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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로나-19 대유행은 장기화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측면에

서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점

점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생활양식에 적응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의 인식 및 행

동 변화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사회공간적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따

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의 충격에 대한 이해 및 도시공간 재구

성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지역별 경제반응도 차이를 도시공간

이용 변화와 도시공간구조적 특성을 연계하여 감염병에 민감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

성을 분석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람들의 도시공간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

표로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반응을 확인

하고, 연령별로 유형화 하기 위해서 2019년과 2020년 생활인구를 3개의 연령별 그

룹(20-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k-Shape 군집분석과 개입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시점에 따

른 도시공간이용패턴 변화를 파악하고 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그 다음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이용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해 각 군집별 

도시공간구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소비 변수를 포함한 선형회귀

분석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 군집 유형별 경제반응도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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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ape 군집분석, 개입분석 결과 코로나-19시점에 따른 도시공간이용 패턴 

변화는  크게 3가지(민감형, 유지형, 적응형)로 유형화되었다. 민감형 그룹은 코로나

-19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유지형 그룹은 코로나-19 발생에 대하여 가

장 둔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적응형 그룹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점차 적응하는 유

형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반영하였을 

때 각 군집에서 높은 연령대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고 해당 지역의 도시공간구조적 

특성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소득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고 소비수준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 이동성 변화

에 있어서 코로나-19에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였던 유지형 그룹이 가장 큰 경제적 타

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에서 가장 큰 연령대 비중은 중장년층으로 나

타났고, 도시공간적 특성으로는 1인 가구 비율 및 주거 비율 대비 상업 지역이 높은 

도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감염병이 사람들의 도시공간이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감염병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여 

감염병에  회복가능한 도시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

석 결과를 통해 선제적 방역 대책 등의 수립 및 감염병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계획의 방

향성 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코로나-19, 경제반응도, k-Shape, 일원배치 분산분석, 선형회귀분석 

학   번 : 2020-2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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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는 빠른 시간안에 전세계적 팬데믹 공황을 불러왔

고 초반 예상과는 다르게 여러 차례 대규모 감염에 의한 지역 내 확산으로 사태가 악

화됨에 따라 장기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대유행 중 인구 이동을 최

대한 지양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가 도입한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활성화, 방역패스 등)은 비대면과 비접촉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문가

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망하였다.1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도시와 사람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였고, 분산이 아닌 

집중을 지향하는 방식이 각광받았다. 도시공간계획으로서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예증이며, 이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한데 모으고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복합 고밀도 개발을 지향하였다(이시철, 2020).  하

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에 대한 보건 의식이 강화하면서 대도시의 밀접

밀집된 환경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여겨지게 않게 되면서 안전한 도시 공간에 대한 인

식도 변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은‘뉴노멀(New Normal)’과 같은 새로운 생활 방식

을( 재택근무, 원격 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만들어 냈고, 사람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이용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 
1 윤정섭(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동 패러다임의 변화. FUTURE HORIZON, 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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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의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으며 빠른 대안책 또한 요구된다. 

이에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한 새로운 표준에 맞는 서울시 도시정책의 일

환으로 탄력적 도시회복을위한 도시공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언택트 

시대의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의 정책과제(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 생활

권 녹지체계 구축, 자족성과 다양성이 있는 다핵 공간구조 구축)를 선정하였다.2 

역사속의 대규모 감염병은 도시공간계획과 건설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쳐왔다(오

미애 외, 2020). 코로나-19감염병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전의 전염병들이 도시

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에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예를 들면, 에볼라 바

이러의 경우 영향 범위가 국지적이었지만,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생하여 빠른 시

간내에 팬데믹 상황까지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렸다3. 더불어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 

는 존속 기간이 비교적 짧아 관련 연구들은 주로 확산 방지와 특정 산업에 미친 영향

을 위주로 수행되었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에 국면하면서 도시공간구조

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인구이동 패러다임의 변

화는 시민들의 생활패턴을 뒤흔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업종별 상이한 경제적 효

과를 야기하고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며 총체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예시했다(서울연구원, 2021).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변이성 전염병의 등장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

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도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사

───────────── 
2 서울연구원,‘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토론회, 2020.05.12 
3 장자크 무옘베 탐품, 콩고민주공화국 국립생명의학연구소장. “’에볼라 박사’를 만나다-코로나19도 

가짜뉴스 이겨야 극복’”. 뉴스가 있는 저녁. YTN. (2021.02.02). 인터뷰. 
(https://www.ytn.co.kr/_ln/0104_20210202200430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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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타격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의성있는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존재

한다(정주혜 성병찬, 2020; 이왕건, 2020). 변창욱 외 (2011)는 인구이동과 공공정책 

사이의 상관성이 크고 공공정책 간의 영향력도 상이할 수 있으며 서로 상충하는 정책

이나 중복적인 정책들은 실행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의도하

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에 인구이동에 대

한 면밀한 검토와 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및 카드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도시공간이용의 시 공간적 패턴변화를 인구학적 특성에 기반하

여 유형화하고 도시공간구조적 특성과 연계하여 코로나-19감염병의 장기적 사태로 

인한 서울시 행정동별 경제반응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사람들의 도시공간이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감염병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선제적 방역 대책 등의 수립 및 감염병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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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１.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와 KT가 협력해서 매시 정각, 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모바일 위치기반 생활인구 시계열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특별시 424개 행정동을 기본적인 공간 분석 범위

로 하나, 3개의 연령대그룹(20-39세, 40-59세, 60세 이상)을 각 행정동에 적용하

면서 서울시 행정동(424개)* 연령대그룹(3) = 총 1272개의 연령대별 행정동을 공

간 데이터로 도출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코로나-19발생 전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코로나-

19발생 전년도인 2019년과 후년도인2020년을 기본적인 시간 분석 범위로 설정하

였고, 추가적으로 2분기(4 5 6월)와 4분기(10 11 12월)에 해당하는 월별 일별 데

이터로 정제하고 상주인구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요일별·시간대별(24시간, 일

주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여 최종 분석에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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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고 진행 과정은 다음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에 대하여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도시공간계획

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인구이동과 도시공간이용 관련 

연구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방법과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가설과 연

구의 목적에 따라 선정한 변수를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k-Shape 군집 기법과 개입분석을 통해 이동패턴에 유사성을 가진 

군집을 도출한 다음 해당 군집들을 기준으로 앞서 선정한 변수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한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요약하고 논의하며, 이를 통해 본 연

구의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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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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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제１절  생활인구에 관한 개념 

１.  생활인구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인구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

람은 물론 업무, 교육, 의료, 관광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뜻한다(서울특별시, 2018). 서울 생활인구란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

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서울의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뜻한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1).  

정재용(2020)은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과제는 사람과 물

자 등의 이동 규모 파악과 통제라고 제시하고 인구밀도는 도시공간 설계에 있어서 높

은 중요도를 갖기 때문에 도심의 유동인구와 거주인구의 적정 균형에 대한 계획이 필

요하다고 제시했다.  

모바일 기반의 생활인구 데이터 존재 전에도 활동인구, 상주인구, 유동인구 등 인

구가 나타내 수 있는 여러 개념 아래에서 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왔다. 기존

에는 주거지를 집중으로 생활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상주인구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

다가 해당 연구가 실제 활동하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다고 비판되어 현

주인구 및 활동인구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시가 다양한 원

인들로 주거 기반 보다는 생활 기반 차원의 소지역 중심으로 분화해가면서 기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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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지고 있다(변미리 서우석, 2011). 이와 같이 인구 데이터가 표현해낼 수 있는 분

야도 다양해지며 인구 정책변화의 필요성 또한 제시한다.  

이자은(2021)은 지역의 역동성과 이동성, 그리고 재난, 질병 등 시의성 있는 정보

를 필요로 하는 연구에는 기존 인구 데이터는 한계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인구의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기반의 데이터가 실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발생에 따른 인구

의 이동 패턴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의성이 중요하다고 고려해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본 활용데이터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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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감염병과 도시공간의 역할과 변화 

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역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과 근 현대 도시가 탄생한 배경과 역사

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정재용, 2020; 민보경, 2020).  또한 감염병의 발병과 전

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의 중심에는 도시 공간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항

상 존재하였고 (윤병훈 외, 2021; 김현수, 2020) 영국의 역학자 존 스노우는 도시계획

이라는 공간적 도시계획을 통해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학문적 토대를 만들었다 

(오미애 외, 2020). 

