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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최적 방역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백신, 치료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노력의 도덕적 부주의를 결합한 거시-역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2020)의 거시-역학 모형에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의 코로나19 감염율을 추정하였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램지 문제의 동태적 분석결
과는 사람들의 일상 중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가 정부의 방역정책과 치료제, 백신 도입이 효과
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적 부주의가 있는 경우의 최적
방역정책은 2배 더 강화되어야 하며, 총소비는 7%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12주가 소
요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데 평균 13주 소요되는 경우에 총소비는 2% 하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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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VID-19 Diffusion in the Korean Economy:
Using SIR-based Macro-Epidemiolog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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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extend and modify the canonical epidemiology model of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 (2020) to investigate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COVID-19 spread in the Korean
economy when vaccine, treatment and social distancing are available. Particularly, we develop a
SIR-macro model which considers possibility of moral inattention of the overconfident agents through
which people is more likely to be infected. Our model implies that people’s decision to cut back on
consumption and work reduces the severity of the epidemic and thus exacerbate the size of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epidemic. Another finding is that the average 13 weeks to develop the vaccine and
treatment will lead to 2% drop of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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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0년 2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는 세계 경제침체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왔다. 과거 동아시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과도
한 부채와 금융기관 부실에 의해 발생한 반면에 이번 위기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경제 외
충격으로 발생한 이례적 사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10월 전망기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선진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더욱 크
게 나타났다. 국가별 방역정책 이행 상황에 따라 경기 하강 폭은 다르나 전반적으로 가계
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생산 활동을 크게 위축되었으며 미래 투자 불확실성은
증대되었다. 우선 가계는 경제 및 소비 활동 제약으로 소득이 감소하며 소비도 감소하였
다.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유인은 증대될 수 있으나 총소득 감소로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소득 불균형은 악화되었다. 기업 역시 감염 우려, 자가격리 등으로 인
한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노동의존도는 줄이고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확대하는 추세이
다. 결국,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 및 사회안전망 역할이 매
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2020, 이하 ERT)의 거시-역학(SIR-macro)
모형을 확장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최적 방역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
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ERT(2020) 모형은 Kermack and McKendrick (1927)의 고전
역학(SIR; Susceptible-Infected-Recovered) 모형을 거시경제 일반균형 모형으로 확장
한 버전으로 모형 내의 감염병 유행에 따른 경제 충격은 총수요 측의 수요 위축과 총공급
측의 노동공급 감소로 영향을 경기 위축을 야기한다. 본 연구가 ERT(2020) 연구와는 차
별되게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에 감염 가능 그룹의 일상 중 감염 노출 정
도가 개별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즉, 감염 가능
그룹에 속한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는 감염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이 작다고 믿으므로 일상적 상황에서 더 부주의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였다. 또
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상황에서 상당히 가상적 수치에 의존하였던 ERT(2020)
와는 달리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한 보다 실증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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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이러한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반영한 가운데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램
지 문제의 해를 도출하였다.
램지 문제의 동태적 분석결과는 사람들의 일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정부의 방
역정책과 치료제, 백신 도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 도덕적 부주의가 있는 경우의 최적 방역정책은 2배 더 강화되어야 하며, 총소비는
7%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12주가 소요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데 평균 13주 소요되는 경우에 총소비는 2% 하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2020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역학 모형 주제를 다루었다.
Atkeson(2020)은 기본 SIR 모형 이론이 코로나19 확산의 경제 분석에 시사하는 바를 논
의하였다. Alvarez, Argente and Leppi(2020)은 사망률이 감염률에 비례하는 가정 아래
고전 SIR 모형을 확장하여 최적 격리(lock-down)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Jones,
Philippon and Venkateswaran(2020)은 경제주체가 동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경제활동
을 하는 환경에서 최적 이주(migration) 정책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ERT(2020)는 경제주
체가 쇼핑, 근로, 일상 중에 대면 접촉하며 감염되는 상황이 설정되도록 고전 SIR 모형을
확장한 후 최적 램지 문제를 풀었다. Kozlowski, Veldkamp and Venkateswaran(2020)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단적 사건 빈도를 비모수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경제주체가 재
난 상황을 겪고 학습하는 과정에 의해 경제충격이 장기 지속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ERT(2020)을 더 확장하여 감염 가능한 그룹의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고려한 후
한국 사례를 적용하여 최적 램지문제를 분석한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본
최근 연구로는 Park and Kim(2020)이 있는데, 백신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적 백신규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모형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캘리브레이
션과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였다.

