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2019년 말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미상에 의한 폐렴 

환자들이 발생한 후 2020년 1월에는 중국 이외에도 태국,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 증상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

었다(Ciotti et al., 2019; We et al., 2020; WHO, 2020a). 세

계보건기구는 2020년 2월에 중국 당국에 의해 보고된 새

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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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서울특별시에서는 다른 광역시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피복지도와 야간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 4월과 2021년 4월 사이의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야간 빛세기 변화 패턴을 조사하였고, 

누적 확진자와 야간 조도 변화 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지역의 빛세기 증가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나타났고, 면적 및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 상업지역의 빛세기 감소는 면적과 상관성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동인구와 같은 다른 변인과

상업지역의 야간 조도 변화를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서울특별시, 야간 빛세기 변화, 주거지역, 상업지역

Abstract : In recent years, the COVID-19 has entered into pandemic era in the world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strengthened social distancing measure has been taken in Seoul Metropolitan City whose COVID-19 confirmed
cases were higher than the other province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spatial patterns of nighttime lights
(NTL) change and potential correlation between the confirmed cases and the changes of NTL for the city and
its local governments, using nighttime remotely sensed imagery and land use and land cover data. The increase
of nighttime illumination in residential land use was identified in most local governments, and it was found to
be strongly associated with both the physical area of residential land use and COVID-19 confirmed cases. In 
contrast, the decrease of NTL in commercial area observed in some regions, and it was correlated only with the 
physical area of commercial land use. In association with this results, a future study is expected to incorporate
the other variable such as floating population for analyzing the NTL change of commercial land use.
Key Words : COVID-19, Seoul Metropolitan City, Nigthtime lights change, Residential land use, Commercial l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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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19, 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

(WHO, 2020b).

코로나바이러스의 첫 검출 이후 짧은 시기 동안 약 110

여 국가로 확산된 코로나-19에 의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박수은, 2020), 이에 따라 2020년 3월에 세계

보건기구는 이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

다(WHO, 2020b, Cucinotta and Vanelli, 2020). 2021년 7월 

말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사망자 

수는 각각 약 2억 명과 4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WHO, 

2021).

2020년 1월에 해외유입에 따른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2~3월 사이 1차 대유

행, 8월 2차 대유행과 12월 말 3차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7월 말 현재 4차 대유행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2021년 7월 31일 기준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대비 서울특별시·경기

도·인천광역시의 누적 확진자 비중은 약 65%에 달하며

(통계청, 2021),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665명으로 다른 광역시도보다 높은 수준이

다(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마

스크 착용 의무화뿐 아니라 지역봉쇄와 격리 등 이동제한 

및 다중이용 공간에서의 개인 간 최소 거리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역정책은 비필

수 업종의 영업 제한을 초래하며 여러 국가의 경제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다(Chakraborty and Maity, 2020).

우리나라도 2020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시기에 시행

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동년 국내총생산의 마이

너스 성장률이 발생하는 등 경제활동의 위축이 보고된 바 

있다(국가통계포털, 2021). 특히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기존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소매업의 22시까지 운영 제한, 일부 유

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다(보

건복지부, 2021).

야간에 지표를 촬영한 영상자료는 인구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수 추정을 위한 공간적 대안 자료로서의 중요성

이 알려진 바 있는데(김민호, 2019; 김민호, 2020a), 최근 

이 자료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사회·경제적 변화

의 시공간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감염병의 

대유행 시기 야간 인공조명 강도는 이전 시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Elvidge et al., 2020; Ghosi et al., 2020; 

Liu et al., 2020). 스페인의 그라나다 지역에서도 봉쇄 시

기에 이와 유사한 야간 조도의 감소가 보고된 바 있다

(Bustamante-Calabria et al., 2021).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

우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기와 전년 동기 간 비교를 통해 

수도권의 야간 인공조명 수준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

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김민호, 2021).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와 유사한 행정구역을 

분석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하위 행정구역의 야간 조도 변

화를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토지피복 

유형과 연계된 인공조명 수준의 변화에 관한 결과를 제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

로나-19 대유행 시기와 이전 시기로 구분하여 발생률이 높

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별 야간 인공조명 세기의 공간적 

패턴과 변화를 조사하였다. 신종 감염병의 대확산에 따른 

인구 이동량 감소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야간 조도 변

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치구의 전역

적 빛세기 변화와 함께 주거·상업지역의 야간 조도 변화 

패턴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신종 감염병의 누적 확진자

와 빛세기 강도 변화 사이의 연관성도 고찰하였다.