도시적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그 이전의 질병들과 다를 것이라는 예측

은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김동근(2020)은 팬데믹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감염

병 대응책과 현 도시정책들의 갈등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바뀐 환경으로 인한 

도시계획 관련 지표와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서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다. 또한 다각적 시야와 방역대책과 도시정책의 우선순위의 합의에 의한 해결책에 대

한 필요성 제시한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환경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도

시가 가진 매력(전문적인 기회, 양질의 일자리, 풍부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인구의 도

시집중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한다(이진희, 2020; 

Florida et al, 2021).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이 컸던 이유로 글로벌 경제와 더

불어 과거보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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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

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밀도’에 대한 이야기

가 제외될 수 없다. 선행연구에 따르면‘밀도’의 정도에 따른 코로나-19와 같은 감

염병에 대한 도시의 취약성이나 존속여부에 대한 논제는 아직 불확실하다. 교통에 의

한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연구를 보면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이 집중되고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가 감영병에 취약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성현곤, 2016;

이희정, 2020). 이렇게  교통을 통해 인구 이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

축한 친환경 도시가 감염병에는 취약한 점을 ‘도시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코로

나-19 환자 발생 지도를 보았을 때 이런 현상이 도시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

재한다4. 

하지만 ‘인구밀도’가 인프라 중심 및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도시공간계획에 미

치는 영향과 감염병 확산의 원인인지에 대한 논의는 견해가 나뉜다.  미국에서도 도시

밀도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Holmes, 2020)와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견해가(Alter, 2020)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홍(2020)은 인구밀

도는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조건임은 분명하지만 뉴욕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볼 때 모

든 도시에 들어맞는건 아니라고 말했다. 만약, 도시의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고밀도

에 대한 결과로 이해한다면 보행 중심의 과밀 도시. 또는‘컴팩트 도시’는  공중보건

의 문제를 도시 공간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도시 모델이 되는 것

───────────── 
4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와 감염병’정책 세미나.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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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도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동차로 이동성을 유발시키는 팽

창 도시가 보행 중심의 근린 생활 위주형 고밀도 도시보다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

으킨다고 지적해왔다.  

물론 감염병이 도시의 쇠퇴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

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허나 분명

한 것은 이 경우 코로나-19의 종식 선언 이후에도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

아가는 것이 아닌 변화된 생활방식을 고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도시공간

의 구조 또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신동빈 외, 2011; 김미연 최진원, 2004).  

２.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토지이용계획의 방향성 

토지이용기본계획은 국토를 효율적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 기능

과 적성에 따라 알맞은 “용도지역”으로 국토를 구분지정하는 계획이고(Hwang, 

1988),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지역 설정 계획과 관련 규제는 특정 사회적 질병치료의 

도구이며, 사회공학의 더 큰 개념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김상진, 2017).  이에“용도

지역”규제는 공공위생, 공공안전, 윤리의 보호와 공공복리를 향상시키자는 근본적인 

당위성과 목적 하에 공업지구는 상업지구로부터 분리, 주거지역은 공업지역 및 사업

지역과의 분리설치를 결정한다5.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지역계획은 일반적으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용도에 따라 주거, 상업지역을 나누는 용

도지역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이나 필요에 따라 도시의 조직과 밀도

───────────── 
5 Anthony, J. C., & James C. S. (1984).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Yoon, J. S. (trns). Seoul. Kimoon-

dang.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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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화할 수 있듯이 용도 또한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

다 (전진부 양우현, 20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많은 변화 중 비대면 위주의 생활방식이 보편화되면 작업

장이나 여러 도시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용도지역제가 무의

미해진다(구지희 외, 2009; 신동빈 외, 2011). 따라서 기존의 주거공간, 업무공간, 여

가 휴식공간 등의 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이 향유되는 모습이 늘어날 

것이다(신동빈 외, 2011). 이에 따라 단일 용도에 대한 수요보다는 융 복합화나 전환 

가능한 용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6. 하지

만 현재 용도지역제에서는 단일 용도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 허용 시설 등에 대한 

기준만을 제공하고 있다. 전진부 양우현(2015)은 용도혼합 현상은 사회, 문화, 경제

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변화이며 초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된 토지이용 현황을 

지적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도시공간계획이 빠르게 변화하는 포스트코

로나 시대의 공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주거지와 상업지의 공간적 분리나, 업무지와 주거지의 분리가 획일적으로 적용되

는 용도단일제식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며 전염병에 강

───────────── 
6 김진유(2021.06.12), “혁신을 막는 용도지역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0104300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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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의 공존 및 통합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

야 한다는 점이다7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있어서 고밀도 환경인 대도시로의 집

중보다는 저밀도 환경에서의 직주일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대도시의 분산이 나

타날 것이라는 이슈도 제기되었다(유현아, 2021).  Shen, J. (2021) 은 코로나-19 이

후 비대면 생활방식이 더욱 실용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도시

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비대면 업무 방식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이 도심에서 거주할 이유가 없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도심의 상권도 침체되는 연쇄 현

상을 예상하며  다시 교외로의 아동 흐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이명호, 2020), 

코로나-19추세가 지속되면 결국에 대도시의 다수의 생활권 도시로 분산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모종린, 2020). 

 

 

 

 

 

 

 

───────────── 
7 김종대(2020.07),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의 통합,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 경제정보센터. 

Retrieved from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9&cidx=12899&sel_year=20
20&sel_month=07 

8  정재승 (2021. 08.28) “시민이 행복하지 않은 도시는 사라진다”. 동아사이언스. Retrieved from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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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선행연구 고찰  

지역경제학에서 지역 간 요소의 이동은 지역 경제활동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변창욱 외 (2011)은 인구이동이 사회적, 문화적 차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의 고용시장과 생산성 등에 영향을 주어서 지역 

간 경제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지역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밝

혔다.  

１.  인구이동과 도시공간의 이용 관련 연구 

지역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홍성효·유수영(2012)은 인구이동은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자역적인 증감보다는 사

회 경제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파악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고 언급했다. 이외희(2010)는 수도권 인구이동은 주로 인접지역과 지역 내부에서 이

루어지고 이 경우 동일 주택하위시장 내 주택유형의 변경, 주택보유형태 변경, 교육여

건, 교통 접근성 등이 원인이 된다고 밝힌 반면. 김리영·양광식(2013)은 인구이동이 

인접지역을 벗어나 수도권내 타 지역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소득 증가, 일자리 변경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김희재·김근영(2020)은 수도권역 내부와 권역 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 2020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구이동자료 분석을 통해 3개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단게적 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수 증가율, 고용자 수 증가율, 

지식 문화 여가산업 증가율, GRDP증가율, 지하철역 신규개통 등의 요인이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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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고, 해당 요인들의 인구유입에 대한 기여도는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유진·최명섭(2018)은 이항로짓 모형을 통해 2017년도 서울시 생활인구 데

이터를 평일 주간과 야간 모형으로 나누어 본 다음 노인 인구 밀집 지역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활동시간이라고 고려되는 낮 시간대에 서울시 도심 지역(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에서 노인 인구 밀집 지역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노인 인구의 

활동 집중 지역은 주 거주지역과 공간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건학 김감영(2016)은 대구광역시를 공간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사회

경제적 특성과 서비스 인구분포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연령

대별 성별 시간대별 현주인구를 연령대별 성별 시간대별로 세분화였다. 그 결과, 경

제적 특성으로는 2차 산업 종사자수가 여성에 비해 남성 현주인구의 분포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시설적인 면에서는 사설학원 수는 반대로 남성 보다 여성 

현주인구의 분포결과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주인구 분포

가 2 3차 산업의 통근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공간적 인구패턴과 도시공간이용의 특성을 연계

한 연구에 따르면 평일에는 모든 지역(도소매, 운송업 과밀 지역 제외)에서 대체적으

로 인구 밀도가 높고,  업무기능 위주의  오피스  지역에서는 야간 시간대의 인구 밀도

가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줬다(유건화 황철수, 2019). 하지만 인간의 활동을 상권범위

로만 한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야간에 토지이용 혼합도

와 주거용도 건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사람들이 몰렸고, 이러한 요인들은 주말에도 

상권 지역의 인구 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다원 박인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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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공간이용을 분석하는 연구들

