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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의	협력과	경쟁	그리고	

바이러스	고백

과천과학관 뒤뜰에는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가을이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과가 열립니다. 맛은 없습

니다. 이 사과나무는 믿거나 말거나인 과학 일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와 과학! 여러분은 무슨 이야

기가 떠오르나요? 그렇습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1665년 런던과 케임브리지에 박테리아 질병인 페스트(흑사병)가 돌았습니다.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자 뉴턴은 

고향에 돌아가 머물렀죠. 어느 날 나무에서 툭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와! 

페스트 덕분에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물리법칙을 알게 된 것이죠. 뉴턴은 고향에서 빛을 분

석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미적분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음, 뉴턴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과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뉴턴,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문제입니

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는 과학자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과학자들은 매우 똑똑한 천재라

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과학자들은 천재는커녕 유별나게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두

뇌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끈기가 있을 뿐이죠. 

과학자들에 대한 오해는 또 있습니다. 잘 씻지 않는다든지, 취미생활도 하지 않고 골방에 처박혀 있고, 소통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말을 잘 못하고 글도 못 쓴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특히 골방에 처박혀 있거나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그래서

는 과학자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논문의 형태로 자기 성과를 남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최대

한 공유를 해야 과학자로서 살아남죠.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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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에게는 하나의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권입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합

니다. 실컷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미 누가 먼저 했다면 김이 새죠.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아쉽지만 먼저 

알아낸 사람에게 공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논문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우선권 경쟁 논쟁의 한복판에 바로 사과나무의 주인공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미분과 

적분이죠. 미분과 적분이 없다면 현대 과학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뉴턴은 고향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수학적으

로 풀어냈습니다. 유율법(流率法, method of fluxion)이라는 어려운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는 논문으로 펴내지 않고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같은 아

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법학자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는 1672년 

파리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심지어 dy/dx와∫(인테그랄) 같은 미분과 

적분 함수 기호도 고안했지요. 1684년에는 미적분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요? 1684년에 라이프니츠가 논문을 발표했지만 1712년 뉴턴은 자신이 이미 

1666년에 미적분을 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증거는 없죠. 미적분에 관한 논문은 아니더라도 

만유인력처럼 미적분을 사용해야만 하는 개념이 그 전에 출판되었다면 모를까,  『프린키피아』 출간 연도도 1687

년이니까요. 

영국 학자들은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대륙의 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냐고 대들었

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원수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논쟁은 1820년에야 “두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미

적분을 발견했다”고 얼버무리는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미분과 적분은 뉴턴이 먼저 발견했고, 독립적으로 발견

한 라이프니츠 덕분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뉴턴과 라이프니츠처럼 서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

주 특별한 경우죠.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진화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찰스 다윈을 떠올립니다. 하

지만 사연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찰스 다윈은 1836년 비글호 항해를 마치고 몇 년 후에는 런던 근교의 다

운 하우스에서 거의 은둔하다시피 지냅니다. 

그러던 1856년 초여름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에게 논문이 동봉된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찰스 다윈은 패닉에 

빠집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연구한 내용과 같은 결론을 지닌 논문을 읽은 것이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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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시간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책을 쓴다고 생각하면 혐오스럽지만, 누군가가 내가 생각한 원리를 

먼저 발표한다면 정말 화가 날겁니다.” 하지만 그는 월리스의 논문을 칭찬했습니다.

월리스는 2년 후인 1858년 또 한 편의 논문을 다윈에게 보냅니다. 거의 완벽한 자연선택설을 담은 자신의 논

문을 당시 저명한 지질학자인 찰스 라이엘에게 전해서 학계에 발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입니다. 찰스 다윈은 

친구인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과 식물학자 조지프 후커에게 논문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노트에만 연구 결과를 담

고 있던 찰스 다윈과 이미 논문을 쓴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 과연 누구에게 연구의 우선권이 있을까요?

이미 찰스 다윈의 연구를 접하고 있던 찰스 라이엘과 조지프 후커는 타협책을 제안했습니다. 학회에서 두 사

람의 논문을 같이 발표하자는 것이지요. 같은 해 7월 린네 학회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월리스의 이름으로 ‘원형으로부터 무한히 벗어나려는 변종들의 경향성에 대해’라는 논문과 다윈의 이름으로 ‘변

종을 형성하려는 종의 경향성에 대해: 그리고 자연선택에 의한 종과 변종의 영속화에 대해’라는 논문이 발표된 

것입니다. 

두 논문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라이엘과 후커는 다윈의 논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어서 월리스의 논문을 낭

독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찰스 다윈이 자연선택설의 창시자가 된 셈이죠. 그런데 우선권과 관련해서 어떤 스

캔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월리스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리스는 자신의 우선권을 도둑맞

았다고 생각하는 대신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스스로 『다윈주의: 자연선택 이론의 해설』이란 책을 출판했습니다. 

월리스주의가 아니라 다윈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다윈 역시 평생 월리스를 존경했으며, 경제 형편이 어

려운 월리스가 과학 연금을 받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자연선택설의 우선권을 둘러싼 다윈과 월리스 그리고 후커와 라이엘의 이해와 협력은 과학사에 아름다운 예

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반대

의 경우도 있죠. 하지만 후대의 과학자들은 뉴턴-라이프니츠 입장보다는 다윈-월리스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우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돈이 걸려 있을 때는 더욱 어렵죠. 연구가 특허권으로 이어지고 

큰돈을 벌 수 있다면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895년 11월 8일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은 반지를 낀 아내의 손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는 

반지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운 피부 대신 아내의 손가락뼈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뢴트겐은 음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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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로 최초의 X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불과 50일 후 논문이 발표되었고 뢴트겐은 1901년 제1회 노벨물

리학상을 받았습니다. 

X선 사진을 안 찍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뢴트겐은 X선으로 엄

청난 돈을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뢴트겐은 X선으로 특허를 내자는 독일 재벌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X선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자연에 있던 것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죠. 그러니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라

고 말하면서요. 

이미 눈치챘겠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뢴트겐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특허권을 두고서 거액의 소송을 불

사하기도 합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권 다툼이 대표적인 예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만유인력이나 X선처럼 원래 자연에 있던 것이죠. 박테리

아는 10억 년 이상 외부 침입자를 퇴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했습니다. 침입자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의 DNA

에 자신의 염기서열을 새겨 넣습니다. 박테리아는 이 반복 염기서열을 기억했다가 다시 그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시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새겨놓은 염기서열이 바로 크리스퍼입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니퍼 다우드나와 MIT와 하버드대학이 공동으로 세운 브로드연구소의 장펑

이 양편에 서있습니다. 다우드나 연구팀은 2012년에 <사이언스>에 논문을 먼저 발표했고 2012년 특허청에 특허

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야 특허를 출원한 장펑 교수팀이 2017년에 먼저 특허를 취득했죠. 다우드나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2020년 노벨 생리화학상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특허 소유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우드나와 장펑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마 뉴턴과 라이프니츠 관계와 비슷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런데 미워하고 질시하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협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20년 3월 말, 다우드나는 버클리의 동료들을 소집했습니다. 1.8미터 간격으로 앉아 있는 동료들에게 다우드

나는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다우드나는 코로나바

이러스 검사를 이끄는 팀과 코로나19 진단법을 개발하는 팀을 구성하는 등 총 열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팀원

을 배치했습니다. 

장펑은 2020년 1월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어로 된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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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고 중국에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

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장펑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기 실험실에 이걸 담당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실험대에 섰습니다. 장펑 연구 팀은 거창한 장비 없이

도 세 단계만 거치면 한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간단한 진단 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장펑의 성과는 다우드나 랩 출신으로 크리스퍼 검출도구로 개발 회사를 차린 제니스 첸의 연구 성과가 있었기

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을 두고도 다우드나와 장펑 사이에 또 다른 대결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특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데 있었고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제니스 첸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기막히게 좋은 점을 찾는다면 다들 지식재산권 문제는 

모두 뒤로 미룬 채 그저 해결책을 찾는 데만 전념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 8월 제 둘째 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생활

치료센터에 이송되었습니다. 무사히 치료를 마쳤지만 당시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휴직 상태로 집에

서 지병 치료를 하던 과천과학관 직원 한 분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에서만 일어나

는 일이 아닙니다. 이웃과 가족이 아프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고 오미크론 변종은 치명률도 낮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만 언젠가는 코로나19 팬데믹도 막을 내리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끝일까요? 다음 팬데믹의 파도는 멀리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세 다른 팬데믹의 물결이 몰아치지 않을까요? 외계인이 침공하면 모든 지구인들이 협력해

서 막아야 합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침공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쳐들어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더 이상 바이

러스와 전쟁을 치루지 않을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천과학관이 특별한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고백, Go-Back>. 우리 시민들이 바이러스

의 정체와 행태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겠습니

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말입니다. 

과학은 경쟁과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입니다. 과천과학관의 기획전 <바이러스의 고백, Go-Back>도 마찬가

지입니다. 기획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협력했습니다. KAIST 신의철 교수님, 울산의대 주철현 교수님,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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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교수님, 서울대 최강석 교수님, 건국대 정은옥 교수님, 서울대병원 강지영 박사님, 국립생태원 김영준 박

사님과 김선숙 박사님, 국립현대미술관 양옥금 학예연구사님, 파주의학박물관 메디테리움 장주연 대표님, TBS 

강양구 기자님, 경희대 정세권 교수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과학창의재단, 동아사이언스, 대한바이러스학회, ㈜위니버스, ㈜웃샘

의 협력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시는 매우 초라했을 것입니다. 

과천과학관 내부 역량 역시 많이 투여되었습니다. 동료들인 정광훈, 남경욱, 정원영, 정은경, 이영주, 박남식, 

곽혜진, 한가빈, 이양복, 남미현, 윤아연, 최소영, 김영수, 박진녕, 이민지는 특별히 기록해야 마땅한 이름입니

다. 이 모든 이들이 과천과학관 김선자 박사와 양회정 박사 그리고 박순희 주무관이 이끄는 기획전 팀과 함께 토

론하면서 활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어진 사전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바이러스

를 바라보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전시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천과학관 기획전 <바이러스의 고백, Go-Back>이 우리의 삶과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통찰의 순간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4월 14일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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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 우리 모두가 겪은 코로나19의 시간이 겨울 한 철 앓았던 독감과 같은 기억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

음으로 <바이러스의 고백, Go-Back> 전시는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인간의 오래전 만남부터 코로나19와 마주한 현재까지의 관계의 변화를 알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질병을 일으키는 무언가로만 보는 관점이 얼마나 협소하고 낡은 생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자연계의 일원으로서 인간과 공존해 온 이야기부터 인간과의 갈등으로 생긴 거대한 혼란, 그 속에

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드러내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바이러스와의 균형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함께 할 미래의 모습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하

는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Opening the exhibition

The 〈Confession of the Virus, Go-Back> exhibition was started by hoping the time of COVID-19 that we’re all going 

through, will not remain as a same bad memory like the flu that we suffered around in the winter season.

When you notice the changing of relationship from the first meeting between Viruses and human long time ago until the 

present when we are now facing COVID-19, you will finally recognize that thinking virus only causes illnesses is such narrow-

minded and old fashioned.

This exhibition reveals the truth viruses are telling us by stories virus co-existed with humans as a member of the natural 

world and a huge chaos be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human and virus brought inside.

We hope you will keep in mind from this exhibition the image of the future living balanced with viruses and connected 

relationship together in harmony. Also take to the heart of the message what COVID-19 is saying to us.

전시를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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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평면도

ZONE 4
바이러스와 인간
균형과 연결

바이러스와 인간, 지구의 미래는
균형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

4-1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

바이러스와 인간의 안정적인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능하다. 인간 활동으로 좁

혀져버린 이 거리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심

각한 바이러스X가 올 수도 있다. 바이러스와 인간 사이는 

환경과 생명들로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팬데

믹은 인간 중심의 삶이 연결의 균형을 무너뜨려 발생한 사

건이다. 인간은 환경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바이러스와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Viruses and Humans
Balance and connectedness

ZONE 1
바이러스와 인간
공존과 조화

인간은 물론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인 것은 
바이러스의 영향이다.

1-1 지구는	바이러스	행성

1-2 인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화석

1-3 해양생태계의	핵심구성원,	바이러스

1-4 잠들어	있는	고대바이러스

1-5 신비한	바이러스의	세계

1-6 하나의	열쇠와	수백	개의	자물쇠

1-7 세포가	먼저?	바이러스가	먼저?

1-8 바이러스,	생물일까?	무생물일까?

바이러스는 지구 생태계의 진화와 인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바이러스

와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진화해왔다. 바이러스는 화석으

로 발견된 적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 몸과 자연을 통해 바이러스가 인간과 얼마

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알 수 있다.

Viruses and Humans
Harmonious coexistence

에필로그

 코로나가	던진	질문
	 코로나의	고백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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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3
바이러스와 인간
혼란과 타협

인간 세상을 거의 멈추게 한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보내는 지구의 메시지다.

3-1 코로나	쇼크

3-2 코로나	문명

3-3 코로나	메시지

코로나19로 인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다행스럽

게도 인류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지구 생

태의 위험을 알리고, 문명의 폭주를 돌아보라는 바이러스

가 보내는 지구 메시지다. 인류 방향이 전환점을 맞는 계

기가 되어야 한다.

Viruses and Humans
Chaos and compromise

ZONE 2
바이러스와 인간
낯선 만남과 갈등

바이러스가 문명을 타고 생물종을 넘어
낯선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2-1 문명과	바이러스

2-2 종간	장벽을	넘은	바이러스

2-3 21세기	감염병

2-4 바이러스의	변이

2-5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

2-6 코로나19	vs.	사스·메르스

2-7 코로나바이러스의	비밀

2-8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

2-9 바이러스의	예방과	대응

2-10 mRNA	백신

2-11 감염병	예측	수리	모델링

과거 경외의 대상이었던 자연이 과학의 발달로 극복의 대

상이 되고,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

면서 바이러스와 인간의 대충돌이 일어났다. 인류가 경험

한 21세기 신종 감염병은 자연의 장벽을 깨고 문명을 따라 

넘어온 바이러스와 인간의 낯선 만남에서 생겨났다. 코로

나바이러스는 감염병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인류에게 경

고를 보내고 있다.

Viruses and Humans
A strange new world an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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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고백,	Go-Back

고백,	告白

바이러스가 고백한다.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숨김없이 진실을 드러낸다.  

 

1. (명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

2. 고백이란 너와 내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전환하고 확신을 갖기 위한 것이다.   

 

Go Back

바이러스와 인간은 함께 진화해 온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다. 

돌연히 출현한 낯선 바이러스,  

둘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낯선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1. (두 사람이 보통 긴 세월동안) 알고 지내다.

2. 돌아가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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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ssion of the Virus: Go-Back
   

고백,	告白

The confession of the virus:

The Korean word for “confession,” gobaek, was selected for the title because it sounds similar to the English “go back.” The 

Korean and English words and their meanings symbolize the duality of this exhibition: our desire to know more about viruses 

as well as to return to the pre-COVID-19 world. This exhibition spotlights the history of the human-virus relationship and 

imagines what the virus (as an entity) would want us to know about it.

 

 

1. (Noun) An honest expression of one’s innermost thoughts or something that was kept hidden.

2.    Something that is necessary for two people to confirm their feelings about one another as well as the certainty of their desire 

to further develop their relationship.

  

Go Back

Viruses and humans have evolved alongside and known one another for much longer than we think. 

This does not, however, change the abruptness of the virus’ arrival in the human world or the fact that it remains an 

(overwhelmingly) unwelcome entity. 

If we look back on our relationship with the virus, can we discover where it came from?   

Will humankind be able to go back to the way things were before the arrival of the virus?  

 

1. Colloquial expression signifying that two people have known one another for a long time.

2. To move backward physically or non-physically (emotionally, temp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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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인간

관계	-	만남	-	보이지	않는	거리

 

바이러스와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현대에는 인간이 바이러스의 공간을 침범하면서 그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좁아졌고,

바이러스가 낯선 인간 세계로 건너와 잦은 갈등이 일어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간의 갈등으로 생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드러내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나를 잃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관계의 균형은 적당한 거리를 

회복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바이러스와 인간의 관계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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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es and humans:
Relationship-Encounter-Invisible Distance

 

Viruses have survived alongside humans for millennia in varying degrees of proximity and through a diverse array of 

relationships. 

 

Today, the distance between humans and viruses has grown dangerously small due to the former increasingly infringing upon 

the realm of the latter. The crossing of viruses into the strange, foreign world of human beings quickly leads to conflicts that 

are frequent and, often, devastating.

 

From within the massive chaos created by the conflict between humans and COVID-19, we as a global community are seeing 

the “bare face” of a virus in a level of detail and for a length of time that are almost unprecedented in the modern age.  

 

A relationship that is characterized by a healthy balance and in which both parties do not have to “lose” themselves is made 

possible through a concerted effort to maintain an adequate distance from one ano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viruses is, of course, no exception.



공존
조화

1존

HARMONIOUS COEXISTENCE



바이러스와	인간

공존과	조화

‘따로	또	함께’해	온	바이러스와	인간

인간은	물론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인	것은	바이러스의	영향이다.		

Viruses and Humans

Harmonious coexistence 

Viruses and humans: Separate yet together

Our appearance—as well as that of all other life forms on Earth—was literally 

shaped by 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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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함께한	흔적

바이러스는 지구 생태계의 진화와 인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바이러스와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해 왔다. 

 

바이러스가 화석으로 발견된 적은 없지만, 

우리는 우리 몸과 자연을 통해 바이러스가 인간과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떻게 함께했는지를 알 수 있다.

시나리오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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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s of human-virus interaction
 

Viruses have significantly impacted the evolution of the Earth’s ecosystem and 

the advancement of humankind. They have evolved alongside humans, 

with both constantly influencing one another. 

 

So far, no “fossil” remains of viruses have been discovered.

We can, however, see how long and in what ways viruses and humans have 

interacted by looking at nature and our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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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지구 생명체와 공존한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어서 살아있는 생물 세포에 들어가 번식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생물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으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많은 바이러스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물종과 공존하면서 진화해왔다. 

현재 지구의 모든 곳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모든 생명체의 현재 모습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다. 

1-1  지구는 바이러스 행성

Countless viruses exist alongside Earth’s life forms.

A virus cannot self-replicate: itreplicates only after entering the cell of another organism. During this process, the virus may 

harm, benefit, or have no influence on the “host” organism.   

This is how many viruses have evolved: by living in cooperation with other species. Viruses exist in virtually all areas of the world 

that support life and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hysical appearance of the Earth’s life forms. 

 

•Mammals carry a total of approximately 320,000 viruses. 

•Over one million viruses can be found in 50,000 vertebrates.  

•Only 1% of the viruses that exist on the Earth have been identified. 

•Life may have started four billion years ago from a virus.

•The majority of life’s genetic diversityis found in viral genes.

•Most of the oxygen we breathe is made by marine viruses. 

•There are close to 1,000 species of bats, accounting for 20% of all mammal species. 

 It is known as a ‘virus storage’ because it has many viruses in its body as it has a variety of species.

Earth, a planet of 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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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

1,000여종 가까이 되며,

이는 전체 포유류 종의

약 20%에 해당한다.

다양한 종을 갖는 만큼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생명은 40억년 전

바이러스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중

인간이 밝혀낸 것은 고작

1%에 불과하다.

생명의 유전적 다양성 중

대부분이 바이러스 유전자에

들어 있다.

포유류에는

32만여 종의

바이러스가 있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상당 부분은 

바이러스에 의해 만들어진다.

5만여 종의

척추동물에는

100만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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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체 일부는 바이러스에서 유래했다.

인간 유전체 중 45%는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비슷한 구조와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바이러스가 인류와 함께 진화해 왔다는 증거다. 

인간의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인간 유전체인 DNA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인간의 DNA와 함께 복제되고 그 자손에게도 전달되면서 

인간 유전체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인간을 태반동물로 만들었다. 

   아기의 태반세포와 엄마의 세포를 하나로 융합시켜 태반을 만들어주는 ‘신사이틴(Syncytin)’ 유전자는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왔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뇌도 바꾸어 놓았다. 

   신경물질을 전달하여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크(Arc)’ 유전자는 바이러스의 단백질껍질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의  

한조각이다.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갖게 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도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1-2  인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화석

The human genome is partially derived from viruses.  

Forty-five percent of the human genome has a structure and base sequence that are similar to those of a virus’ genome.

This is proof that viruses have evolved alongside humankind for a long time. Genetic material of a virus that has entered the 

bodyembeds itself into DNA, which the human genome is made up of. Such genetic material is replicated along with the DNA 

and passed down to successive generations, eventually becoming part of the genome.

•Viruses turned humans into placental animals. 

 The 'Syncytin' gene, which creates a placenta by fusing the baby's placental cells with the mother's cells, came from a retrovirus. 

•Viruses have also changed the human brain.

    The 'Arc' gene, which is responsible for memory by transmitting nerve substances, is a piece of the virus derived from the protein 

shell of the virus.

•The virus has made the body immune system.

  Immune cells that attack foreign substances and cancer cells from outside would not have arisen without viruses.

Virus fossils in the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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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로바이러스	Retrovirus

인간의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인간	유전체인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가	인간의	DNA와	함께	증식,	복제를	거쳐	대대손손	전달되어	인간	유전
체의	일부가	되어,	약	8%	존재한다.	

●	태반	형성

아기로부터	유래한	태반세포와	엄마의	세포를	하나로	융합시켜	태반을	만들어주는	유전자	‘신사이틴’이	레트로바이러스로	부터	왔다.

