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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백신개발 동향 및 

백신비축 규모에 관한 소론†

박호정* ‧임재영**

요 약 : 본고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역학모형에 관한 내용과 기초재

생산수, 집단면역임계, 백신비축 등의 주요 개념을 개론 수준에서 다루었다. 국내 첫 감염자 발

생 이후 4월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기초재생산수는 약 2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만일에 코

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가정하여 이의 비축규모를 추정해보면 인구의 최소 62%에 공급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에는 사회

적 거리두기 정책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

기에 대한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지역감염의 확산을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학술적 관점이 아닌, 방역의 실무적 차원에서 역학모형, 그리고 경제-역학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 뿐이다. 보다 정교한 역학 모형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는 상당한 규모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역학조사를 위한 자원이 보강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역학조사 인력, 데이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건 ․경제 ․통계 ․수학 분야 등의 

연구진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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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인류는 지난 백여 년 동안 유례없는 

글로벌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었다. 2020년 상반기에 주로 북반구의 국가를 휩쓴 이후 코

로나19는 6월에 접어들면서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에서까지도 확진자 수를 큰 폭으로 증

대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는 달리 2차, 3차 파동을 거치

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초유의 글로벌 팬데믹 사태에 직면하여 본 글에서는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동향을 살펴보며 또한 백신 개발 시에 필요한 비축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기초재생산수를 계산하는 감염병 역학모형이 주로 활용된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감염병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효과적

인 초기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감염 메커니즘이 가능한 신속하게 파악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일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학모형의 개념 중심으로 개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코로나19 백신개발 동향

코로나19, 즉 SARS-COV-2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

러스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일곱 번째 바이러스에 해당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당단백질(spike glycoprotein)의 구조를 이용하여 숙주세

포의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관련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최근 미국 스크립스 연구원에 의하면 바이러스 변

이가 이 스파이크 당단백질에 영향을 미쳐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

러스의 변이는 백신 개발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병과 싸우기 위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5개 이상의 백

신이 개발단계에 들어가 있다.1) 2020년 6월 14일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중 AstraZeneca와 

1)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science/coronavirus-vaccine-tracker. html?action=click&module= 

Top%20Stories&pgtype=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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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백신과 호주의 Murdoch Children’s Research 

Institute의 백신 두 종류만이 임상 3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다. 임상 전 단계에서 125개 이

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 1단계에 7종류, 임상 2단계에도 7종류가 있으며 아직 사용

최종 허가가 난 백신은 없는 상황이다.2) 

아울러 이른 바 WARP Speed 프로그램에 의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백신은 

Moderna 등 5개 개발 프로젝트이다. 

<표 1>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개발 주체 백신명 개발 단계 개발완료 예상시점

모더나(Moderna) mRNA-1273
1단계 임상완료

6월 2단계 임상착수
2020년 7월

존슨앤존슨 변형 아데노바이러스 9월 1단계 임상착수 2021년 4월

이노비오 INO-4800 4월 1단계 임상착수
여름 1단계 임상결과 

발표

옥스퍼드대 ChAdOx1 nCoV-19 4월 1단계 임상착수 2021년

화이자 BNT162 임상 시험 중 2020년 12월

사노피& GSK - 전임상 단계 2021년

노바벡스 NVX-CoV2373 전임상 단계 2021년

자료: 임재영(2020)

모더나 (WARP)  

∙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단백질을 만들도록 시시함으로써 항체 반응을 유도

∙ 바이오회사 모더너와 협업을 통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COVID-19 백신으로서 

개발 중

2) 임상 전 단계: 쥐 또는 원숭이와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면역반응이 있는지 테스트함

임상 1단계(Phase I Safety trials): 사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되 면역체계를 자극하는지, 아울러 안전성 

등을 테스트하는 단계

임상 2단계(Phase II Expanded Trials): 수백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룹을 구분(예를 들어, 아동 및 노년 그룹)

하여 백신의 면역 시스템 효과를 테스트하는 단계

임상 3단계(Phase II Efficacy Trials):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플라시보 투여군과 비교하여 백신