II. 연구 자료

미국 해양대기청은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센서가 탑재된 Suomi National Polar-orbiting 

Partnership (SNPP) 위성을 운용하는데, 이 센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지표를 관측한다. SNPP VIIRS는 야간 조

도를 nWatt/cm2/sr 단위로 Day/Night Band (DNB) 영상자

료에 기록하며, 이 자료는 인공조명에서 방출된 강도

(nighttime light, NTL)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Wang et al., 2017). DNB 영상자료는 약 742m

의 공간해상도 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야간 조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2020년 4

월과 2021년 4월의 월평균 DNB 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2020년 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2021년 2부터 

3월까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

기 2단계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최

신 월평균 DNB 영상자료는 동년 4월 자료가 일반에 공개

되고 있다. 2021년 4월의 월평균 DNB 영상자료인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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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음의 복사휘도가 나타나는데, 전처리 대기보정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제시

된 바 있다(NOAA, 2014; 김민호, 2020b).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도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자료는 2018~2019년에 수집된 항공정사

영상과 2019년에 촬영된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3호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현행화 구축

된 것이다(환경부, 2021). 서울특별시의 세분류 토지피복

지도는 총 286개 타일로 구성된다.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면형 벡터자료 형식으로 제작

되어 제공되며, 각각의 면형 벡터 객체는 대분류-중분류-

세분류 위계 정보를 갖는다. 대분류 ‘시가화 건조지역’(이

하 ‘시가지’)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문화·

체육·휴양지역’, ‘교통지역’과 ‘공공시설지역’을 포함한 

6개 중분류 유형으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는 열린 데이터광장을 통해 각 자치구의 월

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동향 자료를 제공한다(서울특

별시, 2021). 본 연구는 2020년 2월에서 2021년 6월 사이에 

발생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누적 확진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20년과 2021년 4월 DNB 영상에서 서울특

별시를 포함한 국지영상을 추출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과 맞물린 지역봉쇄에 따른 야간 조도의 시공간 변화를 고

찰한 선행연구는 구름 부재일 수와 설지반사(雪地反射)를 

고려하여 영상자료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Elvidge 

et al., 2020; Ghoshi et al., 2020).

월평균 DNB 영상자료는 일 단위로 수집된 자료 중 구름

이 부재한 화소만을 대상으로 제작되는데, 지역에 따라 구

름 부재일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는 구름 부재일 

수가 2~3일에 불과한 화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

고 눈으로 피복된 설지의 경우 인공조명 복사휘도의 증폭

에 의해 시가지보다 높은 수준의 빛세기가 나타날 수도 있

다(Levin and Zhang, 2017). 선행연구는 설지반사에 영향

받은 화소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0~2021년 4월 두 시기의 구름 부

재일 수는 각각 11~18일과 11~16일로서 매우 비슷했다. 

과거 날씨를 검토한 결과 각 시기에 연구 지역에는 적설 기

록이 없었다(케이웨더, 2021). 이에 본 연구는 구름 부재일 

수와 설지반사와 관련한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타일 단위로 제공되는 토지피복지도를 결합

하여 단일 벡터 레이어로 제작하였다. 이 레이어에 서울특

별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클리핑 연산을 적용하여 시가

지 객체만을 포함한 벡터 자료를 제작하였다. 2020년 4월

과 2021년 4월의 야간 빛세기의 자치구별 시공간 분포 패

턴을 조사하기 위해 이 자료와 해당 시기 DNB 영상자료를 

대상으로 중첩분석과 구역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자치구의 시기별 시가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야간 

조도에 관한 총합, 평균, 중앙값 등 구역통계 정보를 도출

하였고, 토지피복 공간 객체별 물리적 면적을 연산하였다.

