 변동이나
단시일 내에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완만한 점증적 변동으로 이념의 변동이 없는 점증적 변동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Table 6. The types of Variations between Horrett and Ramesh (Yoo, 2009: 138~140)
rate of variation

variational mode

rapidity

slow-man

paradigmatic

rapid paradigmatic change

moderate paradigmatic variation

incremental

rapid incremental fluctuation

moderate incremental variation

따라서 호렛트와 라메쉬의 정책변동 양식 중 급속한 패러다임적 변동이 “코로나19”로 이슈가 되어 정책 의제화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1월 27일 국내에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
고,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0년 2월 23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하면서 이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정책 의제화에 진입하였다.

issue formation factor

issue-led
Corona 19 first confirmation generation
(1.20)
policy agenda entry
issue-stimulat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alert highest
level
“step up (2.23)

Figure 8. Issue formation process
(January 20, 2020 to February 23, 2020; Lee, 2014 Reconfiguration)

그리고 2020년 2월 23일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
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3월 11일 WHO 게브레예스스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110개국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4,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말하며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므로 새로
운 이슈가 촉발되어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보강 시급하고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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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피해의 조기 회복과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제1차 추경예
산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의제화 진입을 확인함에 따라, Birkland가 제시한 것처럼 정책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점
사건 이후 정책학습과 정책변동을 촉진한 동인을 확인할 수 있다.

issue formation factor

issue-led
Corona 19 first confirmation generation
(1.20)
policy agenda formation

issue-stimulating
infectious disease crisis alert highest
level
“serious” step up

new issue initiative
WHO Corona 19 Proclamation of
“Pendemic” (3.12)

policy agenda entry
-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 government organization law
- 1~4 supplementary budget bill

Figure 9. The entire issue-making process
(from January 20, 2020 to March 11, 2020, Lee, 2014 reconfigured)

Ⅳ. 분석결과(Birkland의 사건중심정책학습 모형의 적용)
1. 분석결과
1) 초점사건의 발생과 관심증가에 따른 초점사건의 의제화
(1)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생 이전 기간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3일(목) 오후 3시 30분에 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하여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각국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현장을 점검하였고, 1월 27일 국내에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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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역학조사 지원 및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1월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
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한 교민 이송 및 임시 생활시설로는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1월 30일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
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2월 23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 대책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
향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
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히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까지 상향하는 가운데 언론보도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2월 22일까지 언론보도 건수는 5일 평균 103건이었
고, 정부 보도는 5일 평균 2.6건이었으며 감염병예방법 법률안 발의는 5일 평균 8건으로 코로나19는 정책변화와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언론보도⋅정부보도 건수와 감염병예방법 법률안 발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아래
<Table 7> 참조).
Table 7. From the first confirmation of Corona 19 to the announcement of serious stages, the number of media
reports and the number of cases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onth

1

2

total

420

news coverage

day
number

period

number of
reports

5

Jan.20-24

15

5

Jan.25-29

76

5

Jan.30-February 3

144

5

Feb.4-8

5

Feb.9-13

5
4
34

number of
reports

whole
rate

number of
foot

whole
rate

2.1%

8

4.3%

0

0.0%

10.5%

13

7.1%

1

1.8%

20.0%

26

14.1%

1

1.8%

137

19.0%

38

20.7%

2

3.6%

106

14.7%

34

18.5%

2

3.6%

Feb.14-18

100

13.9%

35

19.0%

16

28.6%

Feb.19-22

143

19.8%

30

16.3%

34

60.7%

721

whole
rate

government report number number of legal initiatives

18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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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number of reports and legal initiatives by period

