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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범지구적으로 유행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는 그 피해 규모의 광역성으로 국내 경제·정치·사회·문화

각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harifi et al.2020). 이는 시

민들의 안전에 대한 방역 측면에서의 위험뿐 아니라 공포나 두려

움과 같은 심리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 팬데

믹 시대를 맞아 서울특별시는 감염병 및 도시재난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회복 탄력적인 도시공간구조의 강화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탄

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 도시 인프라를 ‘도

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본래 기능에 더

욱 충실하고 감염병의 지속적 반복에 따른 방역 및 방재 관련시설

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서울연구원, 2020). 이에 본 연구는 감

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공간계획 수립에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

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유형별로 도시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발생동향 상황판, 도시계획

정보서비스(UPIS),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자료구득이 가능한

수도권역 인구 10만명 이상 61개의 시·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료에서 종속변수는 시·구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전까지

(2020년 1~10월)의 누적확진자수를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에서의 확진밀도를 반영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면적으로 나눈 면적당 확진자수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기존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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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UPIS와

KOSIS에서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 특성을 인당 공급면적 및 시설

당 인구수로 가공하였고 이에 더해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실증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인구 특성을 가공하여 도시지역의

경우 인당 상업면적과 주거면적을, 인구 특성의 경우 사람들의 통

행 양상까지 반영하기 위해 주간인구밀도를 변수로 산출했다. 분

석방법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종속변수로부터

특정 현상이 공간상에 인접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확인하였고 이는 다중회귀모형의 추정에서 오차를 발

생시키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간회귀분석을 시행, 더욱 정확

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형 중 교육시설과 문화시설 이용인원

이 높을수록 코로나19 확진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시설

과 문화시설의 양적인 공급의 필요성과 방역 측면에서 세심한 운

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도시공원 유형 중 소공원의 공급면적이 클수록 코로나19

확진밀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규모

가 클수록 시민들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용이함을 시사한다.

셋째, 광장 유형 중 교통광장의 공급면적이 클수록 코로나19 확

진밀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교류하고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일반광장보다는 사람들의 통행공간으로서 기

능하는 교통광장이 감염병과 같은 상황에서 도시의 방역공간으로

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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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3차 대유행을 맞이한 가

운데 본 연구는 2019년 도시계획시설 유형별로 코로나19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연구

의 결과를 통해 최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에 대

응하는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종속변수 측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나, 시계열적 변화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독립변수 측면에서는 종속변수와의 시간적 범

위의 불일치, 설계적 요소를 제외한 계획적 요소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행정동 단위 수준으로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대상지 구분과 도시계획시설의 설계적 요인

반영, 나아가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수도권, 코로나19, 팬데믹,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자기상관

학 번 : 2019-2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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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동물 기원의 바

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으로 확인되었고 국내에서는 2020년 1월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언하였고, 3월

에는 세계적 유행 감염병(Pandemic, 이하 팬데믹)으로 격상시켰다.

WHO에 의하면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70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5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4만8천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사망자가 6백명 이상으로 치사율 1%를 넘은 상태이

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2~3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

북도에서의 1차 대유행, 8월 수도권에서의 2차 대유행, 11월부터 전국적

으로 진행된 3차 대유행, 총 3개의 분기점으로 구분한다(질병관리본부,

2020).

[그림1-1]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와 분기점

구글 JHU CSSE COVID-19 Data 가공, 대한민국 Covid-19 일일변동 내역,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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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이전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범지구적인 재난에도 시민들

의 정상적인 도시활동을 기능하게 하는 4가지 인프라를 규정하였다. 먼

저 신속하고 체게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보건의료시스템, 온라

인 시장 활성화에 따른 택배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체계, 대중교통

기피현상을 대응하게 해준 다양한 교통수단,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이

후 내·외사산, 수변, 도시공원 등의 공원녹지시설이 그것이다(서울연구원,

2020).