투여군에서의 감염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백신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됨

허가단계: 각국의 해당 기관에서 실험결과를 리뷰한 후 백신 사용 여부를 결정함

WARP: 미국 정부는 WARP Speed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백신 유효성이 입증되기 전이지만 5개의 유력한 백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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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간 5월 18, 백신 임상 1상 성공하였지만, 단 8명의 사람들로 테스트한 결과임

∙ 5월 19일 미국 의학전문지 <스탯>은 모더나의 백신 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 부족 제기

∙ 6월 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2단계 임상 승인 받음

존슨앤존슨 (WARP)  

∙ 존슨앤존슨은 2019년 콩고 민주공화국에 공급했던 에볼라 백신 개발에 사용한 기

술을 이용

∙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온 유전 물질을 사람에게 감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형된 아데노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방법을 포함

∙ 오는 9월까지 1차 임상에 들어갈 예정임

∙ 2021년 4월 무렵 6억에서 9억 번 투약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목표

이노비오 제약  

∙ 합성 DNA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온 유전물질을 투입해 백신 개발 중

∙ 모더나에 이어 두 번째로 유력한 코로나19 백신으로 꼽히고 있음

∙ 지난 4월 6일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임상시험을 시작하였으며, 6월 말 무렵에는 한

국에서 임상 실험 예정

∙ 2020년 늦여름 무렵 면역반응 및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옥스퍼드대  

∙ AstraZeneca와 공동으로 일종의 재조합 바이러스 벡터 백신 (recombinant viral 

vector vaccine)

∙ 옥스퍼드대 연구진 역시 존슨앤존슨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추출된 유전물질을 

변형된 다른 바이러스에 투입해 면역반응을 시도하려고 함

∙ 지난 4월 23일 1단계 임상시험에 착수

∙ 전 세계 6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1백만 번 투

약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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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WARP)  

∙ 모더나처럼 mRNA를 이용

∙ mRNA는 세포에서 특정 물질생성을 지시하는 유전자 코드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에 대항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

∙ 독일 제약사 바이오앤텍(BioNTech)과 함께 지난 5월 5일에 미국에서 코로나19 백

신 시험에 착수

사노피 & GSK  

∙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사노피는 그동안 개발해놓고 시장에 출시하지 않는 사

스(SARS) 백신 후보 물질을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GSK는 백신의 면역반응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술을 제공

∙ 2020년 하반기에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성공적일 경우 2021년에 6억 회 투

약 가능한 규모로 생산할 계획

노바백스  

∙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하는 보조기술을 활용

∙ 지난 5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 오는 7월 1일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

한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보다는 치료제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셀

트리온은 S-protein 조절자 단일클론 항체를 통해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질병관리본부

로부터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뮨메드는 키메릭 인간화된 바이러스 억제인자 단

일항체로서 2020년 2월에 코로나19에 대한 전임상 단계로 진입한 바 있다. 코미팜은 전

립선암, 비호치킨 림프종, 뇌암, 전이성 폐암 등 11개의 암 분야에 대해 치료제로서 개발 

중이었던 일반합성의약품 KML-001 약물을 이용하여 임상 2상 단계로 들어갔다. 국내

에서 백신은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보령바이오피아, 스마젠, 제넥신 등이 

개발 진행 중에 있다.



박호정 ․임재영

• 278 •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확대되면서 인류의 위협이 되는 만큼 학계, 

정부 연구소, 규제기관, 제약사 등이 협업 내지 경쟁 관계 속에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

에 있다. 

III. 감염병 역학 모형

1. 기초재생산수

역학조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정보는 이른바 기초재생산수 또는 기초재생

산지수라고 불리는 Basic Reproduction Number이다. 보통 기호로는 R0라고 표시한다. 

기초재생산수는 1차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의 수를 나타낸

다. 즉, 1차 감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n차 감염 단계에 걸쳐 감염자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초

재생산수는 감염 확산 규모를 전망하는 데 중요하다. 

