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21년 11월 8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381,694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2,980명에 달한다(질병관리청, 2021). 대한민국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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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지리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모델과 다중스케일 지리가중회귀(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GWR)모델을 비교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선행 연구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및 Local Moran’s I를 사용하여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의 선형 및 국지적 공간자기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특히 종전에 널리 사용되어왔던 GWR모델과 최근 새롭게

등장한 MGWR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지리가중회귀 모델을 결정하였다. MGWR은 변수 특성을 감안한 

조정된 밴드대역폭을 사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변수들 간의 공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은 감염병

예방 및 예측에 필요로 하는 감염병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코로나-19, 공간분석, 결정요인, 지리가중회귀, 다중스케일 지리가중회귀, 감염병역학조사지원시스템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ompar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model with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GWR) model by utilizing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m.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that mainly affect the increase of COVID-19
confirmed cases. Next, Ordinary Least Square, Variation Inflation Factor, and Local Moran’s I were applied to
explore the linear relationship and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between COVID-19 confirmed cases and the major
factor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results of the GWR model with the most recently proposed MGWR
model. Regarding bandwidth, the MGWR model uses different spatial scales which are determined by mitigating
the local collinearity issues found in a standard GWR and narrowing the range of values. As a result, MGWR 
is more stable than GWR. Consequently, we expect the study can contribute to the EISS for infectious diseases
that require quarantine, prevention, and prediction.
Key Words : COVID-19, Spatial Analysis, Determinants, GWR, MGWR, 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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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전염병으로

부터의 회복단계로 나아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2021). United Nations(2020)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은 보건 시스템 강화, 사

회적 보호 강화, 경제적 기회 보호, 다자간 협력 강화 및 사

회적 결속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

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지리학 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French-Pardo et al.(2020)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

나가 발생했던 2019년 12월 이후 지리학에서 수행한 코로

나-19 관련 연구들은 시공간 분석, 건강 사회지리학, 환경

과 관련된 변수 선정, 데이터 마이닝, 웹 기반 지도화로 구

분된다. 시공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전염병 확산의 공간

유형의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변수 간의 공간의존도와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리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주로 활용하였다. GWR은 

Brunsdon et al.(199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나 이후 좀 

더 진보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었

다(Harris et al., 2010; Fotheringham et al., 2017; Leong and 

Yue, 2017; Li et al., 2019). 다중 스케일 지리가중회귀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GWR)

은 GWR의 개선 과정에서 등장하였다(Fotheringham et al., 

2017). GWR은 분석 수행시 동일한 대역폭으로 주변을 인

식하지만 MGWR은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대역

폭을 활용한다. 따라서 MGWR은 GWR에 비해서 조정된 

결과를 도출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연산과정이 빠

르고 더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진자 자료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공간유형의 변화 및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GWR과 MGWR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있다. 구체

적으로, 먼저 최소의 공간 단위를 갖는 격자를 사용하여 분

석모델에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된 

코로나-19 확진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변수를 활용

하였다. 다음은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분석과 Local 

Moran’s I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와의 선형 및 공

간적 자기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변수들이 선정되었다. 마지

막으로 GWR과 MGWR을 활용하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II. 연구동향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는 전염병의 

발생양상, 전파경로 및 원인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

다. 즉, 이를 통해 인구 집단 간의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과 추후에 발생 가능한 질병의 유행을 사전에 예

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감염병 역학조사 시스템

에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역학조사 

자료의 구축은 전염병 유행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이창

환·기모란, 2015). 장소(또는 위치정보)는 전염병 역학조

사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지리학에서 관심 있게 바

라봐야할 연구 영역이다(Moore and Carpenter, 1999). 19

세기 영국의 의사였던 John Snow는 콜레라 확진자 분포

를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어 당시 런던에서 유행하던 콜레

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지

도에 기반을 둔 전염병 역학시스템의  근대적 시초였으며 

전염병의 확산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천명선, 2006; 이채현 등, 2021). 이후 지리

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등장

은 전염병의 공간 패턴과 감염 프로세스를 시각화 할 수 있

게 하였고 그 현상을 더욱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Moore and Carpenter, 1999).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GIS를 활용한 코로나

-19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에는 확진자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거나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자의 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는 연

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Sannigrahi et al.(2020)은 유럽의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망과 수입, 가난, 총인

구 간의 관계를 다양한 공간분석 방법을 통해 규명하였다. 

