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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입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 구성원의 모빌리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관점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COVID-19의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하여 2019년 대비 2020년의 월별 대중교통 승차 모빌리티 변동률에

대해 공간통계기법을 적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 및 군집 분석을 통해 서울에서

COVID-19의 영향이 적었던 2020년 1~2월 이후 서울 중심부에서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점차 모빌리티 변화의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관분석 및 공간회귀분석을 통하여 모빌리티 변화와 지속적으로 연관되고

영향을 주는 특정 연령, 직업, 소득 변수들을 확인하였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모빌리티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주요어 : COVID-19, 모빌리티, 공간적 자기상관, 공간회귀모델

Abstract :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many things in our society, and in particular, social
distancing, a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has led to a change in mobility of
members of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 of COVID-19 on mobility
from a spatial perspective. For this, this study applied spatial statistics to the change rate of monthly public 
transportation transit of Seoul city in 2020 compared to 2019.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obility h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center of Seoul, since 2020 January and February when the impact of COVID-19 was weak, and that 
the positive spatial autocorrelation of mobility changes gradually increased. Second, specific age, job, and income
variables that are continuously related to and influencing mobility change were identified through correlation
and spatial regression analyses. The finding that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as 
differentially affected mobilit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alleviate inequality in the
post-coronavirus era.
Key Words : COVID-19, Mobility, Spatial autocorrelation, Spatial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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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COVID-19 팬데믹은 충분히 불평등한 세상을 더욱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소득, 의료, 고용,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평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다.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났으며, 이전에 볼 수 없던 방식으로 기존의 

불평등과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 즉, COVID-19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우리에게 바이러스만큼이나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Berkhout et al., 2021).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

음 확인된 SARS-CoV-2의 감염증으로, 약 25개월 동안 전 

세계적·국가적·지역적 스케일에서 발생하고 있다(이

채현 등, 2021). 2021년 12월 3일 기준 전 세계 총 확진자 수

는 약 2억 6천만 명, 사망자 수는 약 5백만 명(존스홉킨스 

대학교), 국내 총 확진자 수는 약 46만 명, 사망자 수는 약 

4천 명에 달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원의 2020년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COVID-19의 장기화로 경제적 불평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

제로 다수의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COVID-19 이후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이 증명되었다(박비곤, 

2021; 송상윤, 2021).

한편 기존의 불평등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그 메커니즘을 그림 1

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COVID-19의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는 감염과 사망의 불평

등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감염률과 사망률이 인종, 민족,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Bassett 

et al., 2020; Lieberman-Cribbin et al., 2020; Gross et al., 

2020; Abedi et al., 2021; Paul et al., 2021; Poulson et al., 

2021; Zelner et al., 2021). COVID-19의 감염과 사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공공 의료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있어서도 국가 

그림 1. COVID-19로 인한 불평등 확대의 다양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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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CNN, 2021년 4월 16일; UN, 

2021년 9월 19일; The New York Times, 2021년 10월 27일).

COVID-19는 접촉을 통하여 확산되는 감염병이기 때문

에 이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 사이의 접

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여러 국가에서 효과적인 치

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COVID-19를 억제하는 비약물적 중

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인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를 통해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

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동 제한에서부터 락다운까지 그 

정도가 상이하며,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의 감소가 모든 사람

에게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Coven and Gupta, 

2020; Brough et al., 2021; Garnier et al., 2021; Ossimetha 

et al., 2021; Sy et al., 2021). 상이한 집단은 각각 사회적 관

계를 달리 맺고, 그에 따라 차별적인 이동 경험을 하기 때

문이다.

이동 제한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동

이 더 이상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위치 변화 혹은 추상

적인 운동이 아니라 의미를 내재한 움직임이자 그로 인한 

결과, 즉 모빌리티(mobility)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Cresswell, 2006). 모빌리티는 이동이 초래하는 사

회적 의미와 실천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하는 새

로운 패러다임이다(Sheller and Urry, 2006). 이 패러다임

하에서 모빌리티는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자 이동에 필요

한 자원이며, 또한 이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평등과 배제 

및 차별적 격차, 그리고 그 결과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그 변화를 모두 포괄한다(Cresswell, 2006; 2010; 

Adey, 2009; Kwan and Schwanen, 2016).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의 제한은 보다 다

양하고 복잡한 모빌리티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디지털 격차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을, 노동자

의 경우 재택근무 전환 가능 여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그리고 기타 인구 집단 역시 다양한 요인에 따른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그림 1). 즉, 기원지 관점에서 모빌리티는 

성, 연령, 직업, 소득,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날 것이고,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것이다. 목적지 관점에서 모빌리티의 변화는 지역의 경제 

구조와 맞물려 차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COVID-19

에 따른 불평등 확대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적으로 전개되는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고

