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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 이후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의 지도화 동향을 검토하고, 지도상에서 감염병의 시공간적 차원을 함께 재현하

는 대안적 지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OVID-19 데이터의 지도화 또는 지리적 시각화 관련 지도학적 논의를

포함하는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COVID-19 정보 제공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인 대시보드는 정적

지도로서, 시공간적 차원이 동시에 변화하는 COVID-19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도 기호로서 그래프의 활용, 애니메이션 등 지도상에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시계열 스트립과 Dorling 카토그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도상에서 현상의 공간적 패턴과 시간에 따른 추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리적 시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 시대에서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지도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지도학적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COVID-19 팬데믹, 지도화, 시공간적 차원, 시계열 스트립, Dorling 카토그램

Abstract :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raised the necessity of more effective visualization
of vast data with expanded spatiotemporal dimens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VID-19
mapping trend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of mapping techniques that represent the spatiotemporal dimensions
of the epidemic. To this end, this paper has reviewed studies that include discussions regarding mapping or 
geovisualization of COVID-19. The most commonly used technique for providing COVID-19 information is
dashboard, which has limitations that they can’t reflect the dynamic of the epidemic as static map. To make
up for these limitations,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reflect temporal dimensions on the map,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graphs as map symbols, and animations. Based on the review of prior study, this paper applied
temporal strips and the Dorling catogram algorithm to suggest an alternative geovisualization techniques that
can help map readers intuitively recognizes spatial patterns and temporal trends of phenomena on maps. This
paper has cartographic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map-making with expanded spatiotemporal
dimensions in the Pandemic era.
Key Words : COVID-19 Pandemic, Mapping, Spatiotemporal dimension, Temporal strips, Dorling car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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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John Snow의 1854년 런던 소호 콜레라 발병 지도

(Snow, 1855)와 같은 질병 지도(disease maps)가 제작되

며, 공간적 사고를 통해 현상을 표현하여 감염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가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러한 과거 지도화 사례들은 질병의 확산을 공간적 

측면에서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팬데믹은 앞서 언급한 감염병 사례들과는 명

백한 차이를 보인다.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

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에 의한 질병으로, 

존스홉킨스 대학(JHU CSSE)에 따르면 2021년 6월 7일 기

준 전 세계 총 확진자 수는 약 2억 명, 사망자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COVID-19 팬데믹은 약 18개월

의 장기적인 시간 범위 동안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국가적·지역적으로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

어, 과거 정적인 그리고 한정된 공간을 표현했던 질병 지도

화 기법으로는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유의미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

지고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자료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

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용량 시공간 자료의 특징을 효

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안

재성 등, 2014). 이를 위해 지도 디자인에 대한 독창적인 접

근 방법을 고안함과 동시에 지도의 가독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김감영, 2001). 또한 기존의 질병 확산과 관련된 지도

가 현상의 공간적 패턴 및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그쳤다면, 

현재 COVID-19 팬데믹의 경우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 

모두에서 질병의 확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

문에 시공간적 차원을 함께 재현하는 지도화 기법이 요구된다.

이처럼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도화 기법에 대한 요구에 발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COVID-19 데이

터의 지도화 또는 지리적 시각화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국

내 지리학 분야에서는 코로나 전후 사회적 양상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구양미, 2020; 박

선엽, 2020; 이성호·최석환, 2020; 허정원·장주영, 2020; 

박수경, 2021; 최우성 등, 2021). 이외에 포스트코로나 시

대에 대한 제언(박혜정, 2020; 이병민, 2020), COVID-19 대

응을 위한 공간 최적화 접근(박진우 등, 2021) 등의 시도가 

있었다. COVID-19의 지리적 시각화에 있어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시공간 입방체를 활용하여 3차원으로 나타낸 

안재성 등(2020)의 사례가 유일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COVID-19 관련 연구들에서 

지도학적 논의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COVID-19 관련 시공간적 데이터의 

지도화 또는 지리적 시각화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COVID-19 팬데믹의 지도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 중 지도학적 

논의를 포함하는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시

간적 차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대안적 시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지

도화 기법의 고안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II. COVID-19 지도화 현황