Zhang(2020)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공간 분포를 

과거 2003년에 발생한 전염병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과 비교하였

다.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은 국가나 중국의 행정단위인 성

(省)을 이용하는 등 큰 공간 스케일에 기반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이유는 전염병 발생 초기 작은 공간단위

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중

국 후베이성의 현(县)을 단위로 코로나-19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가 수행되었다(Xiong et al., 2020). 독일

에서는 카운티 단위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다양한 분야

의 변수들을 이용해 각각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Ehlert, 2021). 점점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공간 스케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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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는 보완되었으며 이후에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

한 변수선정 및 이를 활용한 연구들로 점차 확장되어 갔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확진자 수만을 변수

로 활용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사망

자 수와 치명률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하여 4가지 분류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지

역을 발견하는 연구(Snyder and Parks, 2020), 아프리카에

서는 치명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Hassaan, 

2021). 또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인구학적 요인 또는 

날씨와 관련된 변수들을 주로 사용하였다(De Ángel Solá 

et al., 2020). 이후에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자료를 이

동관련 변수로 사용하거나(Sy et al., 2020)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Acharya and Porwal, 2020).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와의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을 밝혀내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Malik, 2020; 

Mollalo and Tatar, 2021).

공간 스케일 또는 변수 선정에 관한 연구 이외에 최근에

는 다양한 공간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례로 

GWR은 변수 간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으로 감염병 관련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GWR은 

Brunsdon et al.(199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전염병 분

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GWR은 지역적으로 변화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

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홍일영 등, 2014). 이것

은 Tobler의 지리학 제1법칙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

련이 있지만 가까운 것이 먼 것보다 더 관련이 있다”라는 

이론을 따른다(Tobler, 1970). Goodchild(2001)는 지리학

에서의 스케일의 개념은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GWR모델은 모든 변수에 동일한 대역

폭(bandwidth)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값에 대해 과

대 또는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Fotheringham 

et al., 2017). 이와 더불어 GWR은 데이터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수가 한정적

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Harris et al., 2010; Li et al.,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WR을 수행하는 

분석 단계에서 계산 과정을 병렬처리방식을 통해 분석결

과를 진보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Li et al., 2019).

앞서 언급한 GWR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가장 최근 MGWR분석 모델이 소개되었다(Fotheringham 

et al., 2017). MGWR은 GWR과 다르게 각 설명변수 마다 

각각의 대역폭을 설정하기 때문에 GWR보다 더 나은 보정

된 값을 제공한다(Fotheringham et al., 2017). 또한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MGWR모델은 

GWR모델보다 처리 시간이 훨씬 짧다. GWR모델을 사용

할 때 5,000개 이상의 공간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의 

배당 오류로 인해 원활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와 대조적

으로 MGWR모델은 더 정밀한 공간 단위에서 분석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Oshan et al., 2019: Li et al., 

2020). 최근 MGWR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만율과 다른 변수와의 공간적 자기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Oshan, 2020), 에어비앤비 숙소의 위치

와 관광학적 변수 및 대중교통 관련 변수 간의 공간적 자기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Shabrina et al., 2020), 폴란드 아파

트 가격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연구(Tomal, 2021)등이 

수행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도 MGWR은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 가령, 코로나-19 확진자와 이와 관련된 