두 시기 간 공간적 변화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두 시기의 

DNB 영상자료에 래스터 연산을 적용하여 야간 빛세기 차

에 관한 래스터 자료를 도출하였다. 이 자료와 토지피복 

벡터 자료를 대상으로 중첩·구역분석을 수행하여 시가

지 및 주거·상업지역 각각의 자치구별 변화 면적과 구역

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ArcGIS Pro에 구현된 최적화 핫스팟 

분석(optimized hot spot analysis)을 수행하여 주거지역의 

빛세기 증가와 상업지역의 야간 조도 감소에 관한 핫스팟

을 도출하였다. 최적화 핫스팟 분석은 Gertis-Ord Gi* 통계

에 기반한 이 분석은 공간적 자기상관에 기반하여 최적의 

거리를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핫스팟

과 콜드스팟의 최적 결과를 도출하는 기법이다(ESRI, 

2021). 이러한 공간분석 외에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빛세기 변화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사이

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2021년 4월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DNB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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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기반으로 도출된 서울특별시 

대상 시가지의 중분류 토지피복에 관한 공간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전체 시가지에서 교통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었고(53.2%), 다음으로 주거지역(25.1%), 상업지

역(14.7%), 공공시설지역(4.7%), 문화·체육·휴양시설

(2.0%), 공업지역(0.3%) 순으로 면적 비중이 높았다. 교통

지역과 주거지역의 경우 각 자치구의 시가지 전역에서 고

르게 분포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업지역의 공

간 분포는 자치구에 따라 상이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위쪽 그래프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면적에 

따라 자치구를 나열한 것이다. 아래쪽 그래프는 주거지역

과 상업지역의 평균 면적(각각 3.1km2과 1.8km2)을 기준

으로 자치구를 A~D 4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중분류 토지

피복유형의 면적을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그룹은 ‘주거지

역 평균 이상과 상업지역 평균 이상’, ‘주거지역 평균 이상

과 상업지역 평균 미만’, ‘주거지역 평균 미만과 상업지역 

그림 2. 시가지의 중분류 토지피복 유형 분포

그림 3. 자치구별 시가지의 중분류 토지피복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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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상’, ‘주거지역 평균 미만과 상업지역 평균 미만’의 

자치구를 구성한다. 아래쪽 좌측과 우측 그래프는 그룹 내 

자치구를 각각 주거지역 면적과 상업지역 면적에 따라 나

열한 것이다.

은평구·성북구·관악구·강서구의 주거지역 면적은 

각각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었으며(각각 

4.9km2, 4.7km2, 4.6km2, 4.1km2), 이들 중 강서구를 제외

한 자치구들의 상업지역 면적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송파구·중구·

동대문구 순으로 상업지역의 면적이 넓었고(각각 4.5km2, 

3.1km2, 2.8km2, 2.6km2, 2.4km2, 2.2km2), 이들 중 영등포

구·중구·동대문구의 주거지역 면적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자치구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의 면적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1은 서울특별시 시가지에 해당하는 DNB 영상자료의 

복사휘도에 관한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2021년 4월

의 야간 빛세기의 평균, 중앙값과 총합은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8~4.9%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

이었다. 이와는 달리 야간 조도의 최대와 표준편차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4%와 14.5%로 낮아지며 큰 폭으로 감

소하였다.