코로나19의 초점사건이 의제화되어 2월 26일 국회 376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신설된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2항으로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
3 신설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신설조항으로 2020년 3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9월 5일 시행되었다.
Birkland(2009)의 ERPL모형에 따르면 초점사건이 의제화가 되면 집단동원이 되고 아이디어토론을 거쳐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여 수단적정책학습과 사회적정책학습일 가능성이 있다.
(2) 심각단계 이후부터 팬데믹(3.11) 선포까지의 기간
2020년 2월 23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
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히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
치를 시행하였고 2020년 3월 11일 WHO 게브레예스스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110개국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하
여 4,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말하며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언론보도 780건이며 1일 41건으로 심각 단계 이전보다 현격히 증가하였다. 정부보도
건수는 143건으로 이전단계에서는 1일 5.41건이었고 심각 단계 이후에는 1일 7.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법률 발의
건수는 이전단계에서는 56건이었으며 심각 단계 이후에는 5건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법률안 발의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20대 국회 회기가 5월 29일 종료 되므로 발의에서 의결까지 의제화되기에는 기간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 단계 이후부터 팬데믹 선포까지의 언론보도 건수와 국회에 감염병예방법 의안이 발의된 건수는 다음
과 같다(아래 <Table 8> 참조).
Table 8.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serious stage of Corona 19 to the announcement of the fandemic,
the number of media reports and the number of cases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news coverage

government report number number of legal initiatives

month

day
number

period

number of
reports

whole
rate

number of
reports

whole
rate

number of
foot

whole
rate

2

5

Feb.23-27

242

31.0%

45

31.5%

1

20.0%

2

5

Feb.28-March3

149

19.1%

38

26.6%

0

0.0%

3

5

March 4-8

221

28.3%

36

25.2%

2

40.0%

3

3

March 9-11

168

21.5%

24

16.8%

2

40.0%

total

18

18

780

1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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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number of reports and legal initiatives by period

(3)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11월 20일까지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대응하면서 언론의 이슈가 제기되었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
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3일(목) 오후 3시 30분에 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하여 최근 중국 우한시에
서 각국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현장을 점검하였고, 1월 27일 국내에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2월 23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
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히
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2020년 3월 11일 WHO 게브레예스스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110개국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4,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말하며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언론의 뉴스 기사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심각 단계 이전까지는 5일
주기로 평균 103건의 보도가 있었고 심각 단계 이후부터 펜데믹 발표까지는 5일 주기 평균 210건으로 10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부터 11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5일 주기의 평균 건수는 165건의
보도가 있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의 건수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하였다. 첫 확진자 발생부터 심각 단계 이전까지의 발의 건수는 56건이었고 심각 단계부터 팬데믹 선언까지의 발의
건수는 5건이었으며 첫 확진자 발생부터 11월 20일까지의 발의 건수는 234건이 발의되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초점사건으로 의제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첫 확진자 발생부터 11월 20일까지의 언론보도 및 정부보도, 국회에
감염병예방법 법률안 발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아래 <Table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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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number of media reports and the number of cases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from the
first confirmed person to November 20
period

the number of media reports government report number number of legislative initiatives

