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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정책의 효과를 세밀한 지역단위로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 개발 및 실증
 정부 대응정책의 엄격성을 산출하고 시군구,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와 연계하여 시뮬레이
션 시행 및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와 방역 지침을 분석하여 8개 세부 정책의 엄격성 산출
- 전국 단위 확진자 발생빈도 예측과 시군구, 감염경로별 분배 모형을 결합한 방법론 개발
- 시군구의 업종 밀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으로 상세한 지역의 확진자 수 예측
 방역정책의 종류보다는 단계 조정이 확진자 수와 연관성이 크며, 단계가 상향될수록 확진
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감염경로의 수도 제한됨
 방역정책의 적용을 지역과 감염경로의 특성에 따라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감염병 대응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데이터, 분석 방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반 환경 마련
 확진자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감염경로 정보의 상세한 유형 구분 및 확진자
이동 동선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표준화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이 감염병 대응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제도적 체계 마련
 협업문화 조성을 통한 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정부,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선도형 연구·개발 사업 시도

iii

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 일반적인 확진자 예측은 대응정책이 작용하는 개인의 실제 생활 단위에서의 적
용을 위한 공간적 청사진을 더 세밀한 공간 단위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기의 광역적이고 일괄적인 적용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
의 피해와 반감이 컸으며, 사회적 스트레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으로 감염자의 의료적 처치가 일반화되지 않는 이상, 사
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주체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
∙ 국민에게는 확진자 수가 다음 주에 몇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보다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제시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세밀한 수준의 시공간적
단위로 제시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더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의 목적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하고 그 실증을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확산 패턴의 시공간적 특징
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분석
- 시공간 확산모형의 특징을 검토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을 통해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 향상을 위한 추진과
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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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의 확산과 정책적 대응
□ 감염병 발생 동향과 세계적 확산
∙ 코로나19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호흡기 상피세포에 접촉하기 위한 돌
기(spike)에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
- 이로 인해 강력한 전파력, 빠른 증상 악화,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속도가 빠름
∙ 국가별로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감 주기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별 보
건 체계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정책이 다르기 때문임
∙ 계절 효과와 상관없는 확산세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 봉쇄정책보다는 백신을 바
탕으로 한 ‘집단면역’ 생성과 보편적인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는 현실
∙ 전 세계의 증가 추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

그림 1 |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의 시계열적 추이

출처: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CSSE) at Johns Hopkins
University(JHU). https://www.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
3467b48e9ecf6 (2021년 2월 23일, 5월 10일 검색)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 대응
∙ 초기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사람들의 이동성(mobility) 급격하게 감소, 그 이후
에 코로나19 전파속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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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쇄정책이 길어지며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
간 후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및 단계적 봉쇄정책 해제로 전환
∙ 가장 영향이 큰 정책은 소규모와 대규모 모임 취소, 교육기관 폐쇄, 국경통제,
가용 개인보호장구 증대, 국가 봉쇄와 개인 이동 제한, 검역 등
∙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명명된 방역수칙
- 개인 방역수칙, 시설 방역수칙, 사업장(직장) 방역수칙으로 구분
- 전염병의 확산 상황과 확진자 발생 기준을 토대로 미리 설정한 단계별 조치 내
용에 따라 방역 조치 시행
- 2021년 7월부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

3. 감염병 확산모형과 대응정책의 효과 분석 사례 고찰
□ 감염병 확산모형의 발전 동향과 분석 사례
∙ 수리 모델링이란 실제 현상을 수학적인 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뜻하며, 수리 모
델의 구축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수학, 통계, 수치적 계산 기법의 적용 필요
- 감염병의 확산 여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로
최초 감염자가 전파하는 평균 이차감염자 수를 말함
∙ 감염병 확산모형은 크게 분석범위, 분석 방법, 사용 데이터에 따른 특징 등을
기준으로 분류
∙ 전통적인 SIR 모형은 감염률, 회복률 등 질병 전파·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파
라미터들을 한 국가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거시적
변화를 예측
∙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가용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등 외적 요인으로 미시적 모
형의 발전 가속
□ 코로나19 대응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 사례
∙ OxCGRT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교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 항목 및 세부 항목의 정량화를 바탕으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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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종합적인 엄격성 지수 제공
∙ 다양한 이동성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시계열적 변화와 더불어 공
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동행태 변화를 탐색하는 데 기여

4. 코로나19 방역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 정립
□ 방역정책 시뮬레이션 개요
그림 2 |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구조

출처: 저자 작성

∙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방법론(<그림 2>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분석→주요 단계 변화 기간을 도출→국내 방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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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단계별 엄격성을 산출→시군구와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산출→전국의 확진
자 발생빈도 예측→배분 시뮬레이션에 입력 시군구 단위와 감염경로별 확진
자 계산→정책단계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비교
∙ 시뮬레이션 모형을 위한 데이터는 시간(x축), 250개 시군구(y축), 8개의 정부
정책(z축)으로 구성된 8개의 행렬 + 1개의 확진환자 수 행렬
그림 3 | 시뮬레이션 모형을 위한 정부 정책 데이터 모식도

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를 결합하여
활용
출처: 저자 작성

□ 전국 확진자 발생빈도 예측 방법
∙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모형을 이용하여 입력 변수를 구성하고 변수 사
이의 상관관계 파악
-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변수간 인과관계의 집합을 앙상블(ensemble) 형태로
취합, 전개하면서 모형의 예측력 조절
∙ 일별·지역별·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정보를 종속변수로 가정하고, 일별·지역
별 8가지 정책의 엄격성 단계 변화 여부를 독립변수로 가정
∙ 확진자 발생 예측모형을 1주 단위로 1주일 평균부터 4주일 평균까지 산출하도
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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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모형 구성의 도식화

출처: 저자 작성

□ 배분 시뮬레이션 방법
∙ 질병관리청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에 발생했던 확진자 수의 전국 대비 해
당 시군구 비중에 비례하는 방식
∙ 시군구 단위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배분은 해당 감염경로 시설의 밀도를 고려하
여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해당 시군구로 배분된 확진자 수를 감염경로에 배분
그림 5 | 배분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구조적 개요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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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방역정책 시뮬레이션 모델 시범 적용
□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생성
∙ 보건복지부의 정례브리핑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변화와
권역, 시도, 시군구별 단계 변화를 추적 정리→대략 16개 기간으로 구분
∙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와 방역 지침을 참고하여 8개의 정책을 바탕
으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250개 시군구 단위로 엄격성
산출
∙ 질병관리청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
지 일 단위로 발생한 확진자 정보를 정책 시뮬레이션에 활용
□ 시뮬레이션 모델 시범 적용 결과
∙ 전국 확진자 발생 예측: 실제 참값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며, 1주 평균 확진자
수 결과보다는 4주 평균 확진자 수 결과에서 참값과 예측값의 결과가 더욱 유사
그림 6 | 모형 2 예측 결과(전국)
모형 2: 2주 후 2주 확진자 평균 예측

출처: 저자 작성

∙ 감염경로별 상대적 영향도: ‘직장’과 ‘종교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장기 예측
모형일수록 ‘교정시설’과 ‘미분류’ 등의 상대적 영향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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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모형별 감염경로에 따른 상대적 영향도 비교

출처: 저자 작성

∙ 종교와 직장의 엄격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
과, 엄격성이 높을수록 평균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이 확진자 수 증가 이후에 대응하는 형태로
적용된 현실이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
그림 8 | 모형 2/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비교(전국 일별)
모형 2: 2주 후 2주 확진자 평균 예측

주: 실제 단계와 예측모형은 모두 종교-3단계와 직장-2단계를 기준으로 하며, 엄격성 높음은 종교-5단계와 직장-5단
계, 엄격성 낮음은 종교-1단계와 직장-1단계로 설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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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 모형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은 전체 확진자 수를 2,000명으로 설정
∙ 4/5단계에서는 「종교활동 제한」이나 「직장 근무 제한」 모두 약 1,910명 정도의
확진자가 네 가지 감염경로(요양, 의료, 종교, 교육)에 집중 발생 예측
∙ 1단계 조건에서는 「종교활동 제한」의 경우 약 1,019명, 「직장 근무 제한」의 경
우 약 1,001명의 확진자 발생 예측
표 1 | 방역정책별 단계 조정에 따른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명

시뮬레이션

요양

의료

종교

교육

계

종교활동 제한-1단계

224.39

203.68

418.20

173.21

1,019.48

종교활동 제한-5단계

722.87

908.72

261.44

16.97

1,910.00

직장 근무 제한-1단계

220.34

203.79

406.05

170.89

1,001.07

직장 근무 제한-4단계

723.19

908.48

261.29

17.05

1,910.01

출처: 저자 작성

표 2 | 전체 11개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변화 예측(정책 수단 및 단계 조정)
단위: 명

감염경로

종교활동 제한
1단계

종교활동 제한
5단계

직장 근무 제한
1단계

직장 근무 제한
4단계

요양

224.39

722.87

223.76

723.19

의료

203.68

908.72

204.30

908.48

종교

418.20

261.44

418.17

261.29

교육

173.21

16.97

172.94

17.05

체육

125.77

44.00

126.23

44.00

다단계

175.74

0.00

174.80

0.00

목욕

104.27

0.00

104.39

0.00

노래

44.05

0.00

44.05

0.00

유흥

236.08

0.00

236.44

0.00

음식·카페

117.72

0.00

118.11

0.00

기타 다중

92.87

2.00

92.81

2.00

1,915.98

1,956

1,916

1,956.01

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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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 제한-1단계의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발생빈도 예상
∙ 종교활동 제한-5단계의 경우는 발생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소
수의 지역에 상당히 대규모로 발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
그림 9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 예시(종교활동 제한-단계: 감염경로)

종교활동 제한-1단계: 요양

종교활동 제한-5단계: 요양

출처: 저자 작성

xiv

□ 실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역정책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계 조정의 중요성 발견
∙ 방역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간 편차를 생성하는 요인들을 세분화
하여 지역별 실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방역정책 적용 필요
∙ 발생 가능 지역과 확산경로의 예측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를 발생 후 대응에서 선제 대응 후 관리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
가능

6.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
∙ 방역정책의 효과를 세밀한 지역 단위로 예측하는 방법 개발
- 8개의 방역정책을 선정하고, 정책별 엄격성의 변화를 산출
- 산출된 엄격성의 추이를 250개 시군구의 확진자 추이와 연계
- 감염경로와 관련 있는 업종의 밀도 활용, 방역정책의 효과 시뮬레이션
∙ 방역정책과 지역별로 세분화한 단계 적용의 근거, 시도의 지역 위험성 평가 및
예측 도구로 활용
□ 향후 과제
∙ 시뮬레이션 모형의 예측력과 논리적 설명력을 개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
에도 적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형 추가 연구 및 적용 범위 확대
∙ 감염병 관련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는
기반 환경 마련으로 집단지성 발휘가 가능한 협업문화 조성
∙ 확진자 특성 분석 기반 감염경로 정보의 유형화 및 수집·활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이 감염병 대응과 관리
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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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공간적으로 세밀한 방역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의 정책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역정책의 효과를 예측하여 최소한의 제한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변되는 정부 방역정책들의 효과를 상세하고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확산 추이와 대응정책, 감염병 모델과
정책효과 분석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방법론
을 구축한다. 개발되는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과거의 실재를 반영한 미래 예측 도구이며, 방역
당국에서 지역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20년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최초 확
진자가 발생1)한 이후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는 수리 모델(mathematical model)을 활
용한 확산예측을 통해 확진자 급증을 예상하였다(이창형 2020; 이효정 2020; 전영일
2020). 감염병 확산예측에 많이 활용되는 수리 모델은 감염병 발생 시점의 확진자 수
를 기반으로 전파상황을 수학식으로 만들어 미래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확산예측은 예상되는 전체 확진자 수

1) 중국 국적의 여성이며, 한국인은 1월 22일에 우한에서 입국하여 24일에 확진자로 판명된 남성이다(데일리메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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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망자 수를 제공하기는 하나 상세한 지역별 예측이 없어 개인이 감염병 확산에 대
응하기 위해 자신의 이동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확진자 예측은 감염병 확산 초기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응한 대중적 반응을 끌어내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정책이 작용하는 개인의 실제 생활 단위에서의 적용을 위한 공간적 청사진을
더 세밀한 공간 단위로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몇 차례의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초기에는 광역적이고 일괄적인 적용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의
피해와 더불어 반감이 컸다(경북매일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0). 또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이 반감되고 대중의 피로도가 증
가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스트레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병원신문 2020).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과학적 빅데이터 기반의
코로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
법)」 수정안을 발의하였고(데일리메디팜 2021), 2021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
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감염병 관리에 활용하여 인구밀집도, 감
염병 발생 이력, 지역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과 지역별, 연령대
별로 상세한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는 등 과학적인 방역 대책 마련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역 당국 또한 사회적 불만을 해결하고, 보다 과학
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이 확보되어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
거나,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으로 감염자의 의료적 처치가 일반화되지 않는 이상, 사회
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주체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사스와 메르스 같은 글로벌 감염병의 반복적인 확산으로 감염병 확산모형에
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여 해외에서는 다양한 모델과 도구가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감염병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예측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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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과 도구는 다양한 감염
경로를 모델링하고, GIS 기능을 통해 데이터와 예측 결과를 지리적으로 보여주기도 하
지만,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수리과학연
구소에서 감염병 확산의 수리 모형화 및 방제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모델과 도구를 개
발해 왔으나, 개인의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상 공간 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사회
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는 확진자 수의 정확한 예측과 같은
모델의 정확성보다 자신의 일상생활, 특히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역정책의 합
리성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정교한 적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즉, 확진자 수가
다음 주에 몇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보다는,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세밀한 수준의 시공간적 단위로
제시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정책의 효과를 예
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하고 그 실증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로 대변되는 정부 방역정책들의 효과를 상세하고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실제 데이
터를 활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확산 패턴의 시공간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분석한다. 둘째, 시공간 확산모형의 특징을 검토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상세하고 정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는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을 통해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의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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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19의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데이터의 마지막 날짜인 2021년 4월 6일로 한정하였다. 이 시간
적 범위는 시뮬레이션 방법론 개발에 활용된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와 같다. 코로나19
대응정책, 즉 사회적 거리두기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가장 최근(2021년 7월)
의 개정 내용(보건복지부 2021b)은 본 연구의 정부 대응정책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단위의 250개 시군구2)이며,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국내 외 코
로나19 확산현황(시공간적 특징) 및 정책적 대응, 감염병 확산모형과 대응정책의 효과
진단 방법론,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방법론 개발 및 실증,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정책 시뮬레이션
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어떠한 대응정책이 어느 지역과 어떤 감염경로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수리적 방법론을 의미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해 원형모형(prototype model) 수준의 방법론 개발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예측모
형을 통해 산출된 확진자 수는 방법론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정확도를 다른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연구의 방법
(1) 관련 정책, 이론, 방법론, 사례 등에 대한 문헌조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과 적용 시기, 감염병 확산예측을 위한 수리적 모형
관련 이론과 사례, 대응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 등을 문헌조사로 정리하여 정
2) 250개 시군구는 226개의 시(75개), 군(82개), 구(69개)와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시(2개, 제주시와 서귀포시)
와 구(행정구 또는 일반구 32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모두 합한 261개 시군구에서 행정구로 이루어진 11개
시(고양,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를 제외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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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시뮬레이션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감염병 연구 및 현장 전문가 자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국내 감염병 확산모형 전문가의 의견과 역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질병관리청 현장 전문가3)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3) 해외사례 분석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방역 대책 사례를 분
석하였다. 국가마다 방역 대책 적용의 시기와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비교하는
방법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4)

(4) 질병관리청 데이터 분석 및 이를 활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 개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역학조사 DB의 데이터를 공급받아 시기별, 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 정책과 연계하여 재구성한 데이터를 통해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 분석을 시행하였다.5)

3) 위기대응분석관(실) 내 위기대응연구담당관,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역학조사관 및 보건연구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4)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통연구유닛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원도 박사가 협동 연구로 참여하였다.
5)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의 이경주 교수가 협동 연구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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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틀 및 수행체계
본 연구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 적용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과를 시
뮬레이션하기 위한 연구이다. 감염병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
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은 권역별/단계별 다중이용시설의 통제와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제한으로 구분되는데, 넓은 권역에 대한 일괄적 제한에서 발생하는 국민
의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 위축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데이터에 포함된 감염경로 데이터를 기초로 전국적인 시공간적 패턴을 분석
하고, 이를 더 상세한(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 지역과 감염경로별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대응정책과 단계별로 향후 어
느 지역에 얼마큼의 효과가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개발하
고, 이를 통해 세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림 1-1 | 연구의 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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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연구수행체계

자료: 저자 작성

연구의 수행체계는 <그림 1-2>와 같으며, 먼저 코로나19 확산 경과와 정책적 대응
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데이터 수집, 데이터의 시각화와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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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서 세계적 확산현황과 국내 확산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적 대응 동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 정립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 조사를 위해 감염병 확산모형 관련 이론 및 대응정책의 효과 분석
방법론을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세 번째로 정
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코로나19 대응정책별 엄격성을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역학조사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여 확진자 발생 예측모형과
2단계(시군구별, 감염경로별) 배분 모형을 결합한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협동 연
구로 정립하였다. 네 번째로는 앞에서 개발한 방법론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전국 확진
자 수를 예측하고 이를 시군구와 감염경로별로 배분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에 시범 적용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증된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의 활용방
안과 방법론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감염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수리모형의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발하
거나, 신규 또는 정교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예측도를 높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SEIR 모형을 이용한 전염병 모형 예측 연구(도미진 외 2017)”는 일반적으로 발생하
는 전염성 질병 모형에 대하여 모수 추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학적 모형을
구축하고 접촉률, 감염률, 회복률을 추정하였으며, 호흡기 감염증 자료를 활용한 예측
을 수행하였다. “센서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전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모델(황교상
외 2014)” 연구는 상세한 수준의 전염병 대응 대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발을 목적으로 인구, 공간, 질병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
한 모델을 활용하여 전염병 대응 전략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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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공공데이터, 공간 빅데이터,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 새로운 데이터와 행위
자기반 공간 모델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에 맞추어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한국형 감염병 확산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용량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배영미 외 2014)”는 감염병 확산 모델 분석 자료와 함께 국내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감염병 확산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예측 시뮬레이션에 이용 가능한 오픈 API 조사와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조
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예측을 수행하였
다. “바이오인포매틱스를 기반한 감염병 예측기술(안인성 2017)” 연구는 감염병 전파
예측의 측면에서 빅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기반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ICT 역량을 고려한 감염병 예측기술을 전망하였다.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
위자 기반 전염병 확산 예측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전상은·신동빈 2018)”는 메르스
전염병의 확산을 실시간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와 통합된 행위자기
반 공간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메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
였으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제안하였다.

