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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방지를 위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는 通하지 않는다 

 

지난 1월 19일, 미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몇 가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

난 2주간 중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해당 질병의 발원지인 중

국 후베이성에 체류하거나 방문했었던 자국민은 14일 동안 격리를 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 호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역책이다 

 

하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는데 여행 제한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에 따르면 “여행 제한은 정보 공유와 의료공급

망 그리고 경제 자체에 악영향을 끼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방법이다.” 

 

여행 제한과 공항에서의 검역은 기껏해야 병원균으로 하여금 그 이동을 느리게 하는 효

과가 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감염되는 사람들의 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국제

적 도움과 전문가들이 질병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값비쌀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을 소비하며, 잠재적으로는 관련된 국가와 도시의 

경제에 해롭다. 아래의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1) 1980년대의 여행금지는 HIV와 AIDS의 전파를 막지 못했다 

 

1989년 HIV/에이즈에 대한 조치 관련 논문이 출간 되었다. 논문은 여행 제한 조치들이 

“효과 없으며, 비실용적이고, 값비싸며, 위험하고 차별적이기까지 하다.”라고 밝혔다. HIV

의 예방이 여행 제한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어떤 나라의 HIV의 전파 

속도와 범위는 HIV에 감염된 여행자가 아니라 해당 시민들의 위험생산 활동에 의해 좌

우된다.” HIV가 외국인 여행객 또는 귀국하는 자국민을 통해 들어오는 건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2) 9/11 이후의 비행 금지는 독감의 유행과 지속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9/11 이후의 비행여행의 금지와 감소는 여행을 통한 인구이동이 독감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험을 설계했다. 연구자들은 인구유동성의 감소가 독감의 전파를 멈추

지 못했음을 밝혀냈다. 독감철 동안 몇 주 동안 그 전파를 지연할 수 있었으나 더 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3) 조류독감 감염을 막지 못한 여행 제한 

 

2006년의 한 연구에서는 H5N1 조류 독감의 전파를 막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델링했

다. 결과는 명확했다. 여행을 제한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높은 유동성을 가진 인구 구성에서 질

병 발생 이후 여행을 통제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총 감염자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그 전파 속도만 조금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질병을 봉쇄하지 못한 돼지독감 여행 제한 

 

2009년의 H1N1 독감 발발 이후, 몇몇 국가들은 멕시코를 오가는 데 있어 여행 제한을 

가했고 이는 전체 여행량의 40% 감소로 이어졌다. 이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치

가 해당 질병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첫 발발 이후로 3일 정도의) 평

범한 수준의 지연을 하는 것에서 그쳤다.” 

 

5) 단 하나의 사례도 검출하지 못한 사스 공항 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공항에서의 검역을 위한 노력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3년의 사스 발생 시기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만하다. 캐나다는 당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 중 하나였다: 바이러스는 수백 명

의 감염자와 44명의 사망자를 남겼고, 국가의 공항과 보건의료 시스템, 그리고 경제에 막

대한 타격을 입혔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공항에서 열감지 스캐너와 간호사 또는 격리 직원을 통한 추가 검사 통해 검역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범토론토지역의 2만 5천명 정도의 

주민이 격리 조치되었고 수백만 명이 공항에서 검역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돈과 인

력의 낭비였을 뿐이다. 단 하나의 사례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행제한은 정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여행제한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기하는 끔찍한 경제적 영향과 해당 제

한이 가져올 반향의 잠재적 위험성은 고려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각국의 정부들은 공항 검역과 국경을 폐쇄하는 계획보

단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행객들에게 질병에 대해서 알리고 중국이 질병의 발생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더 퍼

지면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릴 것이고, 아시아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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