month

day number

number of
reports

whole
rate

number of
reports

whole
rate

number of
foot

whole
rate

1

31

163

1.5%

34

2.1%

2

0.9%

2

29

847

8.0%

212

13.2%

55

23.5%

3

31

1211

11.4%

212

13.2%

6

2.6%

4

30

884

8.3%

195

12.2%

0

0.0%

5

31

883

8.3%

172

10.7%

0

0.0%

6

30

1177

11.1%

148

9.2%

10

4.3%

7

31

607

5.7%

138

8.6%

60

25.6%

8

31

1358

12.8%

144

9.0%

10

4.3%

9

30

1453

13.7%

135

8.4%

22

9.4%

10

31

1449

13.7%

129

8.1%

1

0.4%

11

20

567

5.3%

83

5.2%

68

29.1%

total

325

10,599

100%

1,602

100%

234

100%

Figure 12. The number of reports and legal initiatives by period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후 집단동원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관한 건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었다. 활동 기간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이며 위원은
위원장 김진표 등 18명(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김순례, 김승희, 김영호, 나경원, 박대출, 박정, 박홍근, 백승주, 신상
진, 이채익, 정태옥, 조승래 허윤정, 홍의락)이다.
2020년 3월 2일(월)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김진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간사로는 기동민⋅김승희⋅김광수 의원이 선임되었다. 위원장이신 김진표 의원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설치한 특별위원회이기에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3월 5일(목) 제2차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지역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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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 현안보고(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받고 김진표 위원장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핀셋 특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12일(목) 3차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사 일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촉구, 종교계의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의 변경 촉구,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 모임
자제촉구, 정부의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 마련과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020년 4월 21일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주최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to defeat COVID-19) 패널토론(화상회의)에
참석하였다(네이버 나무위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전문가 집단동원으로는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장, 사립대병원장, 요양병운
협의회, 응급의학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중환자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정부가 주도하고 세계보
건기구(WHO)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임상 코호트* 연구를 위한 실무회의를 3월 18일(수) 오후 5시 국립중앙의료원
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
제⋅백신 등 개발동향 및 전략을 점검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토론단계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3) 아이디어 토론
2020년 3월 2일(월)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설치한 특별위원회이기에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3월 5일(목)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지역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 및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당장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핀셋 특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12일(목)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개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촉구, 종교계의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의 변경 촉구,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 모임 자제촉구, 정부의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 마련과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안에 관련된
여러 의안들이 발의되었다. 2월 23일 심각 단계 상향 발표 전까지 소위원회에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법률안 56건을
발의하였다.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들과 보건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소위원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의안들을 정리하여 논의하였다. 11건의
의안을 상정하였고 기동민 소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교섭단
체 간사 간에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 건임을 알렸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위원들의 질의 및 보건복지부차관 김강립의 의견 등으로 진행되었다. 발의된 의안을 정리하면 (안 제8조의2제2
항) 감염병 전문병원을 국내 5개 주요권역으로 설립 또는 지정, (안 제34조의3 신설)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
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 (안 제2조제5호 처목 신설)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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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8조의2 신설)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해외여행객 정보제공시스템(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안 제50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
이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제16조의2, 제40조의3 및 제42조 등)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 신설,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을 추가,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50조제3)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안에
대해서 김순례 의원은 취약자 분들에게 당연히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업무 담당 의료기관 등에는 대해서는 방호물자, 마스크를 포함한 물자는 비축물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제2조5호처목 신설)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는 법안들로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예방, 대비, 대응을 강화하였다.
2020년 7월 15일(수)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측 참석자로는 보건복지부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정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중심에 있어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미애⋅백종헌⋅서정숙 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서정숙 의원은 온 국민이 코로나19
로 힘들어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됨에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밤을 새워서라
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나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국회법
제59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예방법 3건의 법률안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꼭 필요한 대응조치를 위해 발의된 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한
법률안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가결되었다. 3건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이다. 김염병에방법 13건을 상정하고 김미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주요내
용에 대해 설명하면 근로자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가 중지되었거나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이 감염병예방
법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으로 우선 방역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조치를 입법화하는 내용과 둘째는 감염병
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설치,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제2차 대유행과 신종 감염병 유입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현재의 비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상의
13개 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신속한 입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정부 방역 과정에서 축적
된 노하우와 시행착오의 경험이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추진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
로 감염병 관련 법령이나 사업은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고 하위기구와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 등 감염병 연구 및 지역 단위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는 신종감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차관 도입 등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은
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며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손상 등에 대한 조사와 예방관리,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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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측 참석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차관, 질병관리본부
장, 감염관리센터장 등, 회의 진행과 동시 강기원 의원 의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박성 및 2차 감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오늘 제출된 법안들을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여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을 위원들 간에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여 감염 위험 장소⋅시
설의 관리⋅운영자,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전원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최연숙 위원은, 이 개정안 중 제41조
2항과 3항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이나 자가 또는 시설,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지휘체계와 지침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4) 정책의 채택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의는 2020년 3월 12일(목)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촉구, 종교계
의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의 변경 촉구,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 모임 자제촉구, 정부의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 마련과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결의안을 2020년 3월 17일(화) 제376회(임시
회)제11차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다.
코로나19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안에 관련된
여러 의안이 발의되었다. 2020년 2월 19일 제376회 보건복지소위위원회 제1차회의를 기동민 소위원장이 개의를
했고 감염병예방법 11개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위원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9건(정부제출 의안번호
14675,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06,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361,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49,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4555,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582, 허윤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584,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592,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597)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가결하였다.
2020년 2월 20일(목) 제37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김세연 위원장이 개의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기동민 위원은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 된 법률안 중 13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 1건, 대안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
며, 1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1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 회의 결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감염병예방법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2건도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다.
2020년 2월 26일(수)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송기헌은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상정하였다.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2020년 2월
26일(수) 제376회(임시회) 제4차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다. 2020년 2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0년 3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9월 5일 시행되었다.
2020년 7월 30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기윤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긴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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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아래 4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8,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43,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58,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02)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4일 후 2020년 8월 3일(월) 제38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개회하고 위원장 윤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상정⋅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음을 확인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감염병예방법 심사에서 전문위원 박철호의 검토보고 주요 내용은 제1급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 자가 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주체를 ‘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판단 주체의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주체를 의사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고
그밖에 인용조문 추가 개정 등 일부체계 미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정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2020년 8월 4일(화) 제380회(임시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되어 재석 277인 중 찬성 274인, 기권 3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다.
2020년 8월 7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0년 8월 12일 공포⋅시행되었다.
2020년 9월 23일(수) 제382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한정애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방역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고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그 발생⋅확산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 등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우려하고 있어 국 내 방역⋅의료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재정비해야 할 상황임을 언급하고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회부된 총 51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아래 11개 법률안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8,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58,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7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원번호 1544,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87,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1,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38,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965,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31,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485)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위원
회에서 가결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하여 겨울철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성웅 질병관리청차장은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방역체계
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종 방역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대상으로 이동수단 제한이나 감염 여부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23일(수) 제382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4차 회의 윤호중 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원회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91항으로 하여 추가하여 상정하였고
박철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위원회 심의 결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문구 수정에 관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므로 가결하였다. 2020년
9월 24일(목) 제382회(정기회) 제9차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267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
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다. 2020년 9월 25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0년
9월 29일 공포⋅시행되었다.