2)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이 수리모형의 예측력 제고를 위한 알고리즘 개선과 새롭게 가능하게 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사회
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정책의 효과를 더 세밀한 단위에서 시뮬레
이션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증까지 진행한다는 데 그 차별성이 있다.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현황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분석, 해외사례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응용한 시계열적 정책별 엄격성 산출, 이를 기초로 실제 역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 확진자 예측, 시군구 단위와 감염경로별 예측까지 시뮬레이션하는 등 선행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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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본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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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 한국형 감염병 확산시뮬레이션
을 위한 대용량 공공데이터 활
용방안 연구(배영미 외 2014)
∙ 연구목적: 감염병 확산 모델 분석
자료와 함께 국내 공공데이터 분
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들을 바탕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 국내외 감염병 확산예측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 동향 조사
∙ 감염병 예측 시뮬레이션에 이용
가능한 오픈 API 조사 및 데이터
표준화 방안 조사
∙ 시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확산
예측 수행

∙ 한국 내 주요 감염병 실태 및 유
행사례 분석
∙ 국내외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탐색 및 역학 모델 알고리즘 분석
∙ 한국형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을 위한 공공데이터 API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2

￭ 센서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
든 전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모델(황교상 외 2014)
∙ 연구목적: 상세한 수준의 전염
병 대응 대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문헌조사
∙ 인구 모델 구축
∙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인구, 공간, 질병 모델 구축
∙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
∙ 모델을 활용한 전염병 대응 전략
평가

3

￭ 바이오인포매틱스를 기반한 감
염병예측기술(안인성 2017)
∙ 연구목적: 빅데이터,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기반의 예
측기술 현황과 전망을 감염병
전파예측 중심으로 기술

∙ 국내외 연구 동향 조사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 ICT 역량을 고려한 감염병
예측기술 전망

4

￭ SEIR 모형을 이용한 전염병 모
형 예측 연구(도미진 외 2017)
∙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발생하
는 전염성 질병 모형에 대하여
모수 추정에 대한 방법 제시

∙ 수학적 모형 구축 및 조정

∙ 접촉률, 감염률, 회복률 추정
∙ 호흡기 감염증 자료를 통한 예측
수행

5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위
자기반 전염병 확산예측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전상은·신
동빈 2018)
∙ 연구목적: 메르스 전염병의 확산
을 실시간적으로 시뮬레이션하
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와 통합된
행위자기반 공간 모델 제안

∙ 문헌조사
∙ 행위자기반 모델(ABM) 설계, 구
현, 시뮬레이션

∙ 메르스 데이터를 활용한 행위자
기반 모델 구축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
인 방역 조치 제안

∙
∙
∙
∙

∙ 국내외 코로나19 확산현황과 정
책적 대응 분석
∙ 확산모형에 대한 이론 및 사례조사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뮬레이
션 방법 설계 및 시범 개발
∙ 시뮬레이션 결과 활용방안 및 방
법론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 제시

∙ 연구목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정책의 효과를 예
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
법을 개발하고 그 실증을 목
적으로 하는 기초 연구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및 시범 분석

5.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가장 최근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2021년 7월부터 적용)의 단계 조정 기준
은 인구 대비 확진자 수와 중증 병상의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조정하여 확진자의 발생을 차단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확진자 수의 증가를 억
제하는 방법이다. 만약, 방역정책의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포함된 여러 종
류의 정책 가운데 어떠한 정책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였을 때 지역별로 얼마큼의 영향을
받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넓은 권역에 대한 일괄적 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
어 국민의 일상 및 경제활동의 위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확진자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역학조사 데이터의 중요 속성인 위치 정보와 감염경로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된 이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형은 실제 발생하였던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그 안에 그동안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과 그로 인한 지역별, 감염경로별로 발생한
확진자 수 사이의 관계성이 실제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된 정책 시뮬레이션 방
법론을 통해 과거의 실재를 반영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된 정책 시뮬레이션 모델과 시범 분석 결과는 방역 당국에서 시군구 단위의 지
역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감염병의 특성상 기존의 감염
경로 패턴과 다른 경로로도 쉽게 감염전파가 일어날 수 있지만, 시군구 자체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전파 위험도가 현저히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
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를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학술적 기대효과
정책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론의 중요한 축으로써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국내 코로나19 역학조사 데이터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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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간에 걸쳐 수집되었고, 더구나 데이터 속성의 누락으로 그 수가 제한적임을 고려
할 때,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한 방법은 역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른 감염병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 예측한 전국 확진자 발생 건수를 시군구와 감염경로별로 분배하면
서 감염경로와 연관이 있는 지역의 업종 밀도를 포함한 방법은 감염병 분야 이외의 공
간 데이터를 응용한 중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정책 시
뮬레이션 방법론과 실증결과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 수
학, 통계, 지리 등 여러 학문 분야에 방법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덧
붙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된 여러 대응정책의 엄격성을 산출하는 방법은 영국
OxCGRT6)의 정부 대응 지수를 응용한 것인데, 이는 정성적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변
환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방역정책을 계량화하여 그 효과를 진단하려고 하는 다른 여
러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6) OxCGRT(The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
대학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젝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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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코로나19의 확산과 정책적 대응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계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강력한 봉쇄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봉쇄정책이 길어지며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하
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고, 다양한 변이의 출현과 보편적 치료제의 부재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명명된 종합적
인 방역수칙이며,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4단계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
는 방법을 마련하고,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세밀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감염병 발생 동향과 세계적 확산 추이
1) 최근 호흡기 감염병의 특성과 국제적 대유행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호흡기 기반 감염병1)은 발발 시기와 전파력 등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코로나(Coronavirous, CoVs)라는 바이러스 세포
의 성질에 따라 강한 전파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Weiss 2020). 이들 호흡기 기반의
감염병은 감염자 수, 사망률 등의 특징에서 다양한 차이들이 확인된다(<표 2-1> 참
조). 사스나 메르스는 코로나19보다 사망률이 높았지만, 확산국가는 제한적이었다. 코

1) 주요 호흡기 기반 감염병은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CoV),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CoV),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SARS-CoV-2)를 말한
다(Weis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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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호흡기 기반 감염병의 특성 분류
감염병
구분

사스
(SARS-CoV)

메르스
(MERS-CoV)

코로나19
(SARS-CoV-2)

발발 시기

2003년

2012년

2020년

감염자 수

8,096명

2,553명

111,419,939명

남녀 감염 비율 (남:여)

1:1.13

1.78:1

1.27:1

확산국가

29개국

27개국

213개국

사망률

9.6% ~ 11.0%

34.0% ~ 34.3%

4.2% ~ 4.4%

주: 감염자 수는 2021년 2월 24일 기준
출처: WHO 코로나바이러스 대시보드(https://covid19.who.int/. 2021년 2월 24일 최종 검색); Hu et al. 2020;
Zhu et al. 2020; Yang et al.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로나19는 낮은 사망률을 보이지만 발발 12개월 만에 213개국, 1억 명이 넘는 감염자
수를 기록하여 높은 전파력과 감염자 수를 보인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서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
병으로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중국 사무소에서 우한시의 최초 발병을 세계보
건기구에 보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2020년 1월
부터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 및 모든
대륙으로 확산하여 유례없는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에 국제적 관심이 필요한 공중보건 비상 위급 상황을 선언하였고, 동년
3월 11일에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pandemic)으로 선포하였다(Cucinotta & Vanelli 2020).
이후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코로나19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 설계와 임상시험이 시작되었고,
2020년 3월 18일 미국 국립보건원과 모더나가 설계한 mRNA2) 백신의 임상 1상을 시작으
로 다국적 제약사들에 의한 백신 설계와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그림 2-1> 참조). 2020년
12월 백신 접종 허가와 영국에서 최초의 백신 접종자3)가 나오기까지 코로나19 감염 기전과
2) mRNA(messenger ribonucleic acid)는 인체에 단백질 또는 단백질 조각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유전
물질이며, mRNA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복사하는 방법을 인체 세포에 미리 알려줘
실제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 바이러스 인식과 퇴치를 유도한다(CDC. mRNA COVID-19 백신 이해하기.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different-vaccines/mrna.html. 2021년
9월 9일 최종 검색).
3) 2020년 12월 8일에 화이자(Pfizer/BioNTech)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하였다(BBC NEW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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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다양한 질병이 확인되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양한 변이를 통해 감염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덱사메타손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범용적인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신규 일일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The
Wall Street Journal 2021)는 점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은 빠른 전파속도
와 치료제의 부재로 인하여 장기화하는 실정이며,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호흡기 상피세포에 침투하여 발열, 흉통, 호흡곤란, 중증 폐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코
로나19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호흡기 상피세포에 접촉하기 위한 돌기(spike)에 변
이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강력한 전파력, 빠른 증상 악화, 다른 장기로의
전이하는 속도가 빠르다(OpenWHO4); 안광석 2021). 또한, 에어로졸(aerosol)이나 크기
가 큰 침방울(droplet), 크기가 작은 공기 운반(airborne) 입자 모두를 통해 전파되고, 무증
상 감염과 이들을 통한 전파가 확인되면서,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을 줄이기 위한 사
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각종 규제 조치(measure) 및 지침(guideline)이 수립되었다(Hale
et al. 2020).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잠복기는 5일이며, 99%의 환자가 14일 이내에 증상
이 발현된다(Oran & Topol 2021). 이를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필요한 자가격
리(quarantine)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코로나19의 치사율에 차이가 있는
데, 이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고하는 방법의 차이와 더불어 사망자 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노인인구 감염 비율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변종5)이 발생하여 국가
별로 다른 유행 기간(wave)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및 유연한
대처가 강조되고 있다(Alm et al. 2020).

4) OpenWHO. Introduction to COVID-19: methods for detection, prevention, response and control.
https://openwho.org/courses/introduction-to-ncov (2021년 9월 7일 최종 검색)
5)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우려 변이 바이러스(Variants of Concern, VOC)와 지정일은 알파(영국 변종, B.1.1.7),
2020년 12월 18일; 베타(남아프리카 변종, B.1.351), 2020년 12월 18일; 감마(브라질 변종, P.1), 2021년
1월 11일; 델타(인도 변종, B.1.617.2), 2021년 5월 11일이다(WHO Tracking SARS-CoV-2 variants.
https://www.who.int/en/activities/tracking-SARS-CoV-2-variants/. 2021년 9월 8일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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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초기 1년 동안의 코로나19 진행 경과

출처: Carvalho et al. 20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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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세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계속된 증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2억 2천만 명 이상, 누적 사망자는 4백
5십만 명 이상으로, 세계인구 약 78억 9천만 명 중 약 2.8%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6)
국가별로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감 주기(wave)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별 보
건 체계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Cacciapaglia et al.
2021).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유행 주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초기 통
제를 통한 봉쇄정책으로 코로나19 전파속도가 감소하기도 하였고(Kishore et al.
2021; Schlosser et al. 2020), 봉쇄정책 완화 이후에는 사람들의 일상 활동이 증가하
면서 사회적 접촉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전파속도가 다시 증가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Nouvellet et al. 2021). 즉, 급격한 봉쇄정책의 완화는 급격한 확진자와 사망
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새로운 유행 주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누적 확
진자 수 및 사망자 수는 2020년 3월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그림 2-2> 참조),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대응정책의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도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Hale et al. 2021).
초기의 강력한 봉쇄정책은 전염병 전파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었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2020년 7월 이후에는 초기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완화된 봉쇄정책이 시행되었다(Han et al. 2020). 2020년 10월 이후에는 전파
속도가 매우 높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라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국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7) 일별로 보고된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누적
그래프와 달리 뚜렷한 유행 시기의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2-3> 참조). 1차 유행이
나타난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는 다소 완만한 일일 신규 확진자와는 대조적으로 약

6) 누적 확진자 수(221,648,869명)와 사망자 수(4,582,338명)는 2021년 9월 8일 기준이며(WHO 코로나바이러스
대시보드. https://covid19.who.int/), 세계인구(7,891,881,120명)는 2021년 9월 9일 기준이다(Worldometers.
실시간 세계 통계. https://www.worldometers.info/kr/. 2021년 9월 9일 최종 검색).
7) 코로나19 알파 변이의 최초 사례는 2020년 9월 영국에서 발견되었으며, 다른 변이들도 국지적으로 시작되었다
(WHO Tracking SARS-CoV-2 variants. https://www.who.int/en/activities/tracking-SARS-CoV-2variants/. 2021년 9월 8일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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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사망자 수와 정책 엄격성 지수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간의 시차를 두고 급격한 일일 사망자 수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대응에 어려
움을 겪었던 국가에서 보건 체계의 한계와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취약인구의 감염이 증가하여 중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른 높은 치사율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후 강력한 봉쇄정책 및 사회적 접촉 차단으로 인하여 완만한 증
가율을 보이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 인플
루엔자 유행의 계절적 변동 시기와 맞물려 폭발적인 신규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를
보였다. 2021년 3월에 이르러 완만한 기울기로 전환되었으나, 곧 새로운 유행이 시작
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일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3번(2020년 3월~5월, 2021년 11월~2021년 1월, 2021년 3월 이
후) 정도의 유행 시기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대륙별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그림 2-4> 참조), 아시아는
최초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었지만, 강력한 봉쇄조치(예: 중국)를 통해 전파속도를
지연시켰음을 알 수 있다(The Guardian 2020). 그러나 최근에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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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사망자 수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모두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였다. 아메리카의 경우는 현재까지
도 계속해서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는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정부의 통제로 인해 주춤한 시기가 있었으나, 통제 정책의 완화로 2020
년 11월부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유행 시기를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아메리카는 2020년 여름까지 급격한 증가,
2020년 4분기까지의 감소, 이후 다시 2021년 1월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럽은 일일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2020년 4분기부터 시작
되었으며, 2021년에 들어와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아시아는 2021년 2분기에 잠깐 증
가하였으나, 아프리카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낮은 일일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일
일 사망자 수의 경우, 아메리카와 유럽이 초기에 급격한 사망자 수가 보고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도 높은 일일 사망자 수를 보였지
만, 유럽은 같은 기간에 일일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2020년 4분기에 들어서
는 아메리카와 유럽 모두 일일 사망자 수가 매우 증가하였고, 2021년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의 효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변화와 관련하여 유행 주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주기와 주기 사이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의 수를 통제하는 것이 새로
운 유행 주기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데 필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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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이후 감염의 고리를 끊어 효과적인 백신 캠페인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Cacciapaglia et al. 2021). 그러나 유행 시기가 지
역적으로 다르며, 계절 효과와 상관없는 확산세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 봉쇄정책보다는
백신을 바탕으로 한 ‘집단면역’ 생성과 보편적인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림 2-4 | 대륙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

10만 명당 일일 사망자 수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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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확산 추이와 정책적 대응
1)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전반적 현황
(1) 전국 시계열 추이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1월 20일
오전에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8) 2020년 2월 대구·경북지역에
서 발생한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는 3월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첫 유행을 불러왔
으며(데일리메디 2020), 이를 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2020
년 5월에서 8월 초순까지 몇 차례 소규모의 지역적 확산이 있었으나,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는 줄어든 확진자 수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현 1단계 수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게 설정되기도 하였다(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2020년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2차
유행 단계로 진입하였다(<그림 2-5> 참조). 2차 유행은 일일 확진자 수 최대치9)가
1차 유행에 비해 낮았으나 진행 기간은 더 길게 발생하였다. 2차 유행의 여파가 지나가
면서 10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였으나, 11월 말부터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2021년 2월부터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유행의 종점을 알리는 듯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은 3차 유행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접종 완료10)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
일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의 증가로 2021년 9월 추석 이후 최대 일일 확진자 수가 경신되기도 하였다.
8) 한국인으로는 1월 22일에 우한에서 입국하여 1월 24일에 확진자로 판명된 남성이 국내 최초이다(데일리메디
2020).
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최대치는 1차 유행 - 851명(2020년 3월 3일), 2차 유행 - 441명(2020년 8월 26일),
3차 유행 - 1,237명(2020년 12월 24일)이었다.
10) 국내 보급 백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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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전국 확진자의 시계열적 추이
누적 확진자 추이(2021년 5월 26일 기준)

누적 확진자 추이

일일 확진자 추이

출처: (상)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CSSE) at Johns Hopki
ns University(JHU). https://www.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
423467b48e9ecf6 (2021년 2월 23일, 5월 10일 검색)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하) CORONA LIVE. https://corona-live.com/ (2021년 9월 29일 최종 검색)

전국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7월 이후에는 3차 유행 때 최대 일일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그림 2-5>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확진자 수 감소의 사이클
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1년 후반기 들어서는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웹페이지
(http://ncov.mohw.go.kr/, 2021년 9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수는 308,725명
이며, 사망자는 2,474명, 백신 접종이 완료(2차 접종까지)된 인구는 24,642,5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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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별 확산 추이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11)를 통해 제공하는 광역지자체별 누적 확진자 수를 시계열
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공간적 확산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6> 참조).12)
2021년 2월 23일까지는 1차 유행이 집중되었던 대구(8,568명)가 여전히 서울
(27,592명)과 경기(22,821명)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대
구와 인접한 경북(3,209명)은 부산(3,167명)보다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다.
2021년 5월 31일에는 부산(5,668명)이 경북을 추월했으며, 전남(1,463명)과 제주
(1,030명)도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198명)이
5천 명을 넘어섰으며, 강원(3,185명)이 3천 명 이상을 넘어서는 등, 세종(480명)을
제외한 모든 곳이 천 명 이상 또는 그와 가까운 수로 증가하였다. 2021년 9월 13일에
는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수가 178,625명으로 전국(268,463명)의 66.5%를 차지하
게 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모든 광역지자체가 천 명을 넘어섰으며, 대구
(14,255명), 부산(11,978명), 경남(10,685명)은 누적 확진자 수가 만 명을 넘어섰
다. 2021년 11월 16일에는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수가 274,862명에 이르러 전국 확진
자 수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가 모두 10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고, 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가 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과 경기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413명(2021년 2월 23일), 82,998명(2021년
5월 31일), 165,287명(2021년 9월 13일), 253,208명(2021년 11월 16일)으로 가파
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59.5%(2021년 2월 23
일), 60.8%(2021년 5월 31일), 61.6%(2021년 9월 13일), 64.4%(2021년 11월 16
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5,000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 발생으로
진한 색으로 표시되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의 ‘발생동향’ 항목에서 ‘시도별 발생동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2) 본 절에서 살펴본 공간적 확산현황은 연구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
집필 기간과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발생동향 지도의 일별 업데이트로 인한 휘발성으로
일정한 기간의 지도가 아닌, 지도와 지도 사이에 65~105일의 각기 다른 시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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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광역지자체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의 증가
(A) 2021년 2월 23일