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빌리티의 변화를 대

중교통 이동량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

로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

의 공간적 패턴을 탐색하고, 공간통계기법을 통해 모빌리

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에 대한 COVID-19의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이를 위

해 서울특별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이동의 출발점이 되

는 기원지 기반에서 모빌리티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앞서 살펴본 것처럼 COVID-19 팬데믹이 소득, 의료, 고

용,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끼침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이 확대되었을 것이라는 예

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가 다양한 차

원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과 모빌리티에 대한 차별적 영향

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COVID-19가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과 관련

된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관 차원 및 각기 다른 분야에서 COVID-19의 차별

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기

관 차원의 정책연구는 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

으로 COVID-19가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규명 및 소득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김

태완·이주미, 2020; 박비곤, 2021; 송상윤, 2021; 이승

호·홍민기, 2021). 더불어 각기 다른 분야에서 COVID-19

가 불평등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이들은 소득 및 지출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

라 의료,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진희, 2020; 남재

현·이래혁, 2020; 박미희, 2020; 서문기, 2020; 강전영·

박진우, 2021; 손병돈·문혜진, 2021; 조한승, 2021).

해외의 경우, 감염률 및 사망률, 검사 수, 실업 등 

COVID-19의 직간접적 영향이 인종 또는 민족, 소득,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

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주로 COVID-19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감염률 및 사망률과 인구, 사회경제, 환

경, 모빌리티 등 다양한 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불

평등 양상을 파악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ieberman-Cribbin et al., 2020; Mollalo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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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Peralías, 2020; Rozenfeld et al., 2020; Abedi et al., 

2021; Desmet and Wacziarg, 2021; Khanijahani, 2021; 

Maiti et al., 2021; Paul et al., 2021). 특히,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대상으로 COVID-19 감염률 및 사망률에 대

한 인종 또는 민족 집단 간의 격차를 분석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Bassett et al., 2020; Gross et al., 2020; 

Laurencin and McClinton, 2020; Parcha et al., 2020; 

Poulson et al., 2021; Romano et al., 2021; Zelner et al., 

2021). 이러한 국내외 연구들은 COVID-19로 불평등한 영

향을 받는 취약 집단을 식별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

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를 시행한 국가의 모든 인구에

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정책이지만, 개개인의 이동에 대한 

능력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에 따른 모빌리티의 감소가 성별, 연령별, 소득별, 직업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규명하는 실증

적 연구가 해외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Chiou and 

Tucker, 2020; Coven and Gupta, 2020; Yabe et al., 2020; 

Garnier et al., 2021; Iio et al., 2021; Ossimetha et al., 2021; 

Sy et al., 2021). 이들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

발적 이동 감소에 대한 유연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 사회

경제적 약자 집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에 참

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설명한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이 대중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빌

리티 변화를 분석한 사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Brough et 

al.(2020)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디지털 접근성, 재택근무 

환경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Hu and Chen(202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감염

률 및 사망률, 토지이용 등을 사용하여 베이지안 구조 시계

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리학 분야에서 Kim and 

Kwan(2021)은 이동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카운티 

수준에서 COVID-19 기간 동안 사람들의 모빌리티 수준 변

화를 조사하고, 시계열적인 모빌리티 수준의 변화와 빈곤 

수준, 정치적 당파성, COVID-19 이동 제한 정책 등 사회적, 

공간적 정책 및 정치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들은 양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COVID-19 이후 모빌

리티 변화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 격차를 고찰하였

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COVID-19의 

차별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COVID-19 이후 차별적으로 전개되는 모빌리티 변

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COVID-19에 따른 이동 제한의 직접적 영향으로

서 모빌리티 변화 분석은 향후 팬데믹 시대 불평등 확산 메

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출발점이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행정동이라는 

상세 공간 스케일과 2019년~2020년의 월 단위 시간 스케

일에서 공간회귀모델을 사용하여 COVID-19 이후 모빌리

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지역 및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서울특별시 행정동 수준에서 모

빌리티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인 서울특별시는 약 

1000만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인구 및 이동량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서울특별시의 COVID-19 누적 확진자 수

는 2021년 12월 3일 기준 약 16만 명으로, 전국의 시도 중 

가장 많다(질병관리청).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COVID-19

로 인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COVID-19

의 장기적 영향을 관찰하고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서울특별시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이 모빌리티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모빌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동 단위의 인구, 사회, 경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COVID-19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COVID-19 발생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월 단위로 구성된다. 분석에 사용한 T머니 교통 빅

데이터는 정류장과 역 단위로, KCB 빅데이터는 행정동과 

주택 경계로 구성된 보다 미시적 스케일의 자체 개발 집계 

단위인 K-Block1)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정보를 

토대로 하는 KCB 빅데이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통계청 대비 97%, 주민등록정보 기준 85% 이상의 커버리