II. 모형 경제
본 장에서는 ERT(2020)의 고전 역학모형(Kermack and McKendrick, 1927)을 거시경
제 모형으로 확장한 SIR-Macro 모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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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R-Macro 기본 모형
전염병이 유행하기 이전의 경제는 다음과 같다. 모형경제는 다수의 동일한 대표 가계
또는 경제주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사전적으로 무한기간을 산다고 가정한다.
코로나19 확산에 앞서 대표 가계는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극대화한다.



∞

     







(2.1)



여기서 ∈  는 할인인자이며,  와  는 각각 소비와 노동시간이다. 계산의 편의상
대표 가계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ln   


대표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2.2)

          

여기서   는 실질임금,  는 소비세율,   는 정부의 일괄이전지출(lump-sum transfers)
을 의미한다.  는 정부의 방역정책의 대리변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쇼핑
중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감염을 차단하는 정책의 정도로 볼 수 있다. 대표 가계
의 일계 조건은         이고 연속적인 대표 가계의 합은 1로 정규화할 수
있다.
모형 경제의 생산기술은 총 생산량   이 총 노동시간   에 선형형태로 표현되는
     라 가정하면, 균형조건인     와    가 성립하고 총 소비     ,

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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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태적 SIR 과정
Kermack and McKendrick(1927)의 고전 역학모형은 구획모형(compartment model)
이다. ERT(2020)는 코로나19의 확산경로를 쇼핑 중, 근로시간 중, 그 외 일상 중으로 구
분하고 사람들이 세 가지 경로 중에 내리는 의사결정이 감염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면 총 인구는 감염가능한 그룹(susceptible; S), 감염된 그
룹(infected; I), 회복된 그룹(recovered; R), 사망한 그룹(deceased; D) 4가지 그룹으로 나
눠진다. 그룹 S에서 새로 감염되어 그룹 I로 이동하는 그룹은 T(transferred)라고 지칭한
다. 그룹 S에 속한 사람들은 세 가지 경로에 의해 감염되는데, 우선 쇼핑과 근로시간 중
감염률은 해당 시간 중 감염자와 대면 접촉률에 비례한다. 따라서 쇼핑 중에 새로 감염되
는 수는      , 근로시간 중에 새로 감염되는 수는        로 표현된
다.    ,   ,     ,    는 그룹 S나 그룹 I에 속한 사람들의 쇼핑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각 상호작용항은 두 그룹의 사람들의 대면 접촉률을 나타낸다.
그 외의 일상적 상황의 새 감염자 수는      로 표현된다.1)  ,  ,  는 각 상황에 1
인 대면접촉 시의 감염률을 의미한다. 종합하여 새로 유입되는 총 감염자 수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2.3)

Kermack and McKendrick(1927)의 고전역학 모형은  과  가 0이고 일상 중 감염되
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SIR 모형의 동태적 과정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2.4)

             

(2.5)

1) 일상 시의 감염의 예로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병원시설에서 전이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쇼핑이나 근로시간과 달리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 감독과 법정 제재가 쉽지 않으므로 일상 중에 발생하는 감
염률은 다른 상황의 감염률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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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총인구수     총인구수    

(2.8)

여기서,  과  은 각각 치료율과 사망률을 의미하며, 처음 0기의 총인구수는 1로 가정
한다. 감염된 자들 중 치료된 자들은 항체가 생겨서 재감염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감염
가능한 그룹에서 제외된다. 사망한 자들은 총인구수에서 제외된다.