5) 전체분석결과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전은 언론의 보도가 거의 없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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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언론보도 건수는 총 721건으로 5일 평균 103건이었고, 정부 보도는 총 184건으로 5일 평균 2.6건이었으
며 감염병예방법 법률안 발의는 총 56건이며 5일 평균 8건으로 초점사건은 정책변화와 의제화 설정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Birkland(2009)가 제시한 전형적인 학습 패턴 중 유형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사
건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를 경험하여 학습이 이루어졌고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각 단계 발표 이후의 언론보도는 780건으로 심각 단계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다. 정부보도 건수는
143건으로 이전단계에서는 1일 5.4건이었고 심각 단계 이후에는 1일 7.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법률안 발의 건수는
이전단계에서는 56건이었으며 심각 단계 이후에는 5건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법률안 발의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20대 국회 회기가 5월 29일 종료되므로 발의에서 의결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여 발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1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보도건수는 10,599건이었으며
5일 주기의 평균 보도건수는 163건이었다. 정부 보도건수는 총 1,602건이었으며 5일 주기의 평균 보도건수는 25건
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의 건수는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부터 심각
단계 이전까지 56건이었고 심각 단계부터 팬데믹 선언까지는 5건이었으며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부터 11월
20일까지는 234건이 발의되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사건이 초점사건으로 의제화 설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히
나타낸다.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관한 건이 재석 228인중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었다. 활동 기간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이며 위원은
위원장 김진표 등 18명이다. 2020년 3월 2일(월)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김진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간사로는 기동민⋅김승희⋅김광수 의원이 선임되었다. 2020년 3월 5일(목) 제2차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지역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 마스크 공급 부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김진표 위원장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핀셋
특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제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12일(목) 3차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하였다. 2020년
3월 17일(화) 제376회(임시회)제11차 국회 본회의에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여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되었다.
국회는 2020년 2월 19일 제376회 보건복지소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기동민 소위원장이 개의했고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9개 발의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안(대안)으로 상정하여 가결했고, 2020년 2월
20일(목) 제37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회의 결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가결하고 법사위에 부의 하였다. 2020년
2월 26일(수)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2020년 2월 26일(수) 제376회(임시회) 제4차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
다. 2020년 2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0년 3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9월 5일 시행되었다.
2020년 7월 30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기윤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방역현장의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
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아래 4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안(대안)으로 제안하고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4일 후 2020년 8월 3일(월) 제38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2020년 8월 4일(화) 제380회(임시회)제8차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277인 중 찬성 274인, 기권 3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다. 2020년 8월 7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0년 8월
12일 공포⋅시행되었다.
2020년 9월 23일(수) 제382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총 51건의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방역현장의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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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결과, 11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안(대안)으로 제안하고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2020년 9월 23일(수) 제382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2020년 9월 24일(목) 제
382회(정기회) 제9차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267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다. 2020년 9월 25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0년 9월 29일
Table 10. Analysis: policy change process of Corona 19 Case
step