●	뇌의	시냅스	형성	

시냅스를	형성해	기억을	담당하는	유전자	‘아크(ARC)’는	레트로바이러스의	한	조각이다.	아크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캡시드)과	비
슷한	구조로,	활동	또한	바이러스와	유사하다.	

인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흔적

레트로바이러스

1존_	공존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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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지구상의 바이러스 대부분은 해양에서 세균 세포를 숙주로 이용해 산다. 

해양 세균에 침입하여 증식한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파괴한 세균에서 방출된 영양염은 지구 산소 60%를 생산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된다. 

세균 포식자라고도 불리는 해양바이러스는 해양생태계에서 세균의 밀도를 조절한다.

1-3  해양생태계의 핵심구성원, 바이러스

Viruses maintain balance in the marine ecosystem

 The majority of viruses live in marine environments inside bacterial cell. 

Once a virus has infiltrated a bacterial cell and replicated, it destroys the host cell. 

 The nutritive salt that is released from a virus-destroyed cell is consumed by phytoplankton, 

which produces 60 percent of the Earth’s oxygen. 

Marine viruses, often referred to as “bacteria predators”, regulate the bacterial density of marine ecosystems.

The virus as an important 
member of the marine ecosystem

●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박테리오파지	Bacteriophage

해양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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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와	박테리오파지	Bacteriophage

●	박테리오파지와	세균

바이러스(박테리오파지)는

해양 생태계에 존재하는 세균의 양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존_	공존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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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년 동안 무생물 상태로 동면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

항상 얼어있는 땅 영구동토층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동식물의 사체와 미생물이 언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곳에는 고대바이러스가 무생물 상태로 유기체들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최근 동토층에서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고대의 바이러스들은 현재 증식을 위한 숙주 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에 의해 현재 포유류에서 증식 능력을 획득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1-4  잠들어 있는 고대바이러스

There are viruses that have been dormant in an inanimate state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Permafrost, a permanently-frozen layer on or under the Earth’s surfaceis a repository of millennia’s worth of frozen flora/fauna 

and microorganisms. This repository also houses ancient viruses (in inorganic state) alongside these dead organisms.

Recently, several discoveries have, and continue to be, made of viruses (known and unknown) embedded in permafrost. The 

melting of permafrost by global warming has the potential to result in the re-activation of dormant viruses. Since these ancient 

viruses do not currently have host cells for propagation, they are unlikely to be a problem right away. However, if they acquire 

the ability to multiply in current mammals by cha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will become a new problem.

Ancient, sleeping 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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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토 바이러스

Pitho virus

고대 바이러스

Ancient virus

1존_	공존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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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비한 바이러스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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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의	구조

정이십면체	단백질	껍질(캡시드,	Capsid)에	외피(엔벨
로프,	Envelope)가	있는	바이러스

나선	모양의	단백질	껍질(캡시드,	Capsid)에	외피(엔벨
로프,	Envelope)가	있는	바이러스

정이십면체의	단백질	껍질(캡시드,	Capsid)과	핵산
(RNA,	DNA)만으로	이루어진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세계

1존_	공존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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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마다 침입할 수 있는 숙주 세포가 다르다.

바이러스 표면의 구조와 세포 표면의 구조가 ‘열쇠와 자물쇠’ 관계로 결합해야만, 그 세포의 문이 열리고 

바이러스는 내부로 들어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어떤 바이러스는 사람의 점막 세포에, 또 다른 바이러스는 사람의 간 세포에만 결합하여 감염을 일으킨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나 기관지 등 호흡기의 섬모세포에 주로 감염되는 이유도 

이 둘의 구조가 잘 결합되기 때문이다. 

1-6  하나의 열쇠와 수백 개의 자물쇠

Each virus has a different host cell that it is able to infiltrate.

A cell can open to a virus and allow it to survive only if the surfaces of the virus and 

cell come together in a kind of “key and lock” way. 

Some viruses cause infection by merging with human mucosal cells, while others do so by merging with human liver cells. 

COVID-19 is detected in the ciliary cells of respiratory organs (nose, bronchial tubes, etc.) because of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virus and cells’ surfaces.

One key, hundreds of 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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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기원은 생명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다.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할 때만 생명 활동이 가능한 바이러스는 세포 이후에 탄생했을까? 

아니면, 유전자 크기가 매우 작고 단순한 바이러스는 세포 이전부터 존재했을까? 

혹시, 바이러스는 세포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온 건 아닐까? 

바이러스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탐구는 생명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다.  

•세포퇴화설

     초기 원시세포 생명체 중 낙오된 것이 다른 세포 생명체에 기생하면서 필수적인 유전자만 남기고 불필요한 유전자를 

버린 채 바이러스가 되었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세포는 DNA만으로 유전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DNA 바이러스는 

설명이 되지만 바이러스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의 탄생을 설명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 

•세포탈출설

   세포의 유전물질 일부가 세포질 내 특정 효소와 단백질을 감싸고 탈출했다는 가설이다. ‘세포탈출설’은 유전자 크기

가 매우 작고 구조가 단순한 바이러스를 설명하기에 ‘세포퇴화설’보다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거대 바이

러스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바이러스가 세포를 탈출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졌다. 거대 바이러스는 작은 세균과 같은 세

포 생명체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다.

•독립기원설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 즉 원시 생명체(루카, LUCA)가 바이러스와 생명체로 각각 진화했다

는 가설이다. 바이러스가 진정세균, 고세균, 진핵생물과는 또 다른 원시 생명체였다는 설명이다. 

1-7  세포가 먼저? 바이러스가 먼저? 

The origin of viruses is linked to the origin of life. 

Viruses can survive onlythrough a parasitic relationship with a living cell. Can we then assume that viruses came into existence 

after the cell? Or did viruses, which have a very small genome and simple structure, exist before the first cell? Was the virus born 

from a discarded piece of a cell? 

There are several hypotheses on the origin of the virus. All of them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exploration of the origin of the 

virus is linked to the origin of life.  

What came first: the cell or the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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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reduction

   This hypothesis argues that viruses were born from the earliest forms of cellular life: in other words, that those forms of cellular life 

that were “left behind” attached parasitically to other cellular life forms, during which only the genes necessary to survive remained 

and all other genes were lost. However, because cells store genetic data only in the form of DNA, this hypothesis may be able to 

explain how DNA viruses came about but fails to account for the birth of RNA viruses, which make up over half of all viruses. 

•Cellular escape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viruses were born from part of a cell’s genetic material “escaping” andwrapping itself around certain 

enzymes and proteins in the cytoplasm. It is generally accepted more than the cellular reduction hypothesis for its ability to explain 

viruses with a simple composition and very small genome. With the repeated discovery of mega-viruses since 2003,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virus escaping a cell is increasingly less viable. This is because mega-viruses are several times larger than cellular life 

forms (such as small bacteria). 

•Independent origin

   This hypothesis argues that the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LUCA), which is also called the “tree of life,”evolved into non-viral 

life forms. It maintains that viruses came from a LUCA that is different than the one foreubacteria, archaea, and eukaryotes.

1존_	공존과	조화

생명나무
생명의 영역에는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의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일부 학자는 바이러스를 제4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040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할 수 없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라는 점은 같다. 하지만 세균은 스스로 물질대사와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세포인 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를 이용하여 생명활동을 한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 숙주 세포의 ‘DNA 복제 장치’와 ‘단백질 합성 장치’ 등을 빌려 

생명활동을 한다. 이렇게 다른 세포에 기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무생물일까? 

바이러스의 크기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로, 나노미터는 1미터를 10억개로 나눈 아주 작은 단위다.

아주 얇은 머리카락 지름보다 1,000배 작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세균보다도 10배 이상 작다. 

1-8  바이러스, 생물일까? 무생물일까?

A virus cannot self-replicate. 

Viruses and germs are both pathogens that cause infectious diseases. 

What distinguishes them from one another is the ability to self-replicate: germs are cells that can metabolize and reproduce, 

while viruses cannot self-replicate and must depend on other cells to survive. 

A virus enters a host cell and then sustains itself by “borrowing” the host’s DNA replication and protein synthesis mechanisms. 

Therefore, a virus survives by being parasitic. In this case, is a virus animate or inanimate? 

 

Size of a virus

A virus is measured in nanometers. A nanometer is a very small unit (one billionth of a meter). 

This is 1,000 times smaller than the diameter of a very thin human hair and 10 times smaller than germs, which are invisible to 

the naked eye. 

Is a virus a living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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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 mm

바이러스의 크기

1존_	공존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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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왜

인류를	위협하는가?

21세기는 바이러스의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코

로나19)는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과학 기술과 방역 기술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바이러스 쇼크의 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수시로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우리들의 삶을 위협했다. 가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우

리 인류의 삶, 그리고 인류와 공존하는 동물의 건강을 지금처럼 심각하게 위협한 적이 없었다. 

도대체 바이러스가 무엇이기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긴 여행의 길목에 서 있다.

｜ 바이러스 역사는 길고도 짧아

바이러스가 최근 갑자기 우리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면서부터 생명체를 서식처로 하는 기생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역사는 지구에서 생명의 역사만큼이

전문가 칼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최강석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태계의 균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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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길다. 또한 원시 생명체가 다양한 생물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인류를 포함하여) 바이러스도 함께 진화를 거

듭해 왔다. 심지어 바이러스는 자신이 서식하는 숙주 생명체에 바이러스 유전자의 일부를 포함시킴으로서, 숙주 

생명체의 추가적인 기능 발달을 가지게 하여 보다 발달된 생명체로의 진화를 만들었다. 예들 들면 레트로바이러

스의 유전자는 숙주 동물의 태반 형성에 관여함으로서 포유 동물로의 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바이러스는 생명의 진화와 같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급속하게 문명

과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때로는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예, 천연두)가 나타나서 자주 

창궐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류 집단은 참혹한 인명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류의 긴 역사 속

에서 바이러스의 존재는 암흑처럼 알 수 없는 존재여서, 수천 년 동안 치명적인 감염병(역병) 자체를 하늘이 내린 

형벌 정도로만 여겼다. 

이렇듯 바이러스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인류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역사는 매우 짧다. 바이러스가 역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렴풋이나마 밝혀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13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바

이러스가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나 작은 나노입자 크기에 불과해서, 그런 작은 나노 

입자를 발견할 수단이나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가지

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바이러스는 사람 바이러스가 아닌 식물 바이러스(담배모자이크병 바이러스)였다. 아이

러니컬하게도 당시 유럽 사회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담배 재배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담배모자이크병 

(담배 잎을 말라 죽게 하는 식물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 내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도 그 당시 세

균(박테리아)이 통과하지 못하는 도자여과기가 발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세기 말 네덜란드 미생물학

자 베이엔린크는 도자여과기를 통과하는 세균보다 작은 어떤 “전염성 액상물질(contagium vivum fluidum)”이라고 

이름을 붙인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했고, 그 물질이 담배 사이에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것이 인류가 

밝혀낸 최초의 바이러스 물질의 역사가 되었다. 그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서는 최초로 황

열 바이러스를, 동물에서는 최초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람과 동물에

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 상당수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에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생명체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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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세균, 식물, 동물(사람 포함) 등 생명의 전

반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왔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이러스는 1

만여 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러스 학자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포유류 동물과 조류 

동물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 수를 조사해서 이들 동물에서만 약 167만여 종의 바이러스가 지구에 존재할 것이라

고 예측하고 있다. 단지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중 단 1%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바이러스들만 겨우 

발견했을 뿐이다. 

바이러스는 단지 포유류 동물과 조류 동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포유류 동물과 조류 동물보다, 

그 이외의 생명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훨씬 많다.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인 세균에도 존재하며, 식물이

나 무척추 동물에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 즉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종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생명체는 세균이며, 세균에 서식하는 바이러스도 그 어떤 생명체에 서식하는 바이러스 종류보다도 

단연 많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수는 은하계 별만큼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조

차 없다. 지구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할까?

｜ 생명체에 기생하는 능력이 탁월해

바이러스가 왜 존재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크

기가 나노 물질에 불과할 정도로 작지만, 바이러스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만큼 바이러스 입자 모양도 바이러스

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공 모양이 있는가 하면, 담배모자이크 바이러스처럼 막대

기 모양의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오파지처럼 우주선 모양의 바이러스도 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

는 단순하다. 바이러스의 종족을 유지시키는 고유한 유전체(게놈)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체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로 쌓여있다. 즉 유전체와 단백질 껍데기로 구성된 단순 구조를 

가진 나노 물질이다. 

바이러스가 그 종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자손을 번식시켜야 한다. 바이러스는 복제할 도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감염)하여, 

그 세포의 복제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함으로써 수많은 자손 바이

러스를 만들어낸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자신을 복제할 수 없어, 한낱 단백질 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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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불과하다. 또한 외부 환경에 있을 경우 바이러스 입자도 쉽게 파괴되어 버려 감염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한 

성질을 가진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게 침투해 들어가서 자손을 만들고, 숙주의 면역(방어막)을 피하고 그 숙주

를 장악한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심지어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 과정을 

보면 바이러스의 세계는 신비하기까지 하다. 

바이러스는 모든 생명체에 서식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마다 서식하는 숙주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박테리오파

지는 세균에서만 서식하는 바이러스이고, 식물 바이러스는 식물에서만 서식한다. 동물 바이러스는 동물에서만 

서식한다. 박테리오파지라도 세균 종류마다 서식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다. 동물 바이러스라도 서식하는 숙

주 동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심지어 같은 숙주 동물이라도 바이러스마다 서식하는 부위가 다르다. 소화기

관(창자)에 서식하는 바이러스(설사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호흡기관에 서식하는 바이러스(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다. 즉, 바이러스마다 자신의 서식처 영역이 정해져 있다. 

바이러스는 단순한 물질이지만 변신의 귀재이다.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부단하게 변화한다. 변신을 위하

여 구사하는 기술은 스스로 자신의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유전자 일부를 바꾸기도 하고, 

불필요한 유전자 일부 부위를 삭제하기도 한다. 심지어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취득하면서 전혀 새로운 바이

러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바이러스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소집단을 만들어 내고, 그중에

서 숙주의 면역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한 소집단이 숙주를 장악해 간다. 그러한 과정이 반복적

으로 나타나면서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람 간 전파력이 더 강하고, 백신 접종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예, 오미크론 변

종)이 좀 더 쉽게 확산되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더 전파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

다. 즉 바이러스 집단 안에서도 숙주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흡사하

지 않는가? 

｜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해 

바이러스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구 생태계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구 생태계는 

환경(물, 공기, 햇빛, 토양, 온도 등)을 이용하여, 그 환경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 생물의 3요소가 복잡하게 

먹이 사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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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식물)는 1차 소비자(초식동물)에게,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육식 동물)에게, 2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

(육식동물)에게 먹히고, 분해자(미생물 세균)는 생물(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나 사체 쓰레기를 분해하여, 다시 생산

자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먹고 먹히는 생물의 먹이 사슬 구조에서, 생산자 개체수가 

감소하면 소비자 개체수가 연쇄적으로 감소하고, 생산자 개체수가 증가하면 연쇄적으로 소비자 개체수가 증가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균형이 발생하면 다른 생물 요소의 개체수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다시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생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하였을 때 먹이 사슬의 연쇄 작용으로 

상위 생물 집단의 개체수 증가 또는 하위 생물요소의 개체수 감소를 통해 생태계 균형을 짧은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을까? 만약 바로잡지 못한다면 생태계 불균형은 더욱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불균형을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태계 균형을 조절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림 1> 바이러스와 생태계
바이러스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세	가지	요소	모두에	서식하며	생태계	조절의	역할을	한다.	

소비자
(동물) 분해자

(미생물)

생산자
(식물)

빛, 온도, 
공기, 물 등

바이러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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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바이러스(박테리오파지, 바닷물 1리터당 약 10억 개 존재)는 해양 세균의 25%를 감염시켜 

파괴시킨다. 만약 바다 박테리오파지가 없다면 바다는 세균으로 가득 찬 죽음의 저수지로 변할 것이다. 육지에

서 특정 동물종이 급증하면 그 동물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개체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인간은 전

염병을 통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치명적인 전염병(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

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고기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인류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치명적인 감염병 

창궐도 어찌 보면 자연계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개체수 조절이라는 자연 현상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면 자연의 거대한 세계에서 인간은 왜소해 보이기까지 하다. 

지구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바이러스의 역할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다양하다. 다만 바이러스의 역할에 대

하여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자주 인간을 괴롭

히다 보니, 바이러스가 인명 피해를 주는 해로운 존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 지구 생물에 존재하는 

각종 바이러스들은 자신의 숙주 동물과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서식처인 숙주 개

체수가 줄어든다면 바이러스도 서식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숙주가 영역을 침범하면 심지어 자신의 

숙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범한 다른 숙주를 감염시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런데 치명적인 바이러

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인류를 괴롭히는 것일까? 

｜ 숙주에게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도

바이러스는 자신만의 숙주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 안에서 바이러스 집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

이러스가 항상 자신의 숙주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숙주종 간에 장벽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현상

이기는 하지만, 숙주가 아닌 다른 숙주를 감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 바이러스가 자신의 고유한 숙주종에서 

다른 숙주종으로 넘어가서 유행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스필오버(spillover)라고 부른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숙주

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진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감염병 4개 중 3개는 동물에서 유래했다. 즉, 사

람 바이러스 대부분은 원래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왔다는 것

을 말한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예를 들어, 에이즈는 아프리카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넘어왔

고 신종 플루는 북미 지역 돼지를 통해 사람으로 넘어왔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박쥐에서 사람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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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에 넘어올 때 사람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을 유발

하는 경우가 흔하다. 원래의 숙주에서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 공생 관계를 유지하지만, 바이러스가 새로

운 숙주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숙주에게는 과거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어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면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 몸안에서 서식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격렬하게 증식하게 되

고, 숙주는 면역을 강하게 작동시켜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숙

주의 면역 작동으로 바이러스를 이기기 때문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사라지지만, 바이러스가 이기는 경우에

는 숙주의 생명에 위험한 수준까지 발전하고, 그러한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면 코로나19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어떻게 사람에게 넘어오는 것일까? 신종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의 바이러스이고 사람에게 넘

<그림 2> 인수공통감염병의 중요성
사람	병원체	및	신종	감염병	대부분은	동물로부터	유래했다.	<출처: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사람	감염병	중	인수공통전염병	비율

연간	신종	병원체	출현	수

신종	감염병	중	동물	유래	병원체	비율

생물	무기	병원체	중	인수공통	병원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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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기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다.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다. 신종 바이

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원래의 숙주(바이러스를 가진)가 새로운 숙주와 자주 접촉할 수 있

는 환경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매우 드물지만 사람에게 걸릴 수 있는 형태로 바이러스 변이

가 발생해야 한다. 그러한 변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중간 매개 동물이 필요하기도 한다. 중간 매개 동물은 동물 

숙주와도 자주 접촉하고, 새로운 숙주인 사람과도 자주 접촉하는 동물인 경우가 많다.

코로나19가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상은 원래 중국 윈난성 지

역 일대 동굴에서 서식하는 박쥐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이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야

생 박쥐에서 넘어왔다. 야생에서 살고 있는 박쥐는 날아다니는 동물이다 보니 자연에서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다.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왔을까? 과학자들이 

<그림 3> 바이러스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조건
신종	바이러스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야생동물)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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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온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과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들이 박쥐를 동굴에서 포획해서 중국 재래시장 등에서 파는 과정에서 사람과 박쥐(바이러스를 가진)가 자주 

접촉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

람으로 넘어오기 전에 천산갑(멸종 희귀 포유동물) 코로나바이러스와 뒤섞임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 바이

러스는 야생 박쥐를 사람들이 포획해서 시장에서 파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파는 천산갑과 박쥐가 접촉하게 되어 

박쥐 바이러스와 천산갑 바이러스가 서로 뒤섞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탄생했다고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과정에는 동물 포획, 밀림개간 등이 원인이 되어 늘 인간이 개

입되어 있다. 코로나19 탄생도 인간의 개입(야생동물 포획)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창

궐한 원인도 아마존 밀림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모기 개체수가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고, 말레이시아에서 치명적인 니파바이러스가 출현했던 것도 동남아시아 밀림파괴(개간)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

동물(박쥐)이 사람이 사는 터전으로 이동하면서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출현을 막기 위

해서는 자연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침범하지 않게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바이러스 충격과 공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도시로의 인구 밀집 현상, 하루 만에 어느 지역이라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의 발달, 연 10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해외여행객, 가축의 집단 사육 등으로 일단 어느 지역에서든지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순식간

에 전 세계로 확산된다.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

19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2021년 10월 코로나19 변

종(오미크론)이 아프리카 남부지역에서 출현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신종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출현을 왜 대비할 수 없는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고 바이러스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신종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 바이러스이고, 어떤 

동물 바이러스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사람으로 넘어올지 예측할 수 없고, 일단 발생하면 당장 사용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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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과 같은 생활방역으로 스스

로를 지키는 것뿐이다. 중요하게도 대부분 신종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누구든지 노출되면 걸릴 수 

있고,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선 신종 바이러스

는 그 자체가 충격과 공포다.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가 주는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 그동안 신종 바이러스가 자주 출현하면

서,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학습과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한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해왔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최근 백여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신종독감 팬데믹(1918년 스페인독감, 1957년 아시아독감,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을 경험하면서 독감 백

신과 치료제 기술이 축적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기술이 축적되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역기술이 개발되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향후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처하는 능력도 나아질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예

방하고 대비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주된 원인은 야생동물과의 접촉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먹는 행위를 

최대한 줄이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최대한 파괴되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나가야 한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야생동물 고기를 먹는 지역에서 갑자기 음식 문화를 바꾸기가 쉽지 않고, 열대 지역에서 

산림 파괴를 줄이는 대신 경제 발전을 늦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앞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답을 찾아야 한다. 또한 국제협력 감시체계를 작동하여 신종 바이러스 출현을 빨리 찾아내고, 

더 이상 확산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 협력조치(방역과 검역)를 훨씬 더 빨리 강하게 가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낯선 만남
갈등

2존

A STRANGE NEW WORLD AND CONFLICT



바이러스와	인간

낯선	만남과	갈등		

‘문명을	타고	생물종을	넘어’	인간	세계로	온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문명을	타고	생물종을	넘어	

낯선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Viruses and Humans

A strange new world and conflict

Beyond the species boundary into civilization: Viruses in the human world

Conflict began the moment that viruses crossed the boundary dividing the world 

of organisms from the alien one inhabited by humans. 