설명변수를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MGWR이 사용되었으며 GWR과 비교하였다(Mollalo et 

al., 2020). 인도에서도 코로나-19자료와 다양한 변수들과

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MGWR모델을 통해 분석하였

다(Dutta et al., 2021). 또한 오만과 미국을 배경으로 코로

나-19 확진자 수의 공간분포에 대해서 MGWR과 다양한 공

간회귀 모델들을 비교하고 전염병 확산의 결정요인을 찾

는 연구도 수행되었다(Maiti et al., 2021; Mansour et al., 

2021).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MGWR의 활용이 GWR보다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소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서 GWR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김현 등, 2021; 

이유빈, 2021) MGWR을 활용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WR과 MGWR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과 확진자 수와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감염병역학조사지원시

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홍석찬⋅양병윤

- 80 -

III. 연구방법론

1. 연구지역과 흐름도

이번 장에서는 연구지역과 연구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자 한다. 그림 1은 연구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관심지역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로 결정하였다. 서울

시는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자가 가장 많다(질병관리청, 2021).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의 환경 속에서 서울시에서는 약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서울시, 2021). 현재 서울시는 

확진자 정보를 구 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 

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분석이 가능한 최소 단위의 격자 

크기를 사용하였다. 격자의 크기는 500m × 500m로 결정

하였으며 더 작은 공간 단위로 결정할 경우 격자의 수가 

5,000개가 넘기 때문에 컴퓨터 메모리의 배당 오류로 원활

한 GWR분석이 불가능하다(Li and Fotheringham, 2020). 

다음으로 기존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유의

미한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변수를 

선정하고 격자에 값을 배분하였다. 변수의 선정방식은 기

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

치는 4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음은 OLS분석을 통해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VIF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

였다. 그 이후 Local Moran’s I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탐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설명하는 데 

공간적으로 적합한 변수를 발견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

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GWR과 MGWR분석을 수행하였고 

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역학조사시

스템에 활용되기에 적합한 공간적 자기상관관계 모델을 

결정하였다.

2.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종속변수와 4개의 독립변수를 사

용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을 설명하

고 있다. 첫째, Sannigrahi et al.(2020)에 의하면 유럽 각 나

라의 인구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양(+)의 관계를 가지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주거하고 있는 인구가 많을

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둘째, Snyder and Parks(2020)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 이동은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공항을 예시로 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

고 공항의 크기가 클수록 코로나-19가 확산될 확률이 높다

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주요 이동수단인 

지하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확진

자가 발생한다면 유동인구가 지하철역을 통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역과 인접할수록, 지하철역

의 승객수가 많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셋째, Kim et al.(202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낮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집값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넷째, 

Andersen et al.(2021)에 따르면 지역 내 중환자 수가 적어

질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병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많

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amany et al.(2021)은 

병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과의 위치와 가

그림 1. 본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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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울수록, 병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다섯째,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의 확진률이 다른 연령대의 확진률보다 가

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점점 확

산되면서 확진자의 중위연령이 점점 내려오고 있으며 나

이가 어릴수록 방역을 위한 생활습관이 부족하여 20대의 

감염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Hutchins et al., 2020; 

Boehmer et al., 2020). 즉 20대 인구가 많을수록 확진자가 

많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첫 번째 가설을 바탕

으로 아래의 식 (1)에 의거해 배분하였다.

종속변수 = [(격자별 인구/ 각 구의 인구) × 구 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1)

각 격자별 인구 데이터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되

는 2021년 4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별 인구는 서울 열

린 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2021년 2분기 데이터를 이용

하였다. 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는 확진자의 주소

지기준이고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를 사용했다. 많은 감염이 주소지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발

생하지만 현재 감염의 많은 부분이 감염경로가 불확실하

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의 원인을 찾는데 위의 변수가 사용

될 수 있다. 위 변수에서는 코로나-19가 서울에 처음 발생

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의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또한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해서 강, 산, 공원 등 인구의 수가 0(null)인 지역

은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연결성을 나타내는 데이터이고 역

거리 가중치(Inverse Distance Weighted, IDW)를 활용해 

식 (2)에 의거해서 각 격자에 배분하였다(Snyder and 

Parks, 2020).