(B) 2021년 5월 31일

(C) 2021년 9월 13일

(D) 2021년 11월 16일

주: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 지도는 3단계의 범례를 가지며, 색의 진함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5,000명 이상으로 구분됨.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적으로 단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음.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2021년 2월 23일, 5월 31일, 9월 13일,
11월 1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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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시도별 누적 확진자 지도의 수집 날짜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별로 일일 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표 2-2> 참조). 2021년 2월 23일
에서 5월 31일까지 일일 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곳은 울산(1.6%), 경남
(1.2%), 세종(1.2%), 전북(1.0%)으로 4개 지역이었으나, 2021년 5월 31일부터 9
월 13일까지는 대전(1.9%), 제주(1.6%), 경남, 충남, 세종이 각 1.2%, 인천, 부산
이 각 1.1%를 기록하여 모두 7개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9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인천(1.0%)만이 유일하게 일일 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으
로 확인되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일일 평균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별 일일 평균 증가율 스파크라인을 비교해 보면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구, 충남, 경북, 충북, 광주는 A
→B 기간보다 B→C 기간이 높은 일일 평균 증가율을 보였고, C→D 기간은 A→B 기간
보다 약간 높은 일일 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두 번째 유형인 부산, 경남, 충북, 대전,
강원, 전남, 제주는 B→C 기간이 가장 높은 일일 평균 증가율을 보이나, C→D 기간이
A→B 기간보다 낮은 일일 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울산
과 세종으로 A→B 기간이 가장 높은 일일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B→C 기간이 중간,
C→D 기간이 가장 낮은 일일 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마지막 유형은 전북으로 A→B
기간이 가장 높은 일일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B→C 기간이 가장 낮은 일일 평균 증가
율을 보이며, C→D 기간에는 중간 정도의 일일 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전국적으로 누
적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2021년 5월 31일
부터 9월 13일(B→C 기간)에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시도(첫 번째 및 두 번째 유
형)가 가장 많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나,
더 세부적인 확산 추이를 알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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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광역지자체의 누적 확진자 수와 일일 평균 증가율의 변화
광역
지자체

2021년 2021년 2021년 2021년
A→B
B→C
C→D
2월 23일 5월 31일 9월 13일 11월 16일 일일 평균 일일 평균 일일 평균
(A)
(B)
(C)
(D)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서울

27,592

43,917

87,018

133,513

0.6%

0.9%

0.8%

경기

22,821

39,081

78,269

119,695

0.7%

0.9%

0.8%

인천

4,336

6,198

13,338

21,654

0.4%

1.1%

1.0%

대구

8,568

9,916

14,255

17,964

0.2%

0.4%

0.4%

부산

3,167

5,668

11,978

14,875

0.8%

1.1%

0.4%

경남

2,164

4,699

10,685

13,905

1.2%

1.2%

0.5%

충남

2,402

3,538

8,062

11,655

0.5%

1.2%

0.7%

경북

3,209

4,692

7,562

10,378

0.5%

0.6%

0.6%

충북

1,723

2,943

5,579

8,411

0.7%

0.8%

0.8%

대전

1,179

2,078

6,210

7,920

0.8%

1.9%

0.4%

강원

1,837

3,185

5,822

7,696

0.7%

0.8%

0.5%

전북

1,135

2,225

3,861

5,748

1.0%

0.7%

0.8%

광주

1,997

2,805

4,454

5,660

0.4%

0.6%

0.4%

울산

1,001

2,578

4,739

5,528

1.6%

0.8%

0.3%

전남

837

1,463

2,836

3,889

0.8%

0.9%

0.6%

제주

561

1,030

2,725

3,327

0.9%

1.6%

0.3%

세종

216

480

1,070

1,409

1.2%

1.2%

0.5%

전국

84,745

136,496

268,463

393,227

0.6%

0.9%

0.7%

일일 평균
증가율
스파크
라인

주: 2021년 11월 16일 누적 확진자 수를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고, 기간별 일일 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값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스파크라인의 붉은 점은 기간별 일일 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값을, 푸른 점은 가장
낮은 값을 표시한 것이며, 서로 다른 채우기 색은 4가지 유형을 표시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2021년 2월 23일, 5월 31일, 9월 13일,
11월 16일 검색)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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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통계와 역학조사 데이터로 살펴본 코로나19 확산의 특징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확진자 동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였다(참
여연대 2020). 민간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단순한 표로 공개된 동선 정보를 웹에
기반한 지도로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하였고, 많은 인기를 끌었다(중앙일보 2020). 그
러나 개인정보 보호, 상세 동선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로 인한 역학조사와 정보공개의 시차 발생, 동선이 겹치는 인원 특정 방법의 고도화
등의 이유로 확진자 동선의 대중적인 공개 정보의 내용이 제한되어 초기와 같이 동선
정보를 활용한 시간대별 이동 경로 지도 제공은 더는 어렵게 되었다. 또한, 민간에서
특정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 기록을 기반으로 이동 목적별 이동성의 차이를 지역별로
제공하거나, 이동 통신 데이터에 기반한 이동 패턴을 적용한 위험도 분석 등이 있으나,
보고서만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의 실제 사용은 어려운 현실이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 구글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자료 등 분석 예시

구글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데이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연구 진행 상황 자료

출처: (좌) 코로나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대한민국.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2021년 2월
25일 최종 검색);
(우) NIMS Insight. https://www.nims.re.kr/resources/webzine/1/views/research_contents.html
(2021년 2월 25일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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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연구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확보는 지자체
역학조사로 수집된 확진환자 데이터 DB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하여 보건복
지부를 통해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API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공
개하는 통계의 경우, 전반적인 감염병 확산을 파악할 수 있어 확산모형의 모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청과 연구기관 간 개별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를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다. 이 데이터는 질병관리청
에서 통계로 집계하기 이전에 역학조사로 수집된 데이터를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가공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기관의 연구목적에 맞게 역학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
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만약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전국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역학조사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병 조사 결과는 감염병 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 접수 기관인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모두 보고되므로 질병관리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근
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본 절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공급하는 코로나19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국내 코로나19의 확산현황 추이를 데이터 기반
으로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및 API를 통한 기초통계 데이터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부의 기초통계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국
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웹페이지(http://ncov.mohw.go.kr/)를 통
해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확진환자 현황은 매일 0시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국내 발
생, 해외 유입), 누적 확진환자(격리 해제, 치료 중, 사망자), 검사현황(누적 검사 수,
누적 검사 완료 수, 누적 확진율)과 검사 결과, 일별 확진자 발생 및 완치 추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지도의 형태로 시도별 현재 단계와 지
역 내 상세 단계를 제공하고, 단계별·권역별로 단계 현황을 종합하여 제공한다(<그림
2-8> 참조). 시도별 확진자 현황은 환자 현황과 함께 매일 0시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
고 있으며, 누적 확진환자 수와 전일 대비 증감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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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도별 누적 확진환자, 전일 대비 증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도 선택 시 전국
대비 확진자 비율과 기타 확진환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그림 2-9> 참조).
그림 2-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웹사이트 환자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 정보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2021년 9월 15일 최종 검색)

그림 2-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웹사이트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정보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2021년 9월 15일 최종 검색)의 ‘시도별
발생동향’에서 전국, 서울, 경기의 그래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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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현황 조회 API 서비스 개요
구분
API 서비스 정보

API 이름(영문)
API 이름(국문)
API 설명

API 서비스
보안 적용
기술 수준

서비스 인증/권한
메시지 레벨 암호화
전송 레벨 암호화
인터페이스 표준
교환 데이터 표준
서비스 URL

API 서비스
배포정보

상세 기능 정보

서비스 버전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배포일
서비스 이력
메시지 교환유형
데이터 갱신주기
최대메시지 사이즈
평균 응답 시간
초당 최대 트랜잭션

설명
Covid19InfStateJson
보건복지부_코로나19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일별 확진자, 완치자,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등에 대한 현황자료
serviceKey
없음
없음
REST (GET)
XML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
getCovid19InfStateJson
1.0
2020-04-14
2020-04-14
2020-04-14 : 서비스 시작
Request-Response
1시간
4,000 byte
500 ms
30 tps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6-7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웹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정보
중 4가지13)는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개인이 각각 활용 신청 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표 2-3> 참조). API를 통해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인증키(serviceKey), 한 페이지 결과 수(numOfRows), 페
이지 번호(pageNo), 데이터 생성일 시작 범위(startCreateDt), 데이터 생성일 종료
범위(endCreateDt)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서비스 요청에 따라 호출되는 응답
메시지는 XML 형태이며(<그림 2-10> 참조), XML parser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테이
블 형태로 변환하면 오프라인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변화 양상 추적에 활용할 수 있
다. API 서버를 통한 서비스 응답 메시지는 요청 메시지 항목을 포함하며, 「보건복지

13) 4가지 데이터는 감염현황, 시·도 발생 현황, 해외 발생 현황, 연령별·성별 감염현황이며, 데이터를 호출하는
방법은 4가지 모두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발생 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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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_코로나19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의 경우, 기준일, 기준시간, 확진자 수, 격리 해제
수, 검사 진행 수, 사망자 수 등 총 19개 항목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부록
3] 참조).

그림 2-10 | 서비스 응답 메시지(XML) 일부 예시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response>
<header><resultCode>00</resultCode><resultMsg>NORMAL SERVICE.</resultMsg></header>
<body>
<items><item>
<accDefRate>1.3638036201</accDefRate>
<accExamCnt>8291126</accExamCnt>
<accExamCompCnt>8220905</accExamCompCnt>
<careCnt>7816</careCnt>
<clearCnt>102513</clearCnt>
<createDt>2021-04-15 09:38:50.34</createDt>
<deathCnt>1788</deathCnt>
<decideCnt>112117</decideCnt>
<examCnt>70221</examCnt>
<resutlNegCnt>8108788</resutlNegCnt>
<seq>481</seq>
<stateDt>20210415</stateDt>
<stateTime>00:00</stateTime>
<updateDt>null</updateDt>
…
<item>
<accDefRate></accDefRate>
<clearCnt>1</clearCnt>
<createDt>2020-01-31 17:47:33.33</createDt>
<deathCnt>0</deathCnt>
<decideCnt>0</decideCnt>
<examCnt>1</examCnt>
<seq>1</seq>
<stateDt>20200101</stateDt>
<stateTime>18:00</stateTime>
<updateDt>2020-02-03 12:21:56.56</updateDt></item></items>
<numOfRows>10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441</totalCount>
</body>
</response>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https://www.data.go.kr/tcs/dss/selectApiData
DetailView.do?publicDataPk=15043376(2021년 4월 15일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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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현황 조회 API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진환자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작
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참조). 확진환자 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적용이나 단계의 변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주요 변곡점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 대략적인 확진환자 추이를 살펴
보면, 2021년 4월 20일까지 시계열적으로 3차례의 유행 기간이 있었고, 마지막 3차
유행은 그 여파가 계속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확진환자 수의 7일 평균(오렌지
색)과 14일 평균(녹색)은 확진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감할수록 최고점의 차이가 크며,
완만하게 증감할수록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3차례의 유행 기간을 제외하
더라도 계속해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 확진환자 수의 변화(2020년 1월 20일~2021년 4월 20일)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AP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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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API 데이터 서비스 중 다른 하나인, 시도별 감염현황 조회 API 서비스 데이
터를 활용하면 시도별 확진환자 수의 시계열적 변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14)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전일 대비 확진환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확진환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2차와 3차 유행의 경우는 서울이 경기보다 상대적으
로 그 발생 규모가 컸다(<그림 2-12> 참조). 2020년 12월 말부터는 경기의 전일 대비
확진환자 수의 발생 규모가 서울보다 큰 때도 종종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와 서
울이 비슷한 발생 규모와 패턴을 보여 두 지역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상대적으
로 인천은 전일 대비 확진환자 발생 규모에서 서울과 경기보다는 비수도권의 시도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보다 훨씬 적은 인구 규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차와 3차 유행 시기에 비슷한 패턴으로 전일 대비 확진환자 수의
증가 패턴을 보여 서울과 경기의 인접 지역으로의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전일 대비 확진환자 수(2020년 3월 1일~2021년 5월 31일)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별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AP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4) 감염현황 데이터와는 달리 시도별 감염현황은 3월 1일 데이터부터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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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전일 대비 확진환자 발생 규모는 1차 유행
기간에 유행의 진원지인 대구와 인근의 경북이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그림 2-13> 참
조). 2차 유행 기간에는 광주가 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패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0년 10월 말에는 부산지역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3차 유행 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1년 1월 말에 대전과
광주 지역의 급격한 확산이 확인되었다. 2021년 2월 중순 충남의 확산, 2021년 3월과
4월에 경남과 부산의 확산세도 주목할 만하다. 몇몇 특정 시도의 단기간 급등세를 제
외하고는 비수도권 지역의 확산은 서울과 경기보다 작은 규모이나, 2020년 말부터 현
재까지 일일 신규 환자가 50명 이상으로 어떤 지역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차 유행 이후의 기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비수도
권 지역에서도 전일 대비 확진환자 발생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 비수도권의 전일 대비 확진환자 수(2020년 3월 1일~2021년 5월 31일)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별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AP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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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감염현황 조회 API 데이터의 속성으로 함께 제공되는 10만 명당 발생률을
그래프로 작성하면, 시도의 인구를 고려한 확진환자 규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유행의 중심부였던 대구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에 의해 추월당할 때까지 계속해
서 압도적인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였다. 대구와 함께 1차 유행의 큰 영향을 미쳤던
경북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대구보다 작기는 하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대구를 제외
하고 특징적인 지역은 서울인데, 2020년 8월 중순을 기점으로 10만 명당 발생률이 계
속해서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 5월에 이르러서는 10만 명당 발생률의 최상위 시도가
되었다. 서울보다 완만하기는 하지만, 경기 또한 서울과 비슷한 패턴으로 10만 명당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2021년 4월 들어 울산의 10만 명당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진 점
이 특징적이며, 강원의 10만 명당 발생률이 5월 들어 인천과 비슷해진 점도 눈에 띈다.
전남의 10만 명당 발생률이 가장 낮은 가운데, 나머지 시도의 10만 명당 발생률이 모
두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4> 참조).

그림 2-14 | 10만 명당 발생률(2020년 3월 1일~2021년 5월 31일)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별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AP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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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제공 API 중 도표화할 수 있는 자료는 성별·연령별 감염현황
API 데이터이다.15) 이 데이터는 확진환자 수를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확진율, 사
망률, 치명률을 제공한다. 먼저 확진율의 경우, 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 20% 이상 높았으나, 점차 그 간격이 줄어들어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림 2-15> 참조). 확진율이 높은 연령대는 초기에 대구를 중심으로 한 1차 유행의
영향으로 20대가 많았으나, 점차 연령대별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하는 0~9세 연령대의 확진율이 점차 증가하여 최근 확진율은
1년 전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가족을 통한 코로나19 전염과 학교 등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의 발생으로 추정된다.

그림 2-15 | 성별·연령별 확진율(2020년 4월 2일~2021년 5월 31일)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성별·연령별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AP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5) 성별·연령별 감염현황은 4월 2일 데이터부터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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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별 사망률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동년 12월 말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차이가 없다(<그림 2-16> 참조). 사망률 가운데 80세 이상 연
령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경향을 보
인다. 2020년 12월 말 이후, 80세 이상 연령대의 사망률 비중이 많이 증가한 점이 특
징적이며, 이는 3차 유행으로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가장 취약한 연령대인
80세 이상의 사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성별·연령별 치명률을 살펴보면, 확진율이나 사망률과 비교할 수 있는 패턴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2-17> 참조). 초기 데이터(2020년 4월~6월)의 치명률은 남성이 여
성보다 1% 이상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비슷한 치명률을 보인다. 연령대별
치명률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성별 패턴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높은 연령대일
수록 치명률이 높다. 초기에는 80세 이상 연령대의 치명률이 약 25% 이상이었다.
2021년 4월 중순부터는 20%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태이다. 70대의 치명률은 초기에 약 10% 이상이었으나, 2021년 1월 말부터는
그림 2-16 | 성별·연령별 사망률(2020년 4월 2일~2021년 5월 31일)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성별·연령별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AP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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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 성별·연령별 치명률의 변화(2020년 4월 2일~2021년 5월 31일)
성별 치명률의 변화

연령별 치명률의 변화

주: 치명률은 전체 환자 수를 사망자 수로 나눈 비율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성별·연령별 감염현황 조회 서비스 API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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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까이 낮아졌으며, 2021년 5월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연령
대이다. 2020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일일 확진자 수가 낮았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고령 인구의 높은 치명률은 여전히 확진자 가운데서 고령 인구의 코로나19 감염에 대
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통계 가운데 API 서비스 데이터에 관한 시사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확진환자 현황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수리모형의 입력변수로 전국적인 확산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보다 상세한 공간정보가 없어 시공간 확산
모형 구축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부 지역 단위로 확진환자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시공간 확산 모델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확
진환자와 관련한 더 상세한 위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16)
시도별 감염현황 데이터는 시도별로 증감 변화를 파악하여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주요 정책
변화 시점과 내용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17) 성별·연령별 데이터는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는 어려우나, 시군구 혹은 그 이하의 공간 단위 정보
와 함께 제공된다면 지역별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확진환자 수의 변화는 주요 정책 시행 시점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나,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얼마큼 미쳤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3월 22일~4월 19일)’의 경우
확진환자 수의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5단계의 새로운 사회
적 거리두기(2020년 11월 7일)’는 오히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이후 확진환
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확진환자 현황 데이터의 한계는 데이터 제공 단위

16)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격자(grid)와 같은 공간 단위를 사용한 비식별화 작업 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17)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시군구 단위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시도별이 아닌 그 이하의 단위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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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군구로 상세화하고, 시군구 단위로 적용된 대응정책의 변화를 함께 제공·분석한
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시군구 단위의 정책효과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
역적 변화율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2) 역학조사 데이터(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역학조사 데이터는 감염병 발생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감염
병 발생 신고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 Epidemiological
Information Support System)18)에서 DB 형태로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질병관
리청은 이 DB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여 수요처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감염병 발생
을 인지한 의사 등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발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EISS를 활용한다.19) EISS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확진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 확진환
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와 신용카드 회사에 제공하여 수신한 위치 정보를 지도상에 감
염경로의 형태로 표현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현재의 시스템은 확진환자와 방역 목적
에 충실하여 감염병 관리 기능 위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확산예
측과 관련한 예방 기능은 부재한 상태이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데이터는 최초 협의에서 취득까지 약 8주가 걸렸으며,20)
18)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
트 사업단(DEAPCITY), 전자부품연구원(KETI) 협업으로 28개 기관과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병예방
법에 규정된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국토교통부 2020).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1항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
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
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0) 데이터 관련 최초 업무협의회(2021년 3월 19일), 변수 목록 협의(3월 24일~4월 15일), 공문 초안 검토 요청(4
월 15일), 공문 발송(4월 20일), 보안서약서 제출(4월 21일), 데이터 추출(4월 21일~5월 3일), 데이터 비식별화
(5월 4일~5월 13일), 데이터 수신(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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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코로나19 확진자 DB 변수 내용 및 예시(최초 발생일로부터 2021년 4월 6일 0시까지)
변수

형식

입력 건수

예시

id

numeric

106,230

44

성별

text

106,230

여

연령

numeric

106,230

29

내용(참고사항)
남/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검역소(인천공항, 김해공항, 부산,
인천, 울산(항만), 부산(항만) 및
시설(인천공항검역소_시설)

신고기관_시도

text

106,230

경기

시군구

text

106,213

용인시 수지구

직업분류

text

102,757

기타

감염경로

text

106,230

국내

국내/국외
요양관련(02), 의료기관(03),
도심집회(04), 종교관련(05),
교육시설(06), 가족지인모임(07),
직장(08), 체육시설(09),
다단계/방문판매(10),
목욕탕/사우나(11),
노래연습장(12), 유흥시설(13),
일반음식점/카페(14),
기타다중이용시설(15),
군부대관련(16), 교정시설(17),
미분류, 신천지, 해외유입,
해외유입관련, 확진자접촉