바이러스가	보낸	경고

과거 경외의 대상이었던 자연이 과학의 발달로 극복의 대상이 되고,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바이러스와 인간의 대충돌이 일어났다. 

 

인류가 경험한 21세기 신종 감염병은 자연의 장벽을 깨고 

문명을 따라 넘어온 바이러스와 인간의 낯선 만남에서 생겨났다. 

바이러스는 감염병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인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시나리오의 흐름

056



The warning of the virus
 

With the birth of science, nature, once a subject of awe, was turned into something to be brought under 

human control.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subsequent close interconnectedness of the global 

community instigated a clash of monumental scale between viruses and humans.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of the 21st century that humankind has experienced thus farentered 

our world by breaking through the barrier that separates them from the natural world. The virus is one 

morewarning to humans of this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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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활동으로 바이러스 활동 영역이 침범되다

인간은 사냥과 채집활동을 시작으로 동물을 가축화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문명을 발달시켰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명은 팽창하고, 세계 교류가 활발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야생동물의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야생동물과 살아가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파된다.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는 곧 바이러스 서식지의 파괴를 의미하고,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로 야생동물 대신 문명 속 인간을 선택한 것이다.

2-1  문명과 바이러스

The territory of viruses has been increasingly intruded upon by human activity.

Humans began breeding animals soon after starting to engage in hunting and gathering. Later, livestock enabled 

farming,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he advancement of the sciences and technology resulted 

in civilizational growth and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Throughout these processes, humans destroyed the habitats of wild animals. Viruses that used to live parasitically 

in these wild animals then transferred to humans. In other words, the wiping out of animal habitats is the 

destruction of the habitat of viruses. Amid an absence of wild animals, a virus often chooses a human body as its 

new host.

Viruses and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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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공장화

●	도시화,	인구밀집

●	산림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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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식	축산,	사육

●	세계화

●	문명을	타고	인간세계로	들어온	바이러스

문명과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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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바이러스는 생물종 사이를 이동한다.  

생물종과 생물종 사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종간 장벽은 사람과 물고기 사이처럼 

분류 관계가 멀수록 높고, 사람과 원숭이 사이처럼 분류 관계가 가까울수록 낮다. 

바이러스는 주로 특정 생물종에 적응하여 그 장벽 안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바이러스 대변이가 발생하면 일부 바이러스는 종간 장벽을 건너는 능력이 생기고

바이러스의 생물종 간 이동이 일어난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인간과 동물 사이를 이동하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이다.

2-2  종간 장벽을 넘은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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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viruses are capable of cross-species transmission.  

Species are separated by invisible walls.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wo species (e.g. humans and fish), the 

taller these interspecies walls: similarity, on the other hand, such as between humans and monkeys, makes the 

walls much lower. 

In general, a virus stays within a particular species after having adapted to it.In the event of a significant mutation, 

someviruses acquire the ability to transcend interspecies walls, resulting in the cross-species movement of viruses.  

A zoonosis is a disease caused by a virus that crossed from animals to humans. 

Viruses that transcend the barriers dividing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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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를 감염시킨다.

사스(2002),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2),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인류가 경험한 

세계 대유행병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점점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다. 

이 감염병은 모두 동물에서 인간으로 종간 이동을 한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어난 감염병이다.

•21세기 75% 신종 감염병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온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일만 년 전, 인간과 가축은 지구상 조류와 포유류 중 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9%를 차지한다.  

•바이러스는 인간들을 숙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간이 바이러스에게 인간이라는 좋은 서식지를 제공한 셈이다.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2-3  21세기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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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an infect humans or animals.  

The epidemics experienced by the glob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most notably: SARS (2002), H1N1 (2009), MERS 

(2012), and COVID-19—are occurring with increasing frequency and degree/speed of infection. 

They are all infectious diseases caused by viruses thatjumped from one species to another (animal to human)andbega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environment provided by their new human hosts. 

•  Seventy-five percent of the 21st century’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re viruses that were transmitted from animals to humans. 

•  Ten millennia ago, humans and livestock accounted for less than one percent birds and mammals. Today, they account for 99 percent.

•  This means that viruses have no other option than to use humans as their host. 

•   In a sense, humans and livestock have “voluntarily” offered themselves to viruses as an advantageous habitat. 

•  Most viruses that are able to transcend interspecies barriers are RNA viruses.

Infectious diseases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75%의 신종 감염병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온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일만 년 전, 인간과 가축은 지구상 조류와 포유류 중 

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9%를 차지한다.  

바이러스는 더 이상 1%밖에 되지 않는

야생동물에게만 서식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을 숙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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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보다 변이율이 높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의 종류에 따라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로 구분한다.

독감, 에이즈뿐만 아니라 세계적 대유행병인 팬데믹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변이율이 높은 RNA 바이러스다.

2-4  바이러스의 변이 

RNA viruses have a higher variation rate than DNA viruses. 

Viruses, depending on their genome structure, are classified as “RNA” or “DNA” viruses.

Influenza, AIDS, and viruses that cause pandemics are almost always highly-mutated RNA viruses. 

Vir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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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바이러스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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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A	바이러스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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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변이가 두려운 이유는 백신 무력화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는 약 30,000개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대략 3개의 바이러스가 증식될 때마다 1개의 돌연변이가 생기고, 

변종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최초 유전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표면에 촘촘히 달린 돌기 형태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세포로 침투한다. 

대부분의 백신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들고 

기억하도록 설계되는데, 이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백신도 재설계해야 한다.

2-5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 

We fear viral variation because they can neutralize the effect of vaccines. 

The COVID-19 (SARS-CoV-2) genome is made up of approximately 30,000 RNA bases. On average, one 

mutant occurs for every three viral replications. The genome of the mutant viru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itial virus. 

COVID-19 infiltrates the host cell when one of the spike proteins that cover its surfacefit into the receptor of the 

host cell. Most vaccines are designed to induce the immune system to produce and remember antibodies that can 

neutralize the virus’ spike protein. If this protein mutates, the vaccine needs to be re-designed.

Viral variation and vaccines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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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

코로나19, 계절유행성 감기, 사스(SARS, 2002), 메르스(MERS, 2015)는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이 일으킨 질병이

다. 그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는 더 강력한 팬데믹을 일으킨 이유가 있다.

첫째, 숙주 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수용체(ACE2)에 더 강하게 결합하고, 숙주 세포의 단백질 가위에 더 쉽게 잘라

져 숙주 세포로 더 쉽게 침투한다.

둘째, 숙주 세포에서 더 빠르게 증식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증식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양이 최대 정점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코로

나바이러스에 비해 훨씬 짧다.  

사스(7.2일), 메르스(12.2일), 코로나19 바이러스(2일)

셋째, 감염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전파되어 전파력이 빠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 면역활동을 지연시키는 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오랫동안 탐지되지 않

은 채로 증식할 수 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무증상감염이 많은 이유이고, 무증상감염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더 빠

르게 한다.

2-6  코로나19 vs. 사스·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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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OVID-19 caused a pandemic:

COVID-19, seasonal cold, SARS (2002), and MERS (2015) are all coronavirus diseases. The reasons why COVID-19 caused 

an especially potent and long-lasting pandemic are as follows. 

Firstly, it infiltrates the host cell very easily. 

COVID-19 binds tightly to the host cell’s receptor (ACE2). It is also better able to infiltrate the host cell than other coronaviruses 

because it is more easily cut by the host cell’s protein scissors. 

Second, it replicates inside the host cell very quickly. 

COVID-19 replicates inside the cell and reaches the point where it is emitted out of the cellmuch faster than other coronaviruses.  

(SARS: 7.2  days, MERS: 12.2  days, COVID-19: 2  days)  

Third, it is very contagious (spread before symptoms are displayed). 

Because COVID-19 produces a protein that delays the activities of the human immune system, it can replicate for a long time 

inside the body without being detected. This—and the subsequent faster speed at which the virus can be spread—is why there 

are so many asymptomatic cases.

COVID-19 vs. SARS & MERS

2존_	낯선	만남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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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조

코로나바이러스의 

구조

코로나 바이러스 ｜ The Coronavirus

SARS-CoV-2 바이러스 입자는 보호 지방 코팅으
로 둘러싸인 단백질 공입니다.

The SARS-CoV-2 virus particle is a ball of proteins 

wrapped in a protective fatty coating.

침입 스파이크(갈고리) ｜ Entry spikes

바이러스는 표면에 박힌 스파이크 모양의 S 단백질을 
사용하여 인간 세포를 붙잡습니다.

The virus uses as spike-shaped S proteins. which stud 
the surface. to grab onto human cells.

N 단백질(파란색) ｜ N protein(blue)

이것은 핵단백질로 RNA와 결합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This protein helps keep the Viral RNA stable.

M 단백질(보라색) ｜ M protein(purple)

이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형태가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
줍니다.

This protein helps new virus particles form.

E 단백질(노란색) ｜ E protein(yellow)

이것은 세포 속에서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자를 
세포막이 잘 포장하도록 도와줍니다.

This protein helps new virus particles form.

보호막 ｜ Protective shell

이 지방질의 이중 층은 세포 밖에서 바이러스가 이동할 
때 중요한 유전자를 보호합니다.

Thix lipid bilayer protects the virus’s genetic cargo as it 
travels inside the body.

바이러스성 RNA ｜ Viral RNA

이 꼬인 RNA 가닥에는 여러분의 세포에서 똑같은 
바이러스를 복제하기 위한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This twisting strand of RNA is the blueprint the virus 
uses to replicate itself inside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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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의	인체	침입

●	인체	면역체계_선천면역

●	인체	면역체계_후천면역

면역 체계의 대응

선천면역의 즉각 대응

면역 체계의 대응

후천면역의 후속 개입

면역 체계의 대응

바이러스 침입 과정

바이러스는 호흡기 상피 세포에 결합합니다.

바이러스 침입 과정

바이러스 복제

바이러스 침입 과정

바이러스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침입 과정

마침내, 바이러스 배출

바이러스
Virus

스파이크(갈고리)
Spike

ACE2 수용체 단백질
ACE2 receptor protein

프로테아제 효소
Protease enzyme

융합 촉진 부위
Fusion machinery

폐 세포

Lung cell

폐 세포
Lung cell

리보솜
Ribosome

바이러스 단백질
Virus proteins바이러스 중합효소 단백질

Virus polymerase protein

바이러스 RNA
Virus RNA

소포체
Endoplasmic reticulum

소낭
Vesicle

골지복합체
Golgi complex

폐 세포막
Lung cell membrane

새 바이러스 분자
New virus particle

인터페론
Interferon

대식세포
Macrophage

감염된 세포
Intected cell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
Antibodies that disable virus

B 세포
B cell

B 세포
B cell

T 세포
T cell 감염된 세포

Infect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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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항바이러스제)	기전

①	바이러스의	세포침입	방해

②	바이러스의	유전자	복제	방해

③	숙주세포	기능	차단

④	과잉	면역	반응	조절

약물 및 백신의 기전

약물의 표적4: 과잉 면역 반응 감소

약물 및 백신의 기전

약물의 표적3: 바이러스 해킹 차단

약물 및 백신의 기전

약물의 표적2: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방해

약물 및 백신의 기전

약물의 표적1: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방지

스파이크(갈고리)
Spike

ACE2 수용체
ACE2 receptor

프로테아제 효소
Protease enzyme

바이러스 게놈
Viral genome

유전자 복사본
Genome copy

바이러스 단백질
Viral protein

약물 표적
Drug target

약물 표적
Drug target

사이토카인
Cytokines

면역세포
Immune cell

바이러스 기능에 대한 숙주 단백질 키
Host protein key to viral function

약물 표적
Drug target

바이러스 RNA 중합효소
Viral RNA polymerase

폐 세포
Lung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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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기전

●	시나리오	1:	항체	생성 ●	시나리오	2:	킬러T세포	활성화 ●	시나리오	3:	기억세포로	저장

2존_	낯선	만남과	갈등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SARS-CoV-2 vaccine

바이러스 조각
Piece of virus

항원제시세포
Antigen-presenting cell

도우미 T 세포
Helper T cell

도우미 T 세포
Helper T cell

도우미 T세포
Helper T cell

도우미 T세포
Helper T cell

도우미 T세포
Helper T cell

코로나19 바이러스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
Antibodies that disable virus

감염된 폐 세포
Infected lung cell

B 세포
B cell

B 세포
B cell

B 세포
B cell

킬러 T 세포
Killer T cell

킬러 T 세포
Killer T cell

시나리오 2
Scenario 2

시나리오 1
Scenario 1

시나리오 3
Scenario 3

시나리오 1
Scenario 1

도우미 T세포
Helper T cell

기억 세포
Memory cell

시나리오 3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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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지만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 밝힌 여성 과학자(Dr. June Almeida)

   1964년 알메이다 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였고, 바이러

스 테두리 모양이 태양 주위의 둥근 띠 또는 왕관을 닮아 코로나라고 

이름 붙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전부터 관찰되었지만 이미지가 흐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간주되고 신종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중, 알메이다 박사가 

새로운 전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구조를 선명

한 이미지로 시각화했다.  

   알메이다 박사는 2007년 7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이 

전자현미경으로 밝힌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후 13년 뒤에 전 세계에 대

유행병을 일으킬 줄은 짐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2-7  코로나바이러스의 비밀

Itdiscovered coronaviruses decades age–but got little recognition

•Discoverer of first human coronavirus: June Almeida

   Dr. June Almeida, a Scottish virologist, became the first to discover the human coronavirus in 1964. Almeida gave the virus its 

name based on its crown-shaped edges.  

   Observations had been made of the coronavirus, but it was recognized as an influenza virus (due to the grainy quality of 

the photos) rather than an emerging virus. Almeida changed this state of affairs by developing a new electron microscope 

technology that enabled images of the coronavirus structure to be captured in high resolution.  

   Almeida, who was one of the most renowned scientists of her day, died in 2007 at the age of 77. She (likely) never dreamed 

that the coronavirus she identified with an electron microscopewould give rise to a pandemic 13 years after her death. 

Coronavirus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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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전사체(세포안에서 생산된 RNA)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전사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냄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키트와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김빛내리 교수는 과거 생소했던 RNA 분야의 연구를 처음 시작, 스스로 개척하였으며 이 분야의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이다.

2존_	낯선	만남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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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를 공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코, 기관지, 폐와 같은 호흡기 표면을 덮고 있는 섬모상피세포나 폐포상피세포를 숙주 

세포로 삼아서 증식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기 중에 떠 있거나 접촉한 물체에 일정한 시간 동안 활성화된 상

태로 존재하고 인체로 들어와 호흡기를 따라 떠다니다가 상피세포 표면의 수용체(ACE2)와 결합하면서 세포 안으

로 들어간다. 인체 세포로 들어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포의 대사 시스템을 훔쳐 대량으로 증식하고, 세포 밖으

로 빠져나간다. 이것을 인체 감염이라고 한다.

2-8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

Coronaviruses attack the human body’s respiratory organs. 

COVID-19 multiplies by using the ciliated or respiratory epithelial cells that coat the surface of the nose, bronchial tubes, and 

lungs as its host cell. COVID-19, after having survived for some time suspended in the air or on the surface of an object, enters 

the human body, where it floats in the respiratory organs. It enters cells by binding withreceptors on the surface of ciliated 

epithelial cells (ACE2). Once inside a cell, the COVID-19 virus takes over the cell’s metabolizing system to replicate itself in large 

quantities, after which it exits the cell. It is this state that is referred to as “human infection.”

Infection and multiplication of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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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g 10억-1,000억 개 1-100 ug

0.12-12 kg

1 fg 10억-1,000억 개 1-100 ug

0.12-12 kg

<출처: EBS, 기초과학연구원>

호흡기관 내 상피세포 중 ACE2 수용체 단백질(녹색)이
가장 많은 곳은 비강 상피세포다. 

2존_	낯선	만남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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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개인 방역의 실천과 인체의 면역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마스크와 손씻기는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율적인 예방 수단이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인체의 면역시스템이 가동된다.

인체는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면역활동을 한다.

면역활동은 눈물이나 재채기로 물질을 배출하는 것부터 면역세포들이 협력하여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면역세포는 병원체를 잡아먹는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 병원체 정보를 인식하여 

면역시스템에 전달하는 세포,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면역에게 너무 낯설어 방어가 쉽지 않다.

2-9  바이러스의 예방과 대응

Practicing the right precautions and the body’s immune system protects our body from viruses.

The human immune system makes a variety of efforts to prevent cells from being infected by a virus. 

These efforts vary in intensity, ranging from expelling substances through tears or sneezingto neutralizing a virus through the 

combined effort of many immunocytes.

There are several types of immunocytes, including:cells that “eat” pathogens, cells that destroy virus-infected cells, cells that 

recognize pathogens and convey the identifying information to the immune system, and cells that create antibodies to neutralize 

a pathogen. 

Building up the body’s defenses against COVID-19, however, has been an arduous process worldwide due to the newness of the 

virus: in other words, the body’s unfamiliarity with COVID-19’s characteristics.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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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비말과	에어로졸	

에어로졸과 비말의 전파 거리

바이러스의
기관지 침투

항체에 의한
바이러스 세포 침입 방해

바이러스의
기관지 침투 또 다른 바이러스 침입 시

짧아진 섬모세포에 걸리지 않고
바로 기관지 내, 폐까지 쉽게 도달

바이러스가	잘라낸	섬모	가닥(왼쪽).	오른쪽은	네모	
부위를	확대한	사진.	<출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호흡기	섬모세포에	침투한	코로나19	바
이러스(노란색).	<출처:	파스퇴르연구소>

섬모세포의 
섬모운동

비누로 손씻기

비누의 성분

바이러스의 파괴

바이러스의
지질층에 붙은
(친유성 꼬리)

비누 성분

감염 후
섬모세포 절단

섬포세포에 걸린
바이러스(감염)

T세포의
감염세포

파괴

바이러스를 막는
마스크

(백신	접종자)	항체형성과	T세포	활성

(백신	미접종자)	비강	내	섬모세포	감염

(손씻기)	비누에	의한	바이러스	파괴

감염자와 백신접종, 

미접종자

비누

2존_	낯선	만남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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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기본 원리는 바이러스(항원)를 ‘불활성화 또는 약독화’시켜 

우리 몸에 주입해서 항체를 만들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mRNA 백신은 바이러스 항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항원인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인 

mRNA를 넣어 인체의 면역계가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표면에는 왕관 모양의 돌기처럼 달려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이 있다. 이 스파이크 단

백질이 인간 세포 표면의 수용체 ‘ACE2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와 결합해야만 세포 문이 열리고 바이러스

가 미끌어져 들어가면서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mRNA 백신은 항원으로서의 바이러스 구조의 일부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유전정보 설계도를 담은 

것이고, 인체 세포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10  mRNA 백신

Once it is injected into the body, a vaccine goes to work by triggering 

the immune system to create antibodies that deactivate or attenuate a virus (antigen). 

An mRNA vaccine, however, is not made up of viral antigens. Instead, it employs the method of injecting mRNA that acts as a 

“blueprint” by which the body then creates antigens, or viral proteins, which stimulate the necessary immune response. 

The surface of a COVID-19 particle is covered withspike proteins that, when seen through a microscope, give the particle a 

crown-like halo. It is only when these spike proteins bind with ACE2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 cellular receptor, that 

the cell opens up, at which timethe virus infiltrates the cell by “sliding” into it.

In other words, the mRNA vaccine is a genetic data blueprint for one feature of the virus (spike protein) that induces cells to 

independently create spike proteinantigens.

The mRNA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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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의 일등 공신, 카탈린 카리코(헝가리, Katalin Kariko)

과학계로부터, 동료로부터, 정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지만,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과학자의 성과.

길고 지루한 mRNA 백신의 60년 역사

mRNA 백신 개발기간 11개월, 그러나, 그 mRNA 연구 역사는 60년.

2-10-1  수십 년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이루어 낸 성과, mRNA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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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 of the mRNA vaccine: Katalin Karikó (Hungary)

Achievements of a scientist who, despite her idea having been rejected or ignored 

by leaders of the science community, colleagues,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persevered for 30 years in one area

mRNA vaccine: a 60-year history

It took only 11 months to develop the mRNA vaccine for COVID-19. 

The history of mRNA research, however, is six decades-long.

An achievement made possible by decades of 
work done by hundreds of scientists: the mRNA vaccine

2존_	낯선	만남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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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도 mRNA가 아닌 전형적인 백신개발 과정을 거쳤다면 2034년에야 개발되었을 것이다.

•mRNA의 이상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작용과 낮은 전달효율 해결

   mRNA 분자의 구성요소인 염기를 변형하여(메틸화) 이상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mRNA를 합성할 수 있는 기

술 개발(2005년 인공 RNA기술)

•체내 효소에 의해 mRNA가 쉽게 변형 혹은 분해되는 문제 해결

   머리카락 단면의 천분의 1인 100 nm 크기 나노입자가 mRNA를 세포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020년)

If the COVID-19 vaccine was designed using the traditional method (non-mRNA), 

it would not have been ready until 2034.