코라나19, 사스 또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재생산수를 우선 파

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때 기초재생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적용하는 모형에 따라 다

양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기초재생산수(R0)의 개념 구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재생산수는 일일 접촉자수, 접촉 시 감염확률, 감염

기간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루 중 몇 명을 평균적으로 접촉하게 되는지, 그리

고 이 매번의 접촉마다 감염시킬 확률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감염기간이 며칠이 되는지

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약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이해하면 된다.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

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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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33년 유행성 독감 당시 마스크 관련 매일신보 기사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마스크 착용은 접촉 시 감염확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은 비단 오늘날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에도 중요한 방역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33년 12월 6일 자의 매

일신보 기사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당신 유행하던 유행성 독감(일명 만주독

감)이 만연하자 마스크 사용이 긴요하다면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감염병에 대해 기초재생산수가 1보다 크면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1일 경우에는 풍토병(endemic)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기초재생

산수가 1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종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뒤에 보겠지만 코로나19의 기초재생산수는 1 보다 훨씬 큰 숫자를 갖기 때문에 팬데믹

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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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학모형

역학모형(epidemiological model)은 크게 보아 SIS와 SIR 모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모형에서 인구는 감염 여부에 따라 특정 구획(compartment)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구

획의 이름을 따라 SIS 또는 SIR 모형이라고 불리게 된다. SIS 모형은 Susceptible – 

Infected – Susceptible의 2그룹으로 구분되며, SIR 모형은 Susceptible – Infected – 

Recovered의 3그룹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인구를 감염 여부에 따라 그룹화하기 때문에 

SIS, SIR 모형은 구획모형(compartment model)이라고도 한다. 

SIS 모형은 아래의 미분방정식 체계로 표현될 수 있다. 는 아직 감염되지는 않았지

만 감염 가능한 감수성 집단(susceptible group)을 의미하며, 는 감염그룹(infected 

group)을 나타낸다. 는 감염률(infection rate)이며, 는 회복률(recovery rate)을 나타

낸다. 매 기간   사이에  만큼이 신규로 감염되기 때문에   구획에서  구획으로 옮

기게 되며, 반면  만큼은 회복되어   구획으로 다시 옮겨진다. 을 사망률로 정의하

면  만큼은  그룹에서 제하게 된다. <그림 3>은 SIS에 관한 이상의 설명을 구획모형 

구조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3> SIS 구획모형과 미분방정식 체계




 




  

SIS 모형과 유사하게 SIR 모형은 다음의 미분방정식 체계로 표현된다. SIS 모형과 다

른 것은 회복된 그룹은 면역력을 갖기 때문에 재감염 우려가 없으므로 의 구획으로 옮

겨지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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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IR 구획모형과 미분방정식 체계




 




  




 

SIS와 SIR 모형 외에도 SEIR 모형도 역학 연구에서 자주 활용된다. SEIR 모형은 기존

의 SIR의 구획에 E 구획을 추가한 것으로서, 여기서 E는 노출그룹(exposed group)을 나

타낸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infected), 아직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infectious) 

상태는 아닐 때에 E 구획에 포함된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구획모형 중 어떤 모형을 활용할지는 분석 대상인 감염병의 유

형, 그리고 데이터 주기나 가용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엄밀한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모형 선택의 기준 >

∙ 재감염 가능성 여부

: 회복 후 면역력이 생성되지 않아 재감염될 수 있는 경우에는 SIS 모형을 사용하는 

반면, 면역력이 생성된 경우에는 SIR 모형을 사용

: 때로 면역력의 생성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즉, 단기에 생성된 면역력일지

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어 재감염될 수 있음

∙ 분석의 시급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염병 발생 시 기초재생산수 등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

는 것이 급선무일 때에는 비교적 단순한 모형으로 접근할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음

∙ 이용 가능한 데이터 여부

: 구획이 정밀하게 구분된 SEIR 모형이 바람직하겠지만, 감염자 중에서 감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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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그룹을 별도로 구분한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SIR 모형을 사용하되, 이후 데이터 구축 시 SEIR모형

의 보다 정교한 연구로 진행될 필요 있음

∙ 네트워크 모형

: 최근 역학모형의 수리적 구조가 발달하면서 여기에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가 연결된 모형으로도 발달하고 있음