지를 나타내며, 인구, 직업, 소득, 소비, 매출 정보 등을 포

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별 

소득 자료가 없으나(이희연·주유형, 2012), 해당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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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세 지역 단위의 소득 관련 정보를 제

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류장 및 역 단위와 블록 단위 

자료를 상위의 소속 행정동으로 합역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종속변수인 ‘전년동월대비 2020년 모빌리티 변동률’은 

T머니 교통 빅데이터 제공 지하철 및 버스 승차 건수를 사

용하였다. 승차에는 해당 정류장 및 역에서의 최초 승차만 

포함한다(환승 미포함). 변동률은 식 (1)을 통하여 산출하

였다. 행정동을 공간 단위로, 행정동 내 지하철 및 버스 정

류장들의 승차 건수를 총합하여 2019년 대비 2020년의 월

별 모빌리티 변동률을 계산하였다.

모빌리티변동률 

년승차건수

년승차건수 년승차건수
× (1)

선행연구와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모빌리티 변화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인구 변수, 사회경제 변수, 가계

소득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KCB 빅데이터 제공 자료를 사

표 1. 분석에 사용한 변수

구분 변수명 세부 변수명 출처(자료시기)

종속변수 전년동월대비 2020년 모빌리티 변동률
T머니 교통 빅데이터

(2019-2020년, 월 단위)

독립변수

인구

변수

성비

KCB 빅데이터

(2020년, 월 단위)

20대 인구 비율

30대 인구 비율

40대 인구 비율

50대 인구 비율

60대 인구 비율

70대 이상 인구 비율

사회경제

변수

대기업급여소득자 비율

일반급여소득자 비율

전문직급여소득자 비율

대표자 비율

일반자영업자 비율

전문직자영업자 비율

기타(주부, 학생, 무직자 등) 인구 비율

가계소득

변수

평균 월추정소득 

중위 월추정소득

소득 1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2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3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4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5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6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7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8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9분위 대상자 비율

소득 10분위 대상자 비율

자료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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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표 1). 각 세부 변수로는 인구 변수의 경우 행정

동별 성비, 10세 간격의 20대~60대 인구 비율, 70대 이상 

인구 비율을 선정하였다. 사회경제 변수로는 행정동별 대

기업급여소득자, 일반급여소득자, 전문직급여소득자, 대

표자, 일반자영업자, 전문직자영업자, 기타(주부, 학생, 

무직자 등) 인구 비율을 선정하였다. 가계소득 변수로는 

행정동별 월 추정소득의 평균값 및 중위값, 집계기준 내 대

상자 중 소득 1분위~10분위 대상자 비율을 선정하였다. 

이때 소득은 매년 6월 말을 기준으로 10분위 구간화로 실

시되는 KCB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모빌

리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인구 변수 7개, 

사회경제 변수 7개, 가계소득 변수 12개로 총 26개이다.

2. 분석 방법

모빌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을 추정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다변량 회귀모델은 크게 비공간 모델과 공간 모

델로 구분된다(이건학·김감영, 201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2019년 대비 2020년 서울특별시 행정동별 모빌리티 변

동률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

역적 Moran's 와 국지적 Moran’s 를 활용하며, 비공간적

인 일반선형회귀모델과 공간시차모델 및 공간오차모델

을 함께 고찰한다.

전형적인 비공간 모델인 일반선형모델(Ordinary Least 

Square: OLS)은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OLS 회귀모

델의 식 (2)에서 는 관측된 종속변수 값을 의미하며, 

는 독립변수 관측치, 는 추정될 회귀계수, 는 랜덤 오차

항이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공간 현상으로서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을 내재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일반선형모델은 공간적 의존성, 공간적 

이질성 등 공간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Anselin, 1988; 

이희연·노승철, 2013에서 재인용). 이때 연구지역 내 변

수들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전역적 Moran’s 

를 사용할 수 있다. 모빌리티 변동률에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한다면, 국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LISA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통해 군집 

지도를 작성하여 연구지역 내 단위지역 간에 국지적 군집

지역 및 이례지역을 추출할 수 있다.

 ∼  (2)

 ∼  (3)

    ∼ 

 (4)

OLS 회귀모델에 대한 대안으로는 종속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반영하는 공간시차모델(Spatial Lag Model: 

SLM), 오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반영하는 공간오차모

델(Spatial Errors Model: SEM)이 있다. 공간시차모델의 

식 (3)에서 는 공간 회귀계수로 종속변수가 주변지역으

로부터 받는 파급효과를 반영하며, 는 공간가중행렬로 

서로 다른 공간 단위가 이웃할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공간오차모델의 식 (4)에서 

는 공간오차 회귀계수로 모형의 설명변수가 아닌 관측 불

가능한 생략된 변수의 오차항에 대한 충격에 해당한다. 회

귀모델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 로그우도(Log likelihood),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Schwarz Criterion) 