감염경로2

text

106,230

직장(08)

집단명

text

50,161

경기 구리시 통신사 관련

환자상태

text

106,230

격리 해제

격리해제사망보고일

date

100,117

2020-03-28

국적

text

8,257

리비아

해외유입국가명

text

7,734

튀니지

출발지 기준

신고요양기관종별

text

106,135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소, 검역소, 의원,
종합병원, 보건지소, 병원,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선행확진id

text

52,903

21

선행확진자_관계

text

53,927

지인

보고일

date

106,230

2020-01-31

격리 중/격리 해제/사망

가족/지인/동료/기타

주: id, 성별, 연령, 신고기관(시도), 감염경로, 환자 상태, 보고일 등은 모두 입력되어 있으나, 시군구(거주지 기준), 직업분
류, 집단명, 격리 해제 또는 사망보고일, 국적, 해외 유입 국가명, 신고요양기관 종별, 선행확진자 id, 선행확진자와의
관계 등은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입력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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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데이터 추출 기준일은 2021년 4월 6일 0시, 자료 제공 기준일은 2021년 5월
3일이다. 수신한 자료는 총 3개 파일로 요청자료 공유 관련 공문(보안서약서 제출자
이외에는 자료 이용금지, 사용 목적 이외에는 활용 불가, 이용 목적 달성 즉시 자료
파기 및 파기 결과 통보 요청), DB 변수 설명 파일, 추출 자료(106,230행의 암호화된
엑셀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신된 데이터는 총 17개의 변수와 106,230행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변수에 따라서 입력 건수는 차이가 있다(<표 2-4> 참조).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역학조사 자료21)의 위치 정보(시군구 정보)를 활용하여 확
진자의 시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2-18>은 시군별 확진자의 밀도를 점묘도
(dot map)로 표현한 것이다.22) 빨간색 점 1개는 확진자 10명을 표현한 것으로, 서울
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구, 광주, 부산 등 광역시들에서 확진자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시군별 인구수와 대비하여 살펴보기 위해 인구 천 명당 발생률
을 산출하였다.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군의 경우는 적은 발생자 수라도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나 영향이 클 수 있다. 인구 규모당 발생률은 정책적으로도 모니터링되어야 할 지
표이다. 전국의 250개 시군 담당 보건소에 보고된 103,205명을 2020년 12월 기준 시
군구별 주민등록인구를23) 활용하여 발생률을 분석하면 <그림 2-19>와 같다. 가장 짙
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인구 천 명당 발생자가 3명 초과하는 지역이다. 서울,
경기 북부, 대구·경북 등에서 비교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의 패턴을 감염경로별로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
과정에서 주요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감염경로 중 신천지, 도심집회, 요양시설,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나타났던 시군구를 살펴보면 <그림 2-20>과 같다.24) 각 감염
21)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확진자의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시군구 수준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추후 100m 격자 단위 수준으로 확진자 정보가 제공될 경우, 더욱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점묘도는 공간 단위별 정숫값을 면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점으로 밀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구밀도
지도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확진자 수를 시군구 내 공간 범위 내에 표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컴퓨터가 임의의 위치에 점을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의 위치는 아니다.
23) 국가통계포털(KOSIS) 2020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24) 사례로 살펴본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와 기간은 ➀신천지 관련 감염: 5,214명(2020.1.20.~2020.4.13.), ➁도
심집회 관련 감염: 653명(2020.2.24.~2021.4.6.), ➂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목욕탕/사우나, 노래연습장,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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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기간은 그 감염경로로 구분된 확진자의 최초 발생일과 마지막 발생일을 의미한
다. 신천지로 구분된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대구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50명 이하로 발생한 지역은 수도권과
광주, 충청, 경북과 경남에 흩어져 있다. 도심집회로 구분된 확진자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오랫동안 발생하였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 많이 발생한
점이 특징적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경남권에도 50명 이하의 발생이 흩어져 있다. 요
양시설과 관련된 확진자는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방
에서는 울산에 200명 이상 발생한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감염으
로 구분된 확진자는, 2020년 2월 26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발생하였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부터 현재까지25)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수도권을 비롯
한 각 지역의 중심도시와 관광지에 많이 발생하였다. 지방에서는 특히 진주시에서 200
명 이상, 거제시에서 100명 이상 발생한 점이 특징적이다.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발생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2-21>과 같다. 신천지 사건으로 인한 감염은 이미 알고 있듯이 대구지역이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주변 인접된 시군에서도 확진자가 0.1~0.5 정도 발생하여 인접 효과 패턴
도 눈에 띈다. 다중이용시설에 의한 발생률은 안동, 진주, 거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 발생률은 인구가 적은 봉화, 순창, 철원 등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울산, 경산, 김제 등 도시지역에서도 발생률이 높았다.
확진자 수를 나타낸 <그림 2-20>보다 더 선명하게 이상 발생지역을 드러내기 때문에
4가지 주요 경로별 분포패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시설, 일반음식점/카페, 기타다중이용시설) 관련 감염: 6,804명(2020.2.26.~2021.4.6.), ➃요양시설 관련 감
염: 5,367명(2020.8.19.~2020.9.27.)이다.
25) 여기서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데이터의 가장 최근 일자인 2021년 4월 6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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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분포(2020년 1월 20일~2021년 4월 6일)

주: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역학조사 자료 중 감염경로가 검역소인 확진자를 제외한 시군별 확진자 수(103,025명)를 집계한
후, 점묘도로 표현(점 1개는 10명을 나타내며, 시군 내 위치는 무작위로 표시된 것임)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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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코로나19 발생률(2020년 1월 20일~2021년 4월 6일)

주: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시군별 집계된 확진자 수를 인구 1,000명당 발생률로 계산하여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표현(시군구 최댓값은 8.85명)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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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의 시공간적 분포
신천지
5,214명 / 2020.1.20.~2020.4.13.

도심집회
653명 / 2020.2.24.~2021.4.6.

요양시설
5,367명 / 2020.8.19.~2020.9.27.

다중이용시설
6,804명 / 2020.2.26.~2021.4.6.

주: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자료에서 감염경로를 구분하여 시군구별로 재집계한 확진자 수를 버블의 크기로 표현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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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별 인구 천 명당 확진자 발생률의 시공간적 분포
신천지
5,214명 / 2020.1.20.~2020.4.13.

도심집회
653명 / 2020.2.24.~2021.4.6.

요양시설
5,367명 / 2020.8.19.~2020.9.27.

다중이용시설
6,804명 / 2020.2.26.~2021.4.6.

주: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자료와 시군구의 인구수를 활용하여 인구 천 명당 발생률(확진자 수/인구수×1,000)을 계산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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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역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히트맵(heat-map)을 작성해
보았다. 역학조사 데이터에 포함된 ‘감염경로2’ 속성 자료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자의 감염경로를 질병관리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감염경로
속성을 검토해 본 결과,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2020년 8월부터 다양한 감염경
로의 출현과 지역적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기존의 ‘감염경로2’에 따른 구분이 되어있
지 않은 데이터를 발견하였다. 구분이 미흡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감염경로
2」 항목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약 1,200건의 확진자 감염경로가 새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재구분 작업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데이터의 약
50%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또는 가족 간 감염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제로 감염경로
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감염경로 분류가 불명확하
므로 본 절의 감염경로별 히트맵 작성에서는 제외하였다.
재구분 작업을 통해 정제한 총 18개 감염경로별 확진환자의 시계열 및 공간적 분포
를 살펴보면(<그림 2-22> 참조), 먼저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은 비슷한 분포를 보
이는데, 2020년 3월에 몇몇 지역에 집중되었던 확진자 분포가 11월 이후에는 여러 지
역으로 확산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심 집회’의 경우는 2차 유행 기간인 2020년 8월
중순 이후에 여러 지역에 걸쳐 약 1개월간 발생하였다. ‘종교’의 경우, 초기에 산발적
으로 발생하던 확진자 수가 2차 유행 기간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도심 집회’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2020년 11월 이후에는 서울과 경기 이외의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였다. ‘교육시설’은 몇몇 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던 패턴이 2020년 11월부터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가족·지인 모임’은 2020년 1월 말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개월 동안은 적은 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동년 8월의 2차 유행 시기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
하였다. ‘직장’을 감염경로로 하는 확진자는 2020년 3월, 5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경
기 등 직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8월 중순을 지나면서 서울
과 경기, 기타 광역시를 중심으로 많이 확산하였다. ‘체육시설’은 2~3월에는 지방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월, 8~11월에는 수도권이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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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이 되었다. 2021년 1월 이후에는 기타 지역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동하였다.
‘다단계/방문판매’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던 2020년 6~7월, 그리고 9월에 경기, 대
구, 대전,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목욕탕/사우나’는 2020년 8~9월까지
는 간헐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발생하였으나, 10월 말부터는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
한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였다.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2020년 10월 초와 11월 초,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나, 2021년 3월에는 경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
하였다. ‘유흥시설’은 2020년 5월에 시설이 밀집한 서울의 이태원과 홍대, 그리고 경
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중순에 광주, 11월
과 12월에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2021년 1월에
는 소강상태였으나, 2월부터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3월
말과 4월 초에 걸쳐서는 부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음식
점/카페’는 2020년 8월에 경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2월 초에 서울과
경기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는 서울과 경기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2020년 6월부터 서울과 경기에서 간간
이 발생하다가 11월에 들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고, 전남과 경남에서 확진자가 일
정 기간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군부대’
는 서울과 경기에서 2~3월, 7~8월에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10월에 경기 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11월에는 강원,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교정시설’은 2020년 11월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12월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
고 2021년 1월까지 교정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었다.
‘신천지’로 구분된 확진자는 2020년 2월 대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1차 유행의 시
발점이 되었다. 인접 지역인 경북을 비롯하여 인구가 많은 경기와 서울까지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였고, 4월 초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었다. ‘해외 유입’은 주요 발생 시기
가 2020년 2~4월, 7~8월, 11~12월로 유학생이 많이 귀국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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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 감염경로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히트맵(2020년 1월 20일~2021년 4월 6일)
요양시설

의료기관

도심 집회

종교

교육시설

주: 각 그래프의 x축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전국 시군구의 공간을
의미(시도로 묶어 표시);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녹색으로 나타냄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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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가족·지인 모임

직장

체육시설

다단계/방문판매

목욕탕/사우나

주: 각 그래프의 x축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전국 시군구의 공간을
의미(시도로 묶어 표시);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녹색으로 나타냄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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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노래연습장

유흥 시설

일반음식점/카페

기타 다중이용시설

군부대

주: 각 그래프의 x축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전국 시군구의 공간을
의미(시도로 묶어 표시);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녹색으로 나타냄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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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교정시설

신천지

해외 유입

주: 각 그래프의 x축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전국 시군구의 공간을
의미(시도로 묶어 표시);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녹색으로 나타냄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의 시공간적 확산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염경로별 히트맵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11월 이후의 확산 패턴은 수도권과 주요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걸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국내 확산현황 분석에 활용한 질병
관리청 제공 역학조사 데이터는 감염경로별·지역별·시계열별로 처리하여 감염병 대응
정책의 반응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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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26)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명명된 방역수칙이다. 사회적 거리두
기의 방역수칙은 크게 개인 방역수칙, 시설 방역수칙, 사업장(직장) 방역수칙으로 구
분된다. 개인 방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수칙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 방역의 5대 수칙으로는, ①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및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③ 30초 동안 손 씻기와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④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
으로 소독하기, ⑤ 직장동료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
기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 2021a).
시설 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10개의 시설 공통 방역수칙과 시설
별 특징에 맞는 추가 수칙으로 구성된다(<표 2-5> 참조). 특히 시설별 추가 방역수칙
의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
하여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지정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유흥 시설의 경우는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을 명시하였으며, 식당·카페의 경우는 음식을 먹는 시간만 마스
크 착용을 예외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항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시설별로 밀집도의 기준을 달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해당하는 기준에 맞
춰 테이블 간격을 조정하는 등 감염전파의 위험도를 낮추도록 하였다.
표 2-5 | 시설 기본 방역수칙
시설 공통
방역수칙
시설별 추가
방역수칙

① 방역수칙 안내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 섭취 금지 ⑥ 손 씻기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⑧ 일 3회 이상 환기하기 ⑨ 주기적 소독하기 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a:3

26)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은 중앙사고수습본부(2021a)의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최초에 작성된 방역수칙의
구조(개인, 시설, 사업장)는 이후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방역수칙의 기본 틀로 계속해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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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방역수칙은 시설이 어떻게 구분되느냐에 따라 그 제한에 차이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였다. 최초 작성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2020년 6월)
에는 시설위험도(저, 중, 고)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 번
째 개편(2020년 11월) 이후에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로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3개 시설로 구분하여 수칙을 적용하였다(<표 2-6> 참조). 특히 중점관리
시설 중에서도 밀접·밀집 접촉이 잦은 일부 시설(유흥 시설 5종, 직접판매 홍보관, 노
래연습장 등)은 2.5단계 이후(유흥 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집합 금지 조치를 통해 집
단감염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는 전략을 시행하였다. 중점·일반관리시설의 지정 및 시
설 방역수칙의 강제화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사람들의 집합과 접촉을 줄여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200만 개 이상 시설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적 피해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표 2-6 | 시설 구분의 변화(2020년 11월)
기존 구분

대상시설

구분 결과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중점관리시설
(9종)

중위험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중위험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저위험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출처: 보건복지부 2020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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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대상시설

위험도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상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중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주: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 2021b:25의 표 우측에 본문에서 설명된 위험도를 저자 추가
3그룹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서는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12인의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인의 자문을 통해 위험도 평가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표 2-7> 참조).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는 시설 내 활동의 특성, 감염 발생빈도, 역학 특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였으
며, 전파의 위험도, 관리 가능성, 필수 서비스 여부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평가항
목27)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기본 방역수칙 가운데 마지막인 사업장(직장) 방역수칙은 우선 모든 사업장에 사업
장 상황에 맞추어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방역
관리자의 역할은 사업장의 방역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전체 근로자·방문자 관
리, 방역상황 점검·평가 등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97). 즉, 방역관리자를 중심
으로 사업장을 통한 감염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방역수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확대28)하고,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7) 전파의 위험도: 활동의 비말발생 여부, 체류시간의 정도(1시간), 밀폐된 공간, 밀집도, 공용 물품·공간의 공유,
취식 여부; 관리 가능성: 상시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 감염 발생 시 추적관리(tracing) 가능 여부, 관리인력
및 체계 작동 여부; 필수 서비스: 가장 고강도 단계에서도 운영이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보건복지부
2021b:25).
28) 1단계: 자율 시행; 2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 50인 이상 사업장; 4단계: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중앙사
고수습본부 2021b: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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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등을 활용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접촉 기회를 줄이고 있으나, 제조업은 제외
하고 있으며,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다(<부표 1-9> 참조).

(2)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명된 정부의 대응정책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
한 방역 조치로, 전염병의 확산 상황과 확진자 발생 기준을 토대로 미리 설정한 단계별
조치 내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여 사람들의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코로나 발병 후 초기에는 명시적인 3단계 거리두기 조절
단계가 없었으며, 권고 수준으로 정부의 방역정책이 발표되었고, 다양한 이름으로 행
정명령 및 거리두기를 제안하여 혼동이 있었다(<그림 2-23> 참조). 2020년 6월 28일
에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1~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
칙을 제시하였다([부록 1] 참고).

그림 2-23 | 거리두기 조절 단계(2020년 2월 29일~6월 28일)

주: 원자료의 ‘원칙 허용’과 ‘원칙 금지’를 ‘원칙적 허용’과 ‘원칙적 금지’로 수정하였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0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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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020년 11월 7일~2021년 6월 30일)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유행단계

구분

핵
심
지
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
자수

보조지표

2단계

2.5단계

3단계

전국유행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2020b:18

3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 발생 수준
에 따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급격한 대규모 확산의 경우는 2단계에서 3단계
로 상향하는 구조이다(보건복지부 2021b:4). 2020년 11월 6일까지 3단계 체계를 운
영하였으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로 인하여 기존 3단계 체계에 1.5단
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세분화한 5단계 체계로 개편하였다(<표 2-8> 참조). 개편된
5단계 체계는 국민의 피로도를 줄이고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전염병을 통제하
는 것을 목표로 의료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을 상향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였다.
2021년 3월에는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었고(보건복지부 2021c), 새로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021년 6월까
지 비교적 확진자 수가 적은 경북 4개 시와 12개 군, 전남 전 지역, 경남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29)하였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중인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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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021년 7월~현재)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적용 지역

시군구, 시도, 권역

시군구, 시도, 권역

시군구, 시도, 권역

권역 또는 전국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 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기준

보조지표

예시

① 감염재생산지수(R값), ② 감염경로 중 ‘조사 중’ 비율, ③ 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 검사 양성률, ⑤ 위중증 환자 수, ⑥ 중증화율
▴수도권: 250명 미만
▴인구 300만 지자체:
30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30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6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인구 300만 지자체:
12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1a:17

단계의 조정과 결정 권한을 분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표 2-9> 참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권역별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 및 조정되었지만, 새
로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 조정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의
지속 여부 및 중환자 병상의 여력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R값)의 1
이상 여부,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조정의 기준은 주간 평균
29) 2021년 4월 26일부터 경북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을 대상으로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였고, 2021년 5월
3일부터는 전남 전체에 1단계, 2021년 6월 7일부터는 경남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1단계, 창녕군에 2단계를 시범 적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2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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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또는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단계를 상향하고,
단계 하향을 위해서는 7일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이슈30)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2021년 7월 이후)과 비교하여
2020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나치게 세분화한 체계,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 미흡, 다중이
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 누적,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부족, 소통과 협력 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보건복지부 2021c:6-10).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여 단계 상향에 따른 의미 및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
다. 또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되었음에
도 2차 유행 수준에 맞춰 설정한 낮은 확진자 수의 격상 기준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
기되었다(보건복지부 2021c:6). 1·2차 유행은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나, 3차 유행의 경우(2020년 11월 말 이후)는 확진자 접촉을 통해 소
규모의 감염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패턴을 보여 개인 활동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그림 2-24> 참조).
유사 업종 간 운영 제한 조치의 형평성 문제, 업종별 위험도 평가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운영 제한·집합 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손실보상이 없는 시설 규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 심화 등으로 정책의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도 큰 이슈이다(보건복지부 2021c:8). 또한, 종교시설, 의
료기관, 사업장 등에서의 집단감염 비중이 높음에도 자영업 등에 비해 종교시설, 사업
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는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다(<그림 2-25> 참조). 모든 시설·업
종별 방역원칙을 수립 중이나, 대상이 광범위하여 관련 협회·단체 등과 소통 및 현장성
30) 본 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4단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5단계 사회적 거리두
기 체계의 주요 이슈를 지적한 내용(보건복지부 2021c)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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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흡하고, 각 부처의 소관 시설과 관리 권한이 모호하여 소관 부처의 책임성 및 주
도적 역할이 미흡한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이슈이다.