이에 서울시는 ‘도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인 도시

의 인프라를 보다 제 기능에 충실하고 구축하기 위해 ‘탄력적 도시회복

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그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감염병 확산 방

지 위한 도시공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방재

관련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비대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 생활권녹지체계 구축, 자족성과 다양성이 있는

다핵 공간구조 구축 3가지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1)

자족형 공간구조 구축 및 근린생활권 조성과제의 경우 비대면 사회에

서 근린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생활거점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해 역세권

을 중심으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생활 SOC를 공급하는 등의 역세권활

성화나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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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녹지체계 구축과제의 경우 산과 강, 도시공원 등의 공원녹지시

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외로서 제한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2) 당시 판매 및 오락시설 이용률은 19% 감소한

반면 공원 등 야외공간 이용률은 51% 증가했다는 점은3) 코로나19로 인

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주거공간 및 실내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 필요를 반영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Kaplan and Kaplan 1989 ;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 Mitchell and Popham, 2008 ; Kim et al., 2013)에서

공원은 시민들의 심리적 치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이미 입증

되었고 이러한 본연의 기능과 함께 공원녹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

황에서 피난처나 방역 목적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다. 추민식 외(2017)

와 Jin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주변 지역에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병철 외(2010)의

연구에서는 공원의 주변 토지이용과의 다양한 관계와 높은 이용도의 중

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 전파 차단수단으로 공원녹지

확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서울연구원, 2020).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생활 SOC와 녹지, 공원, 광장과 같

은 열린 실외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조민경 외(2020)의 연구처

럼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생활 SOC 측면에서 오픈스페이스 분석

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코로

나19 확산 정도에 미친 영향을 도시지역 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절차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공공문화체육시설

과 공간시설의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환경과조경, ‘코로나19 시대, 한국 공원 방문율 증가 이유는?’, 2020.04.16
3)구글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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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4월 기준 국내 시설이용추이

구글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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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 자족적인 생활권을 위해 각종 생활 SOC의 공급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어 각 지역별 시설의 양적 필요성과 그 이용혼잡도

를 측정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형의 경우 시설당 인구수로 독립변수를 구축하였고, 공원·녹지·광장과

같은 공간시설은 전염병 상황에서 피난처나 방역 목적으로 감염병의 전

파 차단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인당 공급면적을

독립변수로 산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지역별로 도시지역

면적당 확진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도시 방역과 방재 측면에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수

준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1) 교육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문화체

육시설의 시설당 인구수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2) 공원, 광장,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의 유형별 1인당 공급면적은 코

로나19 확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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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수도권역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원·광장·녹지와

같은 도시 내 공간시설 특성 외에 도시지역, 인구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3차 대유행 이전인 10월을 기준으

로 누적확진자 수의 50% 이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

에4)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부단위는 61개(서울특별시 자치구 25

개, 인천광역시 자치구 8개, 경기도 시 28개)의 시·구로 하였다. 인구 10

만명 미만의 군 단위들은 표본이 적고 자료구득이 용이하지 않아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수도권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는 국내 첫 확진자

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3차 대유행 시기

이전인 10월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와 시

간적 범위를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특성은 도시계획정보

서비스(UPIS)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인 2019년 도시기본통계에서 구득

하였고, 인구특성인 주간인구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 구득 가능한 최

신 자료가 2015년으로 다소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해당 자료를 가공하여

독립변수로 구축하였다.

4)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상황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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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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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공간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도시지역, 인구, 경제적 특성이 코로나19 확

산 정도에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5

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

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한다.

제 2장에서는 코로나19와 도시공간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국

내와 해외 동향으로 구분하고 고찰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도시계획시설의 분류체계와 선행연구를 고

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가설을 수립하고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변수들의 기초통

계량을 분석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다음으로는 공간 자기상관성

을 진단하고 이를 통제하는 공간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 정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추정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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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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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코로나19와 도시공간 선행연구

1. 국내연구동향

2015년 MERS 대유행에 대해 감염 관련 전문가들은 철저한 역학조사

를 기반으로 한 방역 시스템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수라 하였으며 낙

후된 감염관리시스템이 집단감염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였다(대한감염

학회, 2017). 하지만 당시 이러한 보건체계를 평가하는 연구는 있어도 도

시적 측면에서 감염병을 대응에 필요한 방안을 구상하는 연구는 많지 않

았다. 그중에서도 성현곤(2016)은 MERS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이동욕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기술하였으며

이는 현재 코로나19를 맞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양상과 비슷하다.