COVID-19의 지도화 관련 선행연구는 첫째, 실제로 널

리 이용되고 있는 지도화 기법을 검토한 사례와 둘째, 대

안적인 지도를 제작한 사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 지도학적 논의를 위해 대시보드와 같이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지도화 기법에 관한 연구들과 COVID-19 데이

터가 갖는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특징적인 지리

적 시각화 시도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표 1. COVID-19 지도화 및 지리적 시각화 관련 선행연구

범주 연구 유형 연구 내용

지도 

검토

Boulos & Geraghty(2020) 대시보드 COVID-19 관련 GIS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Dangermond et al.(2020) 대시보드
COVID-19 대응을 위한 GIS 애플리케이션을 논의하기 위해 웹 기반 대시보

드를 검토

Everts(2020) 대시보드 COVID-19 웹 기반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대시보드의 정치성 문제를 제시

Franch-Pardo et al.(2020) 대시보드
COVID-19 연구에서의 공간 분석 및 GIS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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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VID-19 지도화 및 지리적 시각화 관련 선행연구(계속)

범주 연구 유형 연구 내용

지도 

검토

Griffin(2020) 대시보드
COVID-19 정보를 전달하는 지도의 신뢰성을 논의하기 위해 웹 기반 대시

보드를 검토

Juergens(2020) 단계구분도
COVID-19 지도화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정적 단계구분도 및 웹 기반 대시

보드의 단계구분도를 검토

Kent(2020) 대시보드 COVID-19 대안적 지도화 방향 제시를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Leung et al.(2020) 대시보드 COVID-19 빅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논의하기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Mooney & Juhász(2020) 대시보드 COVID-19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하여 대시보드의 인포데믹 문제를 제시

Muhareb & Giacaman(2020) 대시보드 COVID-19 대응을 위한 시각화 도구를 논의하기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Paszto et al.(2020)
대시보드, 

웹 기반 대화형 지도

COVID-19 시각화 및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하기 위해 대시보드 및 웹 

기반 대화형 지도를 검토

Rose-Redwood et al.(2020) 대시보드 COVID-19의 지리학을 논의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Samet et al.(2020) 대시보드 COVID-19 시공간적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Saran et al.(2020) 대시보드
COVID-19 대응을 위한 지리공간기술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반 대시보

드를 검토

Yoo & Kronenfeld(2020) 대시보드 COVID-19 웹 기반 대시보드를 지도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평가

Beltrán et al.(2021) 대시보드 COVID-19 COnVIDa 논의를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Bernasconi & Grandi(2021) 대시보드 COVID-19 웹 시각화 도구를 논의하기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검토

Ivanković et al.(2021) 대시보드 COVID-19 웹 기반 대시보드 제공 정보를 범주화하고 그 빈도를 분석

Müller & Louwsma(2021) 대시보드
정부 관리 COVID-19 시공간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웹 기반 

대시보드를 평가

Shaito & Elmasri(2021)
단계구분도, 버블맵, 

카토그램

COVID-19 시공간적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주제도 유형들을 개괄적으로 

소개

대안적 

지도 

제작

Denice et al.(2020) 이변량 단계구분도
인종에 따른 COVID-19 감염 및 사망의 불평등을 시각화하기 위해 이변량 

지도 제작

Dong et al.(2020) 대시보드
팬데믹 초기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COVID-19 확산 정도를 시각화하기 위

해 대시보드를 제작

Gao et al.(2020) 대시보드
COVID-19에 따른 모빌리티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 웹 기반 대화형 대시

보드 제작

Hohl et al.(2020) 이변량 단계구분도
정적인 이변량 지도 및 애니메이션/타임슬라이더가 포함된 웹 기반 

COVID-19 지도 제작

Lan et al.(2020)

애니메이션 이변량 

단계구분도,

애니메이션 스파이크 

지도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COVID-19의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이변량 지도 

및 스파이크를 심볼로 사용한 도형표현도 제작

Mocnik et al.(2020) 다이어그램 지도
두개의 반원을 사용한 다이어그램 지도와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그래프 

및 시계열 스트립이 결합된 지도 제작

Roy et al.(2020)
애니메이션 

단계구분도

시간에 따른 COVID-19 확산을 시각화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형태의 머신