연결성 = [해당 지하철역의 승객 수/ 각 격자와 

지하철역 간의 거리]                                  (2)

각 지하철역의 승하차 승객 수는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

에서 제공하는 2021년 8월 31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지하철역과 각 격자 간의 거리는 각 격자의 중앙점(centroid)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거리는 QGIS의 Distance to 

nearest hub(points)기능을 활용하여 구했다. 이 때 사용된 

거리 단위는 미터(m)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공시지가로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격자 별 공시지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단위는 

제곱 미터당 공시지가이고 원화로 나타낸다. 앞에서 정의

한 세 번째 가설에 의해서 공시지가 데이터는 식 (3)에 의

거하여 배분하였다.

공시지가 = 1/격자별 공시지가                                  (3)

세 번째 독립변수는 병원 인접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식 (4)에 의거해서 각 격자에 데이터를 배분하였다.

병원 인접성 = [1/ (격자 별 병원과의 거리 × 각

병원의 의사 수]                                  (4)

앞에서 정의한 네 번째 가설에 의해서 병원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각 병원의 전문의의 수를 사용했고 보건의료 빅데

이터 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여기서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정의한 코로나-19에 

대해 진료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을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각 격자와 병원의 거리는 

각 격자의 중앙점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거

리는 QGIS의 Distance to nearest hub(points)기능을 활용

하여 구했다. 거리의 단위는 미터(m)이다.

네 번째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데이터를 대표하는 20대 

인구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를 위해 국토정보 플랫폼

에서 제공하는 격자 별 20대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식 

(5)에 의거해서 각 격자에 배분하였다.

20대 인구비율 = [격자 별 20대 인구/ 격자 별 총 인구]    (5)

표 1. 연령별 코로나 확진률(질병관리청, 2021.12.06)

연령 코로나-19 확진률

0~9 0.83%

10~19 1%

20~29 1.19%

30~39 1.08%

40~49 0.88%

50~59 0.83%

60~69 0.89%

70~79 0.76%

80+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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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독립변수들의 값은 

서로 상이하다. 그렇기에 독립변수들의 값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화는 전체 값에서 각 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준화 과정의 식

은 다음의 식 (6)과 같다.

표준화 = [격자 별 각 변수들의 값/ 각 변수 값의 총합]   (6)

3. 연구 방법론

1) Ordinary Least Square (OLS)

OLS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위해서 모델화한 것이다. OLS에서 종속변수의 값은 

독립 변수와 오차 항의 조합으로 선형 형태로 정의된다

(Pohlmann and Lettner, 2003).


 

      (7)

식 (7)에서 는 i번째 격자의 종속변수이고 는 절편

이고, 는 독립변수의 벡터, 는 회귀계수의 벡터, 는 

무작위 오차항을 나타낸다(Dutta et al., 2021). 본 연구에

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와 각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OLS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을 활

용해서 VIF분석도 수행하였다. VIF분석은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변량 회귀분석

에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다(Robinson 

and Schumacker, 2009)

2) Local Moran’s I

Moran’s I는 가장 널리 쓰이는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보기위한 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Anselin, 2001). 본 연구

에서는 지역적인 클러스터를 탐지하고 공간적인 이상치

를 식별하기 위해서 Anselin(1995)에 의해 제안된 Local 

Moran’s I를 사용했다. 이 분석 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다른 변수들의 공간적인 유형을 평가하고 분포패턴을 이

해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Local Moran’s I의 분석결과는 

Moran’s I 산점도와 LISA 클러스터 지도로 나타냈다. 