MERS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19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실질적인 위

협으로 다가왔고 이것은 최근 감염병과 도시공간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하다는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해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처하는 도시정책방향과 방안 제시에 대해 기술

하는 내용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정재용(2020)은 코로나19 이후 사람과 물자 등의 이동 규모의 통제가

급선무라 하였고 도시기능과 토지이용을 제어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제라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제에 대한 도시적 방향으로 방역을 고려한 밀도

와 토지이용에 대한 섬세한 계획과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자립적인 공

간단위 설정, 사회기간시설의 공간적 배분 계획 강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지원시설의 공간적 배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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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혁 외(2020)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신도시 조성을 위해 감

염병 관련 전문가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시설게획, 공원녹지계획, 공

공 및 편익시설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

시의 자족기능과 물리적 특성에 대한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

였으며 이는 권영상(2011)의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한 신도시 계획 기본

구상에서 나타난 공간구조 특성에 향후 방역 측면 요소 반영의 필요성으

로도 이어진다.

그 외 다수의 연구 (오미애 외, 2020 ; 윤주선 외, 2020 ; 이우종,

2020)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공중위생적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성현곤

(2020)은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감염병의 전파가 보다 빠르다 하였

다.

하지만 코로나 19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는 활발해도 도시의 물리적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정량

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실증연구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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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연구동향

국내와는 반대로 해외연구는 감염병과 도시의 물리적 요소 간 정량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전에 Matthew and McDonald(2006)은

말라리아라는 감염병이 토지이용 유형과 도시화와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

었다. 그 외에 해외에서는 최근 도시의 물리·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유형

별로 정리한 후 코로나19 확진 빈도나 치사율과 관련해 상관분석이나 회

귀모형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실증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표2-1]은 해외연구들의 연구방법, 핵심변수, 내용에 대해 정리한 것으

로 크게 인구밀도, 소득, 토지이용과 같은 도시의 요인들을 변수로 사용

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인식을 설문조

사하여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간으로서 녹지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연구에서는 생활 SOC와 같은 시설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외에 정량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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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코로나19와 도시공간 해외 선행연구

저자 연구방법 핵심변수 내용

Sharifi et al.

(2020)

코로나19

관련

문헌고찰 및

집대성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미친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행정적 영향

교통 및

도시설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시는 특정 기준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필요함

Andersen et al.

(2020)

군집분석

공간시차모형

도시규모

장애

인종

미국 도시 규모의 최소단

위인 County는 확진자

수와 유의하지 않음, 그

이상 규모는 모두 유의함

Baser O.

(2020)
상관분석

인구밀도

교육수준

연령

온도

소득

코로나19 확산은 교육수

준, 연령, 온도, 소득을 통

제하고서 보면 인구밀도

와 밀접한 (+)의 상관관

계를 가짐

Ghosh et al.

(2020)
상관분석

대도시로부터

의 거리

대도시로부터 거리는 코

로나 확진수와 (-)의 상

관관계를 가짐

Bhadra et al.

(2020)
상관분석 인구밀도

인구밀도와 코로나 확산

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

Xie et al.

(2020)
설문조사

도시공원

방문빈도 활동

유형

도시공원 이용은 팬데믹

시대에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사회적 교류 욕

구를 충족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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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olini et al.

(2020)
설문조사

코로나19 발발

이후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시

민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규모의 녹지공간

과 도시 및 근린환경과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

야함

Bhayani et al.

(2020)
상관분석

인당 국민소득

인종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에 코로나19 확진에 노출

될 가능성이 큼

Li et al.

(2020)

다중회귀모형

지리가중회귀

모형(GWR)

고령인구밀도

상업면적밀도

병원 밀도

지하철 밀도

용도혼합도

고령인구밀도, 상업면적

밀도, 용적률, 병원 밀도,

지하철 밀도는 확산에

(+)의 영향을, 용도혼합도

는 확산에 (-)의 영향을

미침

Nakada

(2020)
상관분석

인구밀도

사회적 거리

온도

자외선

인구밀도와 사회적거리는

코로나 확산정도와는 (+)

관계, 온도와 자외선수치

와는 (-)상관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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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차별성

국내와 해외 선행연구 동향을 종합하자면 국내의 경우 정재용(2020)과

현재혁 외(2020)은 공공지원시설의 배분과 공원녹지체계의 재정립을 강

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성현곤(2020)은

코로나19 역시 이전 MERS, SARS와 같이 도시적인 감염병이고 이에 따

라 감염병 확산에 있어 도시적 요인들이 중요함을 기술하였으며 이는 국

내 코로나19와 도시적 요인 간 실증연구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해외의 경우 Li et al.(2020)과 Baser O.(2020)의 연구와 같이 인구밀