그림 2-24 | 월별 감염경로 변화

출처: 보건복지부 2021c:7

그림 2-25 |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비중(2020년 1월 20일~2021년 1월 19일)

출처: 보건복지부 2021c:9

제2장 코로나19의 확산과 정책적 대응 ･ 65

3. 정책적 이슈와 시사점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의 확진자 발생 이후, 2020년 2월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
법」, 「의료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연합뉴스 2020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경보 발령 시 취약 계층 중심으로 마스크를 지급하
고, 의약품의 공급 부족 방지를 위해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
을 반영하였다. 「검역법」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오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함을 골자로 하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
자, 보호자 또는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의 마련을 담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이 조명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
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32) 및 관련 데이터의 공개·활용33)을 포함한 법률로 개정되었
다. 법률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질병관리청의 의견34)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의 활용방안은 종합계획 성격을 지닌 기본계획에 포함하기보다는 세부 시행 수단으로
써 활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감염병 정보공개의 경우 꼭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정보통
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
하여 시행하였으나, 단계 조정 기준의 핵심인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
등은 이미 확진자가 증가 또는 전파된 후의 사후적 대응 조치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사전 예방을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1. 의안번호 7357.
32) 일부개정법률 제7조 제2항 4의 2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 이력, 지역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 조항을 신설하였다.
33)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 2(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제1항의 정보공개 항목에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별·감염경
로별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 등의 사항을 추가하였다.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 2.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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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선제적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시공간 차원으로 더 세분화하여
문제지역을 처방하는 정책 마련과 시행 방법론이 미흡하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시설 중심의 방역정책으로,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내 출입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주요 시행 방법으로 ‘세밀한 시공간적 요소’의 고려가 부족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관리 시설에 대한 강제적 조치 시행은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희생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공간적 관점의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의 중심지역과 크게 떨어져 있는 지역의 시설까지도 확산 중
심 지역과 같은 수준의 정책을 강제적으로 요구당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
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국적 2단계 격상 당시에 수도권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으나, 다른 지역은 10명 이내로 나타나 지역 간 편차
가 큼에도 불구하고(보건복지부 2020b),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를 같게 적용하였다.35)
결국, 감염병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을 고려한 선별적 또는 세분화한 정책 시행을 위
해서는 세밀한 시공간적 확산예측을 반영하여 확산 위험지역에 대한 선별적 방역 대책
을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유형의 다양화, 다발성, 변이성 등에 대응한 적시 적소의
대응체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효과를 시뮬레이
션하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35) 현재는 시군구별로 조정이 가능하며, 향후 시군구 내에서도 차별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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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염병 확산모형과
대응정책의 효과 분석 사례 고찰

감염병 확산모형은 전통적인 수리모형에서부터 최신의 행위자기반 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통적인 수리모형은 감염률, 회복률 등 질병의 전파와 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파라미터들을
한 국가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거시적 변화를 예측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이동성 지표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고 있다. OxCGRT가 구축한 정부 대응 지수는 정책의
엄격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대응정책들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 이를 국내
역학조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정책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론 아이디어를 얻었다.

1. 감염병 확산모형의 발전 동향과 분석 사례
1) 감염병 모델의 발전
감염병 확산예측에 사용하는 수리 모델링이란 실제 현상을 수학적인 식으로 묘사하
는 것을 뜻하며, 수리 모델의 구축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수학, 통계, 수치적 계산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실생활 문제를 수리적으로 표현하여 구축한 수리 모델은 다
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현상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이창형 2020:3). 감염병
확산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링의 기원은 1760년 베르누이(Daniel Bernoulli)의 천연
두 발생 모델링을 그 시작으로 본다(심은하 2016:25). 감염병 모델은 감염대상군
(susceptible), 접촉군(exposed), 감염군(infectious), 격리/치료군(hospitalized),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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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군(removed)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데(<그림 3-1> 참조), 이와 같은 모델링의 시작
은 1927년에 Kermack과 McKendrick에 의해 개발된 SIR 모델이다(이창형 2020:5).

그림 3-1 | 감염병 모델의 종류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2 | 코로나19 수리 모델

출처: 이창형 2020:6

감염병의 확산 여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기초감염재생산(지)수(R 또는
R0, basic reproduction number)1)는 최초 감염자가 전파하는 평균 이차감염자 수를
1) 기초감염재생(지)수 = 전파율(transmissibility) × 접촉률(number of contact per day) × 감염지속기간
(duration of infectiou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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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이효정 2020:8). 수리 모델은 각 단계에 적용되는 파라미터를 확진자 관련 데
이터를 통해 계산하고, 모델 방정식을 통해 확산을 예측하게 된다(<그림 3-2> 참조).
수리 모델의 역사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감염병 계산기와 같은 오픈소스 계산
도구도 개발된 상태이며(<그림 3-3> 참조),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
면 쉽게 총확진자 수의 증가와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3 | 감염병 계산기(Epidemic Calculator)

출처: Epidemic Calculator. http://gabgoh.github.io/COVID/index.html (2021년 6월 1일 최종 검색)

2) 감염병 확산모형의 구분과 사례
시공간 확산모형의 구축은 감염병의 시공간 전파·확산을 분석하여 미시적 메커니즘
의 핵심 특성을 반영한 설계원리(design principle)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환경이 변화할 때 예상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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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감염병 시공간 전파·확산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원형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결정론적 거시모형을 기반으로 시공간 요소 및 미시적 특성을 모형
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확산모형은 크게 분석범위,
분석 방법, 사용 데이터에 따른 특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분석범위에 따른 구분
호흡기 기반 감염병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감염병의 특징과 필요성에 따
라서 정적(static) 또는 동적(dynamic), 공간적(spatial), 미시적(micro) 또는 거시적
(macro)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4> 참조). 먼저, 시간의 종속성 여부에 따라
감염과 확산 현상에 대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적(static, time-independent) 또는 동적
(dynamic, time-dependent)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간적인 요소를
감염병의 확산 또는 전파 등의 산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분석 등에서는 공간적인 요소의 고려 정도가 상대적
으로 낮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접촉과 확산에 대한 고려 정도에 따라
미시적(microscopic), 거시적(macroscopic), 또는 두 관점의 중간단계(mesoscopic)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4 | 분석범위에 따른 감염병 확산모형의 구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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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는 목적과 활용도에 따라 감염병 확산모형의 공간 고려 정도, 시간의
종속성, 대상의 범위가 다양하게 구성된다. <그림 3-5>는 거시적(macroscopic)으로
공간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례로, 시간과 공간에 따른 코로나19의 위험도 변
화 양상을 넓은 범위로 분석하였다. 해당 지역 전체의 감염 정도를 0.0~1.0 범위로
환산하고 지역구 단위의 상대적 위험도와 일별 변화의 비교가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
였다.
<그림 3-6>은 부산광역시의 역학조사 결과로 확인된 감염자 간 전파의 연결고리를
분석한 사례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미시적(microscopic)으로 개개인의 접촉 정도를 확
인하였지만, 시간적·공간적인 특성은 상당히 배제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7>은 확진자와 접촉자 간의 인과관계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관계도로 재구성한 예
시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특성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그림 3-6>
과 유사하다. 그러나 감염된 순서 및 감염 공간에 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어떤
확진자가 인접 감염자들에게 얼마큼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
에서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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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시간과 공간에 따른 코로나19의 위험도 변화 양상 분석(예시)

주: 거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정도를 0.0~1.0 범위로 환산하고, 공간적으로는 지역구 단위별, 시간의
종속성으로는 일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임
출처: Rambhatla et al.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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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부산광역시의 확진자 연결고리 역학조사 결과(예시)

출처: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2020:6(이효정 2020:6에서 재인용)

그림 3-7 | 네트워크 관계로 표현한 확진자와 감염자 간의 연결고리(예시)

주: 두 그래프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주요 확진자 또는 전파자 (상대적으로 큰 원
또는 네모)와 감염자 (큰 원과 연결된 상대적으로 작은 원 또는 네모) 간의 관계도를 나타내고 있음. 이를 통해 어떤
사람 또는 매개체가 감염병 확산의 중심축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식별 및 판단 가능
출처: (좌) Meyers et al. 2005:28; (우) Adegboye and Elfaki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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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에 따른 구분
감염병 확산모형은 분석에 요구되는 방식, 산출되는 결과의 특성, 활용하고자 하는
산출물의 목적에 따라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분석 방법에 따
른 구분은 크게 수리 기반 접근방법(mathematical-based approach)과 비-수리 기반
접근방법(non-mathematical-based approach)으로 구분한다. 통상적으로 ‘모형’이란
수리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진행하며, 대부분의 공개된 확산모형은 수리 모델 기반의 접
근방법이다. 수리 기반 접근방법은 결정론적(deterministic), 확률론적(stochastic),
행위자기반(agent-based) 모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결정론적 모형은 감염병과 관련된 제반의 요인들이 확정되어있고, 일련의 과정
들이 어떠한 연속적인 단계 아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모형 군(群)이다. 전통적
인 수리 모델인 SIR, SEIR, SEIHR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도미진 외 2017; Adak
et al. 2021; Olabode et al. 2021). SIR 모형은 감염병 전파·확산 대상 인구를 잠재
적 감염 가능 인구(Susceptible), 감염된 인구(Infected), 감염에서 회복한 인구
(Recovered)의 세 유형(partition)으로 구분한 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유형 간 이동
과 변화 추이를 아래와 같은 미분방정식으로 기술한다(Bian 2013).

     


        


     


미분방정식[1]은 시간 경과에 따라 잠재적 감염 가능 인구(S)로부터 감염된 인구(I)
로 이동하는 인구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유형 S에 남아있는 인구는 감소하고 S의 감소
분이 I로 이동함을 표현한 것이다. 즉, S의 감소 규모 혹은 I의 증가 규모는 전파율

β, 감염 가능 인구수 S, 감염자 수 I의 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미분방정식
[2]는 미분방정식[1]에서 유입되는 인구 규모(S→I)만큼 증가함과 동시에 회복되는 인
구수(gI)에 반비례하여 변화가 이루어짐을 표현한 것이다. 즉, g는 회복률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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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에 회복률을 곱하면 회복 인구수가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미분방정식[3]은 회복한 인
구수로서 앞서 I에 있다가 회복한 인구수 즉, gI를 의미한다.
실증자료를 토대로 위의 미분방정식을 수치적 방법 등으로 도출하고 파라미터(β,

g 등)를 추정하여 결정한 뒤, 단위 시간(dt: 일, 주, 월 등)에 대한 유형별 인구수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술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염병의 거시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 전통적인 SIR 모형이다. 위의 기본적인 미분방정식으
로부터 질병의 전파·확산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값(잠복기, 연령별 감염률의 차이,
출생률, 사망률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정교한 모형으로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다양한 파생 연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확률론적 모형은 감염병의 확산과 감염 등의 현상 등이 종합적인 확률론
에 근거한다는 가정하에 제시되는 모형 군으로 예측모형에 적합하다. 최근 소개되고
있는 SIR 수리 모델 군의 확률론 및 인공지능 이론 등을 활용한 접근 방법들이 이에
해당한다(도미진 외 2017; 황형주 2020; Adak et al. 2021; Jung 2020; Olabode
et al. 2021).
마지막으로 행위자기반 모형은 행위자 개개인의 행동 행태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
여 감염병의 확산과 감염 등의 과정 등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최근 발달한 컴퓨터 자원
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형 군이다. 행위자기반 모형은 결정론적 모형과 확률론적 모형
의 장점을 융합하였기 때문에 분석범위에 따른 구분에서 언급되었던 시간의 종속성,
분석 대상의 고려 범위, 공간의 고려 정도를 모두 만족할 수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에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는 한계가 있다(강전영 2021; 김찬수
외 2012; 배영미 외 2014; 전상은·신동빈 2018). <그림 3-8>은 나이에 따른 사람들
의 접촉 횟수와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른 감염확률에 대한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결과와 시각화에 관한 예시이다. 시간에 따른 인구 대비 감염자/증상 발현자의 변화(그
림 3-8의 좌상), 확진자의 나이에 따른 감염률(그림 3-8의 우상), 거시/미시적 공간
적 분석(그림 3-8의 하)이 모두 도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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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 접촉 횟수와 지역별 감염확률에 대한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결과(예시)

출처: Stroud et al.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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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의 단위에 따른 구분2)
전통적인 SIR 모형은 감염률, 회복률 등 질병 전파·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파라미
터들을 한 국가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거시적 변화를 예
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IR 모형은 인구구성과 공간에 있어서 등질성(homogeneity)
을 가정하는데, 이는 전파율이나 회복률 등을 공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물론, SIR 파생모형에서 인구 계층에 따른 역학적 특성을 세분하여 모형의 정
교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방정식으로부터 추정한 파라미터는 대상
지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SIR 모형에서는 등질성 가정과 함께 인구의 비이동성
(immobility) 혹은 고정성을 가정하므로 인구의 이동 및 접촉에 따른 전파·확산 메커니
즘을 반영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지리적 공간을 기본적
인 분석의 틀로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구구성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이동성(mobility)을 모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질병의 전파와 확
산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국가나 지역 전체에서 다수의 세분된 지역을 거쳐서 개인
(individual)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미시적 공간 단위를 적용한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가용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등 외적 요인이 이러한
미시적 모형의 발전을 가속하고 있다. SIR 모형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개발된 감
염병 전파와 확산모형은 SIR, SEIR, SEIHR 등의 수리모형과 행위자기반 모형의 개념
이 함께 결합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점이 특징이며, 분석 대상의 단위에 따른 구분은
모델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분석단위와 이동성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Bian
2013, <그림 3-9> 참조). Bian(2013)은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이 개인의 특성과 행위
의 차이를 고려한 개별(individual) 단위의 행태와 모집단의 그룹 행태로 설명하는 집
단(population) 단위의 행태로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2) 분석단위와 이동성 기준 정리 내용은 Bian(2013:4-10)의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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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이동성과 분석 대상의 구분에 따른 모형 구분 개념

주: 위 그림에서는 분석 대상의 단위에 따라 개인-부분 그룹-집단 등으로 구분하여 단위를 설명하고, 해당 단위의 이동성
특징에 따라서 거시(macro)에서 미시(micro)까지 그 특성을 구별함. X축은 이동성의 정도, Y축은 모형을 구성하는
분석단위를 나타냄
출처: Bian 2013:7

<그림 3-9>의 맨 좌측, 맨 하단의 「Population-based wave models」는 전통적인
SIR 모형에 지리적 공간을 모형 구성요소로 적용한 이른바 Three ring wave model
로, 최초의 감염이 가운데 위치한 초록색 원 중심에서 시작하여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으로 물결 모양의 연속적인 전파양상을 가정한 모형이다. 초록색 원은 최초 발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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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회복된 인구를 의미하고, 가운데 붉은색 원은 확산 중간에 있는 감염된 인구를 나타
내며, 바깥의 파란색 원은 가운데 원으로부터 전파가 예상되는 감염 가능한 인구를 의
미한다. 이 모형은 전통적 SIR 모형과 설계원리가 같으며, 단지 전파·확산 메커니즘에
지리적 공간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9>의 맨 좌측 중간에 있는 「Sub-population models」는 분석단위를 지리적
으로 세분화하고 이들 간 공간적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이 이루어짐을 전제함으
로써 감염병 전파·확산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좀 더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가령
대상지 전체를 일정한 크기의 공간 단위(cell, grid 등)로 나눈 뒤, 각 공간 단위를 세
분된 등질적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분석 단위별로 SIR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단위는 공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여전히 등질적 인구분포 및 지리적 비이동
성의 가정을 모형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경우 개체의 특성이 동일한 가축을 농장 단위로 구분(sub-population)하고, 차량 등의
이동을 매개로 농장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SIR 모형의 원리를 적용함으로
써 농장과 농장 간 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 과정을 추정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농장은 지리적 공간상에서 위치를 점유하는 개체들의 동일성을 가지는 분석단위
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적 가정 일부를 수정하여 공간 단위 개체들의 나이,
인구 규모, 가구 규모 등의 특성을 확률변수로 정의하고, 분석단위 내 인구의 이질성을
투영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결정론적(deterministic) 방식보다는 추계적
(stochastic)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
<그림 3-9>의 맨 좌측 최상단에 있는 「Individual-based cellular automata models」
는 분석단위로 지리적 공간상에서 특정 위치를 고정적으로 점하고 있는 개체를 가정하
고, 개체 간 국지적 상호작용(local interaction)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감염병의 전파·
확산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Sub-population models」의 경우는 지리
적 공간 단위(예: 농장) 간 상호작용이 대상지 내에서 거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지만, 「Individual-based cellular automata models」의 경우는 개체 간 상호작
용이 지리적으로 좀 더 한정된 국지적 수준에서 발생함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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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상병과 같은 수목 전염병이 전파·확산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고정된 위치를 점유
하는 나무 개체는 바람의 흐름이나 곤충의 이동 등을 통하여 나무 개체 간 국지적 전파
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분석단위인 개체는 여전히 비
이동성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SIR 모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파·확산 과정을 추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9>의 맨 우측 중간에 있는 「Mobile sub-population models」는 「Subpopulation models」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지만, 분석단위 자체가 지리적 이동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모형에서는 감염이 다수의 분석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석단위가 지리적으로 이동하며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군 병영(military camp)
에서 특정 분대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분대가 소대로 합류하면 타 분대로 전파
가 이루어지고, 작전 전개 과정 등에서 분리되어 타 소대의 분대와 접촉하여 전파하는
경우 등에 해당 모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이동하는 과정에서 합류, 분리
등의 상호작용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분대를 분석단위로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
이 일어날 때 분대 내의 역학적 개체 동일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그림 3-9>의 최상단 중간에 있는 「Individual-based spatially implicit models」는
질병 전파의 실질적 단위로 볼 수 있는 개인 간 사회적 연결구조를 적용하여 확산과정
을 추정하는 모델이다. 분석단위가 개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성과 이질성을 가
지고 있으며, 개인 간 상호작용은 사회적 연결망 구조를 반영하여 측정 대상이 되는
개인들 간에만 국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 물론, 사회적 연결구조 형성
을 위하여 지리적 공간상에서 개인의 위치 관련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
다. 이에 따라 모형의 명칭에 implicit(암시된, 내포된)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것이다.
개인 간 이질성, 이동성, 국지적 상호작용 등의 특성은 일률적 파라미터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모델링 과정에서 분석단위로서의 개인이 보이는 다양한 행태를 추계
적(stochastic) 방식으로 추정한 뒤 집단적 전파특성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DS와 같은 성병의 전파·확산의 경우 개인마다 이질적 특성(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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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성적 취향 등)을 가지며,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특정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병이 유발되는 행태적 특성이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분석단위인 개인으로부터 도출된 이러한 개별적 특성으로부터
일종의 통계적 특성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감염병의 전파·확산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9>의 맨 우측 최상단에 있는 「Individual-based mobile models」는 「Individual
-based spatially implicit model」에 지리 공간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의 지리적 위치변화를 이동궤적(timeline)으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이동궤적이 겹치는 시간과 공간이 발생하면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한 연결구조(linked
structure)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연결구조는 특정 시간에 지리 공간상
에서의 물리적 접촉이 반드시 전제되기 때문에 개인의 시공간적 위치 정보가 모형 구성
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연결구조의 변화가 질
병의 전파·확산 양상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구조는
SIR 모형과 같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도출하여 결정한 질병의 전파·확산 관련 파라미터
를 대상지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결정론적 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일정한 통계
적 규칙성을 보이는 추계적 과정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달리 말하면, 일상
생활 속에서 관찰되는 개인의 행태는 결정론적 규칙에 따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오히려 개인 행태의 범위가 일정한 통계적 분포를 따른다고 전제하고, 연결구조를
형성하는 개인의 행태 특성으로부터 통계적 규칙을 도출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염병의 전파·확산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지리적 공간의 유형
을 직장, 가정, 기타 장소(상점, 문화센터, 교회 등)로 단순화할 때, 세 가지 유형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타인들과 시공간 위치가 겹치게 되
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상호작용 내지는 접촉을 통한 연결구조가 형성되어 감염병의
전파·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연결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개
인 단위의 정보를 현실에서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공간 단위(예: 읍면
동)로 집계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통계정보 및 기타 다양한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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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에서 현실을 모사한 행태 특성을 가지는 가상의 개인들을 생성한 뒤, 이들의
시공간 궤적을 분석하여 연결 관계를 규정하고, 이로부터 감염병의 전파·확산 수준을
정량화하는 지표(예: 도시 내 감염자 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모사하여
만들어낸 개인들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매우 많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여
러 번 반복하면 전파·확산 수준을 정량화하는 지표의 통계적 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분포를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리적 공간상에서 질병의 전파·확
산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통계적 대표지표를 추계적 시뮬레이션 형태로 추정해볼 수
있다.