등을 통해 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

해 GeoDa 1.20와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모빌리티의 공간적 자기상관

서울특별시의 2019년과 2020년 대중교통 승차 건수를 

비교한 결과,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

빌리티의 감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대

유행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던 3월, 8월, 12월의 경우 이동이 급감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던 시기에는 점차 

이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모빌리티 변화의 시간적 패턴뿐만 아니라 

공간적 패턴을 함께 파악하기 위해 식 (1)을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변동률에 대해 2020년 1월~12월까지 월별로 탐

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 및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면

의 제한으로 전체 결과 중 1, 4, 8, 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2020년 서울특별시 행정동별 모빌리티 변동률 분포 지도

를 제시하였다(그림 3). 2019년 대비 2020년에 모빌리티

가 오히려 증가한 지역도 일부 존재했지만, 2020년 12월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 COVID-19의 영향이 적었던 1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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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모빌리티 변화의 공간적 패턴을 시각적으로 식별

하기 어렵지만, 점차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에서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각적 패턴이 확인된 모빌리티 변동률의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전역적 Moran's 를 

산출하였고, 이때 Queen 방식으로 공간가중행렬을 구축

하였다(표 2). 그 결과, COVID-19 발생 초기(1~2월)를 제

외한 모든 시기에서 모빌리티 변동률의 군집이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시기에서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났으며, 12월의 경우 0.344

그림 2. 서울특별시 2019년 및 2020년 월별 대중교통 승차 건수 비교

그림 3. 서울특별시 행정동별 모빌리티 변동률 분포(1, 4, 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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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은 Moran's  값을 보였다. 점차 COVID-19가 수

도권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

라 모빌리티 변동률이 유의하게 군집하고, 공간적 자기상

관 또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그림 4). 

전역적 Moran's  분석을 통해 모빌리티 변동률의 지속

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므로, 모빌리

티 변동률이 국지적으로 어떠한 공간적 의존성을 가지는

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LISA 분석을 통해 LISA 클러스

터 지도를 작성하여 연구지역 내 모빌리티 변화의 국지적 

자기상관을 파악하였다(그림 5). 전역적 Moran's 와 유사

하게 LISA 분석에서도 COVID-19 발생 초기에는 모빌리티 

변동률의 공간적 군집 패턴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표 2. 2020년 월별 모빌리티 변동률의 공간적 자기상관(전역적 

Moran’s )

Moran’s  z-score p-value

1월 0.021 1.891 0.058

2월 0.037 2.775 0.005

3월 0.171 6.452 0.000

4월 0.170 6.139 0.000

5월 0.192 6.821 0.000

6월 0.201 7.197 0.000

7월 0.156 5.646 0.000

8월 0.294 10.287 0.000

9월 0.273 9.506 0.000

10월 0.244 8.557 0.000

11월 0.210 7.398 0.000

12월 0.344 11.987 0.000

그림 4. 2020년 월별 모빌리티 변동률의 공간적 자기상관 추이

(전역적 Moran’s )

그림 5. 전년동월대비 2020년 모빌리티 변동률의 LISA 군집(1, 4, 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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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면서 서울 중심부와 그 주변 지역들에서 뚜렷한 패턴

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당 지

역과 주변 지역의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한 지역인 콜드스

팟(LL 유형)과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모빌리티가 적게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인 핫스팟(HH 유형)이 유사한 지역

에서 나타나며 그 패턴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COVID-19 

이후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한 군집 지역(LL 유형)으로는 

서울 중심부의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 있으며, 해당 지

역들은 상업이 주를 이루는 곳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

른 이동 제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빌리티가 

적게 감소하거나 증가한 군집 지역(HH 유형)으로는 서울 

외곽의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모빌

리티의 변화에 전역적, 국지적 자기상관이 나타나고, 공간

적으로 유의하게 군집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모빌리티 변동률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의존성이 반영

된 공간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모빌리티 변화와 변수 간 상관관계

한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6; 부록 1, 2). 

상관관계에서 특정 집단이 모빌리티 변동률과 유의한 부

적 관계에 있다면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하고, 특정 

집단이 모빌리티 변동률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다면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의 영향을 적게 받아 모빌리티

가 적게 감소 또는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빌리티 변동률과 설명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인구 변수 중 성비는 모든 시점에서 종속변수와 유

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반면 모빌리티 변동률과 20대 

인구 비율은 부적 관계가, 50대 및 60대 비율은 정적 관계

가 나타났으며, COVID-19 확산 초기인 1, 2월 이후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사회경제 변수의 

경우 전문직급여소득자, 대표자, 전문직자영업자, 기타 

비율은 모빌리티 변동률과 유의한 부적 관계의 경향이, 일

반급여소득자, 일반자영업자 비율은 유의한 정적 관계의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변수의 경우, 소