: 감염그룹의 미분방정식은  <> 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는 네트워크 상 노드 의 네트워크 강도를 의미함

: 이와 같은 네트워크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SIS 또는 SIR 모

형을 확장할 수 있음

: <그림 5>는 메르스 당시 감염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모형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음.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 위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방문 병원을 중심으

로 네트워크 모형화하기에 용이함. 반면, 코로나19는 이미 지역사회로의 감염확

대가 이루어졌으며, 게다가 감염경로 미확인 케이스도 많아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

하는 데 어려움

<그림 5> 2015년 메르스 국내 감염자의 네트워크 구조

자료: 박호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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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면역임계와 백신 비축규모

역학모형을 이용하여 기초재생산수를 추정하게 되면 집단면역임계(HIT: Herd Immunity 

Threshold)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집단면역임계에 관하여 설명

하기 전에 우선 SIS 모형 중심으로 기초재생산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SIS 모형에서 기초재생산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 







이 식에서 의미하는 기초재생산수는 I 구획에서 유출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회복률(사

망률까지 포함) 대비 I 구획으로 유입되는 수준인 감염률의 상대적 크기가 된다. 일단 기

초재생산수를 추정하게 되면 다음 식에서 정의되는 집단면역임계를 계산할 수 있다. 

  




집단면역임계라 함은, 인구의 특정 비중이 면역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백신을 통하

거나 자연면역력 형성을 통하거나) 사회적으로도 면역력을 달성하게 되는 기준을 의미

한다. 위의 식을 갖고 설명하면, 만일 기초재생산수가 2일 경우에는 HIT는 0.5가 되는데, 

즉 인구의 50% 이상이 면역력을 가질 때에 집단적으로 면역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천연

두의 경우 기초재생산수가 평균적으로 6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HIT가 0.8333, 즉 인

구의 83.33%가 면역력을 가져야 팬데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천연두 백신의 접종

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이 예를 통해, 집단면역임계 수치는 결

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백신의 비축규모를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초재생산수는 적용 모형에 따라 다양한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Vynnycky and White (2011)의 4장은 여러 가

지 유형의 기초재생산수 추정식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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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지스틱 함수

역학모형에서 흥미로운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전체 인구가 이고 이를 다시 전체 

인구로 나누어서 정규화하게 되면   이 된다.    이므로, 이 식을 의 

미분방정식에 대입하여 에 있는   변수를 소거하게 되면 다음의 식을 얻게 된다. 




  

  where    ,    .

위 식은 생물자원의 크기를 표현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

라고 한다. 수산자원, 삼림자원 등 분야에서 쓰일 뿐 아니라, 마케팅 분석 등에서 활용되

기도 한다. 위 식에서 생물자원 경제학 분야에서 는 부양능력(carrying capacity)이라

고 불리는데, 해당 생물개체가 있는 환경이 최대 수용 가능한 임계수준을 말한다. 

역학모형의 첫 단계 분석 과정은 이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확진자의 규모 추세선

을 파악하는 것이다. 아래 절에서는 코로나19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사례를 소개할 것

이다.

로지스틱 함수는 균형의 (불)안정성 등 여러 흥미로운 특성을 갖지만 지면관계상 본

고에서 다 논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성질로서 복잡계, 즉 카오스(chaos)

를 들 수 있다. 사후적으로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확진자 규모를 추정해보면 매우 잘 

fitting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추정오차가 작다고 해서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카오스적인 성질을 로지스틱 함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  

등의 파라미터 값을 다 확정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감염 규모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

은 과제다.4)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역학모형 또는 역학모형의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미래의 

감염 규모를 전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확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물론 카오스 성질은 로지스틱 함수에서 항상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수학적 조건이 갖춰질 때에 발생하게 

된다. 로지스틱 함수와 카오스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노우에 마사요시 (2002), 글릭(2013)이 훌륭한 개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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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역학 모형과 확률적 확산

집단면역임계에서 계산한 백신의 비축규모는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면역

인구의 최소 비중에서 계산하는 것이지만, 백신 투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SIS 또는 SIR 역학모형에 백신의 편익과 비용을 포