(4) 사용 데이터에 따른 구분
감염병 자체의 특징,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 데이터의 효용은 다
르다. 전통적인 감염병 확산예측모형은 역학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에서 요구하
는 분석단위에 따라 인구 요소를 통계적으로 계산한 값을 기본 데이터로 사용해 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분석 시스템 성능의 향상과 공공빅데이터 등의 가용성이 확장되어 다
양한 조합의 데이터가 기본적인 인구 요소 데이터에 더해지게 되었다.
공공빅데이터(황교상 외 2014)와 공간 빅데이터(최석현·하보란 2013)의 활용이 가
능해지면서, 전통적인 감염병 확산모형을 데이터 측면에서 확장하는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 또한 유럽과 미국 등과는 다른 한국의 지역적 확산행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형 감염병 확산모형의 개발 연구도 수행되었다(배영미 외 2014; 이효정 2020; Jung
2020). 가장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거쳐 생산되는 휴대전화 기반의 위치 정보
와 통계적 처리를 거친 유동 인구 데이터 등도 효용성 높은 데이터로 감염병 확산모형
에 활용되고 있다(강태경·길유미 2020; 장요한 외 2020).
시간의 종속성을 고려하고, 분석 대상을 파악하고, 공간 데이터의 활용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분석범위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고효율의 분석방법론 선택
이 사용 데이터의 선정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더욱 정교한 감염병 확산모형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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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역학조사 결과와 같은 직접적인 감염병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분
석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여러 사회현상과 관련한
데이터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감염병 모델링 도구의 종류와 특징
감염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만큼 다양한 모델링 도구들이 개발되어 감염병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결정론적 감염병 모형 구축에 필수적인 인구 요소에 기
반한 단순한 모델링 도구에서부터 현재는 분석단위의 시공간적 축소와 개체의 이동성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파라미터와 기능이 탑재된 모델링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모델링 도구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다. 20여 개의 모델링 도구를 결정론적
모형과 확률론 또는 행위자기반 모형 등 분석 방법의 특징을 바탕으로 두 그룹으로 구
분하여 평가한 Heslop et al.(2017)의 연구를 참고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염병
모델링 도구의 특징 파악이 가능하다(<그림 3-10>, <표 3-1> 참조).
그룹 1로 구분된 수식 및 관계식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결정론적 모델링 도
구는 입력 데이터의 일반화된 규칙과 모델링 결과의 산출 형태가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또는 엑셀(Excel) 환경에서 구축된 도구들이다. 그룹 1의
도구들은 사용의 편리함이 주요 장점이지만, 적용 분야 및 시각화의 다양한 제약이 혼
재되는 단점이 존재한다(Heslop et al. 2017).
그룹 2로 구분된 확률론 및 행위자기반 도구들은 계산과정의 특이점과 가용 데이터
의 포용적 특성 때문에 C++, Python, R 등 다양한 컴퓨터 언어와 Windows, Mac,
Linux 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을 바탕으로 구축된 점이 특징이다. 그룹 2의 도구들은
다양한 데이터와 감염병 문제에 응용이 가능한 융통성이 높다는 것, 컴퓨터 언어 기반
으로 사용자가 수정(custom)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화가 가능한 것이 주요 장점이지
만, 컴퓨터 언어와 다양한 플랫폼 환경 등에 대한 선지식이 요구되는 제약이 있다
(Heslop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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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연구자가 다루고자 하는 감염병 자체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모델링을 통
해 얻고자 하는 결과, 모델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에 대한 지식, 플랫폼
환경과 같은 컴퓨팅 자원의 여부에 따라 적절한 모델링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이 최선이
라 할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어떠한 도구가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림 3-10 | 유용성과 사용성을 바탕으로 한 감염병 모델링 도구 평가 결과

주: x축은 모델링 도구, y축은 평가된 점수의 높고 낮음, 색의 진하기는 성능지표를 나타냄
출처: Heslop et al.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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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감염병 모델링 도구 평가표
FluSurge2 0

FluWorkLoss

Asia Flu Cap

FluLabSurge

CPID

GleamViz

Texas Pandemic

BERM

D

D

D

D

D

D

S

D

S AB D

S AB AB AB

2

3

2

2

1

2

1

4

3

4

5

3

5

5

5

5

적응성

1

2

1

2

3

1

2

2

2

2

3

4

1

4

5

5

5

4

5

5

확장성

1

4

2

4

3

2

4

4

4

4

1

1

1

5

5

5

5

4

5

5

지리적 해상도

1

1

1

1

1

3

1

1

2

3

3

4

4

1

4

5

5

5

5

5

시간 해상도

1

1

4

4

4

4

4

4

4

4

3

4

4

5

4

5

4

4

5

5

인구 해상도

3

5

5

5

5

5

5

5

5

5

5

2

5

5

5

5

5

5

5

5

플랫폼 호환성

3

1

1

1

1

1

1

1

1

1

5

3

5

5

1

2

2

5

5

5

전체적인 유용성

3

4

4

3

4

4

4

4

4

4

5

4

4

3

5

4

5

5

4

5

전체적인 사용성

2

4

4

4

4

4

4

4

4

4

4

4

4

4

2

2

2

5

5

2

⦁

교통 모델링
⦁ ⦁ ⦁ ⦁ ⦁ ⦁

인구 모델링

⦁

⦁

⦁ ⦁ ⦁ ⦁

⦁ ⦁ ⦁ ⦁

⦁ ⦁ ⦁ ⦁
⦁

복잡한 시스템 기능
⦁ ⦁

HPC 지원

EMOD

StatFlu

S

2

Modelling4All

Community Flu

D

4

FRED

FluAid2 0

D

2

。

EpiGrass

GER

D

3

。

SISpread

VacStockPile

D

유연성

。

FluTE

SimFlu1 0

기본 모델링 방법*

모델링 도구 이름

⦁ ⦁

⦁

⦁

⦁

실시간 기능

⦁ ⦁ ⦁ ⦁ ⦁ ⦁ ⦁ ⦁ ⦁ ⦁ ⦁ ⦁ ⦁ ⦁ ⦁ ⦁ ⦁ ⦁ ⦁ ⦁

후향적 분석

⦁

⦁

⦁

⦁

⦁

⦁

⦁

전향적 분석

⦁ ⦁ ⦁ ⦁ ⦁ ⦁ ⦁ ⦁ ⦁ ⦁ ⦁ ⦁ ⦁ ⦁ ⦁ ⦁ ⦁ ⦁ ⦁

의사 결정 보조

⦁ ⦁ ⦁ ⦁ ⦁ ⦁ ⦁ ⦁ ⦁ ⦁ ⦁ ⦁ ⦁ ⦁ ⦁ ⦁ ⦁ ⦁ ⦁

위험 관리 지원

⦁

기계 학습 지원
⦁

GIS 지원 기능

⦁ ⦁ ⦁
⦁

다중모드 사용자 지원
그룹 1

⦁

⦁ ⦁
⦁

⦁

⦁ ⦁ ⦁

그룹 2

주: 기본 모델링 방법*에서 D는 결정론적(Deterministic) 모형, S는 확률론적(Stochastic) 모형, AB는 행위자기반
(Agent-based) 모형을 의미. 대부분의 결정론적 모형이 Group 1에 속하며, 대부분의 확률론적 또는 행위자기반
모형은 Group 2로 구별되어 분석. 또한, 숫자로 표현된 결과는 연구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산출된 5점 만점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며, 모델링 도구의 기능적 특성의 유무는 점(⦁)으로 표현됨
출처: Heslop et al.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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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대응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 사례
1) 초기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효과 분석
옥스퍼드대학교의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University of Oxford) 연구팀은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대륙별 군집집단 간 코로나19
로 인한 감염률과 치사율은 상이하지만, 초기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모든 국가가 매우 엄격한 전염병 대응정책을 시행한 것을 밝혔다(Hale et al.
2021). 즉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시작되었던 초기에 각국 정부의 대응정책은 공통성
(commonality)이 있다는 것으로, 치료제 및 예방을 위한 백신이 부재한 초기의 긴급
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강력한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전염병 확산 예방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그림 3-11).
최근 미국(Kim & Kwan 2021) 및 영국(Lee et al. 2021) 사례연구에서는 초기 강
력한 봉쇄정책으로 사람들의 이동성(mobility)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이후에 코로
나19 전파속도가 둔화하였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를 통해 초기 강
력한 정부 대응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정부
정책에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차(time-lag)가 존재하며, 강력한 초기 봉쇄
정책이 코로나19의 전파속도 및 심각성을 줄일 수 있었지만, 봉쇄정책이 길어지며 발
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후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 시행 및 단계적인 봉쇄정책 해제로 전환되었다는 한계점도 논의되었다(Kim
& Kwan 2021). 대표적으로 주말/야간통행금지 및 지역별 이동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tion number, R)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급격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유행이 발생한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Pullano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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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초기 대응 클러스터링

주: 그래프의 각 행은 지역별로 그룹화된 183개 국가, 두 개의 수직 점선은 2020년 3월 중순의 2주간의 기간, 원은
국가가 10번째 사망을 경험한 날짜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국가의 질병 진행이 흩어지는 패턴에도
불구하고, 이후 몇 달 동안 관찰된 정책 지수와 큰 차이를 보이는 초기 2주간의 정책 대응 집중을 보여줌
출처: Hale et al. 2021:531

2) 정책적 대응과 일상생활 이동성의 변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급격한 정부 정책은 다른 정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강력한 이동 제한 및 규제로 인해 개인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Borkowski et al. 2021).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연구로는 옥스퍼드
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정부 정책지표3)와 구글 이동성 데
이터4)를 사용하여 선형패널회귀모형(panel regression models)을 구축하고, 정부 정
3) 정부대응지수(Government Response Index, GRI), 방역보건지수(Containment and Health Index, CHI),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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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Hale et al.
(2021)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편향된 효과(biased effect)를 줄이기 위
한 통제변수에 매일 보고되는 사망자 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지표에 따른 일
상생활, 즉 이동성 변화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대응지수(GRI), 방역보건지수(CHI) 및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동성 지표는 공원 방문이며, 유통 및
레저장소 방문, 대중교통 정류장 방문, 직장방문, 그리고 식료품 상점 및 약국 방문
순으로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2> 참조). 반대로, 정부 정책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다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
당 연구 결과는 엄격한 전염병 대응정책이 개인의 이동규제 및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은 초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변
화를 이동성(mobility) 지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평가 및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했다(Oliver et al. 2020). 다양한 이동성 지표는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시계열적 변화와 더불어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동행
태 변화를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3-2>
참조). 이들 연구에서는 이동성 변화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표들로 교통량, 일별 총
통행 수, 일별 평균 통행시간, 통행 거리, 통행목적, 체류시간, 이동반경의 변화를 사
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이동성 반응을 분석하였다.

4) 구글 이동성(mobility) 데이터는 거주지에 머무르는 시간(time in residence), 식료품 상점 및 약국 방문(grocery
and pharmacy visits), 직장방문(workplace visits), 대중교통 정류장 방문(transit station visits), 유통 및
레저 방문(retail and recreation visits), 공원 방문(visit to parks)의 6가지 지표에 대한 절대적인 방문자 수가
아닌 상대적인 방문 빈도의 변화를 2020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5주간 유동 인구수의 중간값(median)을
기준으로 비율(percentage)의 변동추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Google LL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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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 정부 대응과 총인구 행동의 다양한 조합 간의 연관성

출처: Hale et al. 2021:534

표 3-2 | 이동성 변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지표

선행연구

교통량 변화

Beria & Lunkar, 2021; Schlosser et al., 2020; Xiong, Hu, Yang, Luo, et al.,
2020

일별 총통행 수

Lou et al., 2020; Pan et al., 2020; Xiong, Hu, Yang, Younes, et al., 2020;
Zhang et al., 2021

일별 평균 통행시간

Borkowski et al., 2021

일별 평균 통행 거리

Gatalo et al., 2020; Hong et al., 2020; Lou et al., 2020; Pan et al., 2020;
Weill et al., 2020; Xiong, Hu, Yang, Younes, et al., 2020

통행목적 변화

Shakibaei et al., 2021

거주지 체류시간 변화

Fu & Zhai, 2021; Hu et al., 2021; Jay et al., 2020; Pan et al., 2020; Weill
et al., 2020

이동반경 분석

Gauvin et al., 2020; Hernando et al., 2020; Lee et al., 2021; Park et al.,
2021; Pepe et al., 2020; Santana et al., 2020; Yabe et al., 2020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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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vellet et al. (2021)은 이러한 이동성의 감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어
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림 3-13과 같은 연구 프레임을 작성하였다.
감염전파와 이동성 사이에는 매개변수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감염이 일어나는 시간
(Rt,i)의 유효 재생산지수와 이동성(mt,i)을 연계하였다. 또한, 구글과 애플에서 제공하
는 자료를 결합하여 이동성 지표를 제작하였고, 이 지표와 재생산 지수감소와의 인과
관계를 음이향 모형(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3-13 | 이동성 감소가 코로나19 전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식도

출처: Nouvellet et al.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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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 국가별 이동성 감소에 따른 코로나19 재생산지수의 변화

주: 청록색 및 주황색 임계치는 각각 이동성-전달성 관계의 변경 전과 후를 나타내며, 두 개의 R-제곱 값은 관계의
변화가 추론되었음을 나타냄
출처: Nouvellet et al.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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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의 임계치는 국가 간에 상당히 달랐고, 고려 대상 국가의 이동성 감소 임계치
의 중앙값5)은 엄격한 통제 조치의 완화에 따라 이동성과 전염성의 관계가 변경된 후
51%에서 16%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이동성과 전달성 사이의 관계가 약화하였음을 반
영하므로 최근에는 감염병 전파에 대한 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이동성의 급격한 감소가
덜 필요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5월에 급격한 이동성 지표 감소에
따라 재생산지수도 감소하는 시계열적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이동성 지표가 봉쇄정책
(lockdown) 이후 상승함에 따라 재생산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통해 추론된 상관관계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 52개 국가별 모델 설명지수를 살펴본 결과, 이
동성 감소(x축)에 따른 재생산지수 감소(y축)가 영국/벨기에(98), 덴마크(96), 그리
고 터키/스위스/독일(9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14> 참조).
세계적인 공간분석의 선구자인 Mei-po Kwan(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Luc Anselin(University of Chicago), Michael Batty(University College
London), 그리고 Carlo Ratti(MIT Sensible City Laboratory) 등이 참여한 Zhu et
al. (2021) 연구에서는 전 세계 71개 도시,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교통수단별 이동성
변화와 일일 확진자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 시계열 자기 회귀모델(multivariate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작성하여, 이동성의 변화가 미래의 일일 확진자 예측
에 도움을 주는지, 반대로 미래 일일 확진자 예측에 이동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변
량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랜저 인과관
계 검정은 두 개 이상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한 변수의 과거 데이터와 다른 한 변수의
과거 데이터 결합으로 시계열을 선형 예측하였을 때, 다른 한 변수의 과거 데이터로
선형 예측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있다면 그랜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고 본다(Granger 1969). 특히 해당 검정은 원인과 결과가 불투명할 때, 시차분포모형
(distributed lag model)을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Bushman et al.
2020).
실제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의 인과성(casualty)을 추정하는 것과
5) 추정하는 국가별 중앙값의 중앙값으로 재추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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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시차분포모형은 시계열 변수(x) 자신의 과거 값과 더불어 다른 시계열 자료(y)
에 적절한 시차를 적용하여 시계열을 추정할 경우, 자신의 과거 값(x-1)만으로 예측하
는 것보다 정확하다면, 다른 시계열 자료(y+1)로부터 인과 방향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간주한다(Willis & Tranos 2021). 이러한 인과관계 검정은 선택하는 시차(lags)의 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최적의 시차를 선택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을 작성한다. 이를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최적화 시차 길이 선택
(optimal lag length selection) 과정에서 다양한 적합도 지수(goodness-of-fit) 기준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및 SC(Schwarz Criterion)에 기반을 둔 방법이 사
용된다(Box et al. 2015). VAR은 시계열 자료변수가 자신의 과거 자료에 영향을 받는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에 여타 변수의 과거 자료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한 모형으로서, 주로 경제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상호연계
성이 높은 시계열 자료 분석에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회귀모형은 사용되는
변수 및 표본 기간, 시차 길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Hyndman & Athanasopoulos 2018).
<그림 3-15>는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교통수단별 이동
성 지수와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71개 도시 35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파란색으로 나타난 항목은 95% 수준(p<0.05)의 통계적 유의성에서 각 이변량 시계열
자료(bivariate time-series data, 예: w-c, t-c, d-c)는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인과관계의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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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 4개 변수 간의 Granger 인과관계 지도와 행렬

주: a. 이 연구는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의 35개국 71개 도시를 조사하였음
b. 하나의 변수가 p값이 0.05보다 작을 때, 다른 세 변수와 Granger 인과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회색 타일은 원본
데이터가 누락된 null값을 나타냄. y축의 w: 개인 도보, t: 대중교통, d: 운전, c: 일일 코로나 환자 수를 의미함
출처: Zhu et al. 2021:6