evidence

result

focal event
occurrence

-

First confirmed person on January 20, 2020
February 23, 2020, Issued a serious stage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Focused events are agenda: learning types 5
are accumulated (there is an effort to learn)
Pandemic proclamation at WHO on March 11, 2020
There are 61 initiatives for the law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interest in
agenda

group mobilization : Learning Type
From the first confirmation on January 20, 2020 to the announcement of serious
5 (Trying to learn about the Risk of
phase on February 23, 2020, an average of 21.2 cases, up to 52 news articles were
example Infectious Diseases due to the Proof
reported. 56 cases of amendment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of Prosecution through Learning of
※ 1.20 ~ 11.20 Proposed 234 amendments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Previous Cases such as Mers)

On February 26, 2020,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the composition
of the Corona 19 Special Committee was approved, and 18 members were formed,
group
example Conducting with Idea Discussion
the Corona 19 incident was concluded early, measures were taken to minimize
mobilization
economic damage, and measures were taken to establish fundamental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measures.
< 20th National Assembly Corona 19 Special Committee on Countermeasures >
- (primary meeting ) March 2, 2020: Appointment of Chairman and Secretary
- (second meeting ) March 5: Lack of hospital and medical facilities in Daegu
Gyeongbuk area, listening to reports on shortages related to lack of mask supply,
and demanding practical solutions to pending issues
- (third meeting ) March 12: Proposed a resolution to prevent and end the spread
of coronavirus infection 19

idea
discussion

< 20st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
- February 19, 2020, so-called committee bill passed
- February 20 Resolution of the Welfare Committee's Amendment
- February 26th Judiciary Committee Committee Resolution

example Leading to New Policy Adaptation

< 21st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
- July 30, 2020, the committee passed the bill, and on August 3, the committee
passed the bill.
- On September 23, the committee passed the proposal of the welfare committee,
and on September 23, the committee decided to propose the bill
< The 20th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 Special Committee on Corona 19 >
- Corona Virus Infection 19 Resolution for Prevention and Ending of Spread: March
17, 2020 (Tuesday) 218 in favor, 217 in favor, passed as 1 in opposition

new policy
adoption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
- On February 26, 2020 (Wednesday) it was presented to the 4th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f the 376th (temporary session) and 235 of the 237 seats were
example instrumental policy learning
approved and 2 abstentions were promulgated on March 4,
< A bill to amend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
- On August 4, 2020, 274 of the 277 members of the committee were elected and
3 abstentions were approved.
- On September 24, the committee announced on September 29th that it passed the
approval of 266, the opposition one, and the abstentio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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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시행되었다.
코로나19라는 초점사건이 세계 경제, 사회, 문화와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면서 사회적 학습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고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이외의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응 방안으로 전문가 동원, 공개토
론회 등과 같은 집단동원이나 아이디어 토론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전문위원회, NGO 등이
협력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의 학습유형이 ‘유형 5’로 나타났고 11월 20일까지의 계속되는 감염병 위기
상태에서의 학습유형도 ‘유형 5’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발생경위는 2020년 1월 19일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 조사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하였고, 질병관
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1월 20일 오전에 첫 확진자로 확정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
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초점사건의 의제화부터 정책 변화까지의 과정을 Birkland의 ERPL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보전달 매체인
TV와 신문, 정부의 언론보도자료 등이 초점사건의 이슈주도자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써, 코로나19라는 초점사건은 첫 확진자 발생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전에도 정책
학습의 단계가 사건의 의제화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심각’ 단계를 거쳐 팬더믹 선포와 확진자의 전국적
확대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변화와 감염병예방법의 일부개정안 발의 등으로 사회적 정책학습이 발생하였으며 수단적
정책학습으로써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사건’은 Birkland(2009)가 제시
한 다섯 가지 전형적인 학습의 유형 중 첫 확진자 발생부터 심각 단계 이전까지 ‘유형 5’로 나타났으며 심각 단계
이후 팬더믹 선포와 확진자의 증가 및 전국적 확대상황에서도 ‘유형 5’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전까지 학습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었고, 심각 단계 이후부터 팬더믹 선포와 11월 20일까지는 사회적 학습의 증거나 수단적 학습의 증거를 찾음으
로써 기존의 TV, 신문 등이 초점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주도자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기존의 미디어인 TV, 신문 등이 초점사건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모든 초점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초점사건이지만 단기간에 사건이 종료되거나 잊히게 된다면 초점사건으로 인하여
의제화되지 못하거나 집단동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과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신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가5) 2.2~3.3으로 추정되고
잠복기가 1~14일(평균 5~7일) 정도이며 또한, 무증상 감염자도 발생함에 따라서 국내 전지역과 세계에 감염확진자
를 발생함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인명피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도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이 진행되고 있기
에 언론보도가 의제화에 영향을 미쳤고 수단적 학습을 통하여 정책변화를 만들었다.
또한, 연구를 마치며 아쉬웠던 부분은 대한민국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발생되어 수 만명의 확진자와 수 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면서 대응을 위한 많은 법률이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감염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추가경정예산 1~4차 편성, 정부조직법 등 외에 각종 지침, 메뉴얼 등이 개정 보완되어 정책변동이 되었다. 그럼에도
5)