도나, 토지이용 특성 등의 도시적 요인들을 반영한 실증연구는 있으나

생활SOC와 같은 측면에서의 변수 반영 및 공원, 광장, 녹지와 같은 공

간시설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절차에 따란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

지시설, 공공청사가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녹지, 광장이 속해

있는 공간시설 변수를 구축해 시설적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나아가 단순 인구밀도가 아닌 사람들의 통행

양상을 반영한 주간인구밀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엄밀함을 갖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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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3차 대유행 이전 수도권역 코로나19 확산 양상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시계획시설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특정 유형의 시설당 인구수는 코로나19 확

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도시에 설치된 공원유형 중 소공원의 공급면적이 클수록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져 코로나19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3) 다수인의 집회 및 휴식에 중점을 둔 일반·경관광장과는 달리 이

기교통과 보행인의 단순 통행에 중점을 둔 공간인 교통광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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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구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수도권 61개 시·구를 대상으로 하고 종

속변수인 도시지역 면적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2020년 10월까지의 확진자 자료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제공하는 코로나19 상황판을 통해 구득하였다 ([그림3-1], [그림

3-2], [그림3-3] 자료예시 참고).

독립변수 중 공간시설 유형별 1인당 공급면적과 공공문화체육시설 유

형별 시설당 인구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에서 제공하는 ‘2019년 도

시계획현황통계‘ 에서 추출하여 가공하였고 도시지역 및 주간인구데이터

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구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3-1] 자료예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누적확진자

서울시청 제공, 코로나19 상황판,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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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자료예시: 경기도 시·군별 누적확진자

경기도청 제공, 코로나19 상황판, 2020.02.06

[그림3-3] 자료예시: 인천광역시 군·구별 누적확진자

인천시청 제공, 코로나19 상황판,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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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1) 다중회귀모형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수학적 모델을 세우고, 선정된 변수의 실측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추정하는 통계 방법이다. 특히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와 다

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설명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여

설명변수 값에 대응되는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거나,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델을 설정하고 실측 데이터를 통하여 이

를 검정하는 통계 방법이다.

단순 회귀모델(simple regression model)은 하나의 설명변수가 종속변

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하나의 설명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작으며, 종속변수의 분산에 영향

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다양하고,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

는 경우가 흔하다.

다중 회귀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은 단순회귀모델을 확대시킨

것으로 종속변수의 총 분산을 보다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설

명변수를 투입하는 통계 방법이다. 이렇게 다중 회귀모델을 선택하는 가

장 큰 이유는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개의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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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에는 각 설명변수들의 정규성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날 경우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높다고 하며, 공선성이 높게

나타나면 개개의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매

우 어렵게 된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이하 VIF) 와 허

용도이며 둘은 서로 역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허용도가 0.1 이하거나

VIF 값이 10이상이면 공선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이희연‧노승철, 2013).

본 연구에서는 Ordinary Least Squres Model (이하 OLS모형)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을 활용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의 전

염병 확산은 단순히 하나의 독립변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구

축한 독립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론으로 다중회귀모델이 유효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분석에 앞서 구축한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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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회귀모형

수도권 시·구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있는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

근 지역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인해 공간종속성(spatial

dependency) 또는 공간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가진다. 여기서

공간종속성은 종속변수들 간에 자기상관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공

간이질성은 공간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균일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송영철 외, 2012).

이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전제 중

하나인 독립성을 위반하여 분석결과가 잘못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5) 공간적 특성이나 인접성에 의한 연관성을 고려하

는 또 다른 회귀분석 기법이 요구되는데 공간시차모형(Spatial-Lag

Model: SLM)과 공간오차모형(Spatial-Error Model: SEM)이 이에 해당

된다.

본 연구에서는 GeoDa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spatial autocorrelation)을 진단하여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간시차모형(SLM)과 공간오차모형(SEM)을 모두 이용하여 그중

더 적합한 모형을 분석결과로 선정하였다.

5)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제13장 공간계량모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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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도시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도를 나타내

는 변수로써 시·구별 확진자수를 단순 각 시·구별 전체면적이 아닌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을 제외한 주로

사람들이 활동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면적으로 나눠 보다 엄밀하게 산출하였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020년 10월까지의 누적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구득한 자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시·구별 확진자 건수를 지정하였고 그중 해

외유입 건수는 제외하였다.