3) 정책적 대응의 유효성 분석
Nature Human Behaviour에 투고된 Haug et al.(2020) 연구에선 코로나19 범유행
의 초기 유행(1st wave: 2020년 3~4월)에 수립된 전염병 대응정책 중 46개의 비약물
적 개입(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재생산지수(R,
reproduction number)를 낮추는 데 기여했는지와 어떠한 요인이 가장 유효성
(effectiveness)이 높았는지를 4가지 회귀모형6)을 통해 분석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
6) 4가지 회귀모형은 환자-대조군 분석(case-control analysis), 라소 시계열 회귀모형(LASSO time-series
regression),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회귀 트랜스포머(regression transformer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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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다양한 정부 정책을 이동 제한(travel
restrictions),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그리고 개인 보호조치(personal
protective measures)와 같은 일련의 범주화를 통해 분석한 것과는 달리, 세부 정책별
로 재생산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은 소규모와 대규모 모임 취소(small and mass
gathering cancellation), 교육기관 폐쇄(closure of education institutions), 국경통제
(border restrictions)로 밝혀졌다. 가용한 개인보호장구 증대(increase availability of
PPE), 국가 봉쇄와 개인 이동 제한(national lockdown and individual movement
restrictions), 검역(quarantine) 등도 영향력 있는 정책에 포함되었다. 가장 도움이
되지 못한 정책으로는 국제적 도움 수용(receive international help)과 실험실 검사능
력 증대(enhance laboratory testing capacity)로 나타났고, 격리 및 검역 시설 증가
(increase in isolation and quarantine facilities), 대중교통 대책(measures for public
transport) 등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16> 참조).
나아가 해당 연구는 국가별로 대응정책의 유효성이 다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준화된 엔트로피 지수(normalised entropy index)를 산출하였다(<그림 3-17> 참조).
엔트로피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비슷한 유효성 순위를 보이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measures)
와 여행 제한(travel restrictions) 정책에 높은 엔트로피 지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국
가별로 코로나19 대응 효과가 상이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사례식별, 접
촉자 추적 및 관련 조치(case identification, contact tracing and related measures)
항목은 국가별로 다른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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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 46개의 비약물적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재생산지수에 미치는 효과

출처: Haug et al. 20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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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 모든 비약물적 대응정책에 대한 정규화된 엔트로피와 순위

출처: Haug et al. 2020:1307

다시 말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이동 제한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나 지역
적으로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s)가 사회,
경제, 그리고 국가교류 및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양날의 검(nuclear option)’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치료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적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정책을 제언하였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를 통한 위험지역에 대해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은 사람들 자체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선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correct information)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Haug et al. 20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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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xCGRT의 정책 반응 지수
옥스퍼드대학교의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University of Oxford)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부 대응 추적기(The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이후 OxCGRT)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
별로 서로 다른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 항목 및 세부 항목의 정량화를 바탕으로 연구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종합적
인 엄격성 지수를 제공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와 대응
정책의 결과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Hale et al. 2020; Hale et al. 2021).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7)는 23개의 정량화된 지표8)이며, 180개 국가를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데이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별 정책의 유형 및 변화를 종합
한 총 4개의 지수를 작성하여 제공한다.9) 지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지표들은 봉쇄
및 폐쇄(Containment and Closure, 8개 지표), 보건 시스템(Health systems, 8개 지
표), 경제적 대응(Economic response, 4개 지표), 백신 정책(Vaccine policies, 3개
지표), 기타정책(Miscellaneous policies, 자유 응답)으로 구성된다(<표 3-3> 참조).
이들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 대응 지수(Government response index, 16개 지표반영),
봉쇄 및 보건 지수(Containment and health index, 14개 지표반영), 엄격성 지수
(Stringency index, 9개 지표반영), 경제지원 지수(Economic support index, 2개 지
표반영) 등을 생성한다(<표 3-4> 참조).

7) 공개데이터 저장소(open data repository)인 GitHub (https://github.com/OxCGRT/covid-policy-tracker
/blob/master/data/OxCGRT_latest.csv 2021년 7월 1일 최종 검색)을 통해 제공한다.
8) 2021년 7월 1일 기준 백신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16개에서 총 23개의 인자로 확장되었다.(자세한 내용은
https://github.com/OxCGRT/covid-policy-tracker 참고)
9) 자세한 코드북(codebook)은 부록4 및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github.com/OxCGRT/covid
-policy-tracker/blob/master/documentation/codebook.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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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OxCGRT 지표
아이디

이름

종류

일부/전체

C1

휴교

서수형

지리적

C2

직장폐쇄

서수형

지리적

C3

행사 취소

서수형

지리적

C4

모임 제한

서수형

지리적

C5

대중교통 제한

서수형

지리적

C6

외출 제한

서수형

지리적

C7

국내 이동 제한

서수형

지리적

C8

해외 이동 제한

서수형

없음

E1

가계 소득지원

서수형

부문별

E2

가계 부채 구제

서수형

없음

E3

재정 조치

숫자형

없음

E4

국제 지원

숫자형

없음

H1

공공캠페인

서수형

지리적

H2

검사 정책

서수형

없음

H3

접촉 추적

서수형

없음

H4

보건 응급 투자

숫자형

없음

H5

백신 투자

숫자형

없음

H6

안면 가림

서수형

지리적

H7

백신 정책

서수형

비용

H8

노인 보호

서수형

지리적

V1

백신 우선순위 부여

범주형

없음

V2

백신 자격/가능성

범주형

없음

V3

백신 재정 지원

범주형

없음

M1

기타 응답

문자형

없음

봉쇄 및 폐쇄

경제적 대응

보건 시스템

백신 정책

기타

출처: Hale et al.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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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OxCGRT 지수별 사용 지표
지표

정부 대응 지수

봉쇄 및 보건 체계 지수

엄격성 지수

경제지원 지수

k

16

14

9

2

C1

ü

ü

ü

C2

ü

ü

ü

C3

ü

ü

ü

C4

ü

ü

ü

C5

ü

ü

ü

C6

ü

ü

ü

C7

ü

ü

ü

C8

ü

ü

ü

E1

ü

ü

E2

ü

ü

E3
E4
H1

ü

ü

H2

ü

ü

H3

ü

ü

H6

ü

ü

H7

ü

ü

H8

ü

ü

ü

H4
H5

V1
V2
V3
주: M1은 문자형 지표로 제외되었으며, 출처에 있던 舊엄격성 지수(Legacy stringency index)는 초기 엄격성 지수와의
연속성을 위해 계속해서 제공되는 것이어서 본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출처: Hale et al. 2021:35

4개 정책 지수의 값은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평균값으로 계산되며(식 3-1 참
조), 0~100 사이의 값으로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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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

정부 대응 지수(Government response index)는 각국 정부의 봉쇄 및 폐쇄 정책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 경제적 정책(economic policies), 보건 시스템
정책(health system policies) 지표를 통해 작성된다. 봉쇄 및 보건 지수(Containment
and health index)는 코로나19 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및 보건 조치를 나타내는 지수
이며,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는 학교 및 직장폐쇄, 공공 행사 취소, 여행 금지
등 국민의 이동 및 경제활동 제약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그리고 경제지원 지수
(Economic support index)는 소득지원, 부채탕감 등 경제적 지원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OxCGRT는 정부 정책 대응 지수를 활용한 연구논문 및 정책보고서에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및 치사율 변화를 시계열적 변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Cameron-Blake et al. 2020; Hale et al. 2020; Hale et al.
2021). 선행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초기에 적
절한 봉쇄 및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점과 강력한 봉쇄 및 정책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지 않으며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봉쇄 및 폐쇄조치는 즉각적인 감염률의 감소를 가져
오지만,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및 부양정책이
추가로 요구된다.

제3장 감염병 확산모형과 대응정책의 효과 분석 사례 고찰 ･ 105

3. 감염병 모델링과 정책 효과 분석의 시사점
전통적으로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은 지리적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접촉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이동 및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
와 확산은 지리적 공간이라는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시공간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 현상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현상에 대한 체계
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일종의 종합적인 분석플랫폼으로 활용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 메커니즘을 다루는 기존의 다양한 역학 모형(epidemiological
model)에서는 전파와 관련된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이를 전국 단위의 거시적 특성으로
규정하여 전파·확산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예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감염병
의 전파와 확산이 사람의 이동 및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 이러한 이동
및 접촉과 관련된 세부적인 행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동 및 접촉 행
태는 지역 여건의 차이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전국 단위 매개변수 추정 결과를 일
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동 및 접촉 행태에 있어서 국지적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
하여 전파·확산과정을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지리 공간상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 행태를 모형으로 단순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염병 전파·확산의 변화추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고 국지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분석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각국 정부는 초기의 강력한 이동 통제 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응정책을 시행해 왔다. 각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책의 엄격성을 산
출하고 직접적인 확진자 수의 감소나 간접적인 이동량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인
분석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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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몇몇 정책(예: 마스크 착용 의무화)은 적용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
기도 한다. 또한 국가별로 가용한 대응정책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정책에 대한 반응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각국의 정책에 맞는 효과 측정법이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방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보여 준 정책의 효과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어떠한 정책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구에서 한 발짝 나아가 감염병의 확산을 미리 막기 위해
서는 확산 이전에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적용 시 예상되는
확진자의 수를 시공간적으로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선제 대응으로 감염병
의 확산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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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코로나19 방역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 정립

이 장에서 설명하는 방역정책 시뮬레이션 모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단계 변화 기간을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기초로 국내 방역정책의 단계별 엄격성과 시군
구,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를 산출한다.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통해 전국의 확진자 발생빈도를 예측
하며, 예측된 전국 확진자 수를 시군구와 감염경로별로 배분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배분 시뮬
레이션은 과거에 발생했던 확진자 수의 전국 대비 해당 시군구 비중에 비례하는 방식이며, 감염경로
와 관련 있는 시설의 밀도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하는 특징이 있다.

1. 방역정책 시뮬레이션 개요
1) 모델의 개념과 특징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이 장기화하면서 확진자 수 및 감염경로의 유형 등에 따른 전
파·확산 양상에 대응하여 방역정책의 단계를 조정해오고 있다. 방역정책의 단계 조정
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설정해 놓은 단계를 기준으로 확진자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이 방역정책의 핵심
수단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에는 여러 접근법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대응정책단계별 엄격성과 확진자 수의 변화를 직
접적으로 연계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이동성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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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xCGRT의 방법론에 착안하여 사회적 거리두
기 단계에 따른 정책별 엄격성의 변화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역학조사 결과를 연계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 분석은 이동성의 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위주였다. 그러나 방역정책의 수단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에 논란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
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동량이 회복되어 이동량을 통한 방역정책의 효과
를 분석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경로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업종 유형별 위치에 관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방역정책 시행에 관한 논의가 필요
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보한 확진자의 감염경로 정보를 자체 기준
에 따라 구분하여 확진자 DB를 구축·관리하고 있는데, 이 감염경로의 위치 정보와 감
염경로와 관련된 업종의 위치 정보를 연계한다면 감염과 관련이 있는 업종 밀도 등을
산출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상세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업종 유형별로
감염경로에 대한 지역 단위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의 주요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와 연관된 업종 유형별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시군구)
단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측해볼 수 있는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제안한다. 질
병관리청의 실증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확진자 수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구축하고, 이를 시군구 단위의 업종 유형별 시설의 개수 데이터와 결합하여 향
후 전국 단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빈도가 주어질 경우, 시군구 단위 발생빈도는 어떠
할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로 야
기되는 정책의 효과를 시군구 단위로 예측되는 확진자 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구조를 살펴보면(<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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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참조),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단계 변화 기간을 도출
한다. 도출된 주요 단계 변화 기간에 맞추어 OxCGRT 데이터에서 국내 방역정책단계
별 엄격성을 산출하고,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데이터에서 시군구와 감염경로별 확진
자 수를 산출한다. 이 두 데이터는 결합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에 쓰이게 되는데, 시뮬레
이션 단계에서는 먼저 전국의 확진자 발생빈도를 예측하고, 예측된 확진자 발생빈도를
업종의 비율이 고려된 배분 시뮬레이션에 입력하여 시군구 단위와 감염경로별 확진자
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정책단계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 |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구조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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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변환과 단계별 방법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단계 변화 기간을 도출하는 내용과 시
군구와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를 역학조사 DB에서 산출하는 내용은 제5장의 시뮬레이
션 모델의 시범 개발 및 적용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새로 개발된 방법론의
특징적인 부분인 OxCGRT의 엄격성 지수 산출 부분, 전국 확진자 발생빈도 예측과
배분 시뮬레이션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의 엄격성 산출
OxCGRT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대응 지수 산출과 관련하여 휴교, 직
장폐쇄, 행사 취소 등 총 23종의 계량적 지표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각
지표 적용의 엄격성에 따라 보통 1~3단계(또는 4단계)로 정책의 엄격성을 산출하고
있다. 공개된 지표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8개의
정책을 선택하고, 엄격성 척도법을 응용하여 새롭게 정책별 엄격성을 부여하였다(<표
4-1>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방역 지침과 단계 변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발표되었던 거리두기 단계1) 조정 정보를 종합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8개
정책의 단계별 엄격성을 산출하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된 엄격성은 1~4단계로 부여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내용이 1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단계별로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3단계에서는 2.5단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
다. 모임·행사 제한, 스포츠 관람 제한, 등교 제한, 종교활동 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
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방역 지침의 엄격성이 단계별로 계속 증
가하기 때문에 엄격성을 1~5단계로 부여하였다. 교통시설 이용 제한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에서의 방역 지침에 차이가 없어 두 단계에서는 같은 1단계
의 엄격성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단계에서는 방역 지침의 엄격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1)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되었던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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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높아지기 때문에 2~4단계의 엄격성을 차례로 부여하였다. 직장 근무 제한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 사이의 방역 지침에 차이가 없어서 같은 엄
격성 2단계가 부여되었으며, 따라서 총 4단계의 엄격성이 부여되었다.

표 4-1 | 정부 정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엄격성 비교표
정부 정책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1

2

3

4

4

모임·행사 제한

1

2

3

4

5

스포츠 관람 제한

1

2

3

4

5

교통시설 이용 제한

1

1

2

3

4

등교 제한

1

2

3

4

5

종교활동 제한

1

2

3

4

5

직장 근무 제한

1

2

2

3

4

다중이용시설 제한

1

2

3

4

5

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운영된 기간은 5단계의 1, 2, 3단계를 그대로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b:9-1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2가지 종류의 엄격성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그림
4-2> 참조). 먼저 전국 단위 데이터는 OxCGRT의 우리나라 엄격성 지수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종합적인 정부 정책 엄격성의 변화를 기록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 데이
터는 시간(x축)과 8개의 정부 정책(y축)의 엄격성(명목 척도) 변화를 보여주는 전국
단위의 행렬이다. 두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에 사용된 시간(x축), 250개 시군
구(y축), 8개의 정부 정책(z축)으로 구성된 행렬이며, 여기서 값은 엄격성 단계(명목
척도)이다. 여기에 추가로 같은 x축(시간)과 y축(250개 시군구)을 갖는 확진환자 수
행렬이 정부 정책의 엄격성 단계 변화와 관련하여 확진환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추정하는 종속변수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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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시뮬레이션 모형을 위한 정부 정책 데이터 모식도
전국 단위 데이터

시군구 단위 데이터

주: 전국 단위 데이터는 OxCGRT GitHub 공개 자료 중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였고, 시군구 단위 데이터는 중앙방역대
책본부 정보분석팀(2021)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를 결합하여 활용
출처: 저자 작성

(2) 전국의 확진자 발생빈도 예측 방법
확진자 발생빈도 예측을 위해 전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고, 일별·지역별·감염경
로별 확진자의 발생 확률 또한 독립적이어서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모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모형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구조화 및 인과관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2001년에 처음 소개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
은 조건에서도 모형 확장성과 정확성 등이 우수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Breiman 200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단
순한 인과관계 파악 및 파악된 인과관계들의 집합을 앙상블(ensemble) 형태로 취합하
여 전개하면서 모형의 예측력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다(Breiman 2001). 무작위로 추출
된 독립변수의 집합에 따른 종속변수와의 민감도를 계산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독립
변수 집합 재추출과 민감도 계산과정을 거침으로써, 누적되는 각 독립변수의 민감도를
종속변수의 영향력(importance)으로 파악하는 점이 특징이다(Breiman 2001).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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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확인되는 랜덤 포레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종속변수에 대응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어지는 독립변수의 단위변화에 따른
민감도 또한 파악할 수 있다(Breiman 2001).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개념적으로 <그림 4-3>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독립변수(Ind A, Ind B, Ind C)의 조합으로 종속변수(DepV)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는 초기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다. 초기 데이터 세트로부터 무작위로 행(row)을 선별하
여 독립변수의 조합과 종속변수 관측치가 연결된 구조의 부트스트랩 방식의 데이터 세
트(bootstrapped dataset)를 구성한다. 부트스트랩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행의 선별 여부는 분석 내용과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결정한다. 생성된 부트
스트랩 데이터 세트의 독립변수 열(column)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독립변수의 값이
어떻게 기록되어 종속변수의 관측치가 도출되었는지 가지(twig) 생성을 진행(pruning
out)하고, 유사한 가지의 생성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나무(tree)를 생성(building)한다.
생성된 각 나무의 독립변수 가지와 종속변수 관측치의 조합, 그리고 가지의 위계별 인
과관계 분석을 통해 부트스트랩 데이터 세트로부터 종합적 임계 범위 조합을 산출
(bagging)한다. 또한, 초기 데이터 세트에서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out-of-bag) 행을
이용하여 산출된 임계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테스트한다. 랜덤 포
레스트 모형의 예측력에 영향을 주는 나무 집합(숲, forest)의 수와 임계 범위 산출
(bagging) 단계에서 독립변수 표본의 수, 초기 데이터 세트에서 부트스트랩 데이터의
추출 비율(즉, out-of-bag)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parameter)가 있는데, 이
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분석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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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개념 전개

①
Bootstrapped
데이터세트
생성

※ 3번 행은 Bootstrapped 되지 않음 (out-of-bag)

②
가지생성을
통한 나무
만들기

③
나무의 집합
(숲, forest)
생성

④
임계 범위 산출

⑤
예측력 제고

출처: Breiman 2001의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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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랜덤 포레스트의 강점은 다차원(high-dimensional) 변수 구조 등 다수의 독
립변수가 주어지는 경우,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정립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Ishwaran 2007; Ishwaran et al. 2010; Ishwaran et al. 2011), 기존에 널리 알려진
CART2) 및 Adaboost3)와 같은 분류분석 기반의 알고리즘 등과 비교해도 우수함이 입
증되었다(Breiman 2001; Ishawaran 2007). 덧붙여, 회귀 분류 기반의 모형 특징으
로 인해 ARIMA4) 등 전통적인 방법 또는 인공신경망 등 기타 머신러닝 기법들보다도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또는 인과관계 기반의 예측분류 등에서도 그 활용성과 예측력을
인정받고 있다(예시. 조류독감 전염 - Kane et al. 2014; 교통량 예측 - Hou et al.
2014; 알츠하이머 질병 예측 - Moore et al. 2019; 교통사고예측  Chang et al.
2020).
전국 확진자 발생빈도 예측모형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정부에 의해 지속해서
추진되어왔던 여러 가지 정책 중 앞에서 분류한 8가지 정책, 즉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제한, 스포츠 관람 제한, 교통시설 이용 제한, 등교 제한, 종교활동 제한,
직장 근무 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의 엄격성과 지역별·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기록을
활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확진자 발생을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 예측하는 방법론이
라 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일별·지역별·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정보를 종
속변수로 가정하고, 일별·지역별 8가지 정책의 엄격성 단계 변화 여부를 독립변수로
가정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보통 2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
여, 확진자 발생 예측모형을 1주 단위로 1주일 평균부터 4주일 평균까지 산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모형 1은 1주 평균 확진자 발생을 예측하고, 모형 2는 2주 평균 확진
자 발생을 예측하며, 모형 3은 3주 평균 확진자 발생을, 모형 4는 4주 평균 확진자
발생을 예측하게 구성하였다. 각 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국 확진자 발생빈도는 배분 시
뮬레이션의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2)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줄인 말이다.
3) Adaptive Boosting을 줄인 말이다.
4)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를 줄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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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분 시뮬레이션 방법
<그림 4-4>는 배분 시뮬레이션 방법의 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에서 1,000건의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경우, 이를 시군구에 배분한
뒤, 시군구별 확진자 수를 각 시군구 내 감염경로별로 다시 배분하는 과정이 이 방법의
핵심이다. 전국 확진자 수를 시군구별로 배분하는 과정은 질병관리청의 실증자료를 이
용하여 과거에 발생했던 확진자 수의 전국 대비 해당 시군구 비중에 비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가령, 과거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이고 시군구1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으로 집계되었다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전국 확진자 수를 1,000명으로
설정할 경우, 이 중 100명이 해당 시군구로 배분되는 구조이다.
시군구 단위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에 대한 배분은 해당 감염경로 시설의 밀도를 고
려하여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해당 시군구로 배분된 확진자 수를 감염경로에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다. <그림 4-4>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1,000명의 가상 확진자가 시군구 단위로 배분되고, 시군구별 배
분된 확진자 수는 감염경로별로 배분되어, 모든 시군구에 대하여 모든 감염경로별로
배분된 확진자 수를 합산하면 1,000명이라는 가상의 확진자 수와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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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배분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구조적 개요

출처: 저자 작성

질병관리청의 과거 누적 확진자 수를 시군구 및 감염경로 단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요 방역정책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군구별, 감염경로별로 발생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위 그림과 같은 배분 과정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 시뮬레이션에서 정책이란 구체적 방역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단계별 감염경
로에 따른 전국 확진자 수를 2차례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의 특성, 즉 지역 단위
과거 확진자 발생빈도 및 지역 내 감염경로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수와 밀도를 반영하여
전국 확진자 수를 지역별, 감염경로별로 발생 추이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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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확진자 발생빈도 예측 방법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간격에 따라 1주부터 4주 후까지
의 확진자 발생 평균을 지역별·감염경로별로 예측하도록 4가지 모형을 구성하였고, 모
형의 예측 시점은 활용의 용이성을 위해 일별로 구성하였다(<그림 4-5> 참조).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위한 변수는 8개의 정책별 엄격성 지수와 확진자 수를 기초로 생성하
였다. 일자, 감염경로, 지역 구분 코드, 기존의 확진자 수, 사회적 거리두기 항목별
엄격성 지수 등으로 구분하고, 취합된 기간 내의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일자, 지역
정보, 감염경로, 확진자 수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한 엄격성 지수는 본 연구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이다.