러닝 기반 단계구분도 제작

Samet et al.(2020) 웹 기반 대화형 지도
시공간적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형태의 웹 기반 대화형 지도 

프로토타입을 개발

Beecham et al.(2021)
애니메이션 글리프 

지도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COVID-19의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글리프 지도 

제작

Marvel et al.(2021) 대시보드 COVID-19 취약성 지수를 보여주는 웹 기반 대화형 대시보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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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시보드

정보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

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쉽게 접근 가능하

고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얻는 것이 중

요해졌다(Pappas and Whitman, 2011). 이를 위한 가장 일

반적인 기법으로서 대시보드(Dashboard)는 자동차나 항

공기의 계기판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정보를 표상해 주는 정보 시각화

(information visualization) 도구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박연정·조일현, 2014). Few(2004)에 따르면, 대시보드

는 “하나의 화면에 중요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배열함으로

써 한 눈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모니터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최근 발생한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GIS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과 함께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Ahasan et al., 2020; 

Dangermond et al., 2020; Paszto et al., 2020; Zhou et al., 

2020). COVID-19 대시보드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을 기점으로 WHO, CDC, Google, ESRI 등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그림 1), 실제로 선행연

구의 대부분이 대시보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시보드는 현재 COVID-19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COVID-19 대시보

드는 메인 지도와 그래프, 표 등의 시각적 요소를 함께 제

시하는 형태로, 일반 사용자가 확진자·사망자 수, 백신 

접종 비율, 핫스팟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

하는데 용이하다. 웹 기반 대시보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가 업데이트되어 사용자가 최신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

으며, 대화형(interactive) 기능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필

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시보드는 시공간이 확대

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법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

다. 첫째, 시간의 경과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웹 사이트의 속도 저하로 사용자의 이용 만족도를 감소시

킬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COVID-19 

대시보드의 TTI(Time To Interactive)를 Google PageSpeed 

Insights에서 측정해본 결과, 2021년 7월 16일 기준 ESRI 

Korea는 약 41초, 통계청은 약 26초로 Google에서 제시하

는 느림의 기준인 7.3초 이상으로 사용자와 웹 페이지가 

완전히 상호작용 가능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시보드가 너무 많은 자료를 포

함할 경우 ‘DRIP(Data Rich but Information Poor)’ 현상과 

함께 사용자의 직관적 인지가 어려워진다(Mooney and 

(a) (b)

(c) (d)

그림 1. 웹 기반 COVID-19 대시보드

출처 : (a) Johns Hopkins Coronavirus Resource Center COVID-19 Dashboard(2021년 5월 25일 접속); (b) Health Map COVID-19 Dashboard 

(2021년 5월 25일 접속); (c)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2021년 5월 25일 접속); (d) University of Virginia COVID-19 

Surveillance Dashboard(2021년 6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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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ász, 2020). 셋째, 대시보드에 지도 제작자의 의도가 포

함되어 특정 데이터의 강조 또는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이에 팬데믹에 관한 거짓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들의 확산을 뜻하는 ‘COVID-19 Infodemic’이 우려된다. 

Everts(2020)는 ‘대시보드 팬데믹(Dashboard Pandemic)’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현재의 COVID-19 대시보드가 보다 

상세한 스케일의 시공간적, 사회적 역학 정보를 나타내지 

않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소규모의 패턴을 볼 수 없도록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Kitchin et al. (2015)은 ‘대시보드

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생산

하고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시보드는 중립적

인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보를 수동

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통적인 주제도를 주요 요소로 사용

하여 지도 자체에서 시간적 차원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

한다. 2차원 평면의 정적 지도는 현재 COVID-19 팬데믹과 

같이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이 동시에 변화하는 동적 

현상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김감영, 

2001).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타임 슬라이더, 그래프 등을 

함께 제시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메인 지

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

가 지도 자체에서 시간에 따른 추이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시보드에서 지도학

적 오류를 내포한 지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도형표현도의 

경우 심볼의 과소추정 경향(그림 1(a)) 및 중첩(그림 1(b)) 

문제, 단계구분도의 경우(그림 1(c), 그림 1(d)) 적절하지 

않은 투영법 및 총량 데이터 사용(윤진옥·김감영, 2019)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특히 그림 1(d)는 데이터 집계 단

위를 미국은 주(states), 중국은 성(province), 이를 제외하

고는 모두 국가(country)로 설정하였다. 즉, 일관되지 않

은 기본 공간 단위에 대한 총량 수치를 단계구분도로 표현

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에서 팬데믹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잘못된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Juergens, 2020).