[표3-1] 종속변수 산출과정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 (단위: 명)

< A >

도시지역 면적

(단위: m2)

< B >

도시지역 단위면적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단위: 명/m2)

< C > = < A > / < B >
서울시

종로구
102 12,767,842 4.25E-06

······ ······ ······ ······
경기도

여주시
53 3,771,547 2.03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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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도시지역, 인구 자료로 구분

하고 이를 가공하여 구축하였다. [표3-2]는 독립변수를 설명 및 정리한

것이다.

(1) 공공문화체육시설 변수

공공문화체육시설 변수로는 그 이용빈도를 나타내기 위해 시·구별 주

민등록인구를 교육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각각의 개수

로 나누어 시설당 인구수를 산출하였다. 지역별 시설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 자료를 구득해 산출하였다.

(2) 공간시설 변수

공간시설의 경우 크게 도시공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로 구분하였고.

도시공원의 경우는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주제공

원(수변공원, 체육공원)으로 더 세분화하였다. 광장의 경우 일반광장과

교통광장으로 세분화하였고. 각각의 변수들은 면적을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누어 인당 공급면적으로 산출하였다. 지역별 공간시설의 유형별 면적

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에서 제공하는 ’2019년 도시통계‘ 자료를

구득해서 유형별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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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변수

선행연구에서 다룬 변수인 도시지역 특성과 인구특성의 경우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역시 공간시설 변수과 같이 시·구별 용도

지역면적을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구해서 구축하였다. 도시지역

특성의 경우 인당 상업면적과 인당 주거면적을 산정했으며 해당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2019년 용도지역 자료에서 유형별로

구축하였다

인구특성의 경우, 단순 주민등록인구밀도를 보기보다는 시·구별 상주

인구에 타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인구를 더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통

근인구를 빼는 식으로 주간인구를 구한 후 시·구별로 비도시지역을 제한

도시지역면적으로 나누어 주간인구밀도를 산출하였다. 해당자료는 주간

인구자료가 공개되는 가장 최신자료인 2015년 주택인구총조사에서 구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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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변수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출처

종속변수

면적당

코로나19

확진자수

(명/m2)

코로나19 확진자수

/ 도시지역 면적

지자체별

코로나

상황판

독

립

변

수

도

시

계

획

시

설

공

공

문

화

체

육

시

설

교육시설
교육시설당

인구수 (명)

인구수

/ 교육시설 수
KOSIS

공공청사
공공청사당

인구수 (명)

인구수

/ 공공청사 수
KOSIS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당

인구수 (명)

인구수

/ 사회복지시설 수
KOSIS

문화시설
문화시설당

인구수 (명)
인구수/문화시설 수 KOSIS

공

간

시

설

도

시

공

원

생활권

공원

인당 소공원

공급면적 (m2)

소공원 면적

/ 인구수
UPIS

인당

어린이공원

공급면적 (m2)

어린이공원 면적

/ 인구수
UPIS

인당 근린공원

공급면적 (m2)

근린공원 면적

/ 인구수
UPIS

주제

공원

인당 수변공원

공급면적 (m2)

수변공원 면적

/ 인구수
UPIS

인당 체육공원

공급면적 (m2)

체육공원 면적

/ 인구수
U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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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인당 교통광장

공급면적 (m2)

교통광장 면적

/ 인구수
UPIS

인당 일반광장

공급면적 (m2)

일반광장 면적

/ 인구수
UPIS

녹지
인당 녹지

공급면적 (m2)
녹지면적 / 인구수 UPIS

공공공지
인당 공공공지

면적 (m2)

공공공지 면적

/ 인구수
UPIS

통제

변인

도시지역

특성

인당 주거용지

면적 (m2)

주거용지 면적

/ 인구수
KOSIS

인당 상업용지

면적 (m2)

상업용지 면적

/ 인구수
KOSIS

인구 특성

도시지역

주간 인구밀도

(명/m2)

주간인구수 /

도시지역 면적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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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 통계량 분석

[표 4-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도시지역면적당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종송변수이며 도시계획시설 유형과

용도지역 및 인구특성이 독립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수도권역을 구성하는 61의 시·구를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건수를 각 시·구별 도시지역 면적당 발생 건수,