•Prevents the side effects and low transmission rate caused by mRNA’s abnormal immune response

   Developed an mRNA synthesis technology that, by methylating mRNA’s bases, does not produce abnormal immune 

response(2005; artificial RNA technology)

•Prevents mRNA’s vulnerability to transformation or breakdown (due to enzyme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stably transport mRNA to cells through particles that are one-thousandth the thickness of a 

human hair (100nm)(2020)

2-10-2  mRNA 백신의 혁신 기술

Innovative technologies of the mRNA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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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예측을 토대로 방역정책이 이루어진다.

이 팬데믹은 언제쯤 끝날까? 

거리두기 방역정책은 어떤 강도로 언제까지 해야 할까? 

병원은 앞으로 발생할 감염자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수학은 시간에 따른 감염자의 변화율을 수치화하고, 

이 예측을 토대로 방역정책이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기초감염재생산수 R0 값이 2.2-3.3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질병은 감염재생산수(R)가 1보다 작을 때 사라지는데, 

이는 바이러스의 전파율, 접촉률, 감염의 지속기간을 낮추어야 가능하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치료제 개발 같은 사회적 행동 변화들은 

R 수치를 낮추는 활동이며 수학은 이러한 대응의 필요성을 수치로 증명한다.

2-11  감염병 예측 수리 모델링

Government-level policy on infectious disease response is based on mathematical prediction.

 When will this pandemic end? 

To what extent should social distancing be implemented? Until when should social distancing be kept in place? 

Will hospitals be able to accommodate the increase in patients requiring treatment in the near future? 

Mathematics is used to produce numerical data on changes in infection rates over time. It is based on these mathematical 

predictions that governments design their disease-fighting policy. 

Experts generally agree that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R0) for COVID-19 is between 2.2 and 3.3.

A disease can be regarded as having disappeared (been fully brought under control) when the R0 value is less than 1. This is 

possible only with low rates of virus transmission and contact and a short infectionperiod. 

The measures taken by societies to address COVID-19, such as social distancing, mandatory mask-wearing, and development of 

treatments, all help lower the R0 value.The role of mathematicsis to numerically prove the need for such measures.

Mathematical modeling for infectious diseas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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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특징,	변이,	면역,	백신	그리고	치료제

｜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징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나쁜 감기. 으슬으슬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나는 감기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들이 일으키는 병이다. 요즘 유명한 코로나바이러스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의사들은 ‘코’감기를 많이 

일으킨다고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외우기도 한다. 근데 왜 갑자기 코감기나 일으키던 바이러스가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건 지금 설치는 코로나19는 코감기 코로나와는 먼 친척일 

뿐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름의 앞에 붙어있는 박, 이, 김 등의 성씨가 조상을 말해주는 것처럼 바이러스에도 성씨가 있다. 코로

나가 바로 바이러스의 성씨이다. 같은 이씨라도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같은 코로나바이러

스라도 시시한 놈도 있고 무서운 놈도 있는 것이다. 자연에는 수많은 코로나 가족들이 있는데 대부분 박쥐를 고

향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박쥐에 있던 코로나가 우연히 사람으로 건너와 신종 코로나가 되는데 이를 흘러넘침

이라 한다. 우리 몸의 방어 부대인 면역은 처음 보는 바이러스를 잘 못 막는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는 마른 풀밭

에 퍼지는 들불처럼 사람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러다 이 코로나를 경험한 면역을 가진 사람이 점차 많

아지면 바이러스는 점점 약해지다 결국 시시한 코감기 바이러스가 된다. 그림에서 코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HCoV-NL63, HCoV-229E, HCoV-HKU1, HCoV-OC453)도 처음 사람으로 건너왔을 때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신종 

울산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주철현

“예방 주사 속에는 백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마치 스파이처럼 우리 몸의 면역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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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였던 것이다. 최근에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가 차례로 건너왔다. 사스는 혼자서 날뛰다가 갑자기 사

라졌고 낙타가 퍼트리는 메르스는 중동 지방의 풍토병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건너온 것이 코로나19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코감기 코로나가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코감기 때문이 아니라 왕관(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을 뜻함)과 비슷해서 코로나이다. 왕관을 옆이 아

니라 위에서 봤을 때 비슷하다. 왕관을 위에서 보면 보석이 박힌 팔들이 주변으로 빙 둘러있게 되는데 이 형태

가 코로나바이러스의 돌기(스파이크)가 마치 보석처럼 바이러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

고 왕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석이듯 코로나바이러스도 스파이크가 제일 중요하다. 왕관마다 다른 보석이 박

혀있는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마다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무시무시한 이유가 이 스

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맨 바깥에 비쭉비쭉 튀어나

온 스파이크는 감염시킬 세포를 찾는 더듬이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세포의 표면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단백

질들이 박혀있는데 이 중 하나(세포수용체)를 골라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을 하는 것이다. 어떤 코로나가 어떤 

세포를 감염시키는지가 스파이크에 의해 결정이 된다. 코로나19의 경우는 코나 목구멍 그리고 기관지를 둘러싸

고 있는 호흡기 상피세포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세포수용체와 결합한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숨을 

<그림 1> 코로나바이러스의 흘러넘침

박쥐들의 세상 사람들의 세상

HCoV-NL63

HCoV-229E

HCoV-HKU1

HCoV-OC43

SARS-CoV

MERS-CoV

SARS-CoV-2

사스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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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감

기
 바

이
러

스

건너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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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때 몰래 들어와 세포들을 쉽게 감염시킨다. 그럼 코로나는 포장을 풀고 품고 있던 유전자를 세포 속에 꺼내 

놓는다. 세포는 이 유전자가 자신의 것인지 바이러스 것인지도 모르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감염 세포가 코로나의 생산 공장이 되는 것이다. 

｜ 바이러스의 변이

2019년 겨울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원조 코로나19는 이젠 지구상에 없다. 지금 돌아다니는 코로나들은 이 원

조의 후손 변이들이다. 끝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변이들 중 가장 빨리 전파되는 것이 가장 많이 퍼지는 우세종이 

된다. 우세종 왕좌는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계속 바뀌어 왔다. 이것들은 다 같은 코로나19지만 전파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다르다. 변이들은 사람을 얼마나 감염을 잘 시키는지 다양한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경쟁한다. 그리고 그 결과 우세종이 등

장한다. 

바이러스는 세포의 단백질 공장을 훔쳐서 사용한다. 그림에서 세포를 

‘감염’시킨 바이러스는 우선 자기 유전자를 잔뜩 ‘복제’한다. 그런데 원시

적인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베끼다가 가끔 실수를 한다. 이를 돌연변이라고 <출처:	https://lovepik.com>

<그림 2> 코로나19 바이러스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옆에서 본 왕관? 위에서 본 왕관!

스파이크

세포수용체

외피막

유전자

코로나19의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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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유전자의 어디라도 발생한다. 설명을 위해 스파이크 단백질이 8개(진짜는 1,274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진다 치자. 아래 복제된 유전자에 빨간 C라고 표시된 것이 원래 U를 잘못 베껴 생긴 ‘돌연변이’다. 세포의 단백

질 공장은 복제된 유전자들을 ‘해석’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유전자 정보는 세 개씩 묶어서 아미노산 하나로 해석

되면서 긴 아미노산 사슬을 만든다. 그런데 원래 UAU가 Y로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겨 CAU가 

되면 H로 해석되어 버린다. 그럼 원래 MANYLIFE이어야 할 아미노산 사슬이 MANHLIFE로 바뀐다. 긴 사슬은 

저절로 뭉쳐져 단백질의 모양을 만드는데 이를 ‘접힘’이라고 한다. 아미노산의 순서가 같으면 항상 똑같이 접히

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없으면 원래 스파이크 단백질과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돌연변이 사슬은 접히

다가 H 부분이 툭 튀어나오게 된다. 만들어진 단백질과 유전자는 바이러스로 조립되어 ‘배출’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변이 코로나는 다른 모양의 스파이크를 가지는 것이다. 

그림은 델타 변이에서 방역이라는 선택압력을 뚫고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델타에서 오

미크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 이렇다고 가정하자. 원조 델타에 ‘감염(1)’된 감염자의 세포에서는 바이

러스의 ‘유전자 복제(2)’가 시작된다. 복제할 때 돌연변이는 아무 곳에나 생긴다. 하지만 돌아다니는 바이러스 유

전자를 분석해 보면 돌연변이는 유난히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많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아미노산 

사슬이 접히는 과정에서 돌연변이에 너그러운 단백질도 있고, 엄격한 단백질도 있기 때문이다. 스파이크 단백질

은 너그러워 유전자 돌연변이로 몇 개의 아미노산이 바뀌어도 기본 모양은 유지된다(빨간색 유전자). 하지만 엄격

<그림 3> 변이의 등장 과정 <출처: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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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 구조 변화 없음

원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구조 변화 있음

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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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백질은 돌연변이가 생기면 모양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럼 바이러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그 유전자는 

실패로 사라진다(회색 유전자). 바이러스의 유전자와 껍데기가 조립되는 ‘입자 생산(3)’을 마치면 주변으로 바이러

스가 ’배출(4)’된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이라 하자. 그림에서 처음 오미크론이 

등장했을 때는 델타에 비해 1대7로 수가 적다(실제로는 엄청나게, 심하게, 많이 적다). 이 상태에서 둘은 선택압력이

라는 규칙으로 속도 경쟁을 시작한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말일까? 코로나의 발목을 잡는 백신이나 거리두기 같

은 방역이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것을 뚫어내는 변이가 선택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방역은 바이러스 필터 

같은 것이다. 변형된 스파이크를 가진 오미크론은 이 필터를 쉽게 통과해서 ‘전파(5)’가 된다. 그리고 델타보다 

먼저 새 희생자를 감염시킨다. 그럼 이전 과정과 동일하게 유전자 복제, 입자 생산을 거쳐 다시 배출된다.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오미크론이 된다. 델타가 잘 통과하지 못하는 방역 필터를 오미크론은 계속 쉽게 

통과한다. 그래서 감염과 전파 과정이 몇 번만 반복되면 오미크론이 델

타의 수를 압도하게 된다. 물론 현재 마구 퍼지는 오미크론 중에서도 스

파이크가 변형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있다(우측의 초록색 유전자). 하

지만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강해 더 빠르게 전파되는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변이는 경쟁에 밀려 사라지고 

우세종의 왕좌는 오미크론이 계속 차지하게 된다. <출처:	https://www.vecteezy.com>

<그림 4> 방역을 뚫은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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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과 치료제

뾰족한 주사 바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다. 예방 주사 속에는 백신이라고 하는 바

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마치 스파이처럼 우리 몸의 면역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 면역은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체를 미리 만들어 둔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준비된 항체가 즉시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소의 우두 고름을 이용하는 종두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

서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기도 전에 천연두, 홍역, 풍진 등의 바이러스에 희생되었다. 하지만 제너 이후 백

신은 수많은 어린이들을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지켜왔다.

코로나19 백신은 우리 면역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그림에서 다양한 백신이 존재한다. 생백신과 사백신은 전통적인 백신이다. 차이점은 생백신은 안전하게 감

염과 증식이 가능한 바이러스, 사백신은 감염 증식이 불가능하게 처리한 바이러스이다.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높지만 위험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사백신은 안전하지만 예방효과가 떨어진다. 요즘 사용되는 코로나19 백

신들은 첨단 분자 생물학 기법을 이용해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만 골라서 면역에게 자극을 준다. 특히 모

더나와 화이자의 RNA 백신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 이 방법을 쓰면 RNA가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

<그림 5> 백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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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를 RNA

에 넣어서 주사한다. 단백질이 빨

리 만들어진다.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를 DNA

에 넣어서 주사한다.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조작하여 감염을 시킨다. 

자연 감염과 비슷한 면역을 얻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길러서 모은 뒤 

완전히 죽여서 주사한다. 안전하지

만 면역효과가 떨어진다.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를 가진 

DNA를 다른 바이러스 껍질로 포장

해서 주사한다. 단백질이 오래 만

들어진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미리 인공 합성

하여 주사한다. 여러 번 주사해야 

하나 비교적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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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원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유도한다. 그럼 우리 몸의 면역은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항체를 만들게 된다. DNA 백신은 RNA가 아닌 DNA에 스파이크 정보를 담아 사용한다. 처음 예방

접종이 시작될 때 많이 사용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재조합 바이러스 백신은 스파이크 정보를 담은 DNA가 세포 

속으로 잘 전달되도록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다른 바이러스 껍데기 안에 넣어서 전달한다. 최근 접종이 시작된 노

바벡스는 단백질 백신으로 세포 배양을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만 대량으로 만들어낸 뒤 이것을 정제해서 사용한

다. 세포에 RNA나 DNA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백신과 가장 유사한 원리로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

다. 어떤 방식의 백신이던 목표는 코로나바이러스 특히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도록 면역을 자극하

는 것이다. 

예방접종이 도입되기 전에 많은 어린이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백신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

다. 백신은 자동차의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한다. 평소에는 귀찮은 존재지만 진짜 사고가 나면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한다. 백신도 감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쓸데없어 보이지만 진짜 감염이 일어나면 생명 벨트가 된다. 개인

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백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면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살펴보자. 집단 면역은 한 

집단에서 예방접종이나 감염을 통해 면역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한 반에 15명이 있다고 하

<그림 6> 집단 면역

감염된	사람

감염될	사람

집단	면역이	없을	때	감염자	증가	상황 집단	면역이	있을	때	감염자	증가	상황

면역을	가진	사람

감염자: 감염자:1명 1명 1명 1명 2명2명 4명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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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왼쪽에 집단 면역이 없는 경우 감염이 된 친구 한 명이 두 명을 새로 감염시키고 있다. 이 두 명은 각각 다시 

두 명을 감염시켜 네 명, 네 명은 다시 두 명씩 총 8명을 감염시킨다. 그럼 세 단계 만에 모든 반이 감염된다. 그

런데 오른쪽 그림처럼 두 명이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첫 번째 감염된 친구가 두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

는데 한 명은 면역이 있어 감염이 되지 않고, 면역이 없는 친구만 감염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똑같

이 세 단계의 전파가 일어났는데 두 명의 면역을 가진 친구 덕분에 한 반에 5명만 감염이 된다. 이렇게 면역이 있

는 친구들은 바이러스 전파에 저항하는 방화벽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집단 면역 효과라고 하고, 그림 오른쪽의 

집단 면역 수치는 열다섯 명 중 두 명으로 약 13%이다. 이 집단 면역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바이러스 전파는 느

려지고 일정 수치 이상(보통 70%)이 되면 더 이상 전파가 되지 못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의 수치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직접 감염되는 것은 위험하니까 대신 예방접종을 통해 안전하게 집단 면역 

수치를 높이려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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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방역	속	과학

2019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COVID-19, 한국은 corona19,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 SARS-

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는 2022년도 2월 말 기준 4억 이상의 인구가 감염되고 600만명 이

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대유행의 시작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 비누 기반의 손씻기, 알코올을 기

반으로 한 소독제를 사용한 손 소독 등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역

의 일반적인 방법에 과학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특히 초기 한국의 방역 정책은 ‘추적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3T (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로 코로나 방역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K 방역을 보여 주었다. 특히 바이러스 진단에 있어 독보

적인 기술로 이 3T 시스템을 뒷받침해 왔다. 2022년 2월 신속항원진단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단은 속도전에 돌입해 왔다.

이번에 이러한 K 방역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과학적인 원리, 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일상으로 들어온 PCR과 신속항원진단키트의 원리와 장단점까지 이해해 

보자.

서울대병원	생물안전실장		강지영

“백신이나 신약 개발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어도 

 임상 시험이라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미래에는 빠른 진단 기술이 감염병 대응에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이다.”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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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비말과 에어로졸의 차이는?)

SARS-CoV-2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

말과 에어로졸이다. 그런 까닭에 코로나19 팬더믹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의 정부들이 개인은 집에 머무르고 여

행을 제한하고 붐비는 지역을 피하고 비접촉적인 인사방법을 권장하는 등의 물리적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

기를 생활화해야하는 방역을 택해 왔다.

‘비말감염(droplet transmission)”은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말하며, 전염 경로는 감

염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 1-2 m 이내에서 전파된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이 효과적인 방역방법이다.

‘에어로졸[공기(aerosol transmission)] 전파’란 5 ㎛ 미만의 미세 침방울로 인한 전파를 말하며, 전염 경로는 바이러

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 형태로 퍼져서 전파된다. 에어로졸 전파 방역 수칙은 감염자로부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이 있다.

SARS-CoV-2의 주 전파 경로는 비말로 감염자의 몸에서 나온 타액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바이러스를 감염 

시키는 비율이 가장 크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

미가 강하다. 내가 재채기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비말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다.

손씻기는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어 방법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군가가 재채기나 감염물질이 손에 

묻은 채로 다른 물건을 만지고 이렇게 만진 물건들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입이나 코 등의 점막 부위를 

만진다면 감염될 수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침방울,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이 코로나 주요 감염 경로이나 공기 중 감염도 가능하

므로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다. 이는 초기 비말 감염만 강조하다가 폐쇄된 환경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방역 수칙을 수정해 왔다.

WHO가 공기감염 위험이 있는 행동으로 분류한 실내 운동시설, 식당 등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

려운 상황에서 많은 대화나 노래, 운동을 할 때로 호흡량(呼吸量)이 많아지기 때문에 5 ㎛ 이하의 작은 비말들이 

많이 생성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공기 중에 체류하다가 호흡기 점막을 통해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미세 비말(micro-droplet)은 오랫동안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기에 코로나19 초기부터 마스

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종(新種)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공기전파 가능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특

정 바이러스 입자가 에어로졸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공기전파도 가능한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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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5 ㎛보다 작은 에어로졸 내에 바이러스(병원체)가 존재해야 하며, 에어로졸이 충분한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머물면서 2 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이러스 감염성의 정량지표인 최소 감염량(minimum infectious dose)은 바이러스의 농도, 노출 시간, 숙주(宿主)

의 면역상태, 바이러스의 병원독성(毒性)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에어로졸의 크기가 작을수록 공기 중

에서 멀리 이동할 수 있지만, 에어로졸에 포함된 바이러스 입자의 수는 그만큼 적어지고 감염성도 떨어진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농도와 노출 시간이 감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열

린 공간에서는 공기 흐름의 속도, 방향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까지 고려하여 감염성을 판단해야 한다. 에어로

졸에 포함된 바이러스 입자 수, 배출방법, 에어로졸 액체의 점도(粘度)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공기전파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 마스크, 손씻기(비누와 세정제)

SARS-CoV-2가 공기전파가 되더라도 KF80 이상 보건용(保健用) 마스크(mask)로 예방이 가능하다. KF80 보건

용 마스크는 평균 0.6 ㎛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는 평균 0.4 ㎛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가 공기전파로 감염된다고 할지라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

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진행하는 분진포집효율(粉塵捕執效率)시험은 입자 크기 평균이 0.6 ㎛인 물방울

을 이용한다. KF80은 이런 입자의 80%를 걸러내야 하고, KF94는 94%를 걸러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는 평균이 0.4 ㎛인 기름성 입자를 이용해서도 같은 성능을 나타내야 ‘KF (Korea Filter)’ 마스

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비말 차단용(KF-AD/Anti Droplet)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80ㆍ94)가 무더위에 덥고 답답하다며 덴탈 마스

크(수술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자 식약처(MFDS)가 일반인용으로 내놓은 여름용 마스크 제품이다. 식약처의 

비말 차단 인증을 받으려면 250 ㎖ 비커(beaker)에 물 100 ㎖를 채우고 마스크로 위를 덮어씌운 뒤, 비커를 뒤집어 

30분간 물방울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방수(防水)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덴탈마스크/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도 코로나바이러스 비말 감염 차단에 효능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

러스의 공기 감염에는 KF80-94 보건용 마스크가 더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즉 에어로졸 감염을 막는 데 덴탈마스

크는 보건용마스크 차단율의 반 정도 효과가 있다. 이에 웬만한 외출에는 덴탈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

며, 밀집된 공간에서는 KF80(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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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스크 착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 관리 수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의 반복적인 탈착(脫着) 과

정에서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미세입자들이 축적되어 있는 마스크 바깥면을 손으로 접촉하는데, 코로나19는 

마스크 표면에서 3-72시간까지 생존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 마스크는 오염된 손에서 비롯되는 전염을 막는 효과

도 있다.

SARS-CoV-2 바이러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말이나 에어로졸로 주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인데 손씻기는 

왜 필요한가? 손씻기 즉 손 소독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알아보자.

2015년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저널에 발표된 재미 있는 논문이 있다. “Face touching: A frequent 

habit that has implications for hand hygiene”. “얼굴 만지기: 손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잦은 습관”이라고 해석할 수 

<그림 1> 60분간 얼굴을 만지는 평균 횟수 <출처: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Volume	

43,	Issue	2,	1	February	2015,	Pages	112-114	Face	touching:	A	frequent	habit	that	has	

implications	for	hand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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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이 논문을 보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얼굴을 많이 만지는지, 특히 감염원을 전파할 수 있는 점막 부분

이 있는 곳을 만지는 빈도를 본다면 손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 씻는 행위가 감염을 막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향후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할 의대생들에게 손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기획된 것으

로 뉴사우스웨일스 의과대학이 26명의 의대생들의 행동을 녹화하여 얼굴을 만지는 빈도를 통계를 낸 행동 관찰 

연구 결과로 만든 논문이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23번 얼굴을 만졌다. 44% (1,024/2,346)

가 점막이 있는 즉 감염원을 접종할 수 있는 부위를 만졌다. 입이 36% (372건), 코 31% (318건), 눈 27% (273건), 

그리고 6% (61건)가 이러한 부위의 조합이었다.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한 의대생들에게 손 위생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실험이었지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공기 중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는 만큼 집에 돌아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는 행동이 감

염전파를 막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말해 주는 흥미로운 논문이다.