감염재생산지수 :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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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번 연구에 모두 포함시킬 수 없었던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의 법령을 모두 포함할
경의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과 가장 밀접한 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의 제언으로 초점사건이 이슈화는 되었지만 단기간에 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정책변화는
어느 정도 변화된 것인지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된 초점사건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Birkland, Thomas A. 1997. After Disaster: Agenda Setting, Public Policy and Focusing Even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Birkland, Thomas A. 1998. Focusing Events, Mobilization, and Agenda Setting. Journal of Public Policy. 18(3): 53-77.
Birkland, Thomas A. 2004. Learning and Policy Improvement After Disaster: The Case of Aviation Secur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3): 341-364
Birkland, Thomas A. 2006. Lessons of Disaster: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Birkland, Thomas A. 2009. Disasters, Lessons Learned, and Fantasy Document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17(3): 146-156.
Birkland, Thomas A. 2016. Policy Process Theory and Natural Hazards.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Natural Hazard Science.
https://oxfordre.com/naturalhazardscience/view/10.1093/acrefore/9780199389407.001.0001/acrefore-9780199389407-e-75.
Bryan, D. Jones and Frank R. Baumgartner. 2012. From There to Here: Punctuated Equilibrium to the General Punctuation Thesis
to a Theory of Government Information Processingps. The Policy Studies Journal. 40(1): 1-19.
Busenberg, G. J. 2001. Learning in Organizations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Public Policy. 21: 173-189.
Christopher, M. Weible, Andrew Pattison, Paul A. Sabatier. 2010. Harnessing expert-based information for learning and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plex socio-ecological system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13: 522-534.
Cobb, Roger W. and Charles D. Elder. 1983.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orine, Driessens, David Kingdon, David Pilgrim, Peter W. F. Smith. 2020. Health and Social Care Diversity Among Individuals
with Longstand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Problems: Pooled Repeated Cross Sectional Analys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6: 978-987.
Jones, Bryan D. and Frank R. Baumgartner. 1993.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ngdon, John W.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Kingdon, John W. 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New York: Harper Collins.
Mawhinney, Hanne B. 1993.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to change in Canadian Education.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59-82. Bouldner, CO: Westview Press.
May, Peter J. 1992. Policy Learning and Failure. Journal of Public Policy. 12(4): 331-354.
Munro, John E. 1993. California Water Politics: Explaining Policy Change in a Cognitively Polarized Subsystem.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05-127. Bouldner, CO: Westview Press.
Nohrstedt, Daniel. 2008. The Poltics of Crisis Policymaking: Chernobyl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36(2): 257-278.
Quarantelli, E. L. 2005. Catastrophes are Different from Disasters: Some Implications for Crisis Planning and Managing Drawn from
Katrina. Social Research Council. http//understandingkatrina.ssrc.org/Quarantelli.
431