은 인구이동 변화로 인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코로나-19 발생 전후에 

대한 도시공간이용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지상훈(2020)은 서울시 생활인구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서 코로나-19 

발병 직후(2020년 1월-3월)기간을 전년도 같은 요일 대비 인구와 비교하였고 업

종에 따른 생활인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 업종 대분류별 사업체 수 기준으

로 각 행정동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업종별 비중을 3분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허정원·장주영(2020)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울 생활인구 이동성 변화

가 정부의 방역 대응 시책과 확산 관련 주요 사건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 외국인 밀집 지역 (구로대림, 건대입구, 신촌, 회기, 이태원, 혜화)를 중심

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생활인구를 내국인과 외국인

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일 외국인 생활인구의 규모 변화 비율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인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내국인 같은 경우 모든 연구대상 지

역에서 지속적 감소 성향을 보여주었고 그 외 특정 시기의 증감현상에 대해서 의외로 

적은 지역차를 보여주었지만, 연구대상이 된 지역 내부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세부적

으로 분류하지 못한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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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코로나-19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구이동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코로

나-19의 확산이 이동에 제한을 두며 소비활동 위축을 유발하게 되며 지역경제에 대

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네모토 마사쯔구·임동균(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에 대한 지역별 경제

적 취약성에 대한 선행 연구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0

년 3월 19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와 인터뷰를 진행해 사회적·경제적 취약

성 노출 정도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한 지자체 지원 방향 및 재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였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이 맡

아야 할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코로나-19는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이미 존재하던 취약점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

혔다.  

이성호·최석환(2020)은 수원시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

지 총 8개월을 기간동안 신용카드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

생이 지역경제 및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의 1차 유

행 기간 동안의 수원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은 이전 연도 대비 약 18% 감소하였으나 4

월 이후에는 전반적인 소비수준이 점차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코로나

-19 전후 사람들의 소비력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력의 연계성을 제시한 해당 연구

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성과 코로나-19 자체의 불확

실성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말하며 계속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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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지(2021)은 상권의 범위를 골목상권에 제한하고 골목상권의 매출액을 토대

로 한 시계열 군집분석과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패널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매출액의 변화와 관련한 집단별 영향요인을 파악하

고자 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매출액 수준이 높은 골목상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출액 수준이 낮은 골목상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한, 각 골목상권의 매출액에 영향력을 미치는 업종은 업종 비중에 의해 군집별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박승규(20201)은 코로나-19 역설을 주장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

을 산업 생산, 고용 변화로 확장하고 동태적 패널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권역별로 2020

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체 16개 시도에 대한 패널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

과를 대기 오염 개선 정도와 연계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은 전년 대비 자발적 

및 비자발적 이직 격차를 증가시켰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 격차를 증가

시킨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산업, 고용의 변화를 보다 면

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별적인 특성이 분석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영진(2020)은 코로나-19 의 첫번째 확산 시기 이후 이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봉쇄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소매판매 감소의 영향이 작다고 예

측했다. 하지만 대면활동을 필수로 요하는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이나 운수업의 경

우에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

였다(김대중·최요한, 2020; 임태경, 2020; 문새하, 2020). 또한 좀 더 세분화한 상권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상권 특성이 매출에 큰 영향을 주며 대면을 요구하는 업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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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중심지에 위치하거나 관광중심지, 대학 인근 상권일수록 더 큰 매출감소가 나타

난 반면, 근린상권이나 생활 밀착형 업종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 감소폭은 상대적

으로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성호 최석환, 2020). 

주재욱 외(2021)은 2019년과 2020년 신한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음식점과 소

매업을 중심으로 손실 규모를 알아보고,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 소상공인업체들은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반면 소매업의 경우에는 소폭의 매출 상승이 발

생하는 비대칭적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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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가설 

１.  연구의 차별성 

코로나-19로 인한 도시공간이용의 변화와 지역소비경제력의 연관성에 관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지금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선행연구들은 시간적 범위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의 단기적 충격에 따른 생활인구 이동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 집

중하였다. 장기적으로 전후 시점을 비교하며 도시 공간적 구조 및 지역적 특성과 연계

하여 변화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시공간적 패턴에 대한 유사성이나 이질성 도출을 위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둘째, 코로나-19에 의한 이동 변화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권이나 업종별세분화를 통한 결과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업종이나 상권

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총체적 지역 소비경제력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경제 반응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또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제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인구학적 

이동행태의 변화를 시 공간적 범위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코로나-19발생에 대한 시

계열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연령대 그룹을 포함시켜 군집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의 채

택에 있어서 k-Means 군집 기법을 적용한 논문은 많으나 아직 k-Shape군집 기법을 

이용한 분석은 많지 않다. 따라서 기존 군집과 비교해서 좀 더 정확한 시 공간적 유형

을 파악하여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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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의 가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질문 1)  코로나 19 전후 도시공간이용 행태의 변화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공간이용인구는 코로나-19 발생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대응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시·공간적인 이용 패턴도 영향을 받으

나 이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질문2)  도시공간의 지역적 특성은 감염병 발생 시의 이동형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약으로 인한 이동행태 변화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

성(공간의 용도 및 접근성 등) 이 가지는 요인들도 감염병 발생시의 이동에 결정에 영

향을 줄 것이고 지역특성에 따라 이동형태의 유사성이 나타날 것이다. 

 

질문 3)  코로나-19로 인한 이용행태의 변화와 도시공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

의 경제반응도는 다른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코로나-19에도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환경에서는 재택근무 등 비대면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산업군

이나 직업군들이 집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해당 분야에 소속하는 이들의 소득 감

소나, 고용 불안 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권 특성별

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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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 공간적 유사한 이동행태를 보이는 집단이나 성격이 비슷한 지역이여도 행정동

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고 이는 지역의 소비경제력에도 반영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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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모형 

제１절  분석 모형 설정 

１.  군집분석: k-Shape Clustering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으로 군집화할 대상 원소들 

사이의 거리를 기준하거나 일련의 관측값들을 적절한 기준으로 서로 유사한 관측값

끼리 그룹으로 묶는 군집화 기법을 말한다. 정재훈·남진(2019)은 서울시 활동인구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2017년 생활인구 시간 단위 시계열 데이터를 요일별로 평균하

고 일주일 단위의 시계열 데이터로 정제한 다음 K-Means 군집 기법을 적용하여 도

출한 5 가지 군집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단위로 집계된 행정동별 생활인구 데이터를 평균값으로 정

제하지 않고 그대로 일일 데이터 기준으로 일 단위로 표준화를 적용하되 K-Means 

군집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k-Shape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k-Shape 군집 기법은 

Paparrizos와 Gravano(2016)가 제안한 군집화 기법으로 중심(centroid)기준 관측값

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면에서는 K-Means 군집 기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으로는 교차상관을 이용하고 형태에 기반한 거리측정 방식(Shape-Based Distance 

Measure)을 사용하였다. 이 Shape-Based Distance Measure 방식은 기존 거리측정 

방식인 Dynamic Time Warping(DTW) 방식보다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긴 시계열 데

이터의 연산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서장혁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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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rrizos와 Gravano(2016)가 제안한 시계열의 길이값 (2m-1)을 이용한 두 

시계열 벡터 �⃗�, �⃗�  사이의 교차상관함수와 Shaped-Based Distance를 계산하는 알고

리즘은 다음과 같다. 아래 식에서 m은 시계열의 길이, w는 평행이동된 x의 time lag

에 대한 양수값, k는 시계열 벡터 y와 평행이동 된 x의 time lag를 의미한다. 

 

위에서 주어진 식 (1)을 조건식 (2)를 이용하면 𝑅  (�⃗�, �⃗� ) 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진주혜(2020)가 도출한 Shaped-Based Distance에 

기반한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얻는 중심점(centroid)의 벡터 (𝜇 ⃗ ∗) 값은 다음과 같다. 

