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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

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음(11.1)1)

❍ 지난 2주간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최근 방역관리 상황 비교

10.18~10.24 10.25~10.31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국내발생 75.3명 86.9명

수도권 61.7명 69.7명

해외유입 20명 18.3명

집단 발생a)(신규기준) 14건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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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망 내 관리 비율b) 80% 미만 80% 미만

a)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ㆍ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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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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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음2)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임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

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함

-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

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함([표 2])

-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

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

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함 

김은진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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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표 2] 거리 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년 11월 1일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1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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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동향1

□ 10월 31일 기준, WHO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4,542만 8,731명이며, 사망자수는 

118만 5,721명임(10.31)3)

❍ 지역별로는 남북미 2,031만 1,678명, 유럽 1,080만 

3,232명, 아시아 919만 6,384명, 중동 306만 7,078

명, 아프리카 131만 9,279명 순임

❍ 특히, 지난 7일간 유럽대륙에서 약 150만 명의 감염자

가 발생함. 팬데믹 발생 후 가장 많은 수치임 

프랑스2

□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10월 30일부

터 1개월간 프랑스 전역 봉쇄조치를  발표함(10.28)4)

❍ 3월에 이은 두 번째 봉쇄조치로 음식점을 비롯한 비필

수적 사업장은 모두 문을 닫고, 모든 직장은 가능한 재

택근무를 시행함. 생필품 구매, 출근, 의료 목적 등 외

출 시에는 이동증명서 소지가 필요함

❍ 10월 31일 기준 프랑스의 코로나 19 누적 감염자는 

133만 1,984명이며, 지난 7일간 감염자는 29만 909

명임.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는 2,045.1명임5)

영국3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봉쇄조치를 발표함(11.1)6)

❍ 스포츠 시설 등 비필수사업장의 영업이 중단되고, 포

장판매를 제외한 식당 영업은 금지됨. 기업운영은 지

속하되 재택근무를 권장함. 단, 학교 수업은 지속됨

3)  WHO COVID-19 Dashboard (최종 검색일: 2020.11.1.), <https://c

ovid19.who.int/table?tableChartType=heat>

4) RFI (최종 검색일: 2020.11.1.), <https://www.rfi.fr/en/france/202

01028-france-emmanuel-macron-announces-new-lockdown

-to-fight-covid-19-second-wave-health-government-confin

ement-epidemic>

5)  COVID-19 situation in the WHO European Region (최종 검색일: 2

020.11.1.),  <https://who.maps.arcgis.com/apps/opsdashbo

ard/index.html#/ead3c6475654481ca51c248d52ab9c61>

6) BBC(최종 검색일: 2020.11.1.),<https://www.bbc.com/news/uk

-54763956>

❍ 10월 31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 19 누적 감염자는 98

만 9,745명이며, 지난 7일간 감염자는 15만 8,747명

임.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는 1,454.6명임7) 

독일4

□ 메르켈(Angela Dorothea Merkel) 총리는 11월 2

일부터 한 달간 부분 봉쇄조치를 발표함(10.28)8)

❍ 포장판매를 제외한 식당운영을 금지하고, 극장 등을 

폐쇄함. 공공장소에 모이는 인원을 최대 2세대 10명 

이하로 제한함. 단, 학교 및 상점은 폐쇄하지 않음

❍ 10월 31일 기준 독일의 코로나 19 누적 감염자는 51

만 8,753명이며, 지난 7일간 감염자는 10만 748명

임.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는 621.1명임9)
 

오스트리아5

□ 제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총리는 11월 3

일부터 30일까지 부분 봉쇄조치를 발표함(10.31)10) 

❍ 저녁 8시부터 6시까지 야간통행을 금지하고, 숙박업

소와 음식점 영업을 중지함 

박명희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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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VID-19 situation in the WHO European Region (최종 검색일: 2

020.11.1.), <https://who.maps.arcgis.com/apps/opsdashboar

d/index.html#/ead3c6475654481ca51c248d52ab9c61>

8) Deutsche Welle(최종 검색일: 2020.11.1.), <https://www.dw.co

m/en/coronavirus-germany-to-impose-one-month-partial-lo

ckdown/a-55421241>

9)  COVID-19 situation in the WHO European Region(최종 검색일: 2

020.11.1.),  <https://who.maps.arcgis.com/apps/opsdashbo

ard/index.html#/ead3c6475654481ca51c248d52ab9c61>

10)  The Local(최종 검색일: 2020.11.1.),<https://www.thelocal.at/2

0201031/austria-to-go-into-hard-new-lockdown-starting-t

uesday>

Ⅱ. 코로나19(COVID-19) 대응 주요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