이와 같이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

야에서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고, 그중 대시보드가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대시보드는 

한 시점에 대한 COVID-19의 누적 또는 일일 확진자 수를 

제시하는 것에 그쳐,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

계를 가진다(Lan et al., 2021).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스케

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COVID-19의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

서 지도는 감염병의 공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

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COVID-19 데이터의 지도화를 위해 대안적인 지리적 시각

화 기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도상에

서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대안적 시각화 사례들을 검토

하였다.

2. 지도 기호로서 그래프의 활용

대시보드가 지도와 그래프를 단순히 나열하여 제시

했다면,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실린 

Thebault and Hauslohner(2020)의 지도는 2020년 5월 3일

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미국 카운티별 확진자 수의 변

화를 그래프화하여 지도 기호로 활용한 것이다(그림 2). 

이 지도는 데이터에 선의 두께, 색(채도), 높이와 같은 시

각적 요소를 인코딩하였는데, 카운티 인구 대비 확진자 수

를 선의 두께로, 5월 3일 대비 시간 경과에 따른 확진자 수

의 변화를 선의 높이 및 색(채도)으로 나타냈다. 다양한 시

각변수를 사용하여 시공간적 차원을 모두 반영한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지도와 그래프의 나열 형태에 비해 

지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해졌으며, 현상의 시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도상에

서 시공간적 차원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표현함에 따라, 공간 단위의 밀도와 관련하여 좁은 면적의 

카운티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그래프의 중첩 및 시각적 복

잡성 문제로 인해 가독성이 저하되어 값을 식별하기 어렵

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우선순

위 부여 혹은 중첩 및 시각적 복잡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가 결합된 지도의 중첩 및 시각적 복잡성 문제를 

보완한 사례로는 지리적 형상을 단순화시킨 일종의 카토

그램에 다양한 유형의 글리프를 시각 변수로 사용한 글리

프 지도(glyph map)가 있다. 글리프란 비관계형 속성 정

보를 표현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변량 기호를 의미한다(이

건학 등, 2014). Beecham et al.(2021)은 영국을 사례로 각 

지역에서 최초 100명의 확진자가 보고된 시점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의 COVID-19 데이터를 담은 격자 셀 형태의 

지도를 제작하여, 그림 2의 중첩 문제를 해결하고 정렬된 

스케일에서의 지역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그림 3). 

영역 차트(area chart)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일일 신규 확

진자 수의 변화를, 스파인 플롯(spine plot)을 이용해 x축

은 인구 대비 확진자 수, y축은 절대적 확진자 수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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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두 정보와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각 셀의 배경에 

희미한 선 형태로 제시된 마일스톤(milestone)은 최초 100

명의 확진자가 보고된 후 10일 간격으로 평균 대비 확진자 

수의 누적 속도를 선의 기울기(＼: 느림, ／: 빠름)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가지 시각 변수를 

부여한 그림 2와 비교하였을 때, 정렬된 스케일에서 다양

한 글리프를 사용한 그림 3에서 시각적 과부화가 크게 감

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글

리프 지도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격자 셀 

형태의 지리적 배치는 지역 간 인접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그림 2. 그래프를 지도 기호로 활용한 사례

출처 : Thebault and Hauslohner, 2020.

그림 3. 글리프 지도(Glyph map)

출처 : Beecham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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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는 감염병인 COVID-19의 확산을 모니터링할 때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공간적 연관성 혹은 의존성 파악

을 어렵게 한다. 둘째, 글리프의 크기가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만큼 크지 않아 지역별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

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미국 카운티 단위와 같이 상세

한 수준의 많은 공간 단위를 포함하는 경우 본 기법의 적용

이 쉽지 않다. 

