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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영국의 일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7일 이동평균)는 6월 하순 이후 늘
어나다가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9.7일부터 2,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별 사망자(7일 이동평균)는 10명 이내 수준을 유지
◆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영국 정부는 실내외 모임 최대
인원을 종전 30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9.14일 시행)
◆

1
□

영국의 코로나19 상황

영국의 일별 코로나19 확진자 수(7일 이동평균)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6월 하순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9월 들어 증가
세가 가팔라지면서 9.7일부터 2,000명을 상회

ㅇ

□

이는 이동제한 조치 도입 당시 확진자 수(3.23일 730명)의 약 3배에
달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확진자가 가장 적었던 7월 초순
(7.8일 546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준

이에 비해 일별 코로나19 사망자 수(7일 이동평균)는 4월 초순 이후 증가
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8월 중순부터는 10명 이내로 안정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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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금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확대에 대응하여 실내외 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실시(잉글랜드 기준, 9.14일 시행)

□

*

*

종전 최대 인원은 두 가구의 경우 실내외 관계없이 30명, 세 가구 이상의 경우 실
외에 한해 6명(실내는 금지)으로 제한

이는 식당, 카페, 술집 및 여타 공공장소뿐 아니라 자택에 모두 적용
되며 학교, 직장, 예식장 및 장례식장(코로나19 안전조치시) 등은 제외

ㅇ

―

ㅇ

ㅇ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기회 박탈 우려, 계층간 학습 불균형 등으로
9월 이후의 등교 의무화 방침을 유지하였으며 직장의 경우 경기침체
심화 방지를 위해 사무실 출근을 허용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100파운드, 위반시마다 2배의 벌금을
부과(최대 3,200파운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여타 지역의 경우 실내외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
*

*

스코틀랜드: 실외 최대 5가구 15명, 실내 최대 3가구 8명
웨일즈: 실외 최대 30명(가구 수 제한 무), 실내 최대 4가구(인원 제한 무)
북아일랜드: 실외 최대 15명(가구 수 제한 무), 실내 최대 2가구 6명

한편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임상실험 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社는 금일 실험 참가자 1명에서 원인 불
명의 부작용 이 나타남에 따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
*

□

**

영국, 브라질, 미국, 남아공, 인도 등에서 1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개발 속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짐
** 정확한 병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언론에서는 척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뉴욕
타임즈, 9.9일)
*

ㅇ

부작용 발생은 이번이 두 번째로 同社에서는 백신 개발 과정에서 드
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실험 중단으로 인해 이르면
금년말경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계획은 연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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