자, 그렇다면 손 위생을 위해 비누와 세정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SARS-CoV-2 바이러스를 소독하기 위해 

어떤 것이 손 소독에 더 효과적인가? 손을 수시로 소독하는 소독제가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 것일까?

•Why Soap Works_The New YorkTimes,  By Ferris Jabr

 At the molecular level, soap breaks things apart.

 At the level of society, it helps hold everything together.

•비누가 효과가 있는 이유

 “분자 수준에서 비누는 사물을 분해한다.

  사회 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비누의 발견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동물 제물을 비가 많은 지역에서 사용한 결과 제물의 지방과 제

사에 사용한 재가 근처 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피부와 옷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거품을 발견하

고 이후 특정 식물들을 끓이거나 으깨서 만든 거품으로 유래된 고대의 비누 발견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 비

누는 보이지 않는 병원균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어책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에게 비누는 부드럽고 진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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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는	지성	지질	분자의	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을	돕는	단백질로	
가득	차	있다.

스파이크	단백질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질막
그리고	다른	단백질

미셀(micelle)

친수성	머리
(물과	결합)

소수성	꼬리	
(물은	피하고	기름과	지방과	결합)

비누	분자의	물을	빨아들이는	꼬리가	물을	바꾸려는	비누	
분자의	꼬리가	지질막에	들러붙어	떼어	낼	때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비누	분자는	머리와	물이	결합하는	구조(친수성)이며	
꼬리는	물을	피하는	(소수성)특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누는	먼지와	함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들을	“미셀”
이라고	부르는	작은	거품에	가두어	물에	흘려보낸다.

미셀(micelle)은	계면활성제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모인	집합체를	말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계면활성제가	물에	녹는	경우	일정	농도	이상
이	되면	소수성	부분이	핵을	형성하고	친수성	부분은	물과	닿는	표면
을	형성한다.	

<그림 2> 비누와 바이러스 <출처:	뉴욕타임지>

가 있는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생물의 관점에서 비누

는 매우 파괴적이다. 물에 희석된 일반 비누 한 방울이면 

현재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멸시키고 죽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비누의 힘의 비밀은 혼합된 구조다. 비누는 물

과 쉽게 결합하는 친수성 머리를 가진 핀 모양의 분자와 

친수성

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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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피하고 기름, 지방과 결합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수성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 분자들은 물에 결합했을 때 

싱글 단위로 번갈아 떠다니며 용액 속의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하고 머리 부분이 바깥을 가리키고 꼬리는 안쪽

에 끼워진 미셀이라고 불리는 작은 거품으로 모아진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누는 거품 속에 지질을 가

두어 물과 함께 씻겨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 위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정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두 개의 친수성 머리 사이에 두 개의 소수성 꼬리 띠가 있는 이중 층의 미셀과 유

사한 지질막을 가지고 있다. 이 막들은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고 박테리아를 살아 있게 하는 중요한 임무

를 수행하게 하는 중요한 단백질로 가득 차 있다. 지질막에 싸인 병원체에는 코로나바이러스, HIV,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헤르페스, 에볼라, 지카, 뎅기열, 장과 호흡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박테리아도 포

함된다. SARS-CoV-2 바이러스는 알려진 것처럼 막은 지질로 이루어진 지질 단백질이다.

｜ 세정제의 원리 

우리가 현재 SARS-CoV-2 바이러스에 사용하는 세정제는 대부분 에탄올 성분으로, 에탄올이 바이러스를 둘러

싸고 있는 지질막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소독제이기 때문이다.

에탄올의 경우 95%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살균력이 떨어진다. 에탄올의 살균작용은 세균막의 단백질

을 녹여 세포의 핵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균의 세포막을 단단하게 하여 에탄올의 침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질막 분해와 단백질 변성은 막의 붕괴와 신진대사의 억제를 초래하는 에탄올의 항미생물 작용에 대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에탄올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양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질 바이러스 외피를 통한 유입을 용이하게 

한다. SARS-CoV-2의 가장 바깥쪽 막은 소수성 지방산의 알케인 사슬에 의해 결합된 지질로 구성되어 있어 바이

러스와 알코올의 접촉은 막 유동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극성 산소원자와 비극성 잔류물 사이의 지용성 상호작용

을 약화시키고 물에대한 막의 내부 친화도를 증가시켜 단백질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고 변성시킨다. 비지질성 바

이러스는 이 메커니즘에 더 저항력이 있다.

식약처는 “손 소독제 제품 중 에탄올은 약 60%, 이소프로판올 약 70%를 각각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

균과 바이러스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함량이 높을 경우 피부에 미치는 자극 또한 강하다. 특히 

유아는 피부가 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알코올 제제인 일반적인 손 소독제 사용 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사

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손 세정제는 비누만큼 신뢰할 수 없다. 적어도 60%의 에탄올이 함유된 살균제는 지질막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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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함으로써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은 비슷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그들은 피부에서 미생물을 

쉽게 제거할 수 없다. 단백질과 당의 견고한 보호막으로 섬세한 막을 보호하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세포를 감

염시키기 위해 지질막에 의존하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다. 뇌수막염, 폐렴, 설사, 피부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균은 물론 A형 간염 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일반 감기의 빈번한 원인) 등이 대

표적이다.

｜ 바이러스의 진단 PCR과 신속항원진단키트

바이러스 감염은 임상증상만으로 진단이 되는 홍역, 수두 같은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자의 검체에서 원인

병원체 또는 병원체 특이 항체를 검출하여 진단한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검사로 바이러스 배양법, 항원검출법, 항체검출법, 핵산검출법, 전자현미경 등의 방법이 

있다. 현재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핵산검출법(분자진단검사에 PCR q 등)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면서 비교

적 빠른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검사법(Gold standard test)로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바이러스 배양 검사는 수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나 유전자검사나 항원검사는 수 시간 이내로 단축되었

<그림 3> Antiviral mechanism of action of alcohol against enveloped viruses.

Attachment Penetration Denaturation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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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신속 검사도 유용하다.

항원과 항체를 이용한 검사는 면역화학진단(Immunochemistry)방법, 유전자를 이용한 검사는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방법이 사용된다. 유전자를 이용한 검사의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방법은 핵산증폭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로 환자 검체에서 특정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존재하는지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핵산추출, 증

폭, 검출 과정의 3단계가 있다.

환자의 비강으로부터 추출한 검체에서 핵산을 추출하고 검사가 가능한 양만큼 핵산을 증폭(증가)하여 검출한 

후 결과를 분석한다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특수장비와 시약이 필요하다

PCR이라는 단어는 Polymerase chain Reaction으로 중합효소연쇄 반응이다. 중합효소는 DNA를 RNA로 만드는 

물질이다. 1953년 제임스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제안한 DNA 구조가 증명된 이후 캐리 멀리스는 PCR 기법을 

발명하여 노벨상을 받았다.

PCR에는 DNA polymerase, MG+, dNTP, DNA가 필요하다.

PCR의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하면 

<그림 4>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분자유전검사실(2019-nCoV Real time RT-PCR 검사)

<출처: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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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enaturation 변성: DNA는 92-95도의 뜨거운 온도에 15-30초간 처리하여 DNA 나선구조를 2개로 풀어준

다.

②   Annealing 가열 후 냉각: 구조가 풀리면 프라이머(primer)라는 짧은 물질이 DNA에 붙도록 온도를 50-60도 

내외로 낮춰준다.

③   Elongation 연장: 프라이머가 붙은 후 72도로 온도를 다시 올려 DNA polymerase 효소가 프라이머와 DNA가 

붙은 부분에 붙어서 dNTP (DNA를 구성하는 염기)를 붙여 DNA를 합성한다.

이 과정(Cycle)을 30회 이상 반복하여 2의 30승으로 DNA를 증폭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 DNA가 없다. 그러므로 RNA를 역으로 mRNA를 본떠 DNA

화(cDNA: complementary DNA)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역전사 과정이라고 하며 Reverse 

Transcription: RT-PCR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는 진단 방식은 RT-PCR 방법이 정확한 명칭이다.

이렇게 DNA로 만든 뒤 다시 중합효소로 RNA로 만들고 2중 가닥으로 분리한 다음 다시 증폭(사이클당 2배씩 

<그림 5> 코로나19 진단_ PCR



110

증폭)되는 과정을 거쳐 목표로 하는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 진단에 사용하는 것이다. 목표로 하는 유전자만 증폭

하기 위해서 특정 프라이머를 넣어 주어야 하므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의 시컨싱의 일부가 있어야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오미클론이 대세가 되고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사용으로 진단의 속도를 높이고 있

다.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 

<그림 6>  RT-PCR 과정 <출처: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26(2020)	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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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감염증상이 비강 도말 검체에서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데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라고 키트의 설명서에 적혀 있다.

항원을 이용한 대표적인 검사 방식을 이용한 진단키트이며 면역크로마토그래피(immunochromatography, ICA)법

이 이용된다. 이는 환자검체에서 바이러스 특이 항원이 있는지를 검출하는 검사법이다. 바이러스 항원 검출 시

약으로 바이러스의 캡시드나 외피 단백 등의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특이항체를 사용하며 항원 항체 반응의 검

출 방법으로는 효소면역 검사법(ELISA :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CIA),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immunochromatography, ICA)등이 있다. ELISA 검사법이 과거에 3-4시간에

서 최근에는 80-90분이 소요되고 CIA 법도 30분 정도 소요되나 ELIZA나 CIA 법은 신속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에 

비해 분석민감도가 높고 다량의 검체를 동시에 검사하기에 편리하다.

신속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은 lateral flow immunoassay라고 불리며 민감도는 다소 낮으나 1회용 디바이스로 개

발되어 한 검체씩 검사해도 시약의 손실이 없고, 특수장비 없이 간편한 조작으로 15-30분 내 결과를 얻어낸다.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는 키트의 검사선(test line)에 타겟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1차 항체가 코팅되어 있어 

검체에 표적(목표로 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있는 경우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 항원이 검사선의 항체에 결합하게 되

고 여기에 금 입자나 형광물질이 결합된 2차 항체가 반응하여 검사선(test)이 줄로 나타나거나 형광분석기에 의해 

판독된다. 항원 검사는 핵산증폭과 같이 타겟 항원을 증폭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환자 검체에 많은 양의 바이러

스가 존재해야 검출이 가능하여 민감도가 유전자 검사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위음성의 가능성이 있다. 현

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키트는 이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7> Real Time PCR 장비 사진 <출처:	bio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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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항원항체 진단

<그림 8> 검사방식 <출처:	Creative	diagnostics>

비강을	채취하여	액체에	희석하여	키트에	액체를	떨어뜨리면	키트에서	모세관현상으로	액체가	흘러가고	

비강에	존재하는	항원(바이러스	조각)은	표지된	항체와	결합을	한다.	표지가	부착된	항원	항체	복합체가	그

대로	흘러가	T(test)란과	C(control)	라인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하는	샌드위치	반응을	통해	알게	된다.

비강
희석액

코로나19
바이러스

라벨된
항체

라벨 부착된
항원 항체 복합체

샌드위치
반응

T C
https://blog.naver.com/mfma00082

1차
항체

2차
항체



113전문가 칼럼

미래에는 빠른 진단 기술이 감염병 대응에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이다.

백신이나 신약 개발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어도 임상 시험이라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위험성이 따르는 관

계로 우선은 빠른 진단 기술 개발은 우선 감염병 대응 선도 기술을 표방할 수 있다.

미래에는 사람보다 빠른 AI를 이용한 진단검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미 미국 마운트 시나이 병원 연구진

이 네이처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환자의 폐에서 특징적인 질병 패턴을 규명하는 연구의 확장판이다. CT

사진 하나만으로 코로나를 즉각 진단하는 AI 기술이 주목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

문의보다 진단율이 높아 사전격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림 10> 신속항원진단키트 <출처:	SDBiosensor	Korea	
홈페이지	사진>

<그림 11> 코로나19 검출 <출처:	게티이미지>

<그림 12> 진단 키트 결과 해석 <출처:	SDBiosensor	Korea	홈페이지	사진>

대조선(C라인)만 나타난 경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

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역

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으십시오.

* 반드시 의료전문의가 본 검사결과 및 임상소견, 다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 선이 희미하더라도 라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검사 후 포함되어있는 비닐봉투에 사용한 구성품을 모두 담아 폐기합니다.

무효

대조선(C라인)이 결과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새로운 검체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재시험 하십시오.

대조선(C라인)과 시험선(T라인)이 

모두 나타난 경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

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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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으로	풀어본	

코로나19	대유행

｜ 정책결정자와 의사가 수학자에게로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국제 사회를 공포로 휩싸이게 하고, 세계보건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

19[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 여러 변이 바이러스를 출현시키며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시대에 또 하나 바뀐 점이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감염병 수리 모델링 

혹은 수학적 모델링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정책결정자 혹은 의사들에게 먼

저 다가갔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상황은 반대가 되었다. 2020년 2월 대구·경북 지역의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이 처음 시작되면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4차, 5

차 유행을 겪고 있다.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리 모델링 유행예측 결과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SIR 기본 수리 모델

감염병 모델링에는 수리 모델링뿐 아니라 통계, 확률, 혹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많은 모델이 존재한다. 본

문에서는 커맥(Kermack)과 맥켄드릭(McKendrick)이 1927년에 고안한 결정론적 수리 모델링인 SIR 기반 모델들을 

소개한다. SIR 수리 모델에서는 전체인구(N)를 감염 가능성이 있는 그룹, 감수성 그룹(S: Susceptible), 감염된 그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		정은옥

“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리 모델링 유행예측 결과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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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I: Infectious), 그리고 회복이나 사망으로 감염위험에서 벗어난 그룹(R: Recovered)으로 구분하여 유행예측을 

한다. 그림 1은 감염전파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한 감염흐름도이다. 

｜ 시나리오

『코로나19 초기유행을 가정해보자. 전체인구는 100명이라고 가정하자. 한 명의 감염된 사람(I)이 우한에서 우

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인지 혹은 확진 지연 등의 이유로 지역확산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하자. 확진자(I)는 하루에 

여러 명의 감수성자들(S)과 밀접접촉이 있고, 그중 몇 명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 감염된 사람들은 약 6일 정

도 감염 기간 후에 회복그룹(R)으로 옮겨가게 된다.』

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수리 모델링을 구축해보자. 우선 초기 인구는 S(0)=99, I(0)=1, 그리고 R(0)=0으

로 전체인구는 100명이다. 코로나19 SIR모델에서 자연 출생과 사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2개의 모수가 필요하

다; S에서 I로 넘어가는 감염전파율 베타(β)와 I에서 R로 넘어가는 회복율 감마(γ). 여기서 역수 
γ

1 는 I에 머무르

는 시간, 즉 평균 감염기간을 나타낸다. 감염전파율(β)은 하루 동안 한 사람의 감염자가 만나는 (밀접접촉자 수)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다. 

시간이 지나면 확진자 수도 바뀌고, 따라서 감수성자 수도 회복자 수도 바뀌게 된다. 즉, 시간에 따른 개체수

의 변화(미분방정식)로 표현하면 수리 모델링이 구현되는 것이다. 감수성 그룹의 입장에서는 감염된 사람들만큼 

빠져서 감염자 그룹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양은 얼마나 될까? 특정 시간 t에 감염된 사람은 전체인구(N) 중에 

I(t)만큼 있고 S(t)를 만나서(곱한다) 감염전파율 β로 감염이 되어 S그룹에서 I그룹으로 넘어간다. 이때 빠져나간 

양은 βS(t) N
I ( t ) 이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d t

d I ( t )
=-βS(t) N

I ( t ) 인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감염자 그룹에서는 S에서 빠

져나온 만큼 들어오고(+), 회복된 사람만큼 R그룹으로 빠져나간다(-). 즉, d t
d I ( t )

=βS(t) N
I ( t ) - γI(t). 시간 t를 생략하

고 전체 미분방정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SIR 기본 수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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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 [S(0), I(0), R(0)]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델 모수 β와 γ 값을 안다면, 미분방정식을 풀리고 유행이 생길지

(epidemic) 혹은 감염자가 줄어들어 없어질지(disease free)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러한 미분방정식 시스템을 SIR 수리 

모델이라 부른다.

기초감염재생산지수(R0)는 중재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감염자가 평균 감염기간 동안 감수성 그룹에

서 생성하는 이차 감염자 수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위 SIR 수리 모델에서 두 번째 방정식을 보면 유행 초기에는 

S(0)≈N(0)이기 때문에 β - γ＜0되면, 즉 β·
γ

1  < 1이 된다면 I(t) → 0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SIR 모델에서는 R0 

= β·γ

1 =(감염전파율)·(평균감염기간)이 되고  R0 < 1 조건을 만족하면 감염자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도래하는 현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중재가 도입되어 접촉패턴(β) 등

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바뀌는 (유효)감염재생산지수(Rt)가 고려된다. 예를 들며, 정책결정자들이 코로

나19 초기유행 당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한 이유도 Rt를 1보다 작게 만들어서 유행규모를 낮추고 정

점을 늦추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 코로나19 초기유행 당시 수리 모델링

우리나라 코로나19 초기유행 당시를 고려해 보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유행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하였다. 2020년 2월 16일 우리나라의 지역확산이 처음

으로 시작된다. 대구 지역의 특정 종교집단 중심의 대규모 코로나19 전파확산이 발생하며, 우리는 이전에 경험

하지 못했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2020.03.23.-2020.04.20.) 방역정책까지 도입되면서 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게 

되었다. 신종 감염병 초기에 수리 모델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백신이나 치료자가 없었던 유행 초기에 중요한 중재 중 하나는 단연 사회적 거리두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

회적 거리두기를 수리 모델로 구현할 수 있을까? 본 연구팀에서는 우리나라 초기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와 속도를 고려한 수리 모델인 “코로나19 행동변화 수리 모델링”을 개발하였다. 행동변화 수리 모델에서는 

SIR 모델을 확장하여 감염에 노출된 그룹 (E: Exposed)과 확진되어 격리된 그룹(Q: Isolated)을 추가하고, 감수성 

그룹은 행동변화 없는 그룹(S)과 확진자 규모에 따라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그룹(SF)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2는 

d t
d S

=-βS N
I 
,

d t
d I

=βS N
I 
-γI,

d t
d R

=γ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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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 모델의 감염흐름도이다. 감염흐름도에서 볼 수 있듯이 확진된 환자 수가 많아

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대중들도 지하철도 안 타고, 마스크 쓰고, 사적 모임 금지, 학교 개학연기 혹

은 비대면 수업 진행 등의 행동변화가 생겨서 S그룹에서 SF그룹으로 옮겨가게 된다. SF그룹의 감염전파율이 S그

룹보다 작게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감염전파 감소율 모수(S)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로, S그룹에서 SF그룹으

로 얼마나 빨리 옮겨가는가를 나타내는 모수(βF)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속도를 나타낸다. 초기유행 당시 행동변

화 수리 모델링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성에 감탄을 했었다. 코로나19 초기유행 기간 동안 S값이 약 1/50 

<그림 2>  행동변화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 모델의 감염 흐름도

<그림 3> 행동변화 강도(S)에 따른 유행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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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추정되었다. 즉, 코로나19 이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약 100명 밀접접촉을 했다면, 행동변화

가 일어난 그룹의 사람들은 약 2명 정도를 만난다는 것이다(그림 3). 전 국민의 90% 정도가 이러한 행동변화 그

룹으로 옮겨가는 데 불과 약 12일 정도 걸린 것이다. 그림 3은 1차 유행 이후 안정기 시기까지의 데이터(빨간 동

그라미)에 기반하여 행동변화의 강도(S)에 따른 유행예측 결과이다. 2020년 4월 말에는 약 10명 미만으로 확진자

가 줄었지만, 생활방역정책과 이태원 집단 감염 등으로 행동이 느슨해지면서 조금씩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었다. 

그 당시 또 다른 재유행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거의 못하던 시기였지만, 수리 모델링 결과에서는 강화된 행동변

화 그룹의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그룹으로 옮겨가면서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고, 8월 초 실제 2차 유

행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림 3에서의 빨간색 예측결과가 실제 확진자 수와 거의 비슷하였고, 그 당시 행동변화의 

강도(S)는 역 1/4 정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하루에 약 2명을 만나던 사람이 약 25명 정도의 밀접

접촉을 하는 정도로 느슨해진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었다.

｜ 초기유행 당시 왜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유행 규모가 컸을까? 

이탈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1차 유행을 겪었고, 국민 수도 비슷한 규모이다. 하지만 확진

<그림 4> 행동변화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대한민국-이탈리아)

Korea

Government declares emergency of epidemic

First regional spread

대한민국(약 5천만 명) 확진자수 추이 이탈리아(약 6천만 명) 확진자 수 추이

2/16

2/21 3/1 3/12 4/13

2/23 3/23 4/19

Enhanced social distancing social distancing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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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규모는 1차 유행 당시 우리나라의 약 16배 정도로 크게 나타났었다. 의료체계나 사회·문화적인 요소 등 우

리나라와는 다른 면도 있겠지만, 초기유행 당시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인 폐쇄정책

(lockdown)까지 도입을 하였지만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행동변화 수리 모델로 그 이유 중 하나를 

밝혀냈다. 그림 4는 대한민국(좌)과 이탈리아(우)의 유행 규모 차이를 행동변화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연구결

과이다. 아래 그래프는 두 나라가 같은 행동변화의 강도를 갖는다고 가정한 경우, 그룹에서 그룹으로 90% 옮겨

가는데 우리나라는 약 20일 정도 하지만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약 2배인 약 39일이 걸린 것이다. 이렇듯 수리 

모델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4단계와 같은 강도뿐 아니라 속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 수학으로 제안한 코로나19 백신우선순위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25일에 처음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백신접

종 초기에는 백신량이 한정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종사자와 고연령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였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최선의 정책일까? 본 연구팀은 수학으로 백신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 정책을 제안하였다.