득 1, 2, 3, 10분위 비율은 모빌리티 변동률과 부적 관계를, 

소득 5, 6, 7, 8, 9분위 비율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여

러 시기에 걸쳐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20대의 경우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

성이 높은데,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건수 기반의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연령 집단의 경우 20대에 비해 승용차를 보유하거

나 경제활동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아 대중교통 기반의 

모빌리티 변화가 적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상대적으

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승용차 보유 가능성이 높은 직업

그림 6. 월별 모빌리티 변동률과 인구, 사회경제, 가계소득 변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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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소득 집단 경우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

며,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비교적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 가

능성이 높은 직업과 중위 소득 집단의 경우 모빌리티 변화

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소득 집단의 경우 실업 등 

경제활동 기회의 박탈 가능성이 높아 모빌리티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추후 정확한 인과 관계와 그 원인에 대

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앞서 모빌리티 변화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며, 선

정된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대부분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

다. 이에 전년동월대비 2020년 서울특별시의 모빌리티 변

동률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2020년 1월~12월까지 월

별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면의 제한으로 전

체 모델 중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0년 12월 모빌리티 변동

률에 대한 일반선형회귀모델과 공간회귀모델들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표 3).

12월의 경우, 종속변수인 모빌리티 변동률의 전역적 

Moran’s  지수가 0.344로 높게 나타나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표 2). 이에 1차적

으로 일반선형회귀모델이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할 수 있

다. 실제로 일반선형모델에서 오차항의 비정규성을 진단

하는 Jarque-Bera 통계량은 639.5216(p=0.001)로 매우 유

의하게 나타났고, 이분산성을 검증하는 Breusch-Pagan 통

표 3. 12월 모빌리티 변동률에 대한 OLS, SLM, SEM 모델의 추정 결과 비교

　
일반회귀모델

(OLS)

공간시차모델

(SLM)

공간오차모델

(SEM)

공간효과
ρ(rho) 0.360*** 　

λ(Lambda) 　 0.380***

상수항 -47.905*** -33.223*** -45.431***

속성

(설명변수)

인구 60대 비율
0.316***

(0.141)　

0.236**

　

0.268**

　

사회경제 대표자 비율
-0.715**

(-0.186)　

-0.433

　

-0.704**

　

가계소득

소득 3분위 비율
-0.722***

(-0.296)　

-0.565***

　

-0.727***

　

소득 6분위 비율
1.713***

(0.404)　

1.430***

　

1.531***

　

모델의 설명력 
 0.325　 0.397 0.389

모델의 적합성

Log likelihood -1300.23　 -1281.94 -1285.23

AIC 2610.46　 2575.87 2580.47

SC 2630.72　 2600.19 2600.73

정규성 Jarque-Bera 639.5216***

등분산성

Breusch-Pagan 11.3936** 7.3354 8.4357*

Kosenker-Bassett 2.8612　 　 　

White 9.2063　 　 　

공간적 종속성 Likelihood ratio 36.5880** 29.9969***

통계량

(유의도

비교)

LM-Lag 42.7785***

Robust LM-Lag 8.7716***

LM-Error 34.1079***

Robust LM-Error 0.1010

***, **, *: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유의함.

주) (    ):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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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또한 11.393(p=0.05)로 유의하게 나타나 OLS 회귀모

델의 추정 결과가 편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종속변

수와 오차항의 공간적 의존성 여부를 검증하는 라그랑지 

승수검정(Largrange Multiplier Test: LM)에서 통계량이 유

의하게 나타나 공간 회귀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회귀모델(OLS, SLM, SEM)의 설명력

과 적합도 판정하기 위해  , 로그우도, AIC, SC 등을 살펴

본 결과, 은 OLS회귀모델에서 0.325, 공간시차모델에

서 0.397, 공간오차모델에서 0.389로 공간시차모델의 설

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우도값은 OLS 회귀

모델에서는 –1300.23이었으나, 공간시차모델에서 –1281.94, 

공간오차모델에서 –1285.23로 증가하여 공간시차모델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AIC는 OLS 회귀모델에서 2610.46

인데 비해, 공간시차모델에서 2575.87, 공간오차모델에

서 2580.47로 공간시차모델의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적합

한 모델로 볼 수 있다. SC에서도 OLS 회귀모델에서 

2630.72였던 값이 공간시차모델에서 2600.19, 공간오차

모델에서 2600.73으로 공간시차모델의 값이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의 모빌리티 변동률 추

정에 있어서 공간시차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을 판별하였

으며, COVID-19 확산 초기인 1월과 2월을 제외한 모든 시

기에서 공간시차모델의 설명력과 적합도가 가장 좋음을 

확인하였다.