시기별 각 자치구의 시가지 야간 인공조명 세기의 총합

과 평균은 그림 4와 같다. 시가지 면적이 넓은 자치구에서 

빛세기 총합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야간 조도 

총합은 강남구에서 가장 높았고 도봉구에서 가장 낮았으

며, 이들 간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인공 빛세기 평균은 

중구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강남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이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야간 조도의 표준편차는 대체로 

11~29 범위였으나, 총합이 가장 높은 중구에서는 매우 높

은 표준편차가 도출되었다(2020년 4월 90.8, 2021년 4월 

56.6). 즉 야간 빛세기의 공간적 편차는 중구 내에서 매우 

큰 편이었다. B~D 그룹의 일부 자치구의 인공조명 평균은 

강남구를 제외한 A 그룹 내 자치구의 평균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의 야간 조도 중

앙값도 평균과 비슷한 패턴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 대상 시기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빛세

기 강도에 관한 기술통계는 표 2에 요약하였다. 주거·상

업지역 각각의 평균, 중앙값과 총합은 증가하였으나, 증가

율은 약 6.0 이하로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인공조명의 

최소값은 주거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상업지역에서 감

소하였다(각각의 증감률 2.3%, -9.3%). 주거·상업지역 

모두에서 야간 조도의 최대값과 표준편차는 시가지 전체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5는 자치구별 주거·상업지역의 빛세기 총합을 제

시한 것인데, 좌측은 주거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우측은 

표 1. 서울특별시 시가지의 야간 인공조명 세기 기술통계.

(단위: nWatt/cm2/sr)

연도 최소 최대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총합

2020 3.4 467.1 60.5 59.7 25.6 15,488,727.3

2021 3.4 353.3 61.6 62.6 21.9 15,764,141.3

그림 4. 자치구별 시가지의 야간 인공조명 세기 총합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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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자치구를 나열한 것이다. 주거

지역의 야간 조도 총합은 강남구에서 가장 컸으며, 대체로 

면적이 넓은 자치구에서 높은 편이었다. 상업지역의 경우

도 강남구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빛세기가 확인되었다. 중

구·동대문구·영등포구·마포구 등 주거지역 면적이 전

체 평균보다 적으나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평균보다 넓은 

자치구에서도 해당 토지피복의 야간 조도 총합이 높게 나

타났다.

자치구별 주거·상업지역의 인공조명 세기 평균은 그

림 6과 같다. 총합과 달리 각각 피복유형에 대한 빛세기 평

균은 중구에서 가장 높았다. 주거지역의 경우 B~C 그룹에 

속하는 대부분 자치구의 야간 조도 평균이 A 그룹과 유사

한 수준이었다. 상업지역의 경우 은평구·도봉구·노원

구를 제외한 B~D 그룹에 속하는 대부분 자치구의 인공조

명 세기 평균도 A 그룹 평균과 유사한 편이었다. 그러나 각

각의 그룹 내에서 자치구별 상업지역의 평균 편차는 주거

지역과 달리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7은 시가지 대상 2021년 4월과 전년 동월 간 빛세기 

차를 단계구분도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시가지 전

역에 걸쳐 빛세기 변화가 나타났으나, 증가한 면적이 감소

표 2. 서울특별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야간 인공조명 세기 기술통계

(단위: nWatt/cm2/sr)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총합

주거
2020년 4.4 467.1 58.7 58.1 24.1 7,847,479.6 

2021년 4.5 353.3 59.8 61.6 21.0 7,989,724.0 

상업
2020년 4.3 467.1 65.3 63.6 27.4 5,124,365.3 

2021년 3.9 353.3 66.2 66.3 22.4 5,195,895.9 

그림 5. 자치구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야간 인공조명 세기 총합

그림 6. 자치구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야간 인공조명 세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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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적보다 넓었다(각각 194.1km2, 118.2km2). 큰 폭의 

증가는 전체 시가지 전역에서 관측된 반면 큰 폭의 감소는 

중구, 마포구 그리고 서초구·강남구 경계 등 일부 지역에

서 확인되었다. 특히 중구와 서초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와 

달리 인공조명 강도의 증가보다 감소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시가지 전역과 주거·상업지역에서 나타난 

빛세기 증가·감소 면적은 그림 8에 요약하였다. 전체 시

가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강북구·중구·양천

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야간 조도의 증가 면적이 감소 면

적보다 넓게 나타났다. 증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는 송

파구로 확인되었고(14.2km2), 서초구에서는 가장 큰 폭의 

감소가 관측되었다(13.3km2). 강남구와 강서구는 서초구 

다음으로 면적 감소 폭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역의 빛세기 증가·감소 면적은 시가지 전체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었다. 증가 면적이 감소 면적보다 변