백신우선순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연령군을 고려한 수리 모델링이 필요하다. 전체인구를 의료종사자(1그

룹), 미성년자(2그룹), 의료종사자를 제외한 70세 미만 성인(3그룹), 70세 이상 고연령자(4그룹)로 나누고, 각 그

<그림 5> 그룹 간 감염전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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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 SEIQR의 역학 그룹을 고려한다. 4개의 그룹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β는 β11, β12, …, β44 총 16개의 감염전파

율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개별 확진자 데이터에서 증상발현일과 확진일을 사용하여(2020.10.01.-

2021.2.25.),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확률적 방법으로 감염전파행렬을 구축하였다. 그림 5

는 4그룹의 감염전파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감염전파행렬은 16개의 감염전파율 β에 쓰이게 된다. 

이제 SEIQR 수리 모델에 백신을 고려해보자. 백신은 누가 맞을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는

다. 그러면 우리 수리 모델에서는 어느 그룹에서 백신접종을 고려해야 할까? 그렇다. S그룹이다. 백신을 맞으면 

100% 효과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S그룹에서 백신을 맞고 효과가 없는 그룹(U)과 백신 효과가 있

는 그룹(V)으로 빠져나간다. V그룹은 약 2주 정도 지나서 항체가 생기는 그룹(P)으로 넘어간다. 그림 6은 백신 

접종을 고려한 수리 모델의 감염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흐름도에서 X는 4개의 그룹을 나타낸다. 

구축된 수리 모델을 사용한 백신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백신 접종 초기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망자 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리 모델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구축한 수리 모델로 미래

에 대한 유행예측뿐 아니라 백신과 같은 약물적 중재의 최적 전략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7은 백신우선순위의 

목표를 사망자 수 최소화(아래)와 확진자 수 최소화(위) 전략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백신 접종의 총량, 일일 접종

량, 그리고 감염재생산지수(0.1-2)를 고려한 결과로, 감염재생산지수에 민감하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6개의 색깔은 각각 다른 백신우선순위를 나타낸다. 백신 접종 시작인 2021년 2월 26일 당시 감염재생산지

수는 1-1.1 정도였고, 사망자 수 최소화의 최적 전략은 초록색, 즉 고연령자-의료종사자-성인-미성년자 순위임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리 모델링 결과는 정부의 백신우선순위 전략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정부 방

역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타당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만약 백신 접종 시작 당

시 감염재생산지수가 1보다 큰 1.3이나 1.4 이상 되었다면,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 최소화 전략 모두 접촉이 많

은 성인 그룹에 백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최적 전략임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면, 백신 전략이 효과

<그림 6> 백신접종을 고려한 수리모델의 감염 흐름도(X: 4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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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중재를 강화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낮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이다.

｜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예측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2022

년 3월 현재까지 재유행을 겪고 있다. 3월 7일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이 약 80%, 3차 접종도 62%에 이르고 있

지만, 오미크론바이러스의 높은 감염전파율과 백신 효과 감소율, waning,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 

등으로 유행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수리 모델링도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복잡성을 갖게 된

다. 그림 8은 SEIQR 모델을 확장하여 델타 이전,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바이러스를 고려하고, 1차, 2차 백신접종

과 부스터샷, waning, 그리고 치료제까지 고려한 수리 모델 감염흐름도이다. 이 모델에서는 Q그룹을 두 그룹으

로 나누어 위중증 환자 그룹(Q2)까지 고려하였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방역정책의 방

향이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가를 막아 의료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9는 2020년 2

<그림 7>  백신우선순위 목표를 확진자 수 최소화(위)와 사망자 수 최소화(아래)  전략으로 분석한 결과

•  2021년 2월 26일 접종 시작일

부터 3월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약 1~1.1임

•  수리 모델링 결과, 사망자 수 최

소화 전략인 정부의 백신접종 우

선순위와 같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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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일 유행 초기부터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인 2022년 2월 22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리 모델링 결과

이다. 위의 두 그래프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맨위)와 누적 확진자 수(중간)를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은 데이터이

고 검은 그래프는 수리 모델 결과로 데이터 급증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수리 모델은 감염재생

산지수 추정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 추정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림 10은 단

기 유행예측에 대한 분석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1주와 2주 후의 유행 규모와 위중증 환자 수에 대한 예

측 결과 예시이다. 본 예측 결과는 실제 발표된 데이터와 거의 비슷한 유행 규모를 보였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

는 다소 크게 추정되었다.

<그림 8> 수리 모델링 유행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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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모델링이 점쟁이?

코로나19로 2년 넘게 수리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들이다; “다음 주는 몇 명이나 나와요? 

유행정점은 언제인가요? 유행 종결시기는 언제인가요?” 특히 신·변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

다. 많은 감염병 수리 모델링을 하는 수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만 답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

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수학자들은 오랫동안 감염병 수리 모델링을 연구하

면서 쌓은 수학적 방법론으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헌신적으로 노

력하고 있다. 2020년 6월 말에 대한수학회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후원으로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팀”이 발

족되었다. TF팀은 수학자뿐 아니라 다학제적 감염병 전문가 구성으로 9번의 워크숍을 수행하였고, 약 10개 팀의 

자발적 참여로 정기적(매주 혹은 격주)으로 수리 모델링 유행예측 결과를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중에

게 공유하고 있다. 그 예시 중 하나가 그림 8-10의 연구결과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수

학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방역정책 결정자의 정책 결정이 기존의 전통적 혹은 경험에 기반한 결정에

<그림 9> 수리 모델링 유행예측 결과

유효감염재생산지수 변이 비율
(변이 비율 증가에 따라
감연재생산지수 증가)

비약물적 중재로 의한
감염전파 감소율(μ(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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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리 모델링의 유행예측이나 중재 정책 분석에 근거한 과학적 기반으로 옮겨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대중에게는 수학이 실생활과 정책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학자가 점쟁이는 아니다. 수학자는 데이터와 수학 이론에 근거해서 점쟁이가 할 수 없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에 근거한 코로나19 유행예측과 효과적 중재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시대에 수학으로 이러한 의

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제일 중요한 점은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과 같은 신진 수학자의 수학적 모

델링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해온 김소영 박사, 고영

석 연구원, 이종민 연구원에게 고맙다고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림 10> 수리 모델링 유행예측 결과

백신, 변이, 치료제를 고려한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분석

[단기 예측 시나리오 설정]

•관측된 감염전파율 감소율(μ(t))과 이용하여 유행 범위 예측

S1.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경우(μ(t)=0.65), 감연재생산지수 1.67로 시작

S2. 거리두기 잠시 멈춤 수준(5인 이상 집합금지)으로 돌아갈 경우(μ(t)=0.75), 감염재생산지수 1.25로 시작

S3.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강하게 시행할 경우(μ(t)=0.81), 감염재생산지수 0.93으로 시작

* 추정된 감염재샌산지수는 최근 1주간 평균 지수임

[주요 검사 방법이 PCR에서 신속항원검사로 변화함에 따라 수리 모델로 추정된 확진자는 과다 추정될 수 있음]

[단기 예측 결과]

건국대학교	정은옥	교수	연구팀

연구원:	이종민,	고영석

확진자

1주 후 213332 165857 134632

시작 감염재생산

지수: 1.67

시작 감염재생산

지수: 1.25

시작 감염재생산

지수: 0.93

1주 후 990 917 867

2주 후 334228 196929 124191

2주 후 1577 1204 985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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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 AND COMPROMISE



바이러스와	인간

혼란과	타협

‘코로나19	혼란을	통해	깨어나는’	바이러스와	인간의	관계

인간	세상을	거의	멈추게	한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보내는	지구의	메시지다	

Viruses and Humans

Chaos and compromise

Reestablishment of the virus-human relationship through the chaos caused 

by COVID-19

COVID-19, which came very close to bringing our world to a halt,

is a message about our planetsent by a virus.







바이러스가	보내는	지구의	메시지

코로나19로 인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류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

간이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문명의 폭주로 지구 생태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바이러스가 보내

는 메시지는 인류 문명의 대전환점이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시나리오의 흐름

130



A virus’ message to the Earth
 

COVID-19 plunged the global community into chaos. One positive outcome of the (ongoing) pandemic is 

that we are now recognizing our responsibility to nature. 

 

COVID-19 is a message from a virus about our planet: the message is exhorting us to realize the dire 

condition of the ecosystem and reconsider the recklessness of civilizational progress. Our years-long struggle 

must become a turning point for the direction in which humankind wishes to go.  

131시나리오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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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상이 멈추면서 보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질서가 붕괴 위기에 직

면했다. 이에 시민 개개인의 삶은 위협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인포데믹(infodemic) : 정보(information) + 전염병(epidemic)

코로나19가 유행하자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혼란을 가중시켰다. 인포데믹은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틀린 

정보들을 포함한 너무 많은 정보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중 가짜 뉴스는 잘못된 행동을 유도

해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보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 바이러스 대처에 악영향을 끼친다.

3-1  코로나 쇼크

The suspension of daily life, the mundaneness and repetitiveness of which we took for granted, because of COVID-19 

enlightened us to the possibility of the collapse of all sectors of life, including healthcar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ystems. The lives of people worldwide were exposed to various types of threats and stress.

Infodemic (information + epidemic)

As COVID-19 gained in strength and eventually grew into a pandemic, the ensuing chaos was aggravated by an excess of 

misinformation about the virus. The term “infodemic” refers to the global spread of too much information—including data that 

is incorrect or can potentially be misunderstood. Fake news had an especially detrimental effect on the vaccine rollout as it led to 

individuals taking measures that are harmful to their health and growing mistrust in public health policy.

Coronavirus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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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발생	초기	이슈들

●	코로나	키워드

코로나 쇼크

3존_	혼란과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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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팬데믹, 인포데믹

SNS 채널에 게시된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R0(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평균 3.3으로 분석됐다. 즉, R0가 3.3인 인포데믹이 발생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기 코로나19의 R0(2.0-2.5)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앞질렀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는 팬데믹 사태 초기의 불안함에 따른 혼란을 나타내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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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에 퍼진 황당한 가짜 뉴스들

3존_	혼란과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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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 제도와 삶에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14세기 페스트는 봉건제라는 사회 체제를 바꾸었고, 15세기 천연

두는 찬란한 아즈텍 문명을 역사에서 퇴장시켰으며, 19세기 콜레

라는 공공의료를 포함한 사회의 진보를 앞당겼다. 

21세기 코로나19는 과거 감염병처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

다. 사람들은 의식주에서 사회적 활동까지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문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다. 과학

과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감염병에 대응하여 사회를 지속·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3-2  코로나 문명

COVID-19 is changing the fabric of human existence.  

Viruses and bacteria are harmful entities that can wipe out huge swaths of populations. However, they also give rise to new eras 

by changing the systems that govern our lives.

The Black Death of the 14th century brought about the decline of feudalism. In the 15th century, smallpox played a key role 

in the fall of the highly-developed Aztec Empire. In the 19th century, a series of cholera epidemics sped up various social 

advancements, including the birth of the public health sector. 

Today, COVID-19 is changing human life as significantly and broadly as infectious diseases did in the past. We are living in 

ways, characterized by the contactless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that 

existed before COVID-19 in areas ranging from survival basics (food, clothing, shelter) to areas of social activity. Industry, the 

sciences, and other sectors are working hard to empower socie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without having to sacrifice 

progress. 

Civilization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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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ack: 코로나19를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하자

충격적인 코로나19를 함께 겪는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가 보내온 지구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Go-Back

인간의 활동이 불가피하게 멈추니 지구 대기오염이 사라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되었다. 

세상이 회복하면 어김없이 배출량은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인류는 어떻게 인간의 활동을 조율할 것인지 토론하고 행동해야 한다. 

Go-Back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안 감염을 막는 인간의 활동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쓰레기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 환경 문제

를 발생시켰다. 

세상이 회복되더라도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음을 직면해야 한다. 

인류는 어떻게 인간의 활동을 조율할 것인지 토론하고 행동해야 한다.  

Go-Back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에도 더 강력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상존하고 있다. 100년 간 기후변화로 남아시

아 지역의 식생이 박쥐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더 많은 종의 박쥐가 유입되었고, 이들이 보유한 코로

나바이러스 종류가 100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미국 하와이 대학의 2021년 2월 연구 -  

인류는 어떻게 인간의 활동을 조율할 것인지 토론하고 행동해야 한다.

3-3  코로나 메시지

Go-Back: Let’s reflect on COVID-19 and restore 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While we have been busy over the past few years reacting to the changing nature of the pandemic, COVID-19 sent us a message 

about our planet that we can no longer ignore.  

Go-Back

The suspension of human activity, albeit brief and unwanted, resulted in a noticeable decrease in air pollution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Once we “go back to normal,” there is little doubt that emissions will increase again.

Lesson from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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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s members of the same global community, must start discussing (and putting into practice) ways of adjusting the scope 

of human activity.

Go-Back

The response to COVID-19 in relation to infection prevention has resulted in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through the 

increased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destruction of habitats through indiscriminate waste disposal. 

Once we “go back to normal”, we will face the problem of the mountains of garbage created during the pandemic. 

We, as members of the same global community, must start discussing (and putting into practice) ways of adjusting the scope 

of human activity.

Go-Back 

The hardships caused by COVID-19 have made us forget the fact that, around the world,there are viruses with the potential 

to cause even more damage in the future. One century of climate change altered the environment of South Asia to the point 

that it is habitable for bats. This resulted in the influx of many bat species, which are believed* to carry over 100 coronavirus 

strains. *According to research published jointly in February 2021 by Cambridg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Hawaii

We, as members of the same global community, must start discussing (and putting into practice) ways of adjusting the scope 

of human activity.

3존_	혼란과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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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되새기는	
역사	속	전염병과	문명

“전염병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 재컬린 더핀, 『의학의 역사』, 205쪽.

｜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더 오래된 전염병

2020년 1월부터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 유행하고 있다. 전 세계 환자가 수억 명에 이

르렀고, 우리나라에도 백만여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여 그중 수천여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

고 있다. 교실과 강의실 대신 컴퓨터 화면 속에서 수업을 듣고, 마스크를 쓰거나 2미터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

이 직접 만나 살갑게 얘기하고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 누군가는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이런 현

상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렀다. 반면 전염병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도 했다. 새벽 등교와 출근 혹

은 밤늦은 학원수업과 퇴근으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던 가족들이 비대면수업과 재택근무 덕분에 함께 있을 기회

가 많아진 것이다. 지방이나 외국에 있어 만나기 힘들었던 지인들은 비대면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더욱 자

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이런 새로운 만남이 가능했을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 코

로나19는 미처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었다.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교수		정세권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19는 좋든 나쁘든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꾸었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역사적으로도 문명 발전 변곡점엔 항상 전염병이 있었듯이”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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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3년째 지속된 이 전염병을 지겨워하고 있다. “사라져라! 코로나!!”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외치는 이 말을 가장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가 과학기술이다.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마스크부터 손 소독

제, 백신, 치료제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까지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과학기술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 굳

이 전염병이 없었어도 과학기술은 발전했겠지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과학기술

이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19는 좋든 나쁘든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꾸었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할 수 있는 무

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보다 더 지긋지긋하고 오래된 역사 속의 전염병들은 어땠을까? 고대부터 2천여 

년 동안 수많은 전염병이 사람들을 덮쳤고 이로 인해 세상은 변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염병을 이겨낼 새로

운 과학기술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생생한 기억을 안고, 더 오래된 전염병들을 만나보자. 

｜ 역사 속 전염병과 인류의 문명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염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강타한 ‘흑

사병’이지만, 인류는 대대로 수많은 전염병을 겪어 왔다. 고대 그리

스의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

을 치르던 도중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아테네를 휩쓸었다고 기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극심한 통증과 고열 그리고 갈증을 몰고 온 이 전

염병에 대해 아무런 치료제도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유행한 것

이 무엇인지 지금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테네를 덮친 이 무

서운 전염병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세상을 바꾸었다. 전염병이 

지나고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고대부터 때때로 유행하던 전염병 중 14세기 ‘흑사병’이라고 불리

는 선페스트(bubonic plague)는 유럽을 강타하면서 인류 문명에 큰 흔적

을 남겼다.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흑사병은 지중해 

연안의 메시나(Messina)를 거쳐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몇 년

이 지나지 않아 모스크바에 다다랐다. 이 병에 걸리면 겨드랑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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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부의 임파선이 부어올라 극심한 통증을 느

끼고 오한, 발열, 탈수 현상을 겪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증상이 시작

되는 선페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

서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에 ‘대죽

음’(Great Death)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박테

리아가 우연히 환자의 폐를 공격하면 살갗이 

새까맣게 변하고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해졌기

에 ‘흑사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악명까지 더해

졌다. 사람들은 전염 지역을 피해 도망쳤고, 

남은 사람들은 환자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했

다. 어떤 이들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약초를 담은 새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먼 곳에서 오는 여행

객이나 배는 항구 밖에서 수십 일을 기다리면서 안전하다고 확인되어야만 짐을 내리고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

다. 흔히 말하는 ‘검역’(quarantine)이라는 제도가 흑사병으로 인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곳곳에 도입되었다. 코로

나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혹은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2주간 격리했던 지난 몇 년의 일상이 이

미 수백 년 전에 시작되었다.

전염병을 피해 도망치거나 환자를 격리하고 배를 멈추었지만, 흑사병은 엄청난 사망자를 낳았다. 인구가 줄어

들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했고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수확할 수도 있는 작물들이 그냥 버려졌다. 이듬해가 되면 

씨앗이 부족해 다시 농사를 시작하기도 힘들었고, 헐벗거나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질병이 번졌다. 악

순환이었다.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들면서 농노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던 ‘봉건제’라는 유럽의 사회질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얼마 남지 않은 농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거나 아예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흑사병이 유행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던 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했던 의사와 성직자들은 예전의 존경과 믿음을 잃게 

되었다.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흑사병이 유럽의 중세사회에 금이 생기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19세기 전 세계에 유행한 전염병 콜레라(cholera)는 다시 한번 인류의 문명을 바꾸었다. ‘비브리오 콜레

라’(Vibrio cholera)라는 박테리아가 불결한 식수나 음식물, 어패류에 숨어 있다가, 이를 먹거나 마신 사람에게 구토

나 설사를 일으키는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병에 걸린 환자의 배설물로 나온 ‘비브리오 콜레라’는 쉽게 죽지 않고 

건강한 사람에게 다시 전달되었고 전염병은 그만큼 더 퍼져나갔다. 역사상 전 세계에서 7차례나 유행했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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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선도 휩쓴 콜레라는 특히 19세기 초 그 사망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를 안겼다. 특히 산업이 빠

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바람에 화장실과 마실 물이 부족했던 유럽과 미국의 큰 도시에서 콜레

라는 더욱 극심했다. 무시무시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에 걸리자마자 곧바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생기면서 끔찍

한 소문과 미신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콜레라가 유행했던 19세기에는 전염병을 이해하고 막을 수 있는 과학기술도 함께 발전했다.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나 종교적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콜레라를 퍼뜨린다는 근거 없는 생각들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더 분명한 원인을 찾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영국의 윌리엄 파(William Farr)와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전염병이 더욱 번진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의사였던 존 스노(John Snow)와 존 사이먼(Sir John Simon)은 불결한 식수와 음식물에 있던 뭔가가 사람

을 감염시키고, 환자의 배설물이 우물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건강한 사람에게도 콜레라를 퍼뜨린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그리고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Robert Koch)가 1884년 콜레라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비브리오 

콜레라’를 처음 찾아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무시무시

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제 인

류는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의 원인인 미생물을 이해하고 맞설 수 있는 지식과 과학기술을 갖추

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쉽게 물러설 전염병은 아니었다. 1918년 인플루엔자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세계 곳곳을 강타한 것이다. 1918년 3월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시작된 인플루엔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미군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갔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번진 인플루엔자는 뒤이어 북아프리카와 러시아, 인도, 중국, 필리핀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도 다다랐다. 처음에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고 

가벼운 독감 수준이었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재유행한 인플루엔자는 

봄에 비해 심각한 폐렴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만큼 사망자도 많

았다. 미국 인구의 4분의 1인 65만여 명이 사망했고, 전 세계에서도 2

천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플루엔자가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환자와 사망자의 현황을 조

사하고, 포스터나 팸플릿을 만들어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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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려고 노력했다.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가를 모아 환자를 간호

하게 했고, 마스크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착용하도록 했으며 언론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려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나 극장, 당구장 등 공공시설과 오락 시설은 폐쇄되

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억지로 마스크를 쓰게 하거나 여러 명이 모이

지 못하게 막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오늘날 우리가 겪은 일상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지만, 인류 역시 그런 전염병을 없애려는 야

심만만한 계획을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두창(smallpox)였다.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에 의해 감염되는 이 전

염병은 ‘천연두’라고도 불리는데, 환자는 심한 고열로 사망하거나 살아남더라도 심한 흉터를 갖게 된다. 고대부

터 있었다고 알려진 두창은 예방법이 처음 연구된 전염병이었다. 두창에 걸린 환자의 피부에서 딱지를 떼어 내

거나 고름을 채취하여 아이들에게 먹이거나 살갗 밑에 접종하면, 아이들이 가볍게 아프다가 회복하면서 면역력

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인두법’이라고 불리는 이 예방법은 18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50여 

년 뒤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는 소의 두창인 우두에서 비슷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우두에 감

염된 소의 고름을 8살 소년에게 접종하여 두창에 걸리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두창을 완전

히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60년대부터 

세계의 모든 두창 환자를 추적하여 치료했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

다. 마침내 1979년 12월 9일 두창이 근절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지긋지긋한 전염병 중 

하나를 뿌리 뽑았고, 다른 전염병도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듯 보였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희망이 섣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중이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염병

이 있었고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아

직 해결하기 힘든 숙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는 90여 년 전에 동물연

구에서 발견되었고 1960년대에는 사람의 몸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여러 변종을 가지고 있

는 코로나바이러스는 2000년대 들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유행시키면

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9년 코로나바이

러스의 또 다른 변종이 등장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인류는 예전에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

고 있다. 아직 전염병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우리 곁을 떠나기 싫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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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덕분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염병을 유행시킨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엄청난 환자와 사망자를 낳고 인류에게 고통

을 주었지만, 의외의 순간에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뉴턴과 ‘기적의 해’(annus mirabilis) 이

야기가 대표적이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은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

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거나 멀리 던진 물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지구 위(지상계)의 운동과 지구나 

달의 공전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 같은 우주(천상계)의 운동이 모두 “보편중력”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이해될 수 있

다고 설명한 사람이 뉴턴이었다. 예전에는 심지어 데카르트나 갈릴레오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지상계와 천상

계의 운동은 완전히 다르다는 오래된 믿음을 버리지 못하던 때였다. 뉴턴은 2천여 년 전부터 내려온 지상계-천

상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뿐이랴? 뉴턴은 우리의 눈에 하얗게 보이는 빛(백색광)이 원래는 

빨-주-노-초-파-남-보 각각의 색을 지닌 일곱 개의 빛(단색광)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날부터 내

려온 설명처럼 백색광이 어떤 물체와 만나 반사되거나 굴절되면서 다른 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일곱 개의 단색광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반대(일곱 개의 단색광을 프리즘으로 모아 백색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뉴턴은 오늘날 미적분학이라고 불리는 ‘유율법’을 고안했다. 곡선의 한 점에

서 순간의 변화율(기울기)과 곡선 아래의 면적을 계산하는 유율법은 근대 수학의 기초가 되었다. 한 명의 인물이 

역학, 광학, 수학 분야에서 유례없는 업적을 이룩한 것이다. 