함한 경제-역학 모형으로 확대해서 백신의 비축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백신투여의 편익이라 함은, 면역력을 가져 질병에 걸리지 않을 때 회피

할 수 있는 입원치료 비용, 근로상실에 의한 기회비용 등을 의미한다. 즉, 백신으로 회피

할 수 있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이다. 백신투여의 비용은 문자 그대로 백신비용을 의

미한다. 백신접종을 받았다 하여 면역력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백신의 비용편익 

모형 구축 시에는 백신 유효성에 관해서도 고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감염자의 확산은 앞서 SIS 및 SIR 모형에서처럼 확정적인 미분방정식으로 설명

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감염자 규모가 확률적

(stochastic) 추세를 따르게 된다. 아래 식은 기존의 SIS 미분방정식에 위너 프로세스

(Wiener process)의 확률적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는 표준적인 위너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와 


는 S와 I 그룹의 변동성 계수

(volatility parameter)를 의미한다. 확률적 역학모형, 특히 백신의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

을 포함한 확률적 경제-역학모형의 풀이 과정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으나, 자세한 풀이 

과정은 Park(2016)과 정진영 외(2019)를 참고하면 된다.5) 

코로나19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고는 Park(2016)에서 개발된 SIS 기

반의 확률적 경제-역학 모형을 이용하여 코로나19의 기초재생산수의 추정과 백신의 비

축규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SIS 모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염 후 회복 시에 완

5) 보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박호정(2018)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모형인 M1을 최적화 단계로 확장한 M2에 평

균회귀의 M5를 결합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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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아 재감염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재감염 

확진자 수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SIS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타

당할 수 있다. 물론 재감염자가 타인을 감염시키는 경우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서, 아울러 향후 백신 개발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SIR 모형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면역력이 완전 형성되지 않는 SIS 모형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보수적

인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의 분석에 적합하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부터 시작하여 지수적으로 가파르게 상승

하는 4월 중순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IV. 국내 코로나19 실증분석

1. 코로나19 발생 경과와 확진자 추세

2020.1.20.(이하 연월일 별도 표기하지 않음) 에 코로나19가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아

웃브레이크를 기록하였다. 1.20의 아웃브레이크 이후 1.24에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례보고가 없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작은 폭이나마 증가하였다. 아웃브레이크 

발생 30일째인 2.18에 31번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음 날 2.19에는 추가로 20명이 증

가하여 총 51명까지 확대되었다. 이어서 대구의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확진자 

발생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후 지역사회 전염으로 확산되었다. 

첫 아웃브레이크 이후 84일째 되는 4.12(일요일) 현재 기준으로 10,512명의 누적 확진

자를 기록하였다. 현재까지 사망 214명으로서 한국의 사망률은 2.03%을 기록하고 있다. 

4.12 현재 국외 확진자 총수가 1,796,298명, 사망자가 110,026명으로서 사망률이 6.13%

인 바, 한국의 사망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미국은 

총 확진자 533,361명 중에서 20,5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망률 3.86%이며 이탈리

아와 중국의 사망률은 각기 12.79%, 4.07%를 기록하였다.

사망률이 8% 이상인 국가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

웨덴으로 모두 유럽 국가이지만, 사실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당수 비유럽 국가

의 비보고 사례까지 포함하면 사망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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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코로나19의 국내 누적확진자 수 추이(2020.1.20.-4.12)

자료: 질병관리본부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수는 4.12 기준으로 514,621명으로서 이는 인구 백만 명 당 

10,038명이 검사받은 수준이다. 백만 명 당 검사 수는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 보다는 낮지만 미국, 영국 등 보다는 높은 수치다. 

4.12 0시 기준으로 완치자로 퇴원 후 다시 재확진을 받은 환자수가 111명으로 집계되

었다. 재확진자의 사례는 4.9 0시 기준으로 총 74명에서 111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전에 MERS의 경우에도 재확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제 보고된 건은 극히 드물거나 또는 동물개체에서의 재확진이었다.