 

식 (3)을 이용해서 각 군집별 centroid 결과를 이용한 후 클러스터를 평가하고 최적의 

군집 개수를 도출하고 위해서 Davies-Bouldin index(DB index)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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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Davies-Bouldin Index (DB index) 

최적의 군집 개수을 정하기 위한 클러스터링을 평가 지표 중 하나인 DB index의 

식은 다음과 같다 (Scherl,M.,2010). 아래 식 (4)에서 𝑠 는 k 번째 군집 내부 원소들과 

확인된 군집 중심 간의 평균 분산 거리를 나타내고, 𝑑  는 i 번째 군집 중심과 j 번째 군

집 중심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단, 𝑅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식 (4)와 (5)를 조합하면 아래의 DB index의 결과식(6)을 도출하고 계산을 하여

서 나온 값 중 최소값을 최적의 군집 개수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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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개입시계열 분석 

개입모형은 개입이 없는 시계열 𝜇 가 계절주기(seasonal period)가 S 인 

ARIMA(p,d,q) x (P,D,q)s 모형(개입이전모형)을 따를 때, 외부적인 충격 𝑚 가 가법

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 식(7)이 그 모형을 나타낸다(김수용, 성

병찬, 2011). 

 

위 식에서 𝑌 는 개입이 반영된 시계열을 나타내고, 개입을 영향을 나타내는 개입

변수 𝑚 는 주로 펄스함수(pulse function) 𝑃
( )

와 계단함수(step function) 𝑆
( )

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𝑃
( )

는 어떤 사건이 T시점에서 발생하여 그 효과가 T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내며, 𝑆
( )

는 그 효과가 발생시점 T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

우를 나타낸다. 급진적이거나 일시적인 효과는 계단함수(step function)대신에 펄스함

수(pulse function)에 의하여 결정된다(김덕기 외, 2003).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계단

함수를 일괄 적용하여 코로나-19의 각 시점들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이 군집별 이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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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선형회귀분석 

코로나-19전후의 생활인구 변화에 대한 서울시 행정동별 경제적 반응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군집별 소득 및 소비 변수들의 2019년 대비 2020년의 증감

을 분석한다. 이는 각 군집들의 2019년 대비 2020년의 소비 및 소득의 변화를 회귀 

분석을 통해 진행한다. 회귀 분석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 모형의 참조범주(baseline)는 2019년 시계열 분석 결과 가장 변동이 없는 

군집으로 선정하고 intercept의 경우 2019년 참조범주 군집의 Y의 평균값이다. 모형

에 따라 다른 군집들과의 비교 및 2020년 Y값과의 비교를 할 수 있다.  종속 변수 Y

는 소득의 경우 각 소득 분위별 가구 비중, 소비의 경우 카드 매출의 최대, 최소값을 이

용하기로 한다. 독립변수로는 년도와 각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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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데이터 및 변수 선정 

１.  생활인구 데이터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이동과 생활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한 지표로 생활인구를 선택한다. 원유복(2018)은 생활인구 데이터는 마케팅 

활용 등 상업적 목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정책면에도 적용될 시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매시 정각, 시간 단위로 측정된 서울시 424개 행정동의 생

활인구에서 시간적 범위를 법적 출근 시간 기준인 오전 9시부터 영업 제한 시간 기준

인 오후 9시까지로 국한한다. 해당 시간 범주는 상주인구로 인한 생활인구 변화 차이

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고려한다. 또한 연령대에 대한 이동변화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서 0세부터 60세 이상까지 5세 단위로 나누어진 생활인구 데이터 중 지역 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고려되는 20세부터 65세 이상 인구를 세 그룹(20-39

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대상 기간은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생활인구 동향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보

기 위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이전년도인 2019년과 이후년도인 2020년

의 2분기(4·5·6월)과 4분기(10·11·12월)의 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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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개입변수 

개입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3가지 주요 시점으로 선

출하였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계단함수(step function)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발생

과 관련한 주요 시점별 개입이 군집에 영향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식

(10)으로 나타내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𝐶 , =  
0, 𝑡 =  2020 년  1 월  1 일 이전

1, 𝑡 =  2020 년 1 월  1 일 이후
 ,       𝐶 =  코로나 − 19 발생 기준 년도 

𝐶 ,  =
0, 𝑡 =  2020 년  5 월  9 일 이전

1, 𝑡 =  2020 년 5 월  9 일 이후
  ,        𝐶  = 이태원 집단 감염 발생                

𝐶 ,  =  
0, 𝑡 =  2020 년  10 월  12 일 이전

1, 𝑡 =  2020 년  10 월  12 일 이후
  , 𝐶  =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 격하   

 

３.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 

대상 기간에 속하는 서울시 행정동별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최적의 군

집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k-Shape 군집 기법으로 군집화한 다음 각 군

집별 코로나-19라는 자극에 대한 지역경제 반응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별된 종

속변수를 포함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적용한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및 5가지 

기준으로 선별한 종속변수 [표3-1]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국가공간정보포털 오

픈마켓,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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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별 인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고령인구 비율(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율)를 선택하고 서울시 지역 내 용도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용도

지역별 면적 비율을 변수로 포함한다. 박홍일(2021)과 지상훈(2020)은 인구밀집도

가 높은 지역(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등 의 고밀도 지역)이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

응한다고 제시한다. 지역 내 사업체 분포 파악 및 경제민감도 분석 척도를 위한 변수

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큰 반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해당 변수로는 생

계형 사업체9 종사자 수, 사업체10 창업률, 아파트11 매매 거래건수, 시장점포12 증감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13 증감률, 그리고 행정동내 소득과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분위별 가구비중14 데이터와 신한카드 매출 데이터15를 변수로 선정해 코로나-

19로 인한 행정동 내 경제 반응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동 내 소득분위별 가구비

중 데이터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하는 생활금융 데이터로 경제 활동 중

인 시민의 금융 정보를 기초로 가공된 소득, 부채, 지출 등을 포함한다. 빅데이터 캠퍼

───────────── 
.9 생계형 사업: 한식당, 치킨집, 분식집,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세탁소 등 자영(개인)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사업체.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2021) 
10 사업체: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

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 판
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사업체 창업률 = (당해 연도 신규 창업한 사업체수/당애 연도 존속 사업체수)*100 
11 아파트: 소형(60평방미터 이하), 중소형(60-85평방미터), 중형(85-102평방미터),중대형(102-135평

방미터),대형(135평방미터 이상) 
12 시장점포는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인정시장(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
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과 상점가(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포함) 

13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
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14 서울시민 KCB 생활금융 통계데이터를 통해 산출함. 개인 금융정보를 거주지기반 가구화(가구/행정동 
기준)를 통해 총 소득, 부채 등 추정하여 행정동/성/연령대별 급여 소득자/자영업자/기타소득자의 사람수
와 평균소득 등을 집계함. 

15 서울시 업종별 내외국인 신한카드 매출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출함. 내국인의 매출금액과 매출건수는 블
록 단위로 일/요일/시간대 별, 집계구 단위 일/성/연령 별, 일/유입지 별 63개 업종에 대하여 집계함. 내국
인 업종에서는 온라인거래, 세금공과금, 통신요금, 보험료, 대학등록금 등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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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제공하는 일차데이터(raw data)는 반출이 불가하여 행정동별 가구단위 소득 

기준을 20%씩 총 5개 분위로 나누어 1분위의 경우 상위 20%를 나타내도록 변수를 

정제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인구변화가 소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소비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서울시 업종별 내외국인 신한카드 매출데이

터를 선택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가맹점의 카드이용 건을 대상으

로 내국인은 개인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및 법인카드 이용 내역을 포함한다.  소득 

변수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일차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계구 단위 제공 데이터를 QGIS를 사용하여 행정동 단위로 정제하고 Python 을 이

[표 3-1]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 

구분 변수 데이터 출처 

종속 
변수 

인구 특성 고령인구 비율 통계청(KOSIS) 

용도지역 특성 

주거지역 면적 비율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상업지역 면적 비율 

공업지역 면적 비율 

공공용지 비율 

상업용지대비주거용지  비율 

사업체 분포  
및 

경제 

생계형 사업체 종사자 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사업체 창업률 

아파트 매매 거래수 

시장점포 증감수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률 

소득분위(5)별 가구비중  
서울 빅데이터 캠퍼스 

신한카드 매출 데이터 

시설 및 교통 접근성 
대학교 수  교육통계 서비스 

지하철 역 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가구 구성  
1인가구 비율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4인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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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범주형 데이터로 반출한 후 최소 카드 매출금액과 최대 카드 매출금액을 나타

내는 범주형 변수로 재가공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소득분위별 가구비중 변수와 신

한카드 매출 데이터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에도 종속변수로 쓰였지만 군집별 생활인구

변화가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소득과 소비의 변화에도 미치는 영향과 시계열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에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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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분석 결과 