3. 경쟁균형
경쟁균형의 해를 얻기 위해 우선 그룹   별 가계주체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해
를 도출한다. 논의에 앞서 각 그룹별 가계주체의 예산제약식은 (2.2’)와 같이 재정의 한다.
          

(2.2’)

그룹별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염 가능한 그룹과 치료된 그룹의 생산성은


     로 가정하는 반면 감염된 그룹의 생산성은    로 가정하여 코로나19에

의한 노동자의 생산성 저하를 설정한다. 이제 각 그룹별 경제주체의 효응극대화 문제의
해를 도출한다.

1) 감염 가능 그룹(  )
t기의 감염률  의 제약 (2.10)과 예산제약 (2.2’)가 주어진 아래 감염 가능 그룹  에 속
한 가계는 자신의 평생 효용함수 (2.9)를 극대화한다.
                   

(2.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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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일계 조건은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와  는 예산제약식과 전이

율 제약의 라그랑지 승수에 해당한다.
                 
                 
            

2) 감염 그룹(  )
t기의 예산제약 (2.2’)가 주어진 아래 감염 그룹  에 속한 가계는 자신의 평생 효용함수
(2.11)을 극대화한다.
                         

(2.11)

     에 관한 일계 조건은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는 예산제약식의 라그랑지 승

수에 해당한다.
         
        

3) 치료된 그룹(  )
t기의 예산제약 (2.2’)가 주어진 아래 치료된 그룹  에 속한 가계는 자신의 평생 효용
함수 (2.12)를 극대화한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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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일계 조건은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는 예산제약식의 라그랑지 승

수에 해당한다.
         
        

4) 경쟁균형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2.13)과 같다. 그룹별 세수를 일괄이전지출로 돌려주므로 조세
정책에 따른 소득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13)

경쟁균형에서 각 그룹의 대표 가계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예산제약이
성립하며,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은 (2.14)와 (2.15)와 같이 균형을 이룬다.
           

(2.14)

               

(2.15)

4. 도덕적 부주의와 백신을 고려한 확장모형
1) 일상 중에 도덕적 부주의 상황
감염 가능 그룹에 속한 경제 주체 중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는 감염상황에 노출되더
라도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작으므로 일상적 상황에서 더 부주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
로 감염 가능 그룹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들이 더 쉽게 감염될수록 감염 가능 그룹에
서 감염 그룹으로 이동하는 건강상태의 임계치도 상승하며 감염률을 증가한다. 감염 가
능한 자의 건강상태를  로 정의하고 매기  는 로그-정규분포 (2.16)을 따른다고 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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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2.16)

도덕적 부주의 상황 하에서 감염 가능한 자가 감염되는 확률을   P r  ≤ 
  
   로 정의하면 매기 자신의 건강상태   가 특정임계치 
  보다 작으면 감염되는 경
 

우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제주체의 효용함수는 (2.17)과 같다.2)
 ′                   

(2.17)

매기 감염 가능한 자가 도덕적 해이할 때 얻는 효용이 본래의 효용보다 크면
(     ′ ) 일상 감염에 더 노출된다. 임계치 
  는 매기  와  가 동일시되는 정도에서
정해진다. 결과적으로 일상 속에서 대면 접촉을 통한 감염률  는 상수가 아니라  이
며, t기의 평균 감염률 제약 (2.13)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18)

이 식에는 감염 가능한 자가 자신의 세 가지 경로의 평균 감염률을 근거로 도덕적 부주
의 결정을 내린다는 상황이 고려된다. 정부는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어떤
자가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 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3) 따라서 최적의 방역 정책
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는 이러한 도덕적 부주의 상황도 고려하여 예상 감염률을 예측해
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황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성공하는 기
대율에 영향을 받는다. 매기 실제 감염된 자가 보건 당국에 의해 적절한 시기에 파악될
확률을  라고 가정한다. 일단 감염 여부가 확인되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다음 기
2) 계산 편의를 위해 감독기관에 의해 도덕적 해이 상황이 걸려서 부과되는 벌금은 0이라고 가정한다. 현실에서도 쇼
핑과 근로 외의 일상에서 감독기관이 개개인을 감독하고 지침을 불이행 시 법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현실에서 아동,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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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료된 그룹  로 이동할 수 있다. 편의상  를 완전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확률로
정의한다면 그 역수는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감염
그룹의 경제 주체의 효용함수는 (2.19)와 같다.
                               