추정된 회귀모델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

해 OLS 회귀분석에서 단계선택법에 따른 유의한 설명변

수의 진입 빈도와 모델의 설명력에 대해 월별로 살펴보았

다. 표 4에서는 회귀계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

기 위해 진입 변수 앞에 표준화 계수인 값을 함께 작성하

표 4. 월별 OLS 진입 설명변수 및 

진입 설명변수



수정된




인구 변수 사회경제 변수 가계소득 변수

1월 (+0.142) 30대 비율 (+0.122) 소득 7분위 비율 3.8% 3.4%

2월 (+0.172) 30대 비율 (+0.197) 일반 급여소득자 비율 　 7.3% 6.8%

3월
(+0.474)

(+0.376)

30대 비율

50대 비율

(-0.207)

(+0.356)

(+0.096)

대기업 급여소득자 비율 

일반 급여소득자 비율

일반 자영업자 비율

　 28.3% 27.5%

4월
(+0.292)

(+0.277)

30대 비율

50대 비율
(+0.407) 소득 7분위 비율 28.8% 28.2%

5월

(-0.529)

(-0.237)

(-0.323)

20대 비율 

40대 비율

70대 이상 비율

(+0.433)

(+0.171)

(+0.526)

일반 급여소득자 비율 

일반 자영업자 비율

전문직 자영업자 비율

(-0.597) 평균 월추정소득 36.9% 35.8%

6월

(-0.487)

(-0.324)

(-0.351)

20대 비율

40대 비율

70대 이상 비율

(+0.567)

(+0.206)

(+0.155)

일반 급여소득자 비율

일반 자영업자 비율 

전문직 자영업자 비율

(+0.271) 소득 1분위 비율 31.8% 30.7%

7월  
(-0.321)

(-0.516)

전문직 급여소득자 비율 

기타 비율
　 20.6% 20.3%

8월

(-0.100)

(+0.299)

(-0.240)

성비

60대 비율

70대 이상 비율  

(+0.323) 일반 급여소득자 비율 (+0.233) 소득 6분위 비율 30.3% 29.4%

9월

(-0.497)

(-0.181)

(-0.287)

20대 비율

40대 비율

70대 이상 비율 

(+0.199)

(-0.569)

전문직 자영업자 비율 

기타 비율
(-0.673) 소득 10분위 비율 37.4% 36.5%

10월 (-0.175) 20대 비율 (+0.162) 전문직 자영업자 비율
(+0.212)

(+0.334)

소득 6분위 비율

소득 7분위 비율
30.8% 30.2%

11월 (-0.227) 20대 비율 (-0.250) 기타 비율 (+0.321) 소득 6분위 비율 31.5% 31.0%

12월 (+0.141) 60대 비율 (-0.186) 대표자 비율
(-0.296)

(+0.404)

소득 3분위 비율

소득 6분위 비율 
32.5% 31.9%

주) (    ):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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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회귀모델의 설명력 의 경우 시간에 따라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9월에서 37.4%로 가장 높

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수

도권에서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개

편 이전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2단계 및 2.5단

계가 8월~9월 동안 유지되어 이동 제한이 컸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회귀모형에 진입된 유의미한 설명변수는 

월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특정 설명변수의 진입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전체 변수 중 20대(5

회), 30대(4회), 70대 이상(4회), 일반급여소득자(5회), 전

문직자영업자(4회), 소득 6분위 대상자(4회) 비율의 진입 

빈도가 4회 이상으로, 비교적 지속적으로 모빌리티 변동

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모빌리티 변동률에 대

해 20대와 70대 이상 인구 비율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30

대 인구, 일반급여소득자, 전문직자영업자, 소득 6분위 대

상자 비율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20대

와 7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

하였으며, 30대 인구, 일반급여소득자, 전문직자영업자, 

소득 6분위 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COVID-19 이

후 모빌리티가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전체 변수 중 70대 이상 인구, 전문직자영업자 비율의 경

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가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데, 이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개괄적인 경향성을 살피기 

위해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본 연

구는 기원지 기반의 승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하차와 승하차 전체의 모빌리티 변화에 대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승차 

모빌리티 변화와 유사한 공간적 패턴과 분석 결과를 보였다.

VI. 결론

COVID-19 팬데믹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불평

등의 시대’를 불러왔다. 국가 내 소득, 자산, 건강, 교육, 정

식 고용, 기회 균등, 사회 보호, 인터넷 및 공공 서비스에 대

한 접근에 있어 만연한 기존의 불평등이 COVID-19의 직간

접적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접촉을 통해 확산되

는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의 이동에 대한 자본과 접근성에 따라 차별적

인 모빌리티와 그로 인한 불평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모빌리티에 대한 COVID-19의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는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행정동 수준에

서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빌리티 변화

의 시공간적 패턴을 탐색하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모빌

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규명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이후 모빌리티 변화의 시공간적 패턴을 파악하

기 위해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년동월

대비 2020년 모빌리티 변동률 분포를 지도화한 결과, 서울

특별시에서 COVID-19의 영향이 적었던 1월, 2월의 경우 

모빌리티 변화의 공간적 패턴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점차 

서울 중심부에서 상대적으로 모빌리티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월별 모빌리티 변동률의 공간적 자기