제１절  군집분석 및 개입분석 

１.  군집분석: k-Shape Clustering 

해당 분석은 2019년 2 4분기와 2020년 2 4분기에 속하는 4월- 6월, 10 -12

월 행정동별 생활인구 변화를 시간 단위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로 설정하고 일 단위

로 3개의 연령대별 그룹1(20-39세), 그룹2(30세-59세), 그룹3(60세 이상)으

로 나누어 시계열 데이터를 설정하였다. 정제한 시계열 데이터들은 모두 표준화를 적

용하여 분석하였고, k-Shape의 최적 군집 개수는 Davies-Bouldin index(DB index)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DB index는 그룹 내에서의 distribution과 비교하여 다른 그

룹 간의 분리 정도의 비율로 계산되는 값으로 모든 두 개의 그룹에 대해 각 그룹의 크

기의 합을 각 그룹의 중심점(centroid) 간 거리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 함수로 해당 

[그림 ４-1] 군집 개수별 DB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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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얻은 그룹의 결과가 유효할수록 같은 그룹내의 distribution은 

작아져 그룹의 크기는 작아지고, 서로 다른 그룹 간의 거리가 커지므로 DB index값이 

작을수록 해당 알고리즘은 유효한 결과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먼저 424개의 행

정동과 3개의 연령대 그룹을 복합하여 총 1272개의 집단의 군집화를 시도하였고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최적의 군집 개수는 [그림4-1]을 참고하면 6개일 때 최소값을 갖

으므로 6개의 군집이 가장 최적의 군집을 갖을 수 있으나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최

대 3개의 군집으로 고정한다. 

k-Shape군집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1]의 Size는 군집에 속한 행정동 

개수를 나타내고 av_dist는 군집 내 원소들과 중심점(centroid) 간 거리의 평균값을 나

타낸다.  

 

 

 

[표 4-1] k-Shape 군집 분석 결과 

Cluster Size av_dist 

1 324 0.3438006 

2 268 0.175753 

3 680 0.25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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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개입분석 

군집별 중심점(centroid)의 시계열적 특성과 코로나-19발생과 관련한 시점들에 

기준한 인구 분포 반응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입분석을 실행하였다.  

군집별 개입분석은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란 3가지 주요 시점을 기준으

로 개입변수를 택하여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적용한 코로나-19의 발생과 관련

해서 설정한 3개의 시점은 다음과 같다. 

 

C1 = 2020년 1월 1일 , 2020년도 시작의 기준 시점 

C2 = 2020년 5월 9일 , 이태원 집단 감염 발생 

C3 = 2020년 10월 12일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 

 

각 군집의 중심점(centroid)에 개입분석을 적용하기 전에 시점의 개입 없이 

Seasonal ARIMA 모형을 적용하고 잔차를 검증해보았다. 모든 계수는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추정하였고, Seasonal ARIMA 모형의 차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방식으로 채택

하였다. 개입모형 적합 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앞 단계의 Seasonal 

ARIMA 모형으로 얻은 차수를 이용해 개입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림4-2]를 통해 군집 그룹별 중심점(centroid)의 시계열적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

냈다. 해당 그래프의 가로축은 해당 분석에서 적용한 타임라인(2019년 2020년 2 4

분기에 속하는 월)을 나타내고 그래프 상의 세 빨간선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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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20 년으로 변화하는 시점(2020 년 1 월 1 일), 이태원 집단감염 발생 시점

(2020년 5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 시점(2020년 10월 12일)을 표시

한 부분이다.  

각 군집 그룹별 시계열적 특성을 볼 때, 그룹1의 경우 2019년까지 생활인구가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시점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다가 두번째 시점

인 이태원 집단감염 발생 시점 이후 점차적으로 인구 집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군집을 이하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민감형 그룹이라고 칭한다. 그룹 2

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시점 비교를 할 때 생활인구 분포의 변화가 크

게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과 장기화가 이 군집에 속한 생활인

구의 이동성에 대한 결정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고 고려하여 코로나-19 발생

[그림 ４-2] 군집 그룹별 시계열 특성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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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지형 그룹이라고 칭한다. 그룹3의 경우를 보면 2019년 4분기부터 생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코로나-19발생과 확산 시점에 잠깐 주춤한 듯 보였으나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격하 시점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

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해당 군집이 보여주는 패턴을 고려하여 코로나-19발생에 

대한 적응형 그룹이라고 칭한다 

 [표4-2]는 군집 그룹마다 어느 시점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각 

군집 그룹별 중심점(centroid)에 개입분석을 적용한 결과 중에서 개입변수에 해당하

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고 앞에서 제시한 [그림4-2]를 통해 나타난 군집 그룹별 시계

열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P-value 가 0.05보다 작을 경우, 해당 시점

과 이후의 중심점(centroid)의 특성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감형 그룹인 군

집1의 경우 C2와 C3 시점에 대하여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2 

시점인 이태원 집단감염 발생 이후 감소(-1.402824)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

하의 C3시점 이전 대비 이후에도 역시 감소(-0.351612)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지

형 그룹인 군집2의 경우에는 3개의 시점 이전 대비 이후의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군집 Variable(시점) Coefficient P-value 

그룹1 
C1 -0.11902 0.1988 
C2    -1.402824*** 0.000 
C3 -0.351612*** 0.000 

그룹2 
C1 -0.23981 0.093654 
C2 -0.090357 0.579275 
C3 -0.080501 0.54528 

그룹3 
C1 1.18459*** 0.000 
C2 -0.248934 0.07153 
C3 -0.155275 0.16826 

*p<0.05, **p<0.01, ***p<0.001  

[표 4-2] 군집centroid의 개입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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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고, 적응형 그룹인 군집3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한국 내 발생 기준년도인 C1

기간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증가(1.18459)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군집 유형에 속하는 행정동과 연령그룹별 분포 패턴을 ArcGIS를 이용

해 서울시 지도에 시각화해보았다. [그림4-3]을 보면 코로나-19발생 이후 인구 분

포에 있어서 하락세를 보여줬던 민감형 그룹의 경우 연령대 그룹 비중을 보면 타 유형

에 비해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속하는 Age Group 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Age 

Group 1 (20 세 – 39세)의 비중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제 노령 인구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그룹의 지역 위치적 특성을 

생활 권역에 투영하였을 때 주로 은평구를 포함한 서북생활권과 금천구를 포함한 서

남 생활권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다.  

１)  민감형 

 

 [그림 ４-3] 민감형 그룹 소속 행정동 및 연령대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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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유지형 

 
 

 

유지형 그룹[그림4-4]의 경우 코로나-19발생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특성을 

보았을 때 가장 둔감한 반응도를 나타내었다. 이 그룹에서는 중장년층을 대표하는 

Age Group 2 (40세 – 59세)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 그룹에 비교해 현저히 큰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그룹의 지역 위치적 특성을 보면 타 유형에 비해 주로 서울의 3대 도

심(종로, 강남, 영등포)과 그 중3대 업무지구(CBD, GBD, YBD)에 집중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 근무 등 비

대면 방식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수용해왔지만 코로나-19발생 시점 이후의 약 

1년 기간 정도의 기간동안에 오전 9시부터 오후9시에 나타나는 중장년층의 기존 이

동 분포 패턴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고려할 수 있다.  

 

[그림 ４-4] 유지형 그룹 소속 행정동 및 연령대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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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적응형 

 

적응형 그룹[그림4-5]의 경우의 코로나-19발생 시점 이후 장기화에 따라 점

차 이동이 증가하는 성향을 나타냈고 해당 유형은 민감형 그룹의 이동 변화 패턴과는 

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연령대 그룹 중 가장 어린 연령대 그룹에 속한 청년층 비중

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그룹

에 속한 행정동들의 지역 위치적 특성을 보면 도심에 집중해 있기 보다는 외곽 지역에 

좀 더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강을 기준으로 동남 서남 생활권 지역보다

는 동북 서북 지역에서 해당 이동 패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연령대 

그룹에 비해 젊은 연령층이 코로나-19에 대한 적응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좀 더 빠르

다고 유추할 수 있고, 점차 대학교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에 따라 상업시설들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동네 생활권에서의 인구 분포가 좀 더 

활발해졌다고 고려할 수 있다. 