3. 애니메이션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또 다른 대안적인 지리적 시각

화 방법으로는 애니메이션 지도(animated map)가 있다. 

이는 일련의 프레임을 빠르게 보여줌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각화하여 정적 지도의 한계를 극복한 기법이다. 

즉, 애니메이션을 통한 동적 지도는 앞서 살펴본 정적 지도

와 달리 시간 단면의 지도를 통해서는 볼 수 없는 전체 과

정으로서의 현상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어, 지리학 

또는 지도학의 중심 개념을 이루는 공간과 시간의 결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김감영, 2001). 애니메이션 지도에 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cEachren et al.(1998)은 애니

메이션 지도가 감지하기 어려운 작은 개별 공간 단위의 시

공간적 패턴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Griffin et al.(2006)은 시공간 클러스터 식별을 위해 동일

한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동일한 유형의 시각화 차트를 나

열한 세트인 스몰 멀티플즈(small mutiples; Tufte, 1983)와 

애니메이션 지도를 비교한 결과, 사용자는 애니메이션 지

도를 사용했을 때 패턴을 더 빨리 감지하고 더 정확하게 기

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Lan et al.(2021)은 큰 규모의 장

기적인 데이터셋을 다룰 경우 애니메이션 지도가 정적인 

형태로 나열된 지도보다 선호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지도

에 애니메이션 요소를 추가한 웹 기반 이변량 지도 및 스파

이크 지도를 제작하였다(그림 4).

먼저 이변량 지도(bivariate map)의 경우, 2020년 1월부

터 10월까지 미국 카운티 단위에 대해 첫째, 14일 내 높은 

질병 위험도를 가진 클러스터에 속했던 일수와 둘째, 상대

적 위험도 두 가지 변수의 색을 합성하여 제작된 단계구분

도이다(그림 4(a)). 이 지도는 기존 단계구분도에 시계열

적 애니메이션 요소를 추가하여 지도상에서의 시공간적 

패턴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타임 슬라이더를 이용

해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대해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시

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

나 이 지도의 경우 범례가 4×4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용자

(a) 이변량 지도(Bivariate map)

(b) 스파이크 지도(Spike map)

그림 4. 애니메이션 지도(Animated map)

출처 : La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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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도상 색이 가지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처리하기에는 

3×3 범례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이건학 등, 2014).

스파이크 지도(spike map)의 경우, 각 지역의 인구에 비

례한 예측 확진자 수 대비 실제 확진자 수의 비율에 로그를 

취한 값을 스파이크의 높이로 표현한 도형표현도이다(그

림 4(b)). 이 지도는 기존의 도형표현도에서 나타나는 중

첩 및 과소추정 문제를 보완하고자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

는 원이 아닌 일방향 즉, 높이(예: 북쪽)로 데이터의 규모

가 표현되는 스파이크를 심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많은 

수의 공간 단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 또한, 이변

량 지도와 같이 애니메이션 기법과 타임 슬라이더를 사용

하여 전반적인 시공간적 패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심볼이 작게 나타나는 지역들의 값을 파악하기가 어

려워 급간에 따른 심볼 크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두 애니메이션 지도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

적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장기적인 패턴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용자

의 기억 용량의 한계로 인해 지도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전반적인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도 디자인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타임 슬라이

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둘째, 많은 수의 공간 단

위에 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

관적인 공간적 패턴 파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스케

일 측면에서 적절한 수의 공간 단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4. 절충형 접근 방식

기존 대시보드의 메인 지도에서 시계열적 데이터를 제

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형태의 웹 기

반 대화형 대시보드가 개발되고 있다. 그중 기존 대시보드

의 메인 지도와 앞서 검토한 그래프 및 애니메이션을 각각 

절충하여 지도상에서 시간적 차원을 반영한 사례가 있었

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서 제공하는 대시

보드의 경우 전 세계와 미국 및 일부 국가들에 한해 COVID-19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5). 글로벌 스케