상관 존재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역적 

Moran's  값을 산출한 결과, 1월과 2월을 제외한 모든 시

기에서 모빌리티 변동률의 공간적 군집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국지적 공간 군집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

여 LISA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시점에서 콜드스팟

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대의 서울 중심부에서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모빌리티 변동률과 인구, 사회경제, 가계소득 변

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

다. 성비의 경우 모든 시점에서 모빌리티 변동률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연령의 경우 20대 비율이 유의한 

부적 관계를, 50대와 60대 비율이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

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20대가 상대적으로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시사한다. 사회경

제 변수의 경우, 비교적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승용차 보유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 급여소득자, 대표자, 전문직 자영업

자, 기타 비율이 모빌리티 변동률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가지는 반면 일반 급여소득자, 일반 자영업자 비율은 유의

한 정적 관계를 가졌다. 가계소득 변수의 경우, 소득 1, 2, 

3, 10분위 비율이 모빌리티 변동률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소득 5, 6, 7, 8, 9분위 비율은 유의한 정적 관계

를 보였다.

셋째, 회귀모형의 공간적 의존성을 확인하고 월별 모빌

리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해 OLS, SLM, SEM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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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월과 2월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종속변수의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하는 공간시차모델(SLM)이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명변수의 회귀모형 진입 빈도를 

통해 20대, 30대, 70대 이상, 일반 급여소득자, 전문직 자영

업자, 소득 6분위 비율이 COVID-19로 인한 모빌리티 변화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모빌리티에 

있어 지속적으로 차별적 영향을 받은 집단을 공간통계기

법을 통해 식별하는 시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COVID-19 이후 모빌리티 격차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

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상 

선정의 출발점이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기원지 기반의 모빌리티 변화가 목적지 기반의 소

득 변화, 나아가 지역 소비 경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

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의

하지 않은 변수와 이상치를 제거하는 등의 모델 조정을 통

해 설명력을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추정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공간적 관점이 반

영된 다양한 차원의 COVID-19 불평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

가 요구된다.

註

1) KCB 빅데이터는 주택 경계로 구성된 상세한 단위의 

자체 개발 K-Block을 집계 단위로 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K-Block은 약 30만 개에 

달하며, 각 K-Block당 평균 인구는 약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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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월별 모빌리티 변동률과 인구 및 사회경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성비
20대

비율

30대 

비율

40대 

비율

50대 

비율

60대 

비율

70대 

이상 

비율

대기업 

급여

소득자

비율

일반

급여

소득자 

비율

전문직 

급여

소득자 

비율

대표자 

비율

일반 

자영업

자 비율

전문직 

자영업

자 비율

기타 

비율

1월
상관계수(Pearson) .034 -.079 .153** .033 -.014 .005 -.082 .022 .129** -.037 -.017 .031 -.019 -.094

유의확률(양측) .478 .104 .002 .498 .775 .924 .090 .649 .008 .445 .721 .523 .701 .053

2월
상관계수(Pearson) .011 -.067 .184** .045 -.046 -.032 -.101* .061 .206** -.028 .004 .072 -.010 -.171**

유의확률(양측) .828 .167 .000 .352 .339 .517 .037 .213 .000 .564 .932 .141 .844 .000

3월
상관계수(Pearson) .081 -.294** .181** .047 .134** .191** .006 .015 .353** -.144** -.106* .250** -.132** -.267**

유의확률(양측) .095 .000 .000 .333 .006 .000 .909 .758 .000 .003 .030 .000 .006 .000

4월
상관계수(Pearson) .071 -.323** .143** .070 .169** .215** .032 .006 .373** -.155** -.120* .300** -.120* -.289**

유의확률(양측) .143 .000 .003 .152 .000 .000 .508 .904 .000 .001 .013 .000 .013 .000

5월
상관계수(Pearson) .053 -.373** .045 .120* .247** .278** .068 .054 .425** -.107* -.077 .330** -.075 -.357**

유의확률(양측) .276 .000 .357 .013 .000 .000 .164 .270 .000 .028 .112 .000 .123 .000

6월
상관계수(Pearson) .000 -.280** .066 .133** .148** .182** .013 .143** .465** -.034 -.004 .316** -.044 -.415**

유의확률(양측) .999 .000 .173 .006 .002 .000 .788 .003 .000 .490 .927 .000 .363 .000

7월
상관계수(Pearson) -.037 -.208** .033 .068 .098* .163** .058 .079 .410** -.067 -.025 .314** -.071 -.358**

유의확률(양측) .443 .000 .501 .161 .044 .001 .236 .105 .000 .165 .613 .000 .146 .000

8월
상관계수(Pearson) -.019 -.193** .020 -.023 .130** .233** .042 .009 .445** -.179** -.160** .241** -.150** -.311**