Moran’s I 산점도는 1개 또는 2개의 변수 간의 공간적 자기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여주고 LISA 클러스터 지도는 각 격

자의 값과 주변 값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3) GWR

GWR은 전역적 회귀모델의 일종으로 각각의 위치에 대

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모델이고 

GWR의 대역폭은 모든 변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GWR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8)

는 i번째 격자의 종속변수, 
 는 j번째 계수, 

는 i번째 격자의 j번째 독립변수이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

다(Fotheringham, 2017). 본 연구에서는 GWR을 활용해서 

변수 간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4) MGWR

MGWR은 GWR을 발전시킨 방법으로 각 변수마다 같은 

공간적인 대역폭을 사용하는 GWR에 반해서 각 변수마다 

다른 대역폭을 사용하게 하여 변수 간의 공간적 자기상관

관계를 나타낸다. 즉 데이터의 이웃으로 인식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대역폭을 독립변수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 

MGWR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9)

에서의 bwj는 j번째 관계의 조정을 위한 대역폭을 

나타낸다(Fotheringham, 2017). 거리 가중치 부여 방법은 

일정수준의 거리 밖의 지역의 가중치를 0으로 부여하는 

Bi-square 방법을 사용했다. MGWR에 적용 가능한 커널 

종류는 총 2가지가 있다. 그 중 고정형(Fixed) 방법은 지리

자료 분포에 대한 밀도의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밴드

영역(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와 반대로 적응형

(Adaptive) 방법은 값이 밀집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전자의 방법은 값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후자의 방법은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

용하였다. 대역폭 선정방법은 황금분할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황금비를 활용해서 최소와 최댓값을 구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을 활용한 최적의 대역폭을 찾는 기준은 AICc 

값이고 최적의 값을 나타내는 가장 적은 AICc 값의 대역폭

을 각각의 모델에 선정하였다(Oshan, 2019).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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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GWR과 GWR은 위의 방법들을 공유한다. 하지만 

GWR은 모든 변수를 같이 활용해서 동일한 최적 대역폭을 

생성하고 MGWR은 변수마다 각각의 최적 대역폭을 생성

하여 분석을 진행하기에 좀 더 적합한 국지적 모수 추정치

를 계산한다(Oshan et al., 2020). 위의 표 2는 분석에 사용

한 소프트웨어를 보여준다.

IV. 결과

1. 공간적인 분포 및 공간적 자기상관관계

그림 2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각 격자에 배분한 지도

이다. 지도를 보면 동대문구, 동작구와 마포구 등에 코로

나-19 확진자가 많고 종로구, 중구와 용산구에 비교적 확

진자가 적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코로나-19 확진자수의 LISA 클러스터 지도를 

보여준다. 그림 3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집중적으

로 분포되어 있는 빨간색 지역이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

구, 동대문구로 나타났다. 낮은 값이 집중되어 있는 파란

색 지역은 종로구, 은평구 등 강북지역에 몰려 있다.

다음은 각 변수들과 코로나-19 확진자수와의 상관관계

를 보기 위해서 OLS와 VIF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은 OLS

분석 결과로써 각 변수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각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보여준다. 

모든 변수의 VIF값이 10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확

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시지가 데이터의 계수는 마이너

스 값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고 병원 인접성을 나타내

는 변수는 유의 수준 95%에서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적합한 변수라 할 수 없다. 하지만 OLS 모델은 수정된 

R-Square값이 0.055임으로 매우 낮게 나오기 때문에 OLS

와 같은 선형 모델 보다는 공간 분석 모델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LS보다는 Local’s 

표 2. 사용한 분석방법과 활용 S/W 및 프로그래밍 언어

분석 방법 활용 S/W 및 프로그래밍 언어

OLS, VIF Python3.9

Local Moran's I GeoDa1.18

GWR Python3.6

MGWR Python3.6 & MGWR2.2

표 3. OLS와 VIF분석 결과

Coefficient Std error t P ＞  VIF

Intercept 70.5648 3.876 18.208 0.000

Connectivity 4323.6443 1886.643 2.292 0.022 1.034423

Land Value -6620.3211 782.569 -8.460 0.000 1.053977

Hospital Contiguity 1789.7081 1101.966 1.624 0.105 1.006618

20s ratio 21230 6558.922 3.251 0.001 1.071122

그림 2.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지도

자료 : 국토정보플랫폼. 그림 3.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LISA 클러스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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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s I를 통해서 각 변수들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4와 5는 Local Moran’s I의 결과로 각각의 변수에 관