일에서는 그래프, 대화형 지도(interactive map), 표를 통

해 국가별 확진자, 사망자, 백신 접종 등의 현황을 절대적 

혹은 표준화된 수치로 제공한다. 기존 대시보드의 경우 메

인 지도만을 통해 시간적 차원을 파악할 수 없지만, 본 대

시보드에서는 단계구분도에 커서를 대면 국가별 지난 14

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단기적인 범위

지만 지도상에서 시간적 추이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국

가별 표는 10만 명당 주별 확진자 수를 시계열 스트립

(temporal strips)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국가별 확진자 

추이, 피크 시기 등 COVID-19의 시계열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전역에 대한 대시보드에서는 그래프, 대화

형 지도, 두 개의 표를 통해 카운티별 확진자, 사망자, 완치

자 등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COVID-19 현황 뿐만 아니라 

요양원, 교정 시설과 같이 COVID-19 확산에 취약한 기관 

및 시설 등 상세한 스케일에서의 확진자 데이터를 제시한

다. 이처럼 미국 전역에 대하여 상세한 공간 단위에서의 

                               (a) 대화형 지도(Interactive map)                          (b) 국가별 표(Country table)

그림 5.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제공 대시보드

출처 : The New York Times “Coronavirus World Map: Tracking the Global Outbreak”(2021년 5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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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Everts(2020)가 지적한 대시

보드 팬데믹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지도상에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발전된 대시보드의 

또 다른 사례로, 영국 정부 웹 사이트 GOV.UK는 영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COVID-19 데이터와 대화형 지도를 포

함하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6). 대화형 지도는 

각 지역의 10만 명당 7일간 신규 확진자 수를 단계구분도

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도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인터

랙티브 기능을 조작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

점 또는 스케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타임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수의 변화 및 특정 

시점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며, 스케일의 차원에서는 

줌(zoom) 기능을 이용해 영국의 상위에서 하위 행정구역

까지 각각의 단계구분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닌다.

5. 그 외 기법들

검토한 대안적 시각화 기법 이외에 지리적 시각화를 위

한 몇 가지 특징적인 시도가 있었다. Mocnik et al.(2020)은 

공간(space), 시간(time), 수(numbers) 세 가지 요소를 동

시에 시각화하는 것이 감염병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설

명하였다. 이에 공간적 분포를 다이어그램 지도(diagram 

map)로, 시간에 따른 추이를 선 그래프로, 이산적 공간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시계열 스트립으로 제시하여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그림 7). 이 

다이어그램 지도는 일종의 이변량 도형표현도로, 두 개의 

반원을 심볼로 사용하여 총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를 표현

하였다. 속성값이 제작자가 지정한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심볼 내부가 투명하게 표현되어 기존 도형표현도가 가지

는 중첩 문제를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이어

그램 지도에서도 몇 가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 그래프와 시계열 스트립을 통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

화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했지만 여전히 메인 지도만을 

통해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 

둘째, 다이어그램 지도가 제시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두 데이터의 단위가 상이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정보

를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된 데이터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수는 총 확진자 수의 비율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반원 대신 파이 차트를 사용하여 사망

률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Porta, 2014).

마지막으로 Lan et al.(2021)은 미국 전역의 대도시를 대

상으로 7일 이동 평균 COVID-19 사망자 수의 시공간적 패

턴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였다(그림 8). 이 지도는 시공간 

역거리 가중치법을 사용하여 COVID-19 사망자 추정치로 

30,625,000개의 시공간 포인트를 도출하였으며, 픽셀에 

높이를 부여한 복셀(voxel) 형태로 지도상에 표현하였다. 

높이는 시간적 차원을, 색은 사망자 수를 나타내며 보라

색~빨간색 계열로 나타날수록 해당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 

수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캔버스 바닥의 2.5차원 표면은 

각 지역의 2019년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사망자 

수와 인구수 사이의 공간적 연관성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a) 대시보드 인터페이스 (b) 대화형 지도(Interactive map)

그림 6. GOV.UK 제공 대시보드

출처 : GOV.UK Coronavirus (COVID-19) in the UK(2021년 5월 25일 접속(a); 2021년 6월 30일 접속(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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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지도는 중첩 현상을 감소시키고자 남동(Miami), 

북서(Seattle), 남서(Los Angeles) 세 가지 관점에서 지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의 시계열적 COVID-19 사망

