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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생활 수칙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코로나19가 또다시 대규모 유행의 갈림길에 섰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상황
에서 코로나19와 맞서는 우리의 거의 유일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다. 7개월
넘게 국민은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모임을 취소해라 같은 말을 당국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 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다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힘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안전해질 수 있을까? 알
고 하면 좀 잘 견뎌낼 수 있다.
우선, 마스크부터 알아보자.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고역을 견뎌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얼마나 줄
일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감염률을 85%가량 줄일 수 있다. 그러니 마스크는 힘들어도 써
야 한다. KF94같이 차단 능력이 좋은 마스크가 외과용 마스크보다 더 안전하지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편안한 마스크를 선택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차단 능력이 좋아도 숨쉬기 힘들다고 자주 벗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거리두기는 얼마나 효과적일까? 1m 이상 거리를 두면 감염률을 82%가량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
람과 거리를 많이 두면 둘수록 감염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나온 침방울이
크면 무거워서 멀리 가지 못하지만, 작은 침방울은 가벼워서 최대 8m까지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우리 방역지침에 따라 2m 거리를 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평가해 유흥주점과 노래방은 고위험 시설, 식당이나 영화관은 중위험 시
설, 쇼핑몰이나 도서관은 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시설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감염되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어떤 활동을 하면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가 없어서 다른 나라 사례를 살
펴볼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코로나19 발병률이 가장 높은 활동은 합창이었다. 미국에서는 한 합창단이 2시간 반 동안 연
습했는데 그중 53%가 감염됐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회 성가대에서 집단감염이 반복되는 것
도, 노래방에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높은 활동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 어려운 식당에서의 발병률이 18%였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15%를 기록했다.
가족 간 감염 발병률도 15%로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초기부터 손 씻기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 오염된 환경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 보고는 아직
없다. 실험에서, 많은 양의 코로나바이러스를 문 손잡이 같은 곳에 묻혀 두면 바이러스가 며칠 동안 살
아 있었지만, 실제 환자가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은 많지 않아, 체외에선 몇 시간 정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손 씻기는 열심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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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안전하다. 이제까지 코로나
19 감염은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했다. 단, 야외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밀집해 모이는 시위나 축제, 운동
경기에서는 집단감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다. 실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 수영장 물은 소독제 때문에, 바다는 소금기 때문에 바이
러스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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