한 지역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4(A)를 보면 연결성

을 나타내는 변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Moran’s I index = 0.095). 그리고 강남의 2호

선 주변에 각 격자의 값도 높고 주변의 값도 높은 H-H 

(High-High)격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림 4(B)를 보

면 공시지가 데이터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Moran’s I index = -0.128). 그리고 강남과 중

구지역에 L-L(Low-Low)격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나 그 

지역에는 주변의 값이 비교적 낮은 H-L(High-Low) 격자도 

밀집되어 있다. 그림 5(C)를 보면 병원 인접성 데이터는 코

로나-19 확진자수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Moran’s 

I index = 0.035). 대체로 큰 병원 주변에 H-H 격자가 분포

한다. 그림 5(D)를 보면 20대 인구비율 데이터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20대가 많이 

사는 관악구 주변에 H-H 격자가 밀집되어 있다(Moran’s I 

index = 0.148). 공시지가 데이터를 제외한 3가지 변수 모

두 코로나-19 확진자와 공간적인 자기상관관계가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GWR과 

MGWR 분석에 적용하였다.

2. GWR과 MGWR의 비교 분석

구체적으로 그림 6에서 GWR의 대역폭은 49이고 MGWR의 

대역폭은 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GWR모델이 GWR

모델 보다 좀 더 국지적인 범위에서 분석이 수행되었음을 나

타낸다. GWR은 일부지역에서 영향력이 나타났지만 MGWR

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났다.

GWR모델의 수정된 R-Square값은 0.534이고 MGWR의 

수정된 R-Square값은 0.538이므로 OLS모델의 값보다 크

게 높다. 그러한 이유로 GWR과 MGWR이 본 연구에 적합

한 모델로 간주되었다. 특히, MGWR이 수정된 R-Square

그림 4. Local Moran's I 결과

(A) 연결성에 대한 LISA 클러스터 지도와 Moran'I 산점도

(B) 공지지가에 대한 LISA 클러스터 지도와 Moran'I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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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GWR의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모델의 상대적인 적

합성을 평가하는 AICc값도 더 낮게 나타났다(GWR AICc 

value=4348.080, MGWR AICc value=4202.214). 그림 6은 

전체 변수를 고려하여 GWR과 MGWR을 수행한 결과이

다. 그림 7, 8과 9는 각 변수 별로 두 방법을 비교한 지도이

다. 이 지도에서 빨간색과 주황색은 양(+)의 관계를 가진 

지역을 의미하고 이는 변수의 값이 높으면 코로나 -19 확진

자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늘색과 파란색은 음(-)의 

그림 5. Local Moran's I 결과

(C) 병원 인접성에 대한 LISA 클러스터 지도와 Moran'I 산점도

(D) 20대 인구 비율에 대한 LISA 클러스터 지도와 Moran'I 산점도

그림 6. 전체 변수를 고려한 GWR과 MGW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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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지는 지역을 의미하고 이는 변수의 값이 높으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7은 연결성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이다. GWR의 대

역폭은 전체적인 변수를 고려한 모델과 동일하고 MGWR

의 대역폭은 247로 나타났다. 이는 MGWR모델이 더 전역

적인 범위로 분석을 진행하였음을 나타낸다. GWR의 결

과를 보면 서울시 외곽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음(-)의 관계

가 있는 지역을 보이고 MGWR은 중랑구와 은평구를 제외

한 모든 지역에서 음(-)관계를 보인다.

그림 8은 병원 인접성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이다. GWR

의 대역폭은 기존과 동일하고 MGWR의 대역폭은 44로 나

타났다. 이는 MGWR모델이 GWR모델보다 더 국지적인 

범위로 분석을 진행하였음을 나타낸다. GWR의 결과에서

는 구로구에서 양(+)의 관계가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용산

구와 마포구 일부지역에서 음(-)의 관계가 있는 지역이 나

타난다. 하지만 MGWR의 결과는 서울시 서남부 지역에서

는 양(+)의 관계가 보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

의 관계를 보인다.