자 수치를 파악하고, 인접 지역 간 사망자 발생 경향 등을 

비교하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데이터가 입체적으로 제시

되어, 일반 사용자의 경우 지도에 대한 해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III. 대안적 COVID-19 지도화 방안

기존의 대시보드의 경우 COVID-19와 같이 다양한 스케

일의 공간 단위에 대한 장기적인 시계열적 데이터를 지도

상에서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대안적 

지리적 시각화 기법의 경우 시공간적 차원을 동시에 반영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독창적인 지도 디자인이 고안되

었지만, 복잡하고 생소한 시각 변수들로 인해 지도의 가독

성이 저하되어 일반 사용자의 정보 해석을 난해하게 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상에서 

시공간적 차원을 모두 반영하되, 지도의 가독성을 높이고 

데이터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대안적 지도화 기법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기법들의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인 지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도는 서울특별시에서 COVID-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 8월 9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COVID-19 데이

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1. 시계열 스트립 지도

뉴욕타임스 대시보드에서 제시하는 시계열 스트립은 

지도상에서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기호화하는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그림 9는 시간적 범위 동안의 자치구별 

COVID-19 확진 데이터를 시계열 스트립으로 기호화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뉴욕타임스 대시보드의 경우 표에서 시

계열 스트립을 가로 막대그래프 형태로 제시하여 시간 경

과에 따른 국가별 10만 명당 주별 확진자 수 데이터를 나타

내고 있다(그림 5(b)). 반면, 이 지도의 경우 뉴욕타임스 대

시보드와 달리 지도상에서 시계열 스트립을 제시하기 위

해 이를 세로 막대그래프 형태로 배치하였다. 너비(x축)는 

구별 총 확진자 수, 높이(y축)는 시간의 경과, 스트립의 색

은 10만 명당 주별 일평균 확진률을 나타내어 상대적 데이

터뿐만 아니라 절대적 데이터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도를 통하여 공간 단위별 시계열적 확진자 추이 및 피크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

에서 대안적 지도화 기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Dorling 카토그램 기반 그래프 지도

기존의 전통적 정적 지도의 경우 지도상에 실제 공간 단

위가 그대로 표현되어 형상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적 차원

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글리프 지도는 두 가지 한계를 보완하였지만, 

공간 단위 형상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인접성과 

같은 지리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

러한 측면에서 Dorling 카토그램은 앞선 기법들의 한계를 

그림 7. 다이어그램 지도(Diagram map)

출처 : Mocnik et al., 2020.

그림 8. 3차원 시공간 지도(3D Space-time map)

출처 : La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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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지도화 방안이 될 수 있다. 

Daniel Dorling은 개별 기본 공간 단위의 중심에 속성에 따

라 크기를 달리하는 동일한 모양의 기호(일반적으로 원)

를 배치한 후, 중첩을 제거하기 위해 기호를 점진적으로 

이동시켜 불연속적인 형태의 카토그램을 구축하였다(이

건학 등, 2014). Dorling의 접근은 각 공간 단위의 실제 면

적과 관계없이 강조하고자 하는 인문적 속성에 따라 각 공

간 단위(원)의 크기 또는 색이 결정되어, 전통적 정적 도법 

지도에서 속성 값이 크지만 좁은 면적을 가져 부각되지 않

았던 지역이 카토그램에서 실질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

여 나타날 수 있다. 즉, Dorling 카토그램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공간 단위의 형상을 단순화하고 가독성을 개선함과 

그림 9. 시계열 스트립을 이용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COVID-19 지도

자료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그림 10. Dorling 카토그램에 그래프를 결합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COVID-19 지도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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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도상에서의 지역 간 인접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각 공간 단위(원)상에 여러 유형의 시계열 그

래프를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도상에서 다양한 시

공간적 차원의 데이터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 동안의 자치구별 COVID-19 데이터를 

바탕으로 GeoDa 프로그램의 Dorling 카토그램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그림 10).