코로나19의 재확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재확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의 조사반으로 구성된 팀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한 후 재감염을 통해 발생한 건지, 또는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되어서인지 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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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국 코로나19의 주요 통계정보(4.12 기준)

자료: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코로나19의 백신개발 동향 및 백신비축 규모에 관한 소론

• 289 •

2. 확진자 로지스틱 추세 및 기초재생산수의 추정

<그림 8> 로지스틱 함수의 fitting 및 변곡점(4.12 기준)

SSE=1.4056e-05,  =0.9910, Adj  =0.9909, RMSE=4.1402e-04

<그림 8>은 4.12까지의 총확진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SIS 로지스틱 함수를 추정한 결

과를 보여준다.6)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재생산수 추정

코로나19의 기초재생산수: 
2.0943 (95% 신뢰구간: 2.0379, 2.1538)

: 우리나라의 기초재생산수는 4.12 기준으로 2.09로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다른 나

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6) 추정은 Matlab을 이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는 로지스틱을 비선형 최소자승법으로 직

접 추정하는 방식인데, 이때 초기값은 로지스틱의 contour에서 추측값을 적용하여 와 를 추정한다. 이 방식

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Matlab의 Apps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된다: (1) Apps 메뉴의 Curve Fitting에 들어간

다, (2) Curve Fitting Tool 윈도우에서 Customized equation을 택한 후, 로지스틱 함수를 직접 입력하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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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ang et al.(2020)에서는 신천지를 제외하면 기초재생산수는 1을 약간 상회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약 2.24에서 3.58 정도의 범위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1.10부터 1.24 사이에 중국 내 확진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며, Zhao et al. 2020 참고)

: 주요국의 기초재생산수 추정에 관한 종합적인 메타분석에 의하면 3.38±1.40 범위

인 것으로 파악됨 (Alimohamadi et al., 2020)

∙ 집단면역임계

고전 역학모형에서의 집단임계면역:  0.5225

경제-역학모형에서의 집단임계면역:  0.6232

: 역학모형에서 구한 집단임계면역은 0.5225로서, 즉 인구의 52.25%가 면역력을 

갖는 수준의 백신이 비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만일 백신의 편익과 비용을 포함한다면 이 경우에는 백신의 비축규모가 인구의 

62.32%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

: 아직 코로나19의 치료비용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경제-역학 모형

에서의 집단임계면역값은 실험적 추정값으로 이해하면 되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7)

∙ 변곡점

: 로지스틱 추정의 변곡점은 로지스틱 함수 의 1계미분이 0이 되는 지점에서의 

값, 즉,   를 만족하는 를 찾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음

: 위 로지스틱 함수에서는  45.0813으로 나왔음

: 이는 3.4~3.5 무렵에 변곡점이 발생한 것을 의미함

7) 20대 대분류 질병군(호흡계질환 기준)의 사회경제적 비용인 1인당 약 3천만 원이며, 총진료비 상위 20대 질병군

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1인당 135만 원인 바, 본 실험적 추정에서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추정하

였다.



코로나19의 백신개발 동향 및 백신비축 규모에 관한 소론

• 291 •

∙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 <그림 9>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검색빈도를 나타냄

: 1.20부터 4.12까지의 기간 동안에 모바일과 PC에서 전체 연령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색한 데이터를 정규화 처리한 것으로서, 절댓값 대신 상하고저로 

해석하면 됨

: ‘사회적 거리두기’ 검색 데이터에서 첫 스파이크의 발생일자는 3.4이며, 가장 빈

도수가 높았던 때는 3.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함

<그림 9> 네이버 데이터랩의 사회적 거리두기 검색빈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2주 정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3.4의 첫 스파이크

의 효과는 3.18 이후 관찰될 수 있음. <그림 8>에서 3.18에서 추정된 로지스틱과 

실제 확진자 수의 간격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 로지스틱 추세보다 확진자가 하향 조정된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

가 분명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검색빈도로 살펴 본 사회적 거리두기의 관심이 3.29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확진자 수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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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감소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생활에 정착되었기에 검색빈도가 

줄어든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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