그림 9는 20대 인구비율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온 결과

이다. GWR의 대역폭은 기존과 동일하고 MGWR의 대역

폭은 160으로 나타났다. 이는 MGWR모델이 더 전역적인 

범위로 분석을 진행하였음을 나타낸다. GWR의 결과에서

는 뚜렷한 공간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MGWR

의 결과에서는 마포구를 중심으로 음(-)의 관계를 가지는 

지역이 분포하고 서울 외곽지역에 주로 양(+)의 관계를 가

지는 지역이 분포한다.

그림 7. 연결성 변수를 고려한 GWR과 MGWR 결과

그림 8. 병원 인접성 변수를 고려한 GWR과 MGW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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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2021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퍼센트에 육박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였고 

이제는 회복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코로나-19 관련 공간분석은 중

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공간 분석을 진

행함에 있어서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공개

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수준이 지방자치 단체 별로 

상이하고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박현준 등, 2020). 둘

째,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고 이는 시공간 분석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안재성 

등, 2020).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는 시군구를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간 단위의 문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단위의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격자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에 널리 활용되던 GWR에 비해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

해서 MGWR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OLS와 VIF분석 결과를 보면 다중공

선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시지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병원 인접성 변수에

서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OLS의 설

명력은 너무 낮았고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

가 있었다. Local Moran’s I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와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살펴보니  공시지가를 제외

한 모든 변수 간의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

문에 3가지 독립변수는 GWR과 MGWR분석에서 모두 사

용하기에 적합했다. 다음으로 GWR과 MGWR의 결과를 

보면 MGWR의 수정된 R-square 값이 더 높았고 AICc 값도 

더 낮았다. 즉, MGWR모델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독립

변수들 간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 GWR보

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좀 더 자세히 결과를 살펴보면 GWR과 MGWR의 각각의 

결과는 상이하다. GWR을 활용한 각 변수의 결과를 보면 

공간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아 공간적인 이질성이 보여 모

델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각 변수 특성에 맞게 

대역폭을 설정한 MGWR모델의 경우에는 뚜렷한 공간적

인 패턴이 보인다. 연결성 데이터의 경우에 GWR의 결과

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음(-)의 관계를 가지는 지역이 

주를 이루고 일부 지역에서는 양의 관계를 가지는 지역이 

이산적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서 MGWR

은 서울 서남부와 강남 일부지역에서 강한 음(-)의 관계를 

보였고 중랑구 일대에서는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0에 수렴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 인접성 데이터의 경우에는 GWR

에서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MGWR의 

결과를 보면 영등포구와 중랑구에서 양(+)의 관계가 나타

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멀어질

수록 값이 0과 수렴하는 명확한 공간적인 패턴이 보였다. 

20대 인구비율 데이터를 보면 GWR 결과에서는 공간적 패

턴이 보이지 않지만 MGWR의 경우에는 영향력의 뚜렷한 

공간적인 패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20대 인구비율 변수

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의 외곽지역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 20대 인구 비율 변수를 고려한 GWR과 MGW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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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자면 GWR은 MGWR에 비해서 각 변수의 결과

를 볼 때 명확한 공간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아서 모델을 설

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MGWR은 변수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대역폭을 설정하기 때문에 모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공간적인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

는 향후에 지역적으로 감염병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구

축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용

하기에 GWR보다 MGWR이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고 향후 연구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진에 영향을 주는 좀 더 다양한 변수의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변수들 간의 공간

적 자기상관관계만을 확인하였기에 예측 가능한 모델을 

적용한다면 좀 더 활용도 높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의 

종류가 부족하고 공간 단위가 커서 공간 분석을 수행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요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코

로나-19 확진자 수 데이터보다 사망자 수나 중증환자 수용

가능 병상 수 데이터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 코로나-19 사망자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최신 코로나-19 확진자 데이

터를 시군구 별로 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별, 

나아가서는 집계구 별로 제공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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