[그림 ４-5] 적응형 그룹 소속 행정동 및 연령대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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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일원배치 분산분석 

각 군집 그룹별 행정동들의 사회환경 및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22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선출한 3개의 군집을 요인으로 가지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15

개의 변수가 유의하게 나왔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한 후, 군집 간 변수의 반응 

차이도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 T-test 등을 수행하였으며, [표4-3]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해놓았다. 표에서 빨간색 글씨는 다른 군집에 비해 해당 군집

의 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파란색 글씨는 반대로 다른 군집에 비해 해당 

군집의 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각 유형별 군집에 속한 행정동들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사회 환경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１)  민감형 그룹 

해당 그룹에 속한 행정동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두 개의 유형에 비해 고소득 

가구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지역적 특성으로는 공업 및 산업 지역 비율

(0.02771541)과 상업용지 대비 주거용지 비율(3.402267)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확

인되었다. 시설적인 면에서는 대학교가 위치한 행정동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시에는 시장 점포 증감

수(0.07408768)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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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유지형 그룹 

해당 그룹은 다른 유형에 비해 대다수의 변수에서 전반적으로 큰 반응도를 보였

다. 대체적으로 민감형 그룹이나 적응형 그룹에 비교하였을 때  상업지역 비율

(0.2876232), 공공용지 비율(0.05096562)은 높게 나타나면서 해당 그룹 내에서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비율은 평이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업용지 대비 주

거용지 비율(2.747068)은 적응형이나 민감형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가

구 구성 측면에서는 타 유형 대비 1인 가구 비율(46.10267)은 높은 반면 4인 가구 비

율(14.44418)은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구 소득 비중을 보았을 때 중소

득층에 속하는 가구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고려되고, 아파트 매매 거래수, 사업체 

창업률, 생계형 사업체 종사자 수(538.8927), 시장 점포 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변

수에서 높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기초수급자 증감률(2.436254) 또한 높게 나

타났다. 교통적인 면에서는 해당 그룹이 지하철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３)  적응형 그룹 

적응형 그룹에 속한 행정동의 경우 다른 두 유형과 비교했을 때 유지형 그룹과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반대의 경향을 보여준 반면 민감형 그룹과는 사회환경적 특성 부

분에서 조금 유사한 방향성이 나타남을 보여줬다.  지역적 특성에서 유지형 그룹과는 

정반대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공용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낮게 나타났지

만 상업용지 대비 주거용지 비율(3.658928)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가구 



43 

 

구성 측면에서 1인 가구 비율 (36.32104)은 제일 낮게 나타난 반면 4인 가구 비율

(17.19785)은 제일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경제적 특성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변수에

서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시에 제일 낮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초수급자 증감

률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시설과 교통 접근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대표하는 대학교 수와 지하철 역 수가 현저히 낮은 행정동들을 포함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경제변수인 소득 가구 비중의 분위별 변수들과 소비력을 대표하려고 최

대값과 최소값으로 나눠놓은 카드 매출 데이터 변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 분석값은 

군집 유형별 경제반응도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와 제3절에

서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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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군집 유형별 사회 경제환경적 특성 

Variable/Cluster 민감형 유지형 적응형 

Q1perc 
(1분위소득가구비중) 

0.2137301 0.197366 0.19664 

Q2perc 
(2분위 소득가구비중) 

0.202225 0.1857653 0.2001704 

Q3perc 
(3분위소득가구비중) 

0.198439 0.192036 0.1996082 

Q4perc 
(4분위소득가구비중) 

0.1887767 0.1823121 0.2060573 

Q5perc 
(5분위소득가구비중) 

0.1937573 0.23883 0.1872717 

ResRatio 
(주거지역비율) 

0.5584281 0.5015244 0.5881832 

ComRatio 
(상업지역비율) 

0.2167424 0.2876232 0.175707 

IndRatio 
(공업지역비율) 

0.02771541 0.02220631 0.01566299 

PubRatio 
(공공용지비율) 

0.04431551 0.05096562 0.03482622 

RCRatio 
(상업용지대비  
주거용지비율) 

3.402267 2.747068 3.658928 

Eldratio 
(고령인구비율) 

15.05223 14.279 15.71882 

OnephhR 
(1인가구비율) 

41.85848 46.10267 36.32104 

FourphhR 
(4인가구비율) 

15.47462 14.44418 17.19785 

APT 
(아파트 거래수) 

73.84987 87.57464 69.57828 

NEWBIZ 
(사업체 창업률) 

2.528384 3.054866 1.806453 

EMPLOYEE 
(생계형사업체 종사자수) 

338.9067 538.8927 169.4661 

NUMBER 
(시장점포 증감수 ) 

0.07408768 1.58025421 0.11730927 

Basic 
(기초수급자 증감률) 

2.175356 2.436254 1.602307 

UnivNo 
(대학교 수) 

0.16225814 0.1145433 0.07031525 

SubwayNo 
(지하철역 수 ) 

0.7602253 1.0480343 0.4658385 

Max 
(카드 매출 최대값) 

1531.6385 2790.7193 694.2698 

Min 
(카드 매출 최소값) 

303.341 437.4956 163.6697 

*p<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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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선형회귀분석 

각 군집 유형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한 후, 앞서 제2절 분석모형에서 제시

하였던 식(9)를 참고하여 군집별 가구소득 및 소비의 2019년 대비 2020년의 증감을 

코로나-19발생에 대한 생활인구의 시계열적 특성을 기준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 분

석하였다.  

앞서 3장에서 제시한 분석 모형에서 제시한 해당 분석에 사용한 식(9)을 분석 결

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기입하였다. 

 

위의 분석 모형에서 종속 변수 Y는 소득의 경우 각 소득 분위별 가구 비중, 소비

의 경우 행정동별 카드 매출의 최대, 최소값 변수를 이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행정동별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관련 변수인 카드 매출액을 범주형값(억 단위)으로 나타낸 값

이면서 앞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도 종속변수로서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로는 년도

(2019년 2020년)와 각 군집 유형(민감형 유지형 적응형)으로 구분하였다.  

 

모형에서 적용한 참조범주(baseline)는 2019년, 군집 2(유지형)로서 해당 군집

은 시계열적 특성을 봤을 때 군집1, 군집 3 에 비교해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인구분

포 패턴의 변화가 가장 둔감한 군집으로 나타났던 군집이여서 채택되었다.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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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는 절편(intercept)의 경우 2019년 군집2 (유지형)의 평균값이고 모형에 따라 

다른 군집들과의 비교 및 2020년 Y값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１.  군집별 가구 소득 분석 

군집별 가구 소득 비중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나열한 [표 4-4]를 보면 소득분

위별 가구비중에 대해서는 각 군집간의 차이 및 년도별 차이를 나타내는 어떠한 독립

변수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인구 시계열적 특성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

는다고 할 수 없었다. 반면 이와 상반되게 소비를 대표하는 카드 매출 변수에는 최소

값, 최대값의 경우 각 군집 유형별 차이와 년도별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소비 

자체는 각 군집 유형과 시계열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２.  군집별 카드매출 분석 

아래의 [표4-5]를 참고하면 아래 분석을 통해 카드 매출에 대한 군집별 차이와 

년도별 차이를 모두 알아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군집에 대해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카드 매출은 모두 줄어 들었다. 먼저 분석 모형 상의 2019년 내 군집별 차

이는  𝛽_2 로 해석할 수 있다. 참조범주인 군집2(유지형 그룹)의 2019년 기준 평균 

카드매출의 최소값은 727.7(731000 – 361.7*201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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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형 그룹 대비 민감형 그룹의 카드 매출 최소값은 평균 984.06(731000 – 

72.44)*2019 – 146000)으로 나타나고, 적응형 그룹의 카드 매출 최소값은 평균 

341.7(731000 – (361.7-206)*2019- 416300)이 된다.  