그런데 뉴턴은 과학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해 나갔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엉뚱

하게 전염병이 등장한다. 뉴턴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조금씩 정리해 나갈 수 있었던 ‘기적의 해’는 바

로 런던에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였던 것이다. 1642년 영국 링컨셔 지역의 울즈소프(Woolsthorpe)라는 시골

에서 태어난 뉴턴은 19살이 되던 166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대학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자연

에 대한 설명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래된 견해를 가르치고 있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적인 호기심이 컸

던 뉴턴은 혼자 새로운 이론과 설명을 찾아 읽고 공부했다. 그 와중에 1664년부터 ‘런던 대역병’(the Great Plague of 

London)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다. 국왕인 찰스 2세부터 귀족과 부유한 상인들 모두 전염병을 피해 

달아났지만, 런던에 남아 있던 사람 중 5분의 1에 가까운 7만-10만여 명이 사망했다. 예전에 흑사병이라고 불렸

던 선페스트가 다시 유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대학은 문을 닫았고, 뉴턴 역시 학교를 떠나 고향

인 울즈소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염병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뉴턴은 대학에서 독

학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얻었고, 이 ‘기적의 해’ 동안 과학의 역사를 바꿀 만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를 폭풍처럼 만들어 낸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만약 -했더라면’이라고 묻는 것이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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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재미있기는 하다. “런던 대역병이 없었더라면, 뉴턴의 업적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글쎄, 잘 모르겠다. 하

지만 뉴턴을 고향으로 보낸 전염병 ‘덕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간이 생겼고, 그 덕분에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

단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중에서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면 몰랐을 것”

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는 예전에 겪지 못했던 일상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가끔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설’이란 ‘어떤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 반

대되는 말’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코로나의 역설”이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우울한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쾌하고 기분 좋은?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다. 교실과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고, 커피숍과 식당에서 편안

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으며, 심지어 가벼운 쇼핑도 머뭇거려야 했다. 꽃 피는 봄에도, 한여름 무더위에도, 울긋

불긋 단풍철에도,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우리는 꾹 참아야 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

다고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언제라도 할 수 있었던, 너무 당연했던 시간은 사라졌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깐 멈춘 그 시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의 일상이 변하

면서 지구가 건강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깨끗하게 맑아졌다고 한다. 심지어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운하에서 물고기를 보았다는 목격담도 

등장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때문에 한 번도 보기 힘들었던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160 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울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는 미우주항공국(NASA)의 관측 결과도 발표되었다. 

코로나19 자체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베네치아 운하 속으로, 대기 중으

로 퍼져서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없애고 말끔하게 청소한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저 우리를 잠깐 

멈추게 했을 뿐이다. 조심하라고, ‘나’한테 걸리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외출을 삼가

고 조심했을 뿐인데, 엉뚱하게 지구가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코로나19를 몰랐을 때, 코로나바이러

스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때, 항상 그랬듯이 꽃구경과 해수욕, 단풍놀이와 눈썰매장을 다녔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머뭇거리지 않았을 때, 그 시간 동안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가 남 일처럼 원망하고 푸념했던 뿌

연 공기와 미세먼지, 더러워진 강과 바다. 코로나19는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당연하게 생각하던 인간

의 일상이 멈추면 지구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다시 말해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상이 그동안 얼마나 지구를 병

들게 하고 있었는지 보여줄 뿐이었다. 런던 대역병이 뉴턴에게 ‘기적의 해’를 마련해 주었다면, 21세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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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과 오늘을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 코로나19가 떠난 자리

지긋지긋하지만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하지

만 코로나바이러스가 머물렀던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도 생각해보자. 달라진 일상으로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

들, 거리를 두면서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들, 팬데믹에 맞선 눈물겨운 노력과 과학적 

연구들. 차곡차곡 쌓인 3년여 시간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

던 전염병들이 인류 문명에 어떤 의미였는지 되새기게 된 것이다. 수많은 죽음과 공포, 불안을 가져왔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때로는 미생물을 이해하고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잉태했다. 의도하

지는 않았겠지만,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대단한 연구의 무대가 되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소중한 것을 잃고 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낯

설게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지구는 건강해졌고,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엇을 바꾸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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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떠나고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역사는 지난 3년여를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까? 

참 운 없고 불쌍한 사람들? 끔찍한 팬데믹을 잘 이겨낸 대단한 사람들? 바이러스를 물리친 과학기술을 개발한 

사람들? 아무렴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지난 시간 깨달은 교훈을 품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바이러스

를 혹시라도 만나게 될 때, 과거와 다른 더 나은 만남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었으면 한다. 역사가 그러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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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대유행은	

어떻게	끝날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유행 1년이 채 되지 않아 기적처럼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될 때만 해도 낙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국 상황을 놓고 보면 전 국민 대비 80퍼센트 이상이 두 번이나 

세 번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바이러스의 기세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 알파벳으로 명명하기 시작한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시작해서 열다섯 번째 오미

크론까지 나왔다. 이러다가는 정말 알파벳의 끝인 오메가까지 나와야 끝나지 않을까, 2022년에도 계속해서 마스

크를 착용하고 잔뜩 긴장한 채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에 한숨부터 내쉰다.

이 대목에서 바이러스와 면역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과학 상식 하나를 짚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혹은 그 

단백질 껍데기를 몸속에서 합성하는 백신을 접종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반응한다. 이때 면역계에

서 일어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다.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

면, 이 두 가지 면역을 알아야 한다.

항체 면역은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본 대로, 코나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의 세포를 감염시키는 

TBS	교통방송	과학전문기자		강양구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 

 인류를 공격하더라도 지난 2년간의 대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는 셀 수 없이 많다.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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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체를 막는다. 마치 김연경 같은 배구선수가 상대편 공을 네트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힘껏 막아내는 

것(블로킹)처럼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항체 면역은 단점이 있다. 우선, 항체 면역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어 침입할 때 사용하는 단백질 

껍데기의 돌기(스파이크 단백질)에 반응한다. 그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처럼 그 돌기의 모양이 변한 돌연변이 바이

러스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백신을 두 번, 세 번 접종하고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항체 면역은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혹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그 강도가 가장 세

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 항체 면역의 효과는 떨어진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돌파 감염이 늘어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려면, 추가 접종 즉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

｜ 세포 면역은 힘이 세다

이런 항체 면역의 사정만 놓고 보면 백신을 앞으로도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접종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럴 일은 없다. 항체 면역이 약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세포 면역이 있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항체 면

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몸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감염).

이때부터 바이러스는 세포 안의 자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또 많이 만들어낸다. 

감염 세포가 순식간에 ‘바이러스 공장’이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 바이러스의 숫자가 늘어나고, 결국 

그 바이러스가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고 폐를 망가뜨리고 급기야 목숨을 빼앗는다.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렸을 것이다. 설사,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 세포 안으로 들

어오더라도(감염되더라도) 이 감염 세포 즉 바이러스 공장만 없앨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몸속에서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니 증상도 심해지지 않고 목숨을 잃는 일도 없을 테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세포 면역이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떠맡는다.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 면역도 생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춤한 면역 세포(T 세포)가 바이러스 감염 세포만 없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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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항체 면역이 뚫리더라도 세포 면역은 감염 세포(바이러스 공장)를 족집게처럼 찾아서 제

거한다.

게다가, 세포 면역은 항체 면역과 달리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된다. 심지어, 2003년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홍콩 사람 가운데 몇몇은 거의 17년이 지난 2020년까지 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세포 면역을 

몸속에 가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사스 세포 면역은 비슷한 코로나바이러스(유전자 75% 일치)인 코로나19를 막

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세포 면역의 장점은 또 있다. 오미크론 같은 변이에 취약한 항체 면역과 달리 세포 면역은 변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앞으로 오미크론 다음에 시그마, 입실론, 오메가 같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

도 세포 면역은 그것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없앨 수 있다.

이제 감이 왔을 테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되더라도 백신을 두 번, 세 번 접종한 사람은 중증으

로 이어지거나 사망할 위험이 적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세포 면역

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백신을 접종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세

포 면역은 여전히 작동한다.

｜ 코로나19 유행은 끝난다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의 효과를 둘 다 알고 나면, 이런 전망도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 시민 가운데 80% 이

상은 백신을 두 차례 이상 접종했다. 심지어 60% 이상은 세 차례 접종했다. 여러 사정 탓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

한 시민(예를 들어, 소아 청소년) 중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도 많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다수가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그 결과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항체 면역은 시간이 지나거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효과가 떨어진다. 하지만, 세포 면역은 앞에서 살폈듯이 17년 아니 수십 년 가까이 몸속에 남아서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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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오미크론 이후에 시그마, 입실론, 오메가 같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

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은 적어진다. 지난 2년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마치 감

기 같은 바이러스처럼 길들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문가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 혹은 ‘팬데믹(대유

행) 종식’이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벌벌 떨며 호들갑 떠는 일에도 거리를 둘 수 있다. 백신이든 감염이든 바

이러스에 일단 면역이 생긴 건강한 보통 사람은 설사 변이 바이러스가 항체 면역을 뚫고 돌파 감염을 일으키더

라도 걱정할 게 없다.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갈 테고, 그 과정에서 얻는 면역은 일종의 ‘자연 부스터 샷’ 효과

를 낳을 테니까.

물론, 조심해야 할 사람도 있다. 60대 이상, 특히 겨울 감기에도 고생하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80대 이상의 

고령층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도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 모두 약하다. 방역 당국이 이런 고령층 보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 고비를 넘긴다면, 우리는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 새로운 바이러스의 공격

이 대목에서 상상력도 발휘해 보자. 앞으로는 어떨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을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변

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 인류를 공격하더라도 지난 2년간의 대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세포 면역 때문이다. 전 세계 인류의 대다수가 자연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

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세포 면역을 획득했다.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도 코로나19 바이

러스와 유전자는 일부 겹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대유행 이후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즉 2023년 이후에 태어날 사람이 인류의 다수가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3년생이 77세가 되는 2100년에 만약 ‘코로나100’이 등장한다면, 그때 코로나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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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면역(세포 면역)이 없는 인류 다수는 한 차례 또 고생할 수도 있다. 그 시점에 후손은 새삼 2020-2022년의 대

유행을 떠올릴지 모른다.

사실, 걱정해야 할 일, 즉 나쁜 소식은 따로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는 셀 수 없이 많다. 당장 올해(2022년) 겨울에 변종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인류를 덮칠 수 있다. 야생동

물과 공존하던 수많은 바이러스가 기후 위기로 숙주(야생동물)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숙주(인간)으로 넘어올 가능

성도 커졌다.

그렇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를 덮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발, 인류가 운이 좋기를!



균형
연결

4존

BALANCE AND CONNECTEDNESS



바이러스와	인간

균형과	연결

‘하나로	연결된	관계’로	보는	바이러스와	인간의	미래

바이러스와	인간,	지구의	미래는

균형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

Viruses and Humans

Balance and connectedness

Future of viruses and humans as a closely-binding relationship

The future of viruses, humans, and the Earth can be made sustainable througha 

relationship of balance and connectedness.







바이러스와의	공존	

바이러스와 인간의 안정적인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적당한 거리두기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인간 활동으로 좁혀져버린 이 거리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바이러스 X

가 올 수도 있다.

 

바이러스와 인간 사이는 환경과 생명들로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팬데믹은 인간 중심

의 삶이 연결의 균형을 무너뜨려 발생한 사건이다. 인간은 환경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바이러스와

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시나리오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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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xistence with virus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kind and viruses can be a stable one—as long as an adequate distance is 

maintained between the two over a long period of time. If we do not make a concerted effort to restore this 

distance, which has become too short due to human activities, we may experience onslaughts by even more 

devastating viruses.

 

The bond that holds viruses and humankind together is comprised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many 

life forms that inhabit it. The COVID-19 pandemic is the outcome of human’s prioritizing of only their 

needs, thusbreaking the balance of the human-virus relationship. We must restore this balance by rebuilding 

our bonds with the environment and Earth’s other life forms.     

159시나리오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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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문명 안에서 바이러스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동물, 식물, 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

하고, 이들의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인류는 인간, 가축, 야생동식물, 지구 환경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과학,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노력

해야 한다. 백신, 치료제, 방역정책만으로는 신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4-1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

The ecosystems such as humankind, animal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re all connected.

For humans to maintain a stable relationship with viruses within our civilizational walls, we must first be aware of the 

connectedness of humankind, animals, plant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We must put into place a “One Health” philosophy 

that prioritizes this connectedness.  

To ensure the health of all parties—humans, livestock, wild plants and animals, and the Earth—we must make a unified effort 

that spans the science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One thing that the COVID-19 pandemic has taught us is that vaccines, 

treatments, and virus response policies alone are unable to prevent newly-emerging diseases.

Small actions for us, On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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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헬스	타운	꾸미기



1634존_	균형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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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인류의	공존

야생동물과 질병을 오랜 기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자연 생태계는 어찌 보면 우리 몸과 유사하게 기능한

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쉽게 이겨내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힘들면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거나, 쉽게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지요. 생태계가 튼튼하고 건강할 때-생물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새로운 질병이 그 밖으로(또는 우리에게) 쉽게 튀어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리를 감

싸고 있는 환경은 말 그대로 우리의 피막이자 경계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생명의 그물은 사실 촘촘하고 질겼죠. 

하지만 인류는 그 그물코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뜯어왔습니다. 많은 종이 멸종하고, 사라져갔죠. 어느 그물 공간

은 너덜너덜해졌고, 어떤 곳은 아직 버틸 만해 보입니다. 서로 균형을 맞추고 견제하던 그물이 찢어지자, 이젠 

그 사이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병원체들이 하나둘 튀어나옵니다. 병원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기회를 

잡은 것이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일상적인 위협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통계를 배우다 보면, 하인리히의 법칙 또는 1:29:300 법칙이 나옵니다. 한 번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차례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 규칙입니다. 이 말은 큰 대형 사고는 어쩌면 

예고된 재앙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넘겨버린 사소한 경고들을 무시한 결과라는 거죠.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		김영준

“그동안 우리는 자연, 숲 그리고 삶과 죽음의 연결에 대해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생명의 그물은 사실 촘촘하고 질겼죠. 

 하지만 인류는 그 그물코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뜯어왔습니다.”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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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식물 또는 곰팡이나 세균과 같은 생물 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오랜 시간 생존을 하

며 자신이 좋아하는 숙주종과 세포를 선택해왔습니다. 물론 숙주종도 선택에 대한 대응(면역이라고 표현하지요)을 

통해 해를 입지 않도록 변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진화라고 말하지요. 인간 피부에 살고있는 헤르페스바이

러스나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그 대표적 사례죠. 바이러스는 공진화로 선택한 숙주 내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

고 폭발적으로 증식하지 않으며 낮은 수준으로 지내지요. 그 대가로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지낼 수 있는 숙주라

는 서식지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병원체는 좁은 지역에서 특정 종에게만 머무는 특성이 있는데, 다양한 인간

의 활동에 의해 간혹 밖으로 튀어나오고, 앞서 말한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마치 2003년 사

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이후 2019년 마침내 코로나19를 만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몸으로 겪

어보고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낯선 헨드라바이러스, 니파바이러스, 마버그바이러스,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등 신

흥 감염성 질병들이 발견되고 마구 전파되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촘촘한 그물이 찢어지자 

그 사이로 수많은 파도가 이제 인간에게 닥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인간 활동은 열대우림까지 더 깊게 확장됨에 따라, 야생동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병원체 노출이 

증가하고 있죠. 광산 활동과 벌목, 산림화재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동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고, 과밀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체는 증폭하거나 변이가 이뤄질 

가능성은 올라가고, 사람 또는 가축들과 접촉할 가능성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서식지 손실로 위협받거나 

남획되는 야생 생물종이 새로운 질병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연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동물성 질병의 범람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하지요.

한편 코로나19는 우리 인간 외에도 지구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과 결과도 결

국 인간과 결부된 것이니 이를 바이러스 영향이라 해야 할지 인간 영향이라 해야 할지 애매하기는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번질 시기는 우리나라는 겨울 즈음이었지요. ‘삼한사온’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삼한사미’라 하

여 사흘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고생한다는 것을 빗댄 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코로나19로 일부 국가들은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에서는 도시 간 이동까지도 차단하는 풍경이 펼쳐질 만큼, 비정상적인 인류활동과 이동성 

제약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나마 온실가스는 줄어들고 편서풍을 따라 우리나라를 덮치던 

황사와 미세먼지도 줄어들어 깨끗한 하늘을 보았었던 기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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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지구적 수준의 오염입니다. 아, 바이러스 오염이 아닌 환경오염 말입니다. 이미 플라

스틱 쓰레기 문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코로나19로 그 영향은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

일 7천2백 톤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며 거의 대부분은 안면마스크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연구팀에 따

르면 유행이 시작하고 매달 약 1,290억 개의 마스크와 650억 개의 비닐장갑이 버려진다고 추산했죠. 중국은 하

루 평균 2억 장 이상을 생산한다죠. 마스크나 장갑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계열임에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재활용

할 수 없어 소각하게 되는데, 소각 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독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보호장구 외에도, 각 국가와 도시들의 방역 폐쇄에 따른 배달음식의 

플라스틱 용기, 밀키트 등의 1회용 용기들의 쓰레기 비율도 급증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

면 생활방식 전환으로 택배 활용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쓰레기 증가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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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대유행은 쓰레기 증가 속도와 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동물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수준이겠죠. 코로나19로 ‘인류일시정지(Anthropause)’라는 신조어

를 만들어 낼 만큼 대규모 일시적인 인류의 활동 둔화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간들의 활동이 둔해지자 도심 환경에서는 평범해 보이지 않던 만남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죠. 어떤 곳에서는 

퓨마가 대낮에 마을로 내려왔고, 폴란드의 텅 빈 인도 위로 노루가 걸어 다녔으며, 텔아브비에서는 자칼이 돌아

다니는 모습이 공유되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마치 영화 ‘나는 전설이다’를 보는 느낌이었을까요? 일시적인 현상

이었지만 대형 동물들의 로드킬도 58%가 감소했었다죠. 이는 도로에 나온 차량의 수가 줄어들었기에 나타난 현



168

상이었습니다. 고슴도치 로드킬도 동일한 기간 동안 19년도에는 381개체에서 20년도에는 140개체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겠지만 야생동물 고기 시장도 문을 닫았고 각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어 지역적 밀렵이 감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 것만은 아닙니다. 스웨덴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

면 한 보호구역에 번식하는 바다오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발트해에서 가장 큰 바다

오리 번식지로서 약 6만 마리가 서식하는 공간인데 관광객들의 감소가 이어지자 안절부절못하고 멀리까지 비행

했다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개체수 감소도 눈에 띄게 나타났기에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궁금해했

죠. 그 이유는 관광객의 감소에 따라 흰꼬리수리 출현이 늘어나고 번식지 상공에서의 비행이 늘어나자 바다오리

는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황상태의 결과로 알을 깨뜨리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약 26% 정도 부화율이 감소한 결과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계산하지 못

했던 인간에 의한 영향이었던 것이죠. 마치 주택에 둥지를 틀어 뱀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받던 제비에게 인간이

라는 변수가 사라진 것과 유사한 영향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야생동물들에게 미친 간접적 영향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자연 관광에 경제를 의존하

고 있었지요. 2020년 봄, 코로나19 대유행의 시작과 이에 따른 관광 급감 등은 국가 세입의 감소, 관광산업의 붕

괴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기회마저 사라졌지요. 수입이 줄어든 지역사회에서는 밀렵 활동

이 늘어나지만, 밀렵감시원 등의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경제 상태는 밀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4월까지 보츠와나에서는 코뿔소 최소 6마리가 밀렵당하였고, 남아프리카 북서부는 9마리가 사라졌습니

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악화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코뿔소 개체군의 80% 이상이 서식하는 남아공에서는 

도시봉쇄로 인해 밀렵꾼과 코뿔소 뿔 밀수꾼들의 이동이 제한되어 밀렵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지요. 물론 아직

까지는 인간 활동의 변화가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다려야 할 듯 하네요.