즉 시·구별 확진자 수 밀도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61개의 시·

수마다 값을 가진다. 도시계획시설 유형 특성과 용도지역 및 인 특성들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유형 변수들은 최솟값과 최댓값이 많

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시·구별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문화체육 시설

당 인구수, 공간시설 공급면적, 도시지역 면적, 주간인구밀도 값의 편차

가 큼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유형 변수들과 그 외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

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많은 변수들이 최솟값, 최댓값 편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지인 수도권역에서는 각 변수별로 상황이 전혀

다른 시·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만약 이러한 시·구에서 코로

나19 확진 발생 빈도에 차이를 보인다면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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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값을 확인함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였는데 그 값은 모두 10 미만으로 산출되어 다

중공선성 문제는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종속변수 분포도를

보았을 때 서울시와 인접할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함을 직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어 Geoda를 통한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림 4-1] 종속변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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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변수 기초통계량

변수 표본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VIF

도시지역 면적당

코로나19 확진자수
61 5.85e-06 4.85e-06 2.11e-07 1.76e-05

교육시설당 인구수 61 6337.06 2477.24 2371.19 17423.88 3.49

공공청사당 인구수 61 15052.12 6837.89 5709.27 38580.5 1.92

사회복지시설당

인구수
61 11330.75 9331.68 1716.02 50332.75 1.40

문화시설당 인구수 61 28467.70 13583.33 2339.11 67110.34 2.02

인당 소공원

공급면적
61 0.18 0.28 0.01 2.09 1.24

인당 어린이공원

공급면적
61 0.46 0.29 0.09 1.91 1.45

인당 근린공원

공급면적
61 7.46 14.80 0 118.17 1.99

인당 수변공원

공급면적
61 0.32 0.51 0 2.15 3.00

인당 체육공원

공급면적
61 0.37 0.75 0 3.44 2.27

인당 교통광장

공급면적
61 2.42 4.79 0 35.27 5.07

인당 일반광장

공급면적
61 0.12 0.32 0 1.82 2.25

인당 녹지 공급면적 61 2.92 6.98 0.06 44.91 5.99

인당 공공공지 면적 61 0.20 0.28 1.67e-03 1.48 1.56

인당 주거용지 면적 61 41.25 17.13 21.26 116.71 3.14

인당 상업용지 면적 61 5.38 7.04 0.57 44.09 3.78

도시지역

주간인구밀도
61 0.02 0.01 0.01 0.0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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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회귀모형

코로나19 확산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OLS 모형과 함께 공간통계모형인 SLM, SEM 모형을 이용하였고 공간

회귀분석에 앞서 공간자기상관(Moran’s I)를 검증하였다. GeoDa를 통해

검증한 Moran’s I 값([그림4-2] 참고)과 유의도값을 통해 공간자기상관

이 존재하므로 공간회귀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4-2] 종속변수의 Moran’s I 값과 그 유의도

공간회귀분석의 결과값 중,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Schwarz Criterion(SC)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Anselin(2005)

에 따르면 AIC와 SC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형이 적합도가 높은 모형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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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비교결과, SLM모형에서는 Moran’s I 값이 기존값보다는 낮은 결과

를 보였으나 여전히 유의하여 공간자기상관이 통제되지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SEM모형에서는 Moran’s I 값이 기존값보다 낮으며 유의하지

않아 공간자기상관을 통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그림 4-3] 참고). 또한

3개의 모형 중 SEM을 통한 추정이 R2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AIC와

SC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모형 중 SEM이 가장 적합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4-2] 참고).

[그림4-3] SLM, SEM 모형의 Moran’I 값과 그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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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에서 추정된 계수값을 살펴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 변인들 중 교

육시설당 인구수와 문화시설당 인구수는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

쳤는데 이는 공공문화체육시설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에

이용가능인원이 많을수록 확진자 밀도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공간시설 유형, 그중 생활권 공원 변인들 중 인당 소공원 공급면적의

경우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시생활권의 기반시설로

서 도시공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용자들 간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기 때

문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광장 변인들 중에서는 인당 교통광장 면적이 종속변수에 부(-)의 영향

을 미쳤다. 시민들이 집회, 휴식, 오락 등의 공동체 활성화가 주기능인

일반광장과는 달리 주로 단순 통행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교통광장이기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녹지의 경우 그 면적이 클수록 코로나 확진밀도가 높은 정(+)의 영향