화는 서초구·강북구·중구·양천구에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인공조명 감소는 서초구에서 확

인되었다(2.7km2). 이들을 제외한 자치구의 경우 증가 면

적이 감소 면적보다 넓었는데, 주로 주거지역의 면적이 넓

은 자치구에서 이러한 변화 패턴이 나타났다. 평균 이상의 

면적 증가는 주로 A 그룹과 B 그룹에 속하는 자치구에서 

확인되었는데, 관악구·은평구·강서구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증가가 관측되었다(각각 3.4km2, 3.2km2, 

3.0km2).

상업지역의 경우 서초구·강북구·중구·용산구에서 

야간 조도가 감소한 면적이 증가한 면적보다 넓었으며, 다

른 자치구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강남구

와 영등포구에서 빛세기 증가 면적이 가장 큰 수준이었으

며(각각 2.3km2, 2.2km2), 서초구·강남구·중구에서 감

소 면적이 넓게 나타났다(각각 2.4km2, 2.2km2, 1.6km2). 

주거지역과 달리 상업지역의 빛세기 변화에서 그룹별 특

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림 9는 자치구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빛세기 총합

과 평균의 증가와 감소를 제시한 것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증가 폭보다 감소 폭이 가장 큰 변화는 중구에서 나타났으

며, 이러한 변화는 서초구·마포구·강남구·양천구·

강북구 순으로 큰 편이었다. 평균보다 높은 빛세기 총합 

증가는 주로 A~B 그룹에 속한 자치구에서 관측되었다.

중구의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같이 감소 폭이 증

가 폭보다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났다. 서초구·마포구·양

그림 7. 서울특별시 시가지 전역의 야간 인공조명 변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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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용산구·강남구·강북구·광진구에서도 이러한 

변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자치구 중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빛세기가 감소한 상업지역은 중구·

강남구·마포구·서초구·양천구에서 나타났다. 각 그

룹 내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의 면적이 넓

을수록 야간 조도의 감소 폭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자치

구별 빛세기 증가·감소 각각의 평균도 총합과 유사한 패

턴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구의 감소 평균이 다른 자치구보

그림 8. 자치구별 시가지 전역과 주거･상업지역의 야간 인공조명 면적 변화

그림 9. 자치구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야간 인공조명 세기 총합과 평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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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관악구·광진구·종로

구·금천구에서는 야간 조도의 증가 평균이 감소 평균보

다 높았는데, 이는 빛세기 총합의 변화와 반대의 패턴이었다.

그림 10은 야간 조도가 증가한 주거지역과 빛세기가 감

소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핫스팟 분석 결과를 제

시한 것이다. 야간 인공조명이 증가한 주거지역의 핫스팟

은 대부분 자치구에 분포하였는데, 면적이 넓고 공간적으

로 집중된 핫스팟은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

구·구로구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역과 달리 빛세기가 

감소한 상업지역의 핫스팟은 중구·마포구·용산구·광

진구와 금천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등 일

부 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

은 야간 조도 감소 폭이 큰 상업지역의 군집을 의미한다.

V. 논의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SNPP VIIRS DNB 영

상자료와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2020년 4월과 2021년 

4월 각 시기의 자치구별 시가지와 주거·상업지역의 빛세

기 현황과 변화 패턴을 고찰하였다.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

쳐 야간 조도 총합과 평균은 전체 시가지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서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공조명 세

기의 증가·감소 변화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패턴으로 나

타났다.

시가지 전역 대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구·서초구·

마포구·양천구·강남구·용산구·강북구 등 일부 자치

구에서 빛세기가 감소하였으나,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증

가하였다. 야간 조도 감소가 매우 큰 변화는 중구에서 발

생했는데, 이 자치구의 감소 폭은 서초구의 약 2배 이상의 

수준이었다.