Proceedings of The 21st ACC & The 1st Crisisonomy Forum & The 14th ICCEM

Sabatier, Paul A. 1993. Policy Change over a Decade or More.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3-39. Bouldner, CO: Westview Press.
Schiavo, M. 1997. Flying Blind, Flying Safe. New York: Avon Books.
Stone, Deborah A. 1989. Causal Stor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Agendas. Political Quarterly. 104(2): 281-300.
안혜원, 류상일. 2007.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0): 183-190.
양승일. 2014. 정책변동론. 박영사.
유훈. 2006.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행정논총. 44(3): 93-119.
유훈. 2009. 정책변동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동규, 김지애, 심은희. 2014. 초점사건관련 정책학습 모형(ERPL)을 활용한 정책과정 연구: 재초점된 사건으로의 영화 도가
니 사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제6조)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53-177.
이동규, 박형준, 양고운. 2011.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3): 107-132.
이동규, 박형준. 2010. 초점사건 (focusing event) 이후의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재난사건과 관련된 정책변동 모형의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21.
이동규, 우창빈. 2013.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모형의 시론적 연구: 정책변동 모형의 재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9(4): 143-166.
이동규. 2010a.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한국의 대형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동규. 2010b. 정책학적 관점에서 재난 개념 및 유형분류 가능성 연구: Birkland의 초점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2010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이동규. 2012a. Birkland의 재난 사건관련 정책변동(EPC) 이론과 모형 검토: 기존의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과의 비교. 한국위
기관리논집. 8(2): 1-27.
이동규. 2012b.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9(2): 167-194.
이우권. 2010. 한국인사행정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239-256.
이재무, 박용성. 2014. 정책변동 분석모형을 활용한 정책변화 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의 일원화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3): 31:58.
이재은. 2009.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경향 실증분석: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9(6): 300-308.
이주호, 류상일. 2016. 한국의 재난안전정책 연구경향 분석: 한국위기관린 논집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2(12): 1-11.
조은지, 박치호, 김영형, 이동규. 2013. 위협경직성 이론을 적용한 수정된 옹호연합모형의 적식성 검토. 한국위기관리학회 2013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11-22.
최상욱. 20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2):
325-357.
함지현, 박나라. 2020. 안전정책 형성의 다중적 흐름: 초점사건, 정부조직개편과 정치변동.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257-282.
황성수, 김경대, 오유미. 2015. 정책과정(policy process), 정책변동(policy change)에 관한 연구논문 분석(우리나라 옹호연합모
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및 관련연구의 흐름과 특징에 관한 논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1-26.
[1]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s://w3.assembly.go.kr/multimedia/
[2] 국회보건복지위원회. https://health.na.go.kr:444/health/index.do
[3]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 NormInqyMain1010.do
&genActiontypeCd=2ACT1010
[4] 국회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6] 국회회의록. https://likms.assembly.go.kr/record/
432

A Study on the Changes in Policy after the Focus Event, COVID-19

[7] 나무위키. https://namu.wiki/w/
[8] 네이버 뉴스 검색. http://news.naver.com/main/home.nhn
[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39784
[10]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
[11] 대한민국국회. https://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12]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13] 열린국회정보정보공개포털. https://open.assembly.go.kr/portal/mainPage.do
[14]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http://www.kdca.go.kr/
[15]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kpf.or.kr/front/user/main.do
[16]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뉴스검색. https://www.bigkinds.or.kr/
[17]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433

Proceedings of the 21st ACC, the 1st Crisisonomy Forum, and the 14th ICCEM

Headquarter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THEORY & PRAXIS (CEM-TP)
Woorinurito(3F), Seongbong-ro 226-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TEL. +82-43-261-2197, FAX. +82-43-268-2197 Email. cemtp2019@daum.net

Copyright ⓒ 2020 by CEM-TP All Rights Reserved.
Neither this book nor any part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microfilming, and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2020 The Collaboration Organizing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onference on Crisisonomy & CEM-TP.

PROCEEDINGS OF THE 21st ACC, THE 1st CRISISONOMY FORUM, and THE 14th
ICCEM
Date of Publication

13 December, 2020

Publishers

Jae Eun Lee, An Chen, Keiko Kitagawa, Hans Guttman, Jeong Yee Bae, Sung Kwang Yang

Editors

Ju Ho Lee, Seol A Kwon, Sang Hee Kim

Editorial Assistant

Seo Yeon Lee

DESIGNED & PRINTED by KYOBOBOOK Centre Co., Ltd. / TEL.+82-70-8854-5572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