한편, 우리가 야생동물을 대하는 방식에서만 질병이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같이 전 지구

적 온도변화는 진드기와 모기 등의 매개체 군집 크기와 분포지역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미 우리는 지구 온도변

화 자료와 이에 따른 매개 절지동물과 곤충들의 변화 양상, 그리고 특정 질병 발생의 변화를 보고 있죠. 대표적

인 사례가 라임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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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라임병은 인류가 포식자-피식자 관계를 뒤흔들어 발생 강도가 증가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미국 동부 숲

은 인구밀도가 높아 벌목을 많이 하고 도로개설 등으로 서식지가 순식간에 단절된 지역 중 하나였죠. 서식지 질

이 떨어지고 파편화되자 많은 맹금류와 늑대, 여우 등 상위포식자라는 생물종들이 줄어들면서 먹이동물이던 흰

발생쥐와 흰꼬리사슴이 기회를 잡고 곧 그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 숲 안으로 인간 거주지

들이 만들어지고 결국 설치류와 사슴이라는 배를 타고 다니는 진드기와의 ‘접촉’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적 거

리두기의 실패죠. 물론 특정 종이 개체수가 늘게 되면 기생충 감염율도 올라가고, 병원체 보균 진드기 비율도 동

시에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칼이 늘어나면 설치류 사냥의 전문가인 여우

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생쥐가 늘어나고, 당연히 사람의 라임병 발생 수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늑대가 늘어나면 

자칼을 견제하기에 여우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생쥐가 활개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이

렇듯 생태계는 복잡하기는 하나 항상 되먹이기 방향을 작용합니다. 물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새 나오듯, 생태계 

내 균형이 깨지면 병원체가 이렇게 슬금슬금 흘러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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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와 자칼, 여우를 넘어서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진드기가 살기 어려웠던 캐나다 등지에

서도 이제는 진드기 매개 질병인 라임병이 발생할 만큼 진드기 분포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진드기의 생존과 

생활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온도죠. 기후변화는 진드기가 생존 가능한 지역을 확산시키는 가

장 중요한 인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지고, 더 많은 진드기가 서식한다면 당연히 진드기 

매개성 질병 발생확률은 오르게 됩니다. 과연 라임병이라는 하나의 질병에만 국한하는 문제일까요?

에이즈바이러스는 어떤가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 깊은 정글에 서식하는 

침팬지로부터 인간에게 유출됩니다. 인간 사회를 통해 서서히 퍼져나가 지금까지 7,100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지

요. 침팬지는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유인원입니다. 반면 인간은 그 수를 폭발적으로 늘

려왔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침몰해가는 침팬지라는 배를 버리고 인간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다시 생각해봅시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악의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가급적, 널리, 다양한 숙주에, 영

속성을 가지려 넘실대는 생물 파도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던 병원체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 존재해왔습니다. 사스, 메르스가 코로나바이러스였죠. 널리 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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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전염성이 좋아야 합니다. 배설물로만 전파되는 병원체는 상하수도 관리를 통해 전파 고리가 끊깁니다. 

하지만 호흡기 전파는 인간처럼 밀집한 공간 내 생활하는 생물종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전파기법이 되죠.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포유류 종에게 감염되기에 진화적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비록 인류에게 엄청난 사

회 경제적 피해를 일으켰고, 생활방식까지도 변화를 가져온 병원체지만, 결국 코로나19도 인간 군집 내에 영속

성을 보장받으며 조용히 지내는 하나의 병원체로 다시 자리잡기는 할 겁니다. 악명을 떨치던 델타 변이주도 전

파력이 더 좋은 오미크론에 의해 밀려나지요. 어쩌면 오미크론 변이주보다 전파력이 더 좋고 병원성이 강한 변

이주가 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은 오미크론으로 새로운 면역력을 확보한 후라 새로

운 유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코로나19는 인간의 주변으로 다시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환경에 대한 우리 삶의 방식이 얼마나 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4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6백만 명 이상이 사망한 역사적 대유행이지만, 80억 인구 전체를 통계적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0.075% 

감소에 불과합니다. 현대의학이라는 도구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로 결국 코로나19를 넘어서고는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자연, 숲 그리고 삶과 죽음의 연결에 대해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픔에서 정말 교훈

을 배우지 못한다면 2003년 사스 이후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태도의 반성은 없었던 것과 같이 어쩌면 Disease X로 

칭하는 새로운 질병의 출현은 이미 예약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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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우리에게	질문한다

코로나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위기가 던지는 질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염병 발생주기가 

3-4년 주기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신종 감염병 전성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코로나가 던진 질문에 대답해보자.

에필로그1  코로나가 던진 질문



173에필로그



174

에필로그2  코로나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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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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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기록

RECORD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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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두스:	균형과	연결	2022	
COVIDUS - Balance and Connection 2022

김지아나	작가

상징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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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 사진

•작가: 김지아나

•작품: COVIDUS – Balance and Connection 2022

•재료: porcelain, polyvinyl acetate resin, stain, wood, steel 외 

•크기: 1,200(가) × 1,000(세) × 1,200(폭) m

2. 작가 소개 

김지아나 작가는 미국 파슨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재학 시절 흙에 매료되어 이후 전문적으로 흙

을 연구하고 이용한 순수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전시하였으며, 

2022년 9월 벨기에에서도 전시할 예정이다.

3. 기획 의도 

2019년 겨울 시작한 코로나19는 지난 2년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삶

의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처음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2020년 2월 29일부터 거리두기를 시

행하였다.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의 전파를 막고자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함께 

힘겹게 막아냈다. 이와 동시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오브제들이 서로 얼키설키 뒤엉킨 모양은 소셜미디어를 형상화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엉켜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하였지만 우리는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 것과 

같이 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이 수많은 감염병과 수난

과 위기를 겪어내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서로 연결하며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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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흙을	써서	만든	것일까요?

흙은 세계를 구성하는 4원소 중 하나인데, 생성과 소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은 흙의 자양분을 통

해 삶을 영위하고 종말에는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흙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 

되며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가는 팬데믹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현상, 인간의 감정과 같은 현재의 이야기를 포슬린(porcelain 

자기) 볼(bowl)로 풀어냈다. 포슬린 볼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함과 연약함 그리고 날카로

움을 동시에 공존한다. 흙을 이용하여 볼의 형태를 만들고 이것이 또 다른 4원소 중 하나인 고온의 불을 만나 오

랜 시간 버텼을 때 하나의 단단하면서도 날카롭고 섬세한 볼이 완성된다. 이 볼들은 이렇게 공간을 이루고 사회

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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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 감상을 위한 모티브

작품을 구성하는 원형: 천장에서 바로 내려오는 알루미늄 호일(은박)은 반사가 되며 거울처럼 아래의 작품을 

비추고 있으며 또 밑에 있는 우리를 어렴풋이 비추고 있다. 바로 아래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원형은 지구를 의미

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또한 은박 호일로 반사되는 빛을 통해 새롭게 나아가는 우

리를 형상하고 있다. 작품에 별도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의 빛이 

반사되어 작품을 비추는 조명 역할도 하고 있다.

구를 이루는 나무와 철 등은, 신석기를 지나며 인간은 돌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해 왔다. 이후 인간은 나무를 

떼며 불을 사용하였으며 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새로운 발전과 문명을 만들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하

나로 연결된 원형 구가 아니라 나무와 철 등으로 여러 겹 만든 이유는 지구와 현재 우리 삶의 불안함을 투영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내려온 재료들과 그리고 현재 인간은 여러 합성 재료들을 활용하여 만

든 가공된 물체들이 결합하여 있다(플라스틱 등).  

전체적인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볼(bowl)은 몰드를 떠서 가마에 굽는 건데, 구워지며 각 흙의 성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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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도에 따라 모양이 제각각으로 나온다. 사람이 각자 다른 성격과 외형을 띄듯이 도자 또한 불이란 자연환경

에 의해 각자 개성 있는 모양으로 구워진다. 각각의 볼(유닛)들은 하나로 완성된 개별매체로 보이지만 서로 선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다. 선과 선으로 이어진 볼들은 우리 인간처럼 개별 성격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관계로 쉽게 끊어질 수 없음을 설명하며 전체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이다. 이처럼 작은 개별체들은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전체가 되는 것처럼 순환적 관계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하나의 점이 선과 면 공간이 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 구조적으로는 작품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장기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것

을 받쳐주는 척추가 있는 것처럼 작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중심이기도 하며, 끝과 끝을 연결하는 역

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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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	애니멀:	세계	초고층	빌딩과	사라지는	동물들	

생명존중이	우리	문명의	기념비가	되길	바라며	

장노아	작가

부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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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민족들은 그들이 다듬어서 남긴 석재의 양으로 

자신들에 대한 추억을 영구화하려는 광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 

차라리 그만한 노력을 자신의 품행을 가다듬는 데 바쳤다면 어땠을까? 

한 조각의 양식良識은 달까지 솟아오른 기념비보다 더 기릴 만한 것이 아닐까?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인류의 등장과 번영이 시작된 후, 이전보다 1,000배 빠른 속도로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수많은 생명의 터전을 빼앗고 파괴하며 땅과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과

거 이스터 섬의 사람들은 식량원이었던 해양과 육지의 거의 모든 생물종을 멸종시켰고 마지막 나무 한 그루까지 

베어냈습니다. 토양 침식과 가뭄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했고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던 문명은 결국 붕괴했습니

다. 그들이 남긴 것은 거대한 석상들과 불모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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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독수리 멸종 위급

월드 원 280.2m 인도 뭄바이

1992년~2007년에 벵골대머리수리는 99.9퍼센트, 인도독수리와 가는부

리대머리수리는 96.8퍼센트 사라졌다. 붉은머리독수리는 2006년까지 

90퍼센트 감소했다. 썩은 고기를 먹어치우는 자연의 청소부인 독수리 개

체수 급감은 들개나 설치류 등의 대체 청소 동물의 증가로 이어지고, 광

견병이나 선페스트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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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생물종 85퍼센트의 멸종을 야기하는 주요인은 서식지 상실과 파괴입니

다. 인간의 도시는 자연 생태계의 희생과 죽음 위에 건설되고 발달합니다. 세계 곳곳에 들어서는 초고층빌딩은 

거대 도시와 경제성장의 상징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는 828미터의 높

이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632미터의 상하이 타워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601미터의 로얄 클락 타

워가 그 뒤를 잇습니다. 초고층 빌딩의 순위와 목록은 매년 새롭게 갱신됩니다. 인류가 이룬 발전과 번영의 가

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들이 팽창하는 동안, 멸종 및 멸종위기 동물의 목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 섬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도도는 인간에게 발견된 후 무분별한 남획으로 1682년경 멸종했

습니다. 신비로운 파란 영양은 1800년경 목격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으로 잡아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순

했던 오가사와라 흑비둘기도 1889년에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새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았던 여행 비둘기는 

1914년, 동물원에 있던 마지막 한 마리가 죽으면서 멸종했습니다. 풍성한 갈기가 특징인 아름다운 바바리 사자

는 1942년 야생에서 멸종해 자연 생태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지난 100년간 무분별한 사냥과 산림 

파괴로 인해 서식지의 97퍼센트가 사라졌고 20세기 후반에 아홉 아종 중에서 세 아종이 멸종했습니다. 인류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그늘에서 서식지를 잃은 크고 작은 동물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오릭스는 야생 멸종위기에 처했다가 개체수가 취약 수준으로 회복된 최초의 종입니다. 서식지 보존 

큰바다쇠오리 절멸 (1852년)

몽파르나스 타워 209m 프랑스 파리

큰바다쇠오리는 도도처럼 호기심이 많아서 스스럼없이 다가왔지만, 사

람들은 깃털, 지방, 고기와 알을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냥했다. 1844

년 6월, 표본 수집가에게 고용된 선원들이 알을 품고 있던 큰바다쇠오리 

한 쌍을 곤봉으로 때려죽이고 알을 밟아 으깼다. 이 종의 마지막 알이었

다. 1852년에 목격된 한 마리를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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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재도입 정책 덕분에 1986년 멸종 위기에서 2011년 멸종 취약 단계가 되었습니다. 오만은 1982년, 사우디

아라비아 1990년, 이스라엘 1997년, 아랍에미리트 2007년, 요르단은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재도입을 시작했습

니다. 안전한 서식지 보장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것을 증명한 아라비아 오릭스의 사례는 우리의 

의지와 결정이 종의 멸종을 막을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

역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나 석유가 발견된 후, 오만 정부가 보호지역 범위를 90퍼센트 축소

하고 탄화수소 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서 최초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후 밀렵이 성행해 개체수가 450에서 65마리로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인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가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은 독수리 개체수 급감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 환

경,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다량의 썩은 고기를 먹어 치우는 가장 뛰어난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독수리의 위산은 사체에 있는 거의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소멸될 정도로 산성도가 

높으며, 매우 많은 양의 항체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독소를 쉽게 제거합니다. 독수리의 먹이 활동은 방치된 

사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증, 결핵, 탄저균 등의 확산을 억제하고 생태계 균형을 

오록스 절멸 (1627년)

알 함라 타워 412.6m 쿠웨이트 쿠웨이트시

라스코 동굴에 그려져 있는 오록스는 로마 시대에 성행한 소싸움과 이

후 지속된 무분별한 사냥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했다. 가축에게서 전염된 

질병과 먹이경쟁도 생존을 위협했다. 1564년에 38마리였던 오록스는 

1602년에는 겨우 4마리만 남았다. 1620년 마지막 수소, 1627년 마지막 

암소가 죽으면서 끝내 멸종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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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데 일조합니다. 따라서 독수리 개체수 급감은 들개나 설치류 등의 대체 청소 동물의 증가로 이어지고, 

광견병이나 선페스트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을 높입니다. 인도의 경우, 1997년 개의 개체수가 대

략 2,900만 마리까지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인간 광견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95퍼센트 이상이 개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죽은 동물의 사체 처리와 의료비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미생물부터 맹금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생태계의 일부로 제 몫을 충실히 해냅니다. 인간만이 자연의 

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박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

간의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를 침범하고 잠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해 야생에서 

순환하던 바이러스가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연은 단순한 자원의 보고가 아니라 

무수한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비할 바 없이 정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인간에 의해 균형이 무너진 생태계는 동

식물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재앙을 야기합니다. 

야생동물 멸종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은 언제나 공존이 아니라 학살을 선택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제 그림에서 세계의 대도시에 건설된 초고층빌딩은 성경의 바벨탑

과 이스터 섬의 거상처럼 하늘에 닿기까지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스스로 거대한 파괴의 

188

북부흰코뿔소 멸종 위급

23마리나 392.4m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케냐 올페제타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암컷 ‘나진’과 딸 ‘파투’가 세상에 

남은 두 마리의 북부흰코뿔소이다. 밀렵의 위험 때문에 24시간 무장 경

비원의 보호를 받는다. 2018년 죽은 수컷 ‘수단’을 포함해 마지막 세 마

리의 생체 표본이 멸종에 대비해 액체질소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 자궁

에서 양성종양이 발견된 고령의 ‘나진’은 번식 프로그램에서 은퇴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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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되어 자연과 그 안에서 숨 쉬는 모든 생명체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된 지구는 이스터 섬처럼 하

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과거 이스터 문명의 붕괴는 우리 지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멸종동물 이야기는 단순히 자연보호나 동물보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 특히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대하는 삶의 방식과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

리와 존엄성은 묵살되고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삶의 터전을 제대로 일구지 못한 사람은 냉혹한 사회에서 낙오자

가 되고 멸종하는 동물처럼 힘없이 스러집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

워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결

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문명의 날들에는 생명존중의 기

념비가 가장 높이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생명이 아픔 없이 상생하는 낙원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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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코끼리 멸종 위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81m 미국 뉴욕

지상의 포유동물 중 가장 거대한 아프리카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수 세기에 걸쳐 죽임을 당했다. 1980년대에는 매년 

약 10만 마리가 희생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상이 사라졌다. 1990년대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상아 거래

가 금지되었지만, 극동 지역의 수요 증가로 밀렵이 끊이지 않는다.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스포츠 사냥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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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0
1월 7일

2019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질환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밝혀짐

2020
3월 5일

2020
3월 30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출생연도에 따라 

1인 1주일 2매 구입

첫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결정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

(1인 가족 40만원, 2인 가족 

60만원, 3인 가족 80만원)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 지원

2020
3월 15일

2020
4월 19일

대구,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유지

4대 집단시설(종교, 유흥, 

실내체육시설, 학원) 

운영제한 권고

2020
3월 11일

2020
5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 

선언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로 전환

2020
3월 6일

2020
6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범 운영

서울, 인천, 대전 지역 음식점, 

종교시설, 병원, 영화관, 도서관 

등 19개 시설 시범운영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 

폐지 및 1인당 10매로 확대

코로나19의 기록 〈2020년 1월-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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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최초 감염자로 확진

2020
3월 5일

2020
6월 28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출생연도에 따라 

1인 1주일 2매 구입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 구분

2020
1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경계수준으로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2020
2월 26일

2020
7월 1일

<감염법>, <의료법>, <검역법>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확진자 중 폐렴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공급

2020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 선포

2020
2월 21일

2020
7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

2020
2월 17일

확진환자 3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며 

소강상태

2020
2월 20일

2020
8월 14일

대구·경북지역 

종교 집단 감염자 급증

종교단체, 카페에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발표



2021

2021
2월 27일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2021
3월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시행 

2021
5월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 8인에서 제외

2021
6월 20일

2020
8월 16일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2020
8월 30일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요양병원 등 적용

밤 9시-새벽 5시 

매장 내 취식 금지 

학원 등 비대면수업만 가능

2020
9월 1일

누적 확진자 수 

2만 명을 넘음

누적 확진자 20,182명

(해외유입 2,836명) 중 

15,198명 격리해제, 

사망 324명(치명률 1.61%)

2020
9월 14일

확진자 발생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경제활동 지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2021
2월 26일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에서 

첫 백신 접종 시작

한국에서 접종한 첫 번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 5,266명

2021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수도권 대형마트, 학원, 극장 

운영제한 시간 해제

다중 이용시설은 10시로 연장

2021
1월 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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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월 12일

수도권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2020
12월 21일

2021
7월 12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4차 대유행에 따라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 가능

공공기관과 기업에 재택근무 권고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클럽 등 감성주점 운영 중단

2020
10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 

초등 저학년 등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을 

전교생 2/3이내까지 가능

비수도권 지역 전면 등교 가능

2020
12월 13일

2021
8월 20일

서울시 교육청 3단계 시행 

모든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모든 음식점,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 허용

2020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분화한 5단계로 지침 

발표 및 7일부터 시행 

2020
12월 4일

2021
9월 24일

2주간 수도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전면 중단

학원, 독서실, 상점, 영화권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거리두기 정책 완화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2020
11월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2020
11월 24일

2021
10월 1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울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조치 선포

종교행사 비대면 전환 권고, 

재택근무 권장, 요양시설 면회, 

외출 외박 금지

실내체육시설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대중교통 10시 이후 운행횟수 

20% 감축 시행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 수용인원의 20% 허용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201명 

포함 250명까지 허용

부록	-	코로나19의	기록 193



2022
3월 16일

1일 확진자 60만명 돌파

2022
3월 21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

2022
3월 22일

누적 확진자 

1,000만명 돌파

2022
4월 4일

2021
11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

2021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발표

사적 모임 인원제한 백신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

백신패스제 도입에 따라 

백신접종자는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인원제한 해제

2021
12월 3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따라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

대상 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허용 인원 중 

1명으로 제한

2021
12월 6일

백신패스 적용시설 확대 

박물관, 도서관 등

2022
3월 15일

1일 확진자 

40만명 돌파

2022
3월 8일

1일 확진자 

30만명 돌파(342,446명), 

누적 확진자 500만명

2022
3월 5일

2022
3월 1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1시로 연장

식당,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모든 다중이용시설 QR코드 등 

출입 관련 모든 제한 중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12시로 연장,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10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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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1
12월 13일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식당, 카페 등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전국 사적 모임 접종 완료자 

4명으로 제한

수도권 모든 학교 2/3만 등교

2022
2월 19일

2022
4월 10일

1일 10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으로 추적 감시가 

어려워지자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운영을 

잠정 중단 

1일 확진자 

10만명 이하로 떨어짐

2021
12월 18일

2주간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유흥시설, 식당 등 9시 제한

방역패스, 50인-299인 이하 

행사 집회 적용

2022
1월 24일

2022
4월 18일

방역패스 예외 획인서 

발급 대상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도 포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

2022
1월 17일

2022
4월 25일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에 따라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등급을 

1급→2급으로 하향 조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 해제

2022
1월 10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백화점, 대형마트를 포함

2022
1월 14일

2022
5월 2일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24시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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