을 보였는데 이는 수도권역 녹지가 물리적으로 사람들 간 감염병 전파를

막는 방역 공간으로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 변수 중 인당 주거용지 면적은 종속변수에 (+)의 영향을, 인

당 상업면적은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인당 주거용지 면적이 작

을수록, 인당 상업면적은 클수록 코로나19 확산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주거면적의 경우 확진자 수에 (+)의 영향을 미치며 주거실태조사 통계보

고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인당 주거면적이 더 큰 경향을 보인다. 주

거면적 변수 결과에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면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확

진 가능성이 높다는 Bhayani(2020)의 논의와 부합한다. 인당 상업면적의

경우 상업면적이 넓을수록 물리적으로 분산된 소비행태가 보일 것을 유

추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선행연구 Li et al.(2020)의 결론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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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간인구밀도가 코로나19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단순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통근과 통학인구를 반영하는 주

간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확산정도가 높음은 단순 인구밀도를 변

수로 선정했던 선행연구(Baser O, 2020 ; Bhadra 2020)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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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공간회귀분석 결과

구분
다중회귀모형

(OLS)

공간시차모형

(SLM)

공간오차모형

(SEM)
Coef. t Coef. z Coef. z

도

시

계

획

시

설

특

성

공

공

문

화

체

육

시

설

특

성

교육시설당

인구수

8.21e-10

***
2.93

7.17e-10

***
2.98

8.94e-10

***
3.85

공공청사당

인구수
-5.56e-11 -0.7 -4.76e-11 -0.8 -6.18e-10 -1.0

사회복지

시설당 인구수
1.84e-12 0.04 4.34e-12 0.11 1.04e-12 0.03

문화시설당

인구수
4.83e-11 1.24 4.27e-11 1.32

6.37e-11

*
1.94

공

간

시

설

특

성

도

시

공

원

특

성

생

활

권

공

원

특

성

인당

소공원

면적

3.04e-06

**
2.09

2.94e-06

**
2.41

2.97e-06

**
2.42

인당

어린이

공원

면적

-1.10e-06 -0.7 -8.59e-07 -0.7 -1.03e-06 -0.8

인당

근린

공원

면적

-2.57e-08 -0.7 -2.81e-08 -1.0 -1.99e-08 -0.7

주

제

공

원

특

성

인당

수변

공원

면적

-1.50e-06 -1.2 -1.33e-06 -1.3 -1.25e-06 -1.2

인당

체육

공원

면적

-1.42e-07 -0.2 -1.37e-08 -0.0 -2.36e-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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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 **p<0.05, ***p<0.01

광장

특성

인당

일반

광장

면적

1.75e-06 1.02 1.82e-06 1.27 2.40e-6 1.57

인당

교통

광장

면적

-4.28e-07

**
-2.5

-4.19e-07

***
-2.9

-4.94e-07

***
-3.4

인당 녹지면적 1.87e-07 1.44
1.90e-07

*
1.75

2.07e-07

*
1.86

인당 공공공지

면적
-4.35e-07 -0.3 -5.52e-07 -0.4 -7.47e-07 -0.5

통제

변인

도시

지역

특성

인당

주거

면적

8.28e-08

**
2.16

6.18e-08

*
1.84

1.09e-07

***
3.76

인당

상업

면적

-2.37e-07

**
-2.3

-2.18e-07

**
-2.5

-2.38e-07

***
-3.0

인구

특성

주간

인구

밀도

0.00035

***
4.54

0.00029

***
4.07

0.00049

***
6.79

공간시차(Wy) 0.2033

Lambda(λ) -0.4287**

Moran’s I 0.471*** -0.119* -0.014

R2(Adjusted) 0.6483 0.7516 0.7572

AIC -1369.49 -1369.28 -1371.15

SC -1333.60 -1331.28 -1335.26

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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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도시계획시설 유형 특성과 도시지역·인구 특성이 도시지역

면적당 코로나19 확진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에 목

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자료는 3차 대유행 이전인 10월까

지의 지자체별 코로나19 상황판에서 제공하는 누적확진자수 자료와 도시

계획정보시스템(UPIS), 국가통계포털(KOSIS) 사이트에서 자료구득이 가

능한 수도권역 시·구 61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특성을 비롯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도시지역 면적당 코로나