둘째, 2019년 대비 2020년의 군집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우선 분석모형식을 

참고하면 군집별 2019년 대비 2020년의 차이는 𝛽 + 𝛽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

조범주인 유지형 그룹의 경우 2020년의 카드 매출 최소값은 평균 366( 731000 – 

361.7*2020)이고, 민감형 그룹의 경우에는 평균 694.8 ( 731000 – ( 361.7 – 72.44 ) 

* 2020 – 146000 ), 적응형 그룹의 경우에는 평균 186( 731000 – ( 361.7- 206 ) * 

2020 – 4163000 )으로 2019년도의 결과값과 비교하였을 시에 전체적으로 2019년

도 대비 2020년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Card Min Card Min 

Coefficient t Coefficient t 

Intercept 731000*** 44.397 4728000*** 46.65 

Year -361.7*** -44.368 -2340*** -46.62 

𝐶𝑙𝑢𝑠𝑡𝑒𝑟  -146400*** -6.577 -1566000*** -11.43 

𝐶𝑙𝑢𝑠𝑡𝑒𝑟  -416300*** -21.39 -3304000*** -27.58 

𝑌𝑒𝑎𝑟 × 𝐶𝑙𝑢𝑠𝑡𝑒𝑟  72.44*** 6.57 774.7*** 11.41 

𝑌𝑒𝑎𝑟 × 𝐶𝑙𝑢𝑠𝑡𝑒𝑟  206*** 21.375 1635*** 27.56 

* p < 0.05 ** p<0.01 ***p<0.001 

[표 4-5] 군집과 군집과 매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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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0년의 카드 매출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１)  2019년 

군집1(민감형 그룹 ): 984.06 (731000 − (361.7 − 72.44) ∗ 2019 − 146000) 

군집2(유지형 그룹 ): 727.7 (731000 − 361.7 ∗ 2019)  

군집3 적응형 그룹 : 341.7 (731000 − (361.7 − 206) ∗ 2019 − 416300)  

２)  2020년 

군집1 민감형 그룹 : 694.8 (731000 − (361.7 − 72.44) ∗ 2020 − 146000) 

군집2 유지형 그룹 : 366(731000 − 361.7 ∗ 2020) 

군집3(적응형 그룹 ): 186 (731000 − (361.7 − 206) ∗ 2020 − 416300) 

 

위와 같이 카드 매출의 최소값의 년도별 효과를 살펴보면 유지형 그룹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361.7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민감형 그룹은 (361.7 – 72.44)

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적응형 그룹의 경우는 (361.7-206)만큼 하락하여 년

도별로 모두 감소하였지만 유지형 그룹의 경우 가장 감소폭이 크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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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0년의 카드 매출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１)  2019년 

군집1(민감형 그룹 ): 1659.3 (4728000 − (2340 − 774.7) ∗ 2019 − 1566000) 

군집2 유지형 그룹 : 3540 (4728000 − 2340 ∗ 2019)  

군집3 적응형 그룹 : 605 (4728000 − (2340 − 1635) ∗ 2019 − 3304000)  

２)  2020년 

군집1 민감형 그룹 : 94  (4728000 − (2340 − 774.7) ∗ 2020 − 1566000) 

군집2 유지형 그룹 : 1200 (4728000 − 2340 ∗ 2020) 

군집3 적응형 그룹 : −100 (4728000 − (2340 − 1635) ∗ 2020 − 3304000) 

 

위와 같이 카드 매출 최대값의 년도별 효과를 살펴보면 유지형 그룹의 경우 2019

년 대비 2020년 2340만큼 줄어들었고, 민감형 그룹의 경우 (2340 -774.7)만큼 줄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응형 그룹은 (2340-1635)만큼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군집별 시계열적 특성에 기준한 카드 매출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코로나-19발생에 의한 인구이동의 변화는 둔감하

였지만 경제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유지형 그룹은 코로나-19발생과 장기

화로 매출의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시점 기

준 생활인구 분포 패턴이 하향세를 보여줬던 민감형 그룹의 경우에는 유지형 그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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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카드 매출이 적게 감소하였지만 인구이동 패턴의 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준 적응형 

그룹이 3개의 유형 그룹 중 카드 매출의 감소폭이 가장 적어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적

은 곳으로 나타났다.  

 



52 

 

제５장  결론 

제１절  연구의 요약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 패턴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코로나-19 발생 직후의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유동인구 변화

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주로 연구하거나 장기태세에 직면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적 반응과  피해 대비에 필요한 분석들을 주로 제시하였고 해당 분석 결과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구제에 대한 재정적 대안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전후의 인구의 이동 결정의 변화와 도시공간적 특성, 양자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해

당 요인의 특성 및 변화에 기반한 지역별 경제 반응도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발생과 장기화됨에 따른 도시공간 이용 패턴 변화를 

알아보고 해당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서울시 생활인구를 시 공간적 아용에 대한 

유사성 기준으로 군집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반응도를 이동 유사성을 가진 군집별 특성과 연계하여 알아보기 

위해 소득과 소비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코로나-19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도시공간이용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인구학

적 특성에 따른 3개의 연령대 그룹들이 각기 다른 반응 및 패턴 변화를 보였다.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도시공간이용 변화를 시 공간적 유사 패턴에 기준하였을 때, 3개

의 유형(민감형,유지형, 적응형)으로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가장 민감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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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서서히 도시공간이용 패턴에 감소함을 보여줬던 민감형 그룹의 경우, 노년층

의 비중이 가장 크게 확인되었던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서서히 적응하는 반응을 

나타내며 도시공간이용량이 서서히 증가하였던 적응형 그룹의 경우 가장 어린 연령

대(20세-39세)의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19 전후 대비 도시공간이용 패턴에 가장 

변화가 없었던 유지형 그룹의 경우에는 중장년층에 속하는 40세에서 59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연령대별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에 따른 반응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군집의 지역성 특성을 알아본 결과, 

군집별 지역성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 변수(소득 

가구 비중과 소비 매출) 만을 포함해서 지역별 경제반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염

병에 대한 지역의 소비경제력 차이는 도시공간이용의 증감 변화보다는 지역적 특성

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이동 변화가 지

역 소비경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 지역적 특성의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

하여 해당 변화는 비간접적 영향으로 준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가장 크게 보여줬

던 군집이 유지형 그룹이였다. 해당 그룹은 코로나-19발생 전후의 이동성 변화가 크

게 다르지 않았고 이에 코로나-19에 의해 둔감하게 반응했다고 할 수 있었다, 해당 

그룹에서 가장 큰 연령대 비중은 중장년층이였는데 제일 집중되어있는 지역은 서울

의 상업지역 및 업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지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반응

도 차이를 보았을 때는 해당 지역의 소비매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의 비중이 높았던 적응형 그룹의 경우 주거지 비율 및 4인가구 비율이  높

은 도시 외곽지역의 도시공간이용도가 점차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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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지역 소비경제력의 타격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면 방식의 

확산은 중장년층의 업무 중심지로의 이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청년층의 동

네 생활권 이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 소비경제력

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지역은 이동량 변화와는 별개로 업무 및 상업 중심지역과 1

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소비매출

에 대한 타격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시공간이용량의 변화가 지

역 소비경제력 차이에 기여하는 영향보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소비경제력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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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１.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의 활용으로 연구의 시

의성을 보여줄 수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단기적 충격이 아닌 장기화 사태로 인한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적응 반응 또한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생활인구를 코로나

-19전후 시 공간적 유사성을 인구학적 특성을 활용해서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감염

병에 대한 도시공간이용 패턴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도출하였다. 더불어 해당 변화를 

도시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별 경제반응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

과, 도시공간이용량의 변화가 지역 소비경제력 차이에 기여하는 영향보다  지역적 특

성에 대한 소비경제력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감염병에 경제적으로 

회복가능한 도시공간 계획에 있어 이동량을 고려한 인구 집중도의 관점보다는 도시

공간구조적 특성이 더욱 고려되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도시공간이용 증감의 영향보다는 도시공간의 용도적 특성 차이가 지역 소비경제력 차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염병에 탄력적인 도시는 도시공간의 용도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단일적으로 기획되는게 아닌 혼합적으로 적용되어 지역적 

특성 차이가 차별적이지 않게 계획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재난구축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 설치에 대한 수요도 확

인이나 광범적으로는 도시 계획적 접근에서의 근린생활 위주의 생활권역 도출을 주

장하는 정책에도 시의성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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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연구의 한계 

회귀분석 결과 소비 변수를 나타내는 카드 매출 데이터가 유의한 값을 보여주는

데 해당 데이터는 원본데이터의 반출이 불가하여 범주형데이터로 정제한 값이다. 그

리하여 집계구 단위의 데이터를 행정동 단위로 범주화 한 뒤에 코로나-19로 인한 매

출 변화를 표현하고 해석의 편리성을 위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두 개의 변수로 분석

에 포함하였다. 이에 경제적 반응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적인 증감에 대한 증폭은 알 

수 있으나 원본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신한카드 매출 데이터에는 온라인 구매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

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존 사람들의 소비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