우선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 데이터(행정안전부, 

2020)를 원의 크기에, 자치구별 총 확진자 수 데이터(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1년 5월 15일 기준)를 원의 색에 적용

하여 Dorling 카토그램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카토그램의 

공간 단위상에 시계열적 COVID-19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

는 두 유형의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꺾은선 그

래프는 시간적 범위에 대한 주별 확진자 수의 변화를 나타

내고 있으며 둘째, 영역 그래프는 주별 확진자 수 누적 추

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도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대안

적 지도화 기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 지도는 카토그램을 사용하여 지도의 형상을 단순화하

고 가독성을 개선하였다. 전통적 정적 도법 지도의 경우 

지도상에서 실제 공간 단위가 그대로 표현되어 형상이 복

잡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데이터 식별이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도화 기법 중 카토그램을 이용하여 확진자 수, 

인구수와 같이 강조하고자 하는 속성에 따라 공간 단위를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둘째, Dorling 카토그램 알고리즘

을 통해 지리적 맥락을 유지하여 지도 사용자가 공간 단위

의 대략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글리프 지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연속적인 카토그

램 중 원을 사용하여 공간 단위를 형상적으로 가장 단순화

하되 최대한 지역 간 인접성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기법인 

Dorl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셋째, 시계열 그래프를 

활용하여 지도상에서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다변량 데

이터를 표현하였다. 이 지도는 확진자 추이 그래프, 누적 

확진자 수 그래프를 제시하여 각 자치구별 COVID-19 피크 

시기 또는 특정 시점에서의 위치(하락/정체/상승세) 등 시

간에 따른 추이 및 경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따라서 

인구 및 확진자 수로 재현된 공간 단위 상에 시계열 그래프

를 제시하여 지도상에서 시공간적 차원을 모두 반영하고 

지도의 가독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대안적 지도화 기법

이 될 수 있다.

IV. 결론

전례 없는 COVID-19 팬데믹은 지도학에 새로운 도전 과

제를 제시하였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COVID-19는 장기적인 시간 범위 동안 다양한 공간

적 스케일에서 발생하고 있어, 과거의 질병 확산 지도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COVID-19 팬데믹의 경우 현상의 공간적 패턴만을 나타내

는 기존의 지도화 기법에서 나아가 시공간적 차원을 함께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의 지도화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학

적 논의를 포함하는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상에서 시공간적 차원을 함께 반영하는 

대안적인 COVID-19 지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VID-19 팬데믹의 지도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시

보드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대시보드는 실

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지만, 2차원 평면의 정적 지도를 주요 요소로 

제시하여 시공간적 차원이 동시에 변화하는 감염병의 역

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도 기호로서 그래프의 활용, 애니메이

션 지도 등 지도상에서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

리적 시각화 기법들이 고안되었다. 그래프를 지도 기호로 

활용하는 경우 다양한 시각변수를 이용해 지도상에서 보

다 많은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지만, 공간 단위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그래프의 중첩 및 시각적 복잡성 증가로 직관

적 인지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애니메이션 지도

의 경우 강한 시각적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개별 공간적 

위치에서의 시간적 패턴 파악이 용이하지만, 시간적 범위

가 늘어날수록 사용자의 기억 용량의 한계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접근

이 장점과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

시키는 지도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2020년 8월 9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COVID-19 확

진자 수에 대한 시계열 스트립 지도와 Dorling 카토그램에 

그래프를 기호로 추가한 대안적 지도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시계열 스트립 지도의 경우 공간 단위별 시계열적 확

진자 추이, 피크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다. Dorling 카토그램 기반 그래프 지도의 경우 최

대한 지역 간 인접성을 유지하여 대략적인 위치 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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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고, 카토그램과 그래프를 결합하여 가독성 개선 

및 다변량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다만 검토한 지리적 시각

화 기법들이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지도가 모든 특성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방안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첫째, 지도상에서 감염병의 시공간

적 차원을 함께 재현하였고 둘째, 보다 효과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직관적 인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서 대안적 지도화 기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COVID-19의 최신 지도화 동향을 파악하고 대

안적인 지리적 시각화 방안을 제시하여, 팬데믹 시대에서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지도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지도학적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지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적절하

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제

시한 지도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수

작업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확대된 시공간적 차원의 데이

터를 시각화하고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

다. 본 연구가 장기적인 시간 범위와 다양한 공간적 스케

일의 시공간적 현상에 대한 지도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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