(2.19)

치료제 개발 성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기 감염 가능한 자가 백신을 맞는다면 감염
에서 예방되어 다음 기에 바로 치료된 그룹  로 이동할 수 있다.  를 완전한 감염 백신
개발에 성공한 확률로 정의한다면 그 역수는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
간을 의미한다. 감염 가능 그룹의 경제 주체의 효용함수는 (2.20)과 같다.
                          

(2.20)

3) 병상 부족으로 사망률이 증가
일상 중에 도덕적 부주의 상황이나 역학 조사 실패로 감염자 수가 급등한다면 병상부
족으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극단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망률이
매기 감염자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4).
       ,   

(2.21)

5. 간단한 램지 문제
경쟁균형에서 개별 주체는 감염이나 도덕적 해이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재화하지
않으므로 그 해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이 아니다. 본 고에서는 외부성을 고려하
는 간단한 램지(Ramsey) 문제를 고려한다. 첫 기       라고 가정하고 사회적 후
생(social welfare)은            가 된다. 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역정

4) ERT(2020)는  값을 0.9로 설정하여 감염자 1% 중 사망률이  값이 0일 때보다 두배 높은 경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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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수준     을 계산한다. 도출된 방역정책 수준 아래 경쟁균형의 해와 새로운 사회
적 후생을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최적의 해를 도출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III. 모형 시뮬레이션
1. 모수 설정
본 절에서는 모형에서 사용된 모수 값을 설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모형의 모수 값은
대체로 ERT(2020)을 따라 설정하되, 국가 경제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나타내는 모수
는 국내 자료를 기초하여 설정한다.
매 기간의 단위는 한 주(week)이므로 할인율  는  로 정하였다. 국내 주당 근
로소득은 $32,000/52로 정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설정하였다.5)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20년 11월 18
일까지의 확진자 대비 사망자 기준으로 사망률  는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된
이후 사망하거나 회복하는 데 평균 18일이 소요되므로(Atkeson, 2020), 1.69%의 사망률
  는 0.0066을 의미한다.        가 성립하므로 주당 평균 회복 또는 완치율  

은 0.3823이다.
세 가지 감염 경로의 대면접촉 감염률  는 2018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소비지출
24,489달러와 한국의 16,202천 원을 비교하여 4.48e-08을 구하였으며, 직장 내 감염인
  는 미국 근로시간 대비 한국 근로시간으로 평가하여 ERT(2020)의 수치를 보정하여

1.48e-04를 구하였다. 아울러  는 다음 <그림 1>에서의 한국 확진자 추세를 로지스틱
역학모형으로 추정하여 0.0394를 구할 수 있었다.
감염 그룹(  )의 노동 생산성  는 ERT(2020)와 마찬가지로 0.8로 정하였다. 즉 감염
자 그룹에 속한 자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그룹에 속한 자의 노동생산성의 80% 수준이다.
도덕적 해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감염 가능한 그룹의 건강상태의 분포함수 통

5)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KR

• 38 •

코로나19 확산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IR 기반의 거시역학 모형을 중심으로

<그림 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세

계량은  는 Park and Choi(2015)에서 노동자의 이질적 충격 분포 통계량으로 사용된
값 0.13을 적용한다.6) 총 인구는 1로 정규화하며 초기 감염 충격은 총 인구 중 0.01%를
감염인구로 설정한다.
벤치마크 사례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성공률  와  는 둘다 0이고 시나리오 분석에서
1/52, 2/52, 3/52, 4/52로 다양한 값을 적용한다.