환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해당 데이터를 분석에 적용하면 코로나-19발생으로 인

한 군집 유형별 소비습관 변화 파악 및 온라인 상권 대비 오프라인 상권에 의미 있는 

변화 패턴이 있는지 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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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군집분석 결과 

군집 
연령 
그룹 

행정동 

민감형 

G1 

부암동,혜화동,창신1동,장충동,청구동,청파동, 이태원1동, 마장동, 행당1동, 옥수동, 용답동, 화양

동, 군자동, 능동, 자양2동, 자양4동, 제기동, 전농1동, 전농2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1동, 삼선
동, 동선동, 보문동, 정릉3동, 정릉4동, 월곡2동, 쌍문1동,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상계2동, 신
촌동, 남가좌2동, 대흥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방화1동, 방화2동, 신도림동, 구로4동, 구로5동, 

고척1동, 시흥3동, 영등포본동, 대림3동, 노량진1동, 상도1동, 흑석동, 사당2동, 반포본동, 반포2
동, 반포3동, 반포4동, 오륜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6동, 명일2동, 암사1동, 천호1동 

G2 

혜화동, 창신2동, 청구동, 용문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서빙고동, 행당1동, 화양동, 군자동, 중곡1
동, 중곡2동, 능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4동, 제기동, 청량리동, 휘경1동, 이문1동, 면목5동, 상
봉2동, 삼선동, 동선동, 보문동, 월곡2동, 장위2동, 번1동, 창5동, 방학2동, 공릉2동, 하계1동, 갈현

1동, 연희동, 서강동, 신월5동, 화곡6동, 방화2동, 신도림동, 구로4동, 구로5동, 고척1동, 시흥1동, 
시흥3동, 영등포본동, 신길3동, 신길5동, 대림3동, 흑석동, 사당2동, 행운동, 낙성대동, 신림동, 반
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송파1동, 가락1동, 잠실3동, 명일2동, 암사1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

3동, 성내3동, 둔촌2동 

G3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혜화동, 창신1동, 숭인1동, 숭
인2동, 소공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신당5동, 황학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태원1동, 서빙고동, 보광동, 마장동, 행당1동, 응봉동, 금호2·3가동, 옥수동, 
용답동, 화양동, 군자동, 중곡2동, 능동, 광장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구의1동, 구
의2동, 구의3동, 제기동, 전농1동, 장안1동, 장안2동, 청량리동, 휘경1동, 이문1동, 이문2동, 면목4

동, 면목본동, 면목3·8동, 상봉1동, 상봉2동, 묵1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보문동, 길
음2동, 월곡2동, 장위2동, 삼양동, 번1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창1동, 창4동, 창5동, 쌍문2
동, 쌍문3동, 방학2동,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1동, 중계2·3동, 상계2동, 상계

10동, 불광1동, 갈현1동, 대조동, 수색동, 진관동, 천연동, 충현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대
흥동, 신수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성산2동, 목2동, 목5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
동, 신월7동, 신정6동, 화곡2동, 화곡6동, 가양3동, 우장산동, 공항동, 방화2동, 방화3동, 신도림동,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고척1동, 수궁동, 독산4동, 시흥3동, 시흥5동,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여의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신길1동, 신길3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
3동, 노량진1동, 상도1동, 상도2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4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

방2동, 행운동, 낙성대동, 은천동, 남현동, 서원동, 신사동, 신림동, 조원동, 대학동, 서초1동, 잠원
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3동, 신사동, 압구정동, 삼성1
동, 도곡1동, 개포1동, 일원1동, 풍납1동, 거여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삼전동, 가락1동, 가

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6동, 명일2동, 암사1동, 암사2
동,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3동, 둔촌2동 

유지형 

G1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숭인2
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중림동, 남영동, 원효로1동, 원
효로2동, 한강로동, 한남동, 사근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용신동, 장안1동, 안암

동, 월계2동, 북아현동, 충현동,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상암동, 목1동, 가양1동, 가양3동, 
공항동, 구로2동, 구로3동, 가리봉동, 가산동, 여의동, 당산1동, 당산2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
동, 노량진2동, 신대방2동, 대학동,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1동, 방배본

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
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
동, 개포4동, 일원본동, 수서동, 풍납2동, 가락본동, 문정1동, 문정2동, 성내1동 

G2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창신1
동, 숭인2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황학동, 중림
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한강로동, 한남동, 마장동, 사근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

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용답동, 용신동, 장안1동, 회기동, 안암동, 수유3동, 북아현동, 충현
동, 신촌동,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서교동, 합정동, 상암동, 목1동, 등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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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양1동, 가양3동, 공항동, 구로2동, 구로3동, 가리봉동, 가산동, 독산1동, 영등포동, 여의동, 당
산1동, 당산2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노량진1동, 사당1동, 신대방2동, 조원동, 대학동, 서초
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1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대치4
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일원1동, 수서동, 풍납2동, 방이2동, 가락본동, 문정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6동, 성내1동 

G3 

무악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회현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청구동, 중림동, 원효로1동, 이
촌1동, 한남동, 사근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용신동, 답십리1동, 회기동, 안암동, 
상계6·7동, 북아현동, 신촌동,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염리동, 상암동, 목1동, 염창동, 등

촌3동, 가양1동, 구로3동, 가산동, 독산1동, 시흥1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청룡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반포1동, 방배1동, 방배4동, 양재1동, 양재2동, 논현1동, 논현2동, 청담동, 삼성
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2동, 일원본동, 일원2동, 수서동, 풍납2동, 

방이1동, 석촌동, 가락본동, 문정2동, 성내1동 

적응형 

G1 

평창동, 무악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약수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후암동, 용산2가동, 

효창동, 용문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2동, 서빙고동, 보광동,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
2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송정동, 중곡1동, 중곡2동, 중곡
3동, 중곡4동, 광장동, 자양1동, 자양3동,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

2동, 휘경1동, 휘경2동, 이문2동,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본동, 면목7동, 면목3·8동, 상
봉1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동, 신내2동, 성북동, 
돈암1동, 돈암2동, 정릉1동, 정릉2동, 길음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

3동, 석관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
유3동, 우이동, 인수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동, 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월계3동, 공릉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중

계2·3동, 상계1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녹번동, 불
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3동, 홍제2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염리동, 신수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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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i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our society in various 

ways as we face a prolonged crisis. In a rapidly changing macro-environment, people 

have gradually adapted to the ‘untact’ way of life; and if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the people continue to change, it will change the social and spatial structure of cities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ne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socioeconomic 

chang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reorganize urban space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areas 

susceptible to infectious diseases by linking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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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ach region in Seoul to the change in urban space use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s due to COVID-19. The living population data of Seoul 

was used as an index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urban space use patterns due to 

COVID-19. In order to confirm the responses to the prolonged COVID-19 and to 

classify them by age, the living population in 2019 and 2020 was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20-39 years old, 40-59 years old, 60 years old and over). 

As an analysis method, changes in urban space use patterns according to the 

time of COVID-19 were identified through k-Shape cluster analysis and intervention 

analysis, and ty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the patterns. Then, 

One-Way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o confirm the urban spat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Finally, by using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income and consumption variables,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response of each cluster type in Seoul to COVID-19. 

As a result of k-Shape cluster analysis and intervention analysis, changes in 

urban space use patterns due to COVID-19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ensitive type, maintenance type, and adaptive type). The sensitive group was the 

type that responded sensitively to COVID-19, the insensitive type reacted most 

insensitively to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 adaptive group was the type that 

gradually adapted to the prolonged COVID-19. When demograph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reflected in the One-Way ANOVA test, the propor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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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ge group in each group was different, and the urban spat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were also different.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income level was insignificant, but the consumption level overall 

decreased in 2020 compared to 2019. Also, in terms of mobility pattern change, it 

was found that the maintenance group, which responded most insensitively to 

COVID-19, suffered the most economic change. In this cluster type, the largest age 

group was the middle-aged, and it was confirmed that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included a high ratio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 urban area with a high 

commercial area compared to the residential ratio. 

In conclusion, the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e effect of infectious diseases on 

decision to use urban space and analyzes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areas 

sensitively affected by COVID-19.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it is expected to 

help in establishing preemptive measures and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urban 

spatial planning toward building safer cities in post-COVID era. 

Keywords : COVID-19, economic response, k-Shape clustering, one-way 

ANOVA test,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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