자치구별로 다른 야간 인공조명 세기 변화 패턴은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경우 전체 

자치구의 약 72%인 18개 자치구에서 빛세기 증가 폭이 감

소폭 보다 컸다(A~D 그룹별 각각 2개, 8개, 4개, 4개 자치

구). 상업지역의 경우 전체의 약 32%인 8개 자치구에서 야

간 조도 감소 폭이 증가 폭보다 큰 수준이었다(A~D 그룹 

각각 2개, 2개, 1개, 3개).

자치구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각각의 빛세기 증가 폭

과 감소 폭은 대체로 면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는 유의수준 5%에서 수행한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

과 야간 조도 변화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야간 조도 증가는 면적 사이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6, p=0.002). 상업지역의 

빛세기 감소와 면적 사이에도 정적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주거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τ=0.3, p=0.041). 

이에 따르면 2020년 4월과 2021년 4월 두 시기를 비교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주거지역의 면적이 넓은 자치구

일수록 야간 조도가 더 강해졌고, 상업지역의 면적이 넓은 

자치구일수록 빛세기 감소 폭이 커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에 관한 자료

그림 10. 주거･상업지역의 야간 빛세기 증가와 감소에 대한 핫스팟과 콜드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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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1). 그림 11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발생 동향과 2021년 4월 기준 자치구별 누적 

확진자를 제시한 것이다. 전월 대비 누적 확진자 증감률은 

2020년 3월, 8월, 11~12월에 증가, 2021년 1~3월에 감소, 

2021년 4월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누적 확진자 

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면적이 평균 이상인 A 그룹 

자치구에서 많았고, 전체 평균보다 많은 누적 확진자 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평균보다 넓은 A~B 그룹에서 나타

났다.

2021년 4월 기준 자치구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빛

세기 증가·감소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95% 신뢰수

준에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

거지역의 야간 조도 증가와 누적 확진자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7, p＜0.000). 그러나 상업지역

의 빛세기 감소와 누적 확진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τ=-0.0, p=0.870).

휴대폰 와이파이 기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

나-19 확진자 발생과 맞물려 서울특별시 전체 유동인구는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강북 주요 도심지역과 강남

구·서초구 등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BN, 2021).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서울특별시 음식점과 소매업 점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8조 원 감소하였고 특히 한식 업종의 매출액 감소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주재욱 등, 2021).

이를 고려할 때 유동인구와 관련한 상업지역의 야간 빛

세기 변화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자료는 업종별 사업체 분류 정보를 제공하

지 않는다. 따라서 업종별 사업체 공간자료를 적용하여 야

간 인공조명 세기의 시공간 변화에 관한 조사 필요성도 제

기된다.

본 연구는 2020년 4월과 2021년 4월만을 대상으로 야간 

조도의 시공간 변화를 고찰하였으나, 이 두 시기 간 빛세

기 변화의 시계열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코로

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대유행 

시기까지 야간 인공조명 세기의 시공간 변화에 관한 패널

분석 등 시계열 분석이 향후 연구에서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야간 빛세기는 식생, 설지반사 및 에어로졸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므로(Wang et al., 2020), SNPP VIIRS DNB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시기 간 야간 조도 변화 분

석에는 이러한 요인의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야간 인공조명 세기의 시공간 변화를 고찰

하였다. 신종 감염병 대확산 이전 시기인 2020년 4월과 비

교할 때 서울특별시 시가지 전역에서 야간 빛세기가 증가

하였다. 그러나 자치구별 시가지의 야간 조도는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 등 서로 다른 패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주거지역의 야간 조도 증가는 그 면적과 강하게 연관되었

고, 상업지역의 야간 빛세기 감소와 면적 사이에도 상관관

계가 나타났으나 주거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

이었다.

자치구별 누적 확진자 수와 주거지역의 빛세기 증가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으

나, 상업지역의 야간 조도 감소와 누적 확진자 수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상업지역의 빛

세기 변화 패턴 조사를 위해 유동인구 등 다른 변인을 적용

그림 1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과 자치구별 누적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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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코

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화를 

고려할 때 음식점과 소매업 등 업종별 야간 빛세기의 시공

간 변화 패턴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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