2. 시뮬레이션 결과
본 절에서는 다음 시나리오 상황의 정부의 최적 방역 정책 결과를 비교분석 한다. 시나
리오 b는 ERT(2020)의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적 정책을 도출한 기본
결과에 해당하며 시나리오 s는 ERT(2020) 모형에 도덕적 해이 상황을 반영한 최적 정책

6) Park and Choi(2015)의 해당 모수 설정은 Walsh(2005)가 job separation 충격으로 고려한 정보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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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한 결과이다. 이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와  값에 따라 치료제와 백신 개발 성
공률이 달라지는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시나리오 d는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고려하나
일상 중 방역지침이 이행되는 데 실패하여 사망률이 2배로 증가한 상황을 설정한다. 현
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일상 중 도덕적 부주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치
료제와 백신 접종률이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시나리오
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base: ERT(2020)의 기본 결과
② s(0/52): 도덕적 해이 상황을 고려
③ s(2/52): 도덕적 해이 상황을 고려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데 26주
소요 (      )
④ s(4/52): 도덕적 해이 상황을 고려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데 13주
소요 (      )
⑤ d: 도덕적 해이 상황을 고려하고 사망률이 2배 증가 (    )
<그림 2>는 시나리오 b와 s(0/52), s(4/52)의 총소비(aggregate consumption,  )와 최
적 방역정책(optimal containment policy,  )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ERT(2010)의 기본
모형의 최적 방역 정책 경로(base)에 의해 총 소비는 정상상태(steady state)부터 6% 하
락한다. 최적 방역정책  는 정상수준보다 2.5% 크게 도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의
한 총소비 하락을 막아낸다. 도덕적 부주의를 고려한 상황의  는 정상수준보다 4.5%
크게 도출되었다. base 상황보다 2배 가까이 방역정책 강도를 높이나 총소비는 7%까지
하락한다. 총소비가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12주 소요된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하
기까지 1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소비 하락 폭은 크게 감소한다. 총소
비는 정상상태부터 2% 하락하는 데 그치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여
유가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초기에 선제적으로 강한 방역정책을 이행한다. 백신과 치료
제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방역정책은 소비를 규제가 아닌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
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 즉,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성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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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총 소비와 최적 방역정책 비교

경우 초기에 방역정책을 선제 강화하고 이후 오히려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그림 3>은 그룹 I, S, R, D의 인구, 즉 그룹에 속한 경제주체 수의 동태적 변화를 제시
한다. 변화 폭이 크지 않으므로 base 시나리오 대비 상대적 인구 비율로 표현하였다.7) 백
신과 치료제 개발의 성공률에 따라 그룹별 인구의 동태적 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s(0/52),
s(2/52), s(4/52)를 살펴보았다. 도덕적 해이를 고려한 s(0/52) 시나리오에서는 base 시나
리오보다 방역정책은 강화하여 감염가능 인구는 더 큰 수준을 유지하나 감염인구는 더
증가한다. 완치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을 유지하며 사망 인구수는 3.4배 가까
이 늘어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성공률이 커지면서 감염자 수(I)도 점차 감소세를 보여준다. 백신
공급에 의해 사람들은 감염 가능 그룹(S)에서 완치 그룹(R)으로 바로 이동하므로 충격
이후 s(2/52)와 s(4/52)의 완치 그룹(R) 인구수는 s(0/52)의 해당 그룹 인구수보다 증가한
다. 다시 말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성공률이 클수록 감염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완치
7) 최적 정책의 해에서 인구, 노동시간 변화가 그룹 별로 크지 않으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모형의 특징은 ERT(202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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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룹별 인구 상대 비교