유의확률(양측) .694 .000 .683 .641 .007 .000 .386 .846 .000 .000 .001 .000 .002 .000

9월
상관계수(Pearson) .069 -.370** .029 .064 .255** .315** .099* .015 .397** -.175** -.130** .342** -.145** -.309**

유의확률(양측) .153 .000 .552 .186 .000 .000 .042 .764 .000 .000 .007 .000 .003 .000

10월
상관계수(Pearson) .023 -.353** -.073 .131** .273** .300** .116* .054 .428** -.112* -.072 .339** -.058 -.360**

유의확률(양측) .631 .000 .131 .007 .000 .000 .017 .264 .000 .020 .137 .000 .230 .000

11월 
상관계수(Pearson) .046 -.398** -.061 .165** .286** .302** .135** .082 .413** -.068 -.024 .357** -.033 -.374**

유의확률(양측) .346 .000 .210 .001 .000 .000 .005 .091 .000 .163 .620 .000 .493 .000

12월
상관계수(Pearson) .048 -.294** -.060 -.031 .227** .343** .171** -.082 .394** -.254** -.237** .261** -.214** -.238**

유의확률(양측) .326 .000 .219 .523 .000 .000 .000 .093 .000 .000 .000 .000 .000 .000

* 유의확률＜0.05, ** 유의확률＜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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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월별 모빌리티 변동률과 가계소득 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균 

월추정

소득

중위 

월추정

소득

소득 

1분위

비율

소득 

2분위

비율

소득 

3분위

비율

소득 

4분위

비율

소득 

5분위

비율

소득 

6분위

비율

소득 

7분위

비율

소득 

8분위

비율

소득 

9분위

비율

소득 

10분위

비율

1월
상관계수(Pearson) .006 .042 -.063 -.066 -.089 -.048 .006 .056 .135** .068 .086 .010

유의확률(양측) .894 .383 .192 .176 .066 .326 .899 .252 .005 .165 .075 .845

2월
상관계수(Pearson) .023 .071 -.110* -.109* -.131** -.075 -.019 .074 .193** .138** .135** .025

유의확률(양측) .631 .144 .024 .025 .007 .121 .694 .130 .000 .004 .005 .610

3월
상관계수(Pearson) -.085 .027 -.249** -.183** -.155** .030 .197** .374** .445** .284** .103* -.100*

유의확률(양측) .079 .583 .000 .000 .001 .539 .000 .000 .000 .000 .033 .039

4월
상관계수(Pearson) -.089 .033 -.266** -.197** -.159** .037 .214** .406** .487** .302** .102* -.111*

유의확률(양측) .067 .503 .000 .000 .001 .451 .000 .000 .000 .000 .036 .023

5월
상관계수(Pearson) -.034 .097* -.290** -.269** -.214** -.026 .153** .379** .489** .363** .165** -.051

유의확률(양측) .483 .045 .000 .000 .000 .589 .002 .000 .000 .000 .001 .297

6월
상관계수(Pearson) .039 .167** -.342** -.278** -.313** -.095 .005 .308** .454** .408** .262** .035

유의확률(양측) .420 .001 .000 .000 .000 .051 .926 .000 .000 .000 .000 .475

7월
상관계수(Pearson) .009 .110* -.265** -.183** -.267** -.089 -.037 .266** .416** .354** .214** .009

유의확률(양측) .856 .023 .000 .000 .000 .066 .442 .000 .000 .000 .000 .854

8월
상관계수(Pearson) -.113* .013 -.248** -.107* -.181** .043 .094 .417** .485** .327** .108* -.125**

유의확률(양측) .020 .792 .000 .028 .000 .371 .053 .000 .000 .000 .026 .010

9월
상관계수(Pearson) -.097* .043 -.331** -.210** -.192** .091 .226** .478** .503** .335** .123* -.125*

유의확률(양측) .045 .372 .000 .000 .000 .061 .000 .000 .000 .000 .011 .010

10월
상관계수(Pearson) -.019 .118* -.346** -.231** -.265** .007 .126** .425** .497** .360** .183** -.048

유의확률(양측) .700 .015 .000 .000 .000 .884 .009 .000 .000 .000 .000 .324

11월 
상관계수(Pearson) .019 .149** -.366** -.274** -.288** -.036 .146** .408** .463** .372** .218** -.010

유의확률(양측) .693 .002 .000 .000 .000 .454 .003 .000 .000 .000 .000 .835

12월
상관계수(Pearson) -.191** -.050 -.228** -.128** -.082 .163** .267** .516** .493** .267** .036 -.218**

유의확률(양측) .000 .308 .000 .008 .093 .001 .000 .000 .000 .000 .453 .000

* 유의확률＜0.05, ** 유의확률＜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