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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

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음(12.6)1)

❍ 최근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최근 방역관리 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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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1.15

~11.21

11.22

~11.28

11.29

~12.5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국내발생 122.4명 255.6명 400.1명 487.9명

60세 이상 43.4명 67.4명 85.9명 116.3명

해외유입 28.1명 30.7명 24.3명 26.7명

집단 발생a)

(신규기준)
37건 45건 37건 15건

방역망 내 

관리 비율b) 58.1% 45.5% 41.4% 42.9%

즉시 가용 

중환자실

131개 

(11.14.9시 기준)

113개

(11.21.9시 기준)

86개

(11.28.9시 기준)

55개

(12.5.9시 기준)

a)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b)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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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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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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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으로 주말 이동량 

등은 감소하였으나 환자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

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음(12.6)2)

❍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음

[표 2]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

이용

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

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

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영화관, PC방, 이ㆍ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방, 이ㆍ미용업, 오락실, 독서

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마트ㆍ상점ㆍ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ㆍ소독 의무화(300m2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ㆍ상점ㆍ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m2 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 모임ㆍ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ㆍ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

로 인원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ㆍ식사 금지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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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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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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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브리핑

□ WHO 집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587

만 30명이며, 사망자수도 152만 3,583명임(12.6)3)

❍  미주(2,806만 2,331명)와 유럽(1,998만 5,154명)의 

확진자수가 가장 많고, 동남아시아가 뒤를 이음

❍  국가별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

역 국가들은 11월 초 이후 약간씩 감소세를 보임

코로나19 백신 관련 동향 2

□ 영국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와 독일 바이오엔

테크(BioNTech)가 공동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서방 국

가 중 가장 먼저 승인하였고(12.2)4) 중동 국가 바레인

이 두 번째로  승인하였음(12.4)5)

❍ 미국 FDA는 화이자의 백신 긴급사용 신청에 대해 12

월 10일 개최될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11.30)6)

   -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Moderna)도 코로나19 백신

의 임상 3상에서 예방효과가 94%로  검증되어 미국 

FDA에 긴급사용을 신청하였음(11.30)7)

❍ 캐나다는  화이자의 백신 사용신청을 검토 중이며, 조

만간 승인 관련 검토를 마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8)

3) WHO COVID-19 Dashboard (최종 검색일: 2020.12.6.)<https://

covid19.who.int/>

4) 12월 8일부터 접종 예정임. UK authorizes Pfizer/BioNTech COVI

D-19 vaccine (최종 검색일: 2020.12.6.), <https://www.gov.uk/govern

ment/news/uk-authorises-pfizer-biontech-covid-19-vaccine>

5) ALJAZEERA, 2020.12.04. (최종 검색일: 2020.12.4.), <https://

www.aljazeera.com/news/2020/12/4/bahrain-becomes-se

cond-country-to-approve-pfizer-covid-19-vaccine>

6) FDA: Advisory Committee Calendar (최종 검색일: 2020.12.6.), 

<https://www.fda.gov/advisory-committees/advisory-com

mittee-calendar/vaccines-and-related-biological-products-

advisory-committee-december-10-2020-meeting-announc

ement>

7) USA TODAY, 2020.11.30. (최종 검색일: 2020.12.6.), https://www.us

atoday.com/story/news/health/2020/11/30/moderna-emergency

-fda-authorization-covid-19-vaccine-pfizer/6376336002/>

□ 중국 보건당국은 중국 제약회사 시노백(Sinovac)의 

백신 코로나백(CoronaVac)을 지난 7월에 제한적으

로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으며, 11월 25일 국영 백신 

제조업체인 시노팜(Sinopharm)도 백신 사용을 신청

하였음9)

□ 러시아는 지난 8월 등록한 자체 개발 백신 스푸트니크 

V(Sputnik V)를 병원에 배포하기 시작하였음(12.5)10)

주요국 대응 동향3

□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여 계속해서 일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에 긴급구제 패키지 방안 도출을 요구함11)

□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세 악화에 따라 부분 봉쇄조치

를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12.2)12) 

□ 영국은 11월 5일부터 실시되었던 봉쇄조치를 해제하

고 지역별 경계단계 시스템으로 복귀하였음(12.2)13) 

김도희  입법조사관

�현안 브리핑�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현안

의 국내·외 동향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8) CBC Radio, 2020.12.3. (최종검색일: 2020.12.7.), <https://www.c

bc.ca/radio/thecurrent/the-current-for-dec-3-2020-1.582571

7/canada-could-approve-covid-19-vaccine-in-week-to-10-d

ays-says-health-canada-senior-adviser-1.5826508>

9) Fortune, 2020.12.5.(최종 검색일: 2020.12.7.), <https://fortune.com/2020

/12/05/china-covid-19-vaccines-approval-sinovac-sinopharm/>

10) BBC NEWS, 2020.12.5.(최종 검색일: 2020.12.7.), <https://w

ww.bbc.com/news/world-europe-55198166>

11) The New York Times, 2020.12.01. (최종 검색일: 2020.12.4.), 

<https://www.nytimes.com/2020/12/01/business/econo

my/biden-economy-stimulus.html>.

12) The Local, 2020.12.2. (최종 검색일: 2020.12.4.), <https://ww

w.thelocal.de/20201202/breaking-germanys-partial-lockd

own-extended-until-january-10th>

13) BBC NEWS, 2020.12.2.(최종 검색일: 2020.12.7.), <https://w

ww.bbc.com/news/explainers-52530518>

Ⅱ. 코로나19(COVID-19) 대응 주요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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