그룹의 인구수도 더 증가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s(2/52)와 s(4/52)의 사망자 수(D)는
줄어드나 충격 이후 오히려 늘어난 수준을 유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확산 초기에 선제적
방역정책을 강화한 이후에 소비를 촉진하며 균형 사망 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부록 <그림 A1>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성공률에 따른 총 소비와 최적 방역정
책을 비교한다.  와  가 커질수록 총소비 하락 폭은 증가하는 반면에 최적 방역정책의
강도는 작아지고 있다.
<그림 4>는 그룹별 노동시간을 base 시나리오 대비 상대 비교하여 제시한다. 도덕적
부주의 시나리오 s(0/52)의 모든 그룹의 노동공급은 base 시나리오 대비 줄어드나 백신
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수록 노동공급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고려하되 정책당국이 사람들의 일상 중에 방역지침 이행을 철
저히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확산 초기에 감염자들의 동선에 관한 역학 조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병상 등 치료시설이 부족한 극단 상황까지 초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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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룹별 노동시간 상대 비교

수 있다. 시나리오 d는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고려하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한 상황
(    )을 상정한다. <그림 5>는 도덕적 부주의 상황의 시나라오 s(0/52)와 사망률이
2배 증가한 시나리오 d(0/52), d(4/52의 총소비와 최적 방역정책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시나리오 d(0/52)의 방역정책 수준은 시나리오 s(0/52) 대비 30배 가까이 강화되며, 총소
비는 40% 가까이 하락한 후 저점부터 회복하는 데 15주가 소요된다. 한편, 백신과 치료
제 개발을 성공하는 데 평균 13주 소요되는 경우, 총소비는 18% 하락하며,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6주 소요된다. 시나리오 d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의
방역정책 강도는 성공한 경우보다 4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신과 치료제 개
발에 성공하고 정부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역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일
상 중의 일상 속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 손
실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6>과 <그림 7>은 시나리오 d의 그룹별 상대 인구와 노동시간을 비교한다. 사망
률이 2배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 인구는 늘어나고 완치된 인구는 감소하며 사망 인구
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거의 동일하다. 백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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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총 소비와 최적 방역정책 비교 (    )

<그림 6> 그룹별 인구 상대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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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룹별 노동시간 상대 비교 (    )

치료제가 개발되면 방역정책 강도는 낮아지고 그룹별 노동시간의 변화는 발생하나 백
신과 치료제 접종 속도보다 감염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감염 인구와 사망 인구를 줄
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최적 방역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2020)의 거시-역학 모형에 감염
가능 그룹의 일상 중 감염 노출 정도가 개별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도덕적 부주의 상
황을 추가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램지 문제의 동태적 분석
결과는 사람들의 일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정부의 방역정책과 치료제, 백신 도입
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적 부주의가 있는
경우의 최적 방역정책은 2배 더 강화되어야 하며, 총소비는 7%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
저점부터 12주가 소요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데 평균 13주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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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소비는 2% 하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내용들이 발
표되고 있다. Shen et al.(2021)의 경우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분석하면서 백신접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병행되지 않으면 백신의 효과가 급격히 감퇴될 것
으로 전망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마스크 쓰기가 강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12개월 사이에 80만에서 4백만명이 감염될 것인데, 이 경우에 백신이 도입될
지라도 감염 규모는 부분적으로만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 역시, 백신의 도입과
함께 도덕적 부주의의 해소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Shen
et al.(2021)과 유사한 시사점을 갖는다.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아닐지라도 질병의 확산
제어에서 행위자끼리의 상호 게임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
다. 대표적으로는 AIDS의 확산을 다룬 Kremer (1996)인데, AIDS 감염 리스크의 증가
가 섹스 파트너의 선택 시 역선택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과정 역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 운동, 백신 부작용에 관한 페이크
뉴스, 보건당국의 적절한 정보공개 미달과 SNS를 통한 허위정보의 선택 등 다양한 의미
에서 행위자간의 게임 관계가 형성되는 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
다. 본 논문은 ERT(2020)의 거시모형에 도덕적 부주의를 추가하였지만 보다 엄밀한 의
미의 게임적 역학관계,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등의 모형을 보강한 형태로 추후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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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A1> 와  변화에 따른 총 소비와 최적 방역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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