19 확진자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나아가 공간적 자기상관을 확인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간회귀분석을

시행하였며 그 중 적합한 모형으로 공간오차모형을 선정하였다. 공간오

차모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형 변수 중 교육시설당 인구수와 문화시설

당 인구수의 경우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시생활권

의 기반시설에서 특히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에 인구수가 집중될 경우 코

로나19 확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툭정 지역들은

시설들의 양적 측면에서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의 경우 운영 면에서 방역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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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권 공원 변수 중 인당 소공원 공급면적의 경우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도시생활권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규

모가 작을수록 물리적 거리두기가 용이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사회적 교류 욕구를 어느정도 해소해주고 방역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도시공원 설치에 있어 규모 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광장 변수 중에서는 인당 교통광장 면적이 종속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람들의 집회보다는 교통수단 혹은 사람들의 통행

과 통과를 주 기능으로 하는 교통광장이 방역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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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뿐 아니라 국내 도시에 여러 방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측면

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축에 있어 계획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종속변수의 경우 구축과정에서 시계열 분석이 아닌 누적확진자

수로 구축했다는 점,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반영하지 못해 구체적인 확

진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독립변수 구축과정에서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일부 변수의

시간적 범위가 종속변수와 일치하지 않으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우 단

순 시설당 인구수로 그 이용빈도와 혼잡도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공간시설 유형의 경우에는 계획적 요소인 공급면적 외에 시설물이나 형

태적 요인과 같은 설계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향후 행정동별로 일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 및 확진 장소 자료 구

득이 가능해지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빈도와 이용자

들의 연령별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면, 또 공간시설의 경우 그 시설물

구성과 형태적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면 공간적으로 세분되고 시계열 변

화를 반영하며 설계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한 보다 엄밀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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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pread of

COVID-19 in Urban Area

: Focusing on the

Types of Urban Faci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Kim, Jung Ho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lobal epidemic of Covid-19 (Coronavirus Infection-19,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vid-19) is a metropolitan area of damage

that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ystems (Sharifi et al., .2020). This has a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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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psychologically, such as fear and fear, as

well as risks in terms of quarantine against the safety of citizens. In

the Pandemic Era, the Seou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infrastructure for elastic urban recovery' aimed at strengthening the

resilient urban space structure that can prepare for infectious diseases

and urban disast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ypes of urban facilities affect the spread of COVID-19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give policy implications to

urban planning.

This study analyzed 61 cities and districts with more than 100,000

people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can obtain data from the Corona

19 outbreak status board, the Urban Planning Information Service

(UPIS),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KOSIS). In the research

data,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Covid-19 by city and district

before 3rd Impact (January to October 2020) was divided by urban

area to reflect confirmed case density in the space where people

usually are active as dependent variable. Unlike previous studie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processed to reflect the impact factors in

terms of urban facilities by supply area and people per facility. To

confirm results of previous studies, land use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Moreover, to

reflect mobility patterns of people, daytime population density was

calculate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several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s, but later confirmed the existence

of spatial autocorrelation, which causes error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fore performed spatial regression model to control

spatial autocorrelation and for more accurate result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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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number of people using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the higher the confirmed case density. This

suggests a careful operation policy, especially in terms of the

quantitative supply and quarantine of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among public cultural sports facilities.

Second, the larger the supply area of pocket parks among urban

park types, the higher the confirmed case density of COVID-19. This

suggests that the larger the size of urban parks, the easier it is for

citizens to distance themselves.

Third, among the types of squares, the larger the supply area of

the traffic plaza, the lower the COVID-19 confirmed density. This

suggests that the traffic plaza, which functions as a transit space,

can be used as a quarantine space for the city in situation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While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has soared since

November, 2020 in South Korea, the study has empirically analyzed

how it affects the spread of COVID-19 by types of urban facilitie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policy

to cope with COVID-19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However,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failed to reflect the confirmed

cases tracking or time-series variation in terms of dependent

variables. Also, in terms of independent variables, discrepancies in

time range with dependent variables and just reflecting planning

factors excluding design factors were limitations. Thes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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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supplemented if future works include more detailed spatial unit

level anaylsis. reflection of design factors in urban facilities, and

time-series analysis.

keywords : Seoul metropolian area, COVID-19, Pandemic, urban

facility, spatial auto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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