그림 4-5 | 예측모형의 예측 단위 기준 구성

출처: 저자 작성

1) 모형의 데이터 구성
시계열로 예측하는 모형에서 입력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최대한 파악하여 시계열적
특성에 맞게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것은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OxCGRT와 역학조사 DB에서 도출할 수 있는 엄격
성, 정책과 감염경로, 확진자 수 데이터를 시간과 공간의 기준에 따라 융합 및 정제한
다(<그림 4-6> 참조). 1주 후 확진자 수 예측모형에서부터 4주 후 확진자 수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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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각 모형의 예측 시점에 따라 데이터를 재분배하였고,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행의 확산 시기별 민감도 비교 분석을 위한 모형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그림 4-6 | 예측모형의 구분 및 항목 구성

출처: 저자 작성

융합 및 정제된 데이터의 학습을 최적화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모형 내 하이퍼파
라미터 조정 등의 설정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룩백(lookback)의 개념을 데이터 구성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하였다(<그림 4-7> 참조). 룩백의 데이터 취합방식은 머신러닝
의 시계열분석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법의 하나로 기존 회귀분석 등에서는 모형
학습 시간의 한계 등으로 제한되었던 가용 변수의 차원을 확대하면서 주어진 데이터로
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과거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0
년 12월 12일 세종 지역에서 A라는 방역정책을 B 단계의 엄격성을 적용하여 C만큼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1주 뒤인 2020년 12월 19일의 세종 지역의 확진자
예측을 위해, 1주일 전(2020년 12월 5일)의 확진자 발생 정보와 방역정책 및 엄격성
의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여 12월 12일(현재)의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
서 추진되어 온 방역정책 및 확진자 발생 패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질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룩백의 데이터 구성에 일반화된 규칙은 없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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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1주에서 3일 전 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구성한다. 취합된 데이터의 조합으로
부터 유의미한 통계적 분포의 특징 산출을 위해 룩백 단위별로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등의 분포 값들을 도출하여 훈련에 필요한 정보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림 4-7 | 예측모형의 룩백(lookback) 개념

출처: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구성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정책별 엄격성 지수의 단계별 변수와 3
일, 7일, 확진자 수와 비율의 최대, 최소, 표준편차 변수를 추가로 생성하여 총 124개
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개략적인 항목의 구성은 <표 4-2>와 같고, 모형의 구축을 위해
재생성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항목은 <부표 6-1>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구성되었다. 지난
일주일(7일) 전 또는 최근 3일 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항목들의 평균,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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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데이터의 재구성과 관련된 데이터 항목의 구조 설명(<부표 6-1> 참조)
데이터 항목
일자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 정보

내용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

17개 시도와 250개 시군구

감염경로 당
지역별 확진자 수 비율

질병관리청에서 구분하는 감염경로별 시군구 당 확진자 비율

감염경로 당
지역별 확진자 수

질병관리청에서 구분하는 감염경로별 시군구 당 확진자 수 집계

전국 대비
지역별 확진자 수 비율

감염경로와 무관하게 전국 대비 지역별 확진자 수 비율

전국 대비
지역별 확진자 수

감염경로와 무관하게 전국 대비 지역별 확진자 수 집계

지역별 정책의
엄격성 정보

비고

7일 전과 3일 전의
평균, 평균, 최대치, 최
소치, 표준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제한, 스포츠 관람 제한, 교통
시설 이용 제한, 등교 제한, 종교활동 제한, 직장 근무 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

출처: 저자 작성

2) 모형의 아키텍처 구성
본 연구에서 모형의 변수설정은 지역별 감염경로에 따른 확산의 원인 파악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구성하였는데, 국내의 확진자 발생 및 감염경로 확산 등이 영국 등
기타 국가와는 달리 지역 간 통행에 강제적인 제제(예. lockdown)가 없었던 점을 고려
하여 전국 단위의 추이와 전국 단위의 추이 대비 각 지역의 추이를 개별적으로 취합하
여 모형의 초기 변수를 구성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처
럼, 변수의 다양성이 항상 예측모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수
의 상관관계 및 기여도 등을 파악하여 입력되는 변수를 선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변수 요인분석 기법의 하나인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5)과 연계하여 모형별 변수를 선별하는 방식으
5) PCA는 다차원에 분포된 관측값 간의 산포도 및 좌표를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 군(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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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수 구성을 수행하였다(<그림 4-8> 참조). 주성분 분석은 몇 개의 변수가 모형의
고유근(eigenvalue)에 유의미한 값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제공하고,6)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서는 변수별 상대적 중요도 산출이 가능하다.7)
모형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PCA를 통해 주요 변수의 적정
수 확인, ② 랜덤 포레스트의 1차 분석을 통해 모형별 변수의 영향력 산출, ③ PCA에
서 확인된 주요 변수의 적정 수에 맞게 모형별 변수의 항목 선정, ④ Tabu search8)
등 간단한 최적화 방법을 통해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표본 수 및 변수의 무작위 선정
위치 등을 결정한다. 본 연구의 전체 데이터 정제 및 분석은 공개 소스인 ‘R’을 이용하
였고, PCA 분석에는 R의 ‘psych’9)와 ‘GPArotation’10)패키지를, 랜덤 포레스트 분
석에는 ‘randomForest’11)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Tabu-search 등의 최적화 방법론은
R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였다.

찾아내는 방법이다(Wikiped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https://en.wikipedia.org/wiki/Principal_component_analysis. 2021년 11월 7일 최종 검색).
6) 이태리 외 2020:131-132와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Principal_component_analysis.
2021년 11월 7일 최종 검색) 내용을 참고하였다.
7)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내부에서도 예측력에 어떠한 변수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독립변수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소 식별 또는 과대 식별의 오류에 빠질 우려가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차원 축소를 고려한 PCA의 고유근(eigenvalue)을 활용하였다.
8)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한 휴리스틱 알고리즘 중 하나로, 지역최저점(local optimum)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한번 탐색한 지역최저점의 정보를 기억하고 반복적인 무작위 조합 및 시도를 통해서 최적의 전역최저점(global
optimum) 값을 도출한다(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abu_search. 2021년 11월 7일 최종
검색).
9) psych (Procedures for Psychological, Psychometric, and Personality Research).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psych/index.html. 2021년 9월 30일 최종 검색.
10) GPArotation (GPA Factor Rotation).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GPArotation/index.html. 2021년 9월 30일 최종 검색.
11) randomForest.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randomForest. 2021년 9월 30일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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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 예측모형의 아키텍처 구성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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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분 시뮬레이션 방법
1) 전국 확진자 발생빈도 → 시군구별 확진자 발생빈도(1차 배분)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 확진자 발생빈도를 시군구 단
위로 배분하는 과정이 선행(1차 배분)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과거 실증자료를 기준으
로 전국 확진자 발생빈도를 시군구 단위로 배분한다. <그림 4-9>에서    은 방역
단계 1을 적용했을 경우, 시군구  (=  )에서 집계된 확진자 발생의 관측 빈도
(   :  )를 의미한다. ‘과거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 변
수(Policy Variable) 1을 적용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정책 변수 1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건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적용한 정책 변수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9 | 시군구 단위 확진자 발생빈도 배분 시뮬레이션 과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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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해보았다.

시나리오 I
- OOOO년 OO월 OO일 전국 기준 2,000명의 확진자 집계
- 현재 방역단계 =   

시나리오 I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시뮬레이션 확진자 발생빈도 배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은 과거    의 총 확진자 발생빈도를 의미하고,    은 과거
   내에서 관측된 총 확진자 발생빈도의 비율을 의미하여 아래 식1과 같이 정의

한다.

  
   

  



(식 1)

 

참고로  은     을 의미하는데, 이를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전국 기준 2,000명의 확진자 중    에서의 발생빈도를 아래의 식2와 같이
     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로 식2에서는 총  개의 시군구가 있음을


전제한다.
 
      ×      ×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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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 확진자 발생빈도 →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빈도(2차 배분)
<그림 4-10>은 실증자료를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배분한 시뮬레이션 확진자 발생빈
도를 시군구 내 감염경로 단위로 배분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4-10 | 감염경로 단위 확진자 수 배분 시뮬레이션 과정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0>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은    의 감염경로( )에서의 해당
시군구 내 확진자 발생빈도를 의미한다(물론, 시나리오 I에 따라    조건을 가정
한다). 시군구별 시뮬레이션 확진자 발생빈도 즉,     을 감염경로 유


형별로 배분한다.    내 감염경로( )를 통한 발생빈도는      에


   를 곱하여 아래 식3과 같이      로 정의한다.


         ×     




식3의 핵심 요소인    는 아래의 식4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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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     
≤

  



(식 4)

 

    

식4에서    는 시군구  에서 감염경로  를 통한 확진자 발생 가능성 증감에 관
여한 정도를 가중치(weight)로 표기한 것으로, 아래 식5로 정의한다.
     
      
     

(식 5)

  을 구성하는  과  은 각각     와 

   을 의미한다.    는 과거 모든 감염경로 확진자 발생빈도 대비 감

염경로  를 통한 발생빈도의 비율을 의미하여 아래의 식6과 같이 정의한다.
  
    

  

(식 6)





   은 과거    의 모든 감염경로 확진자 발생빈도 대비 감염경로  를

통한 발생빈도의 비율을 의미하여 아래의 식7과 같이 정의한다.
  
    

  



(식 7)

 

   는 과거 전국 모든 감염경로 확진자 발생빈도 대비 감염경로  를 통한 발생

빈도의 비율을 의미하여 아래의 식8로 정의한다.
 
    


(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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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은 전국 단위로 집계한 모든 감염경로에 해당하는 시설 개수(=
    )를 의미하고,    는 전국 단위로 집계한 감염경로  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수를 나타낸다.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시군구 단위에서의 감염경로별 발생빈도 비율(=    )
을 계산할 수 있다. 즉,    는 과거    의 모든 감염경로 확진자 발생빈도
대비 감염경로  를 통한 발생빈도의 비율을 의미하여 아래의 식9와 같이 정의한다.
  
    
  

(식 9)

위 식에서   는   단위로 집계한 모든 감염경로에 해당하는 시설 개수
(=   )를 의미하고,   는    단위로 집계한 감염경로  에 해
당하는 시설의 개수를 나타낸다.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의 의미를 풀어서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
   

결과적으로,    의 분자는 감염경로  를 통한    내 발생빈도의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를 의미하고, 분모는 같은 감염경로에 해당하는    내 시
설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나타내어 이 두 지표 간 비율로 정의한 것이다.
즉, 위 식에서    가 의미하는 바는    의 감염경로  상에서 시설 1개가 감염
위험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 비중을 의미한다.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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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위 예시에서 (1)의 경우,    의 분자에 해당하는    내 감염경로  상에서
의 발생비율은 전국 비율과 같지만(∴ 상대적 위험도 = 1), 같은 지역(   )에서
의 해당 감염경로와 관련된 시설의 비율은 전국의 2배에 해당한다(∴ 입지계수=2).
이는 감염경로  에 해당하는 시설 1개가    내 감염 위험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
력의 비중이 0.5임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에서 감염경로  에 해당
하는 시설의 비중은 전국에서의 비중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로를 통한 발생빈
도의 비중은 전국의 그것과 같으므로, 시설 1개가 감염 위험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의미한다. 즉,    에서 해당 감염경로 시설이 많이 분
포함에도 상대적으로 해당 경로를 통한 발생빈도가 낮음을 의미하여, 해당 경로의 시
설이 감염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의 예시 (2)의 경우 상대적 위험도는 2인 반면, 입지계수는
1로서 감염경로  에 해당하는 시설 1개가    내 감염 위험도 증가에 미치는 영
향력의 비중이 2임을 의미한다. 이는    에서 감염경로  에 해당하는 시설의 비
중은 전국에서의 비중보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로를 통한 발생빈도의 비중은
전국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시설 1개가 감염 위험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에서의 해당 감염경로 시설이 적게 분
포함에도 상대적으로 해당 경로를 통한 발생빈도가 높음을 의미하여, 해당 경로의 시
설이 감염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의 경우보다는 (2)의 경우에서 향후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경로  에 해당
하는 시설을 통하여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감염경로 유형은
같더라도 지역(   )에 따라 방역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2)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다면, (1)의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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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19의 발생빈도가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식3으로부터 방역단계 1을 전제로    에서의 감염경로  에서 예
상되는 시뮬레이션 발생빈도 즉,     을 <그림 4-11>과 같은 방식


으로 생성한다.

그림 4-11 | 시군구 내 감염경로별 시뮬레이션 발생빈도 생성 방식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1>에서는    에 총 5개 유형의 감염경로가 있고 총 50건의 발생빈도
가 배분된 상황을 예시한다. 따라서,     의 결괏값은 총 5개가 산


출된다. 가령, 식3에 의하여 계산한 첫 번째 감염경로에서의  값 즉,    은
0.1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전체 감염경로 중 발생빈도의 10%를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50건의 10%(=5건) 정도는 해당 감염경로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    ,   ,
   는 각각 0.2, 0.4, 0.1, 0.2로 전체 50건 중에서 각각 20%(=10건),

40%(=20건), 10%(=5건), 20%(=10건) 정도 수준으로 감염경로별 발생빈도가 배
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값이 이러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산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의 확률오차(random error)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균형 잡힌 동전(fair coin)을 100번 던졌을 때 실제로 앞면(head)
혹은 뒷면(tail)이 정확히 50번씩 나오지는 않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동전을 던지
는 횟수가 증가할수록(100회 → 1,000회 → 10,000회 → 100,000회 → …), 전체
횟수 중에서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비율이 0.5에 수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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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동전을 던질 때 발생하는 차이(정확히 던지는 횟수의 반보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값)는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오차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이러한 확률오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생빈도의 정확한 값보다는 발생 가능한 값의 범위를 산출하는 추계적 과정
(stochastic process)을 반영하고자 한다. <그림 4-11>에서 0~1까지의 난수 50개는
발생빈도 50건을 식3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에 각 감염경로의 비중을 직접
곱하는 방식이며, 이는 결정론적 과정(deterministic process)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추계적 과정으로 변환하여 적용하면,  값의 총합(=1) 대비 감염
경로  에서의  값 즉,    이 전체(=1)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50
개 중 해당 감염경로에 배분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즉,   값이 클수록
해당 감염경로를 통한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에 확률오차를 부여하는 방식
이라 볼 수 있다.
<그림 4-11>에서는 이를 ‘multinomial randomization’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다
항(multinomial =   ,    ,   ,   ,    )에 난수
를 발생하여 확률오차가 내포된 발생빈도 생성(randomization)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
라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50건의 발생빈도를 배분한 결과는 {5, 10, 20, 5, 10}
뿐만 아니라 {7, 9, 18, 8, 6}이나 {4, 12, 15, 7, 12} 등 일정 범위에서 확률오차가
반영된 형태로 다양한 조합의 배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multinomial
randomization’을 통한 배분 결과마다 다소 간의 확률오차로 인한 차이 발생하는 것이
다. 이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5,10,20,5,10} = ⋯ = {7,9,18,8,6} = ⋯ = {4,12,15,7,12} = 50
만일 50건의 발생빈도를 5가지 감염경로에 배분하는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크게 수
행할 경우, 각 감염경로별 실증적 통계분포를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통계량(최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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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최댓값, 표준편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회 시행했다고 가정하
면, <그림 4-11>의 예시에서 도출할 수 있는 통계량은 아래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k = 1 : {5, ⋯, 7, ⋯, 4}
k = 2 : {10, ⋯, 9, ⋯, 12}
k = 3 : {20, ⋯, 18, ⋯, 15}
k = 4 : {5, ⋯, 8, ⋯, 7}
k = 5 : {10, ⋯, 6, ⋯, 12}

각 감염경로별로  개의 simulated data를 묶어보면 발생 가능한 값(=발생빈도)의
범위(spectrum)를 생성할 수 있다.

k = 1 → 4 ~ 7 (최솟값 ~ 최댓값)
k = 2 → 9 ~ 12 (최솟값 ~ 최댓값)
k = 3 → 15 ~ 20 (최솟값 ~ 최댓값)
k = 4 → 5 ~ 8 (최솟값 ~ 최댓값)
k = 5 → 6 ~ 12 (최솟값 ~ 최댓값)

이러한 방식으로 실증적 통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방안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으로 지칭하며,  값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횟수를 의미
한다. 동전 던지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대비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횟수의 비율
이 0.5에 가까워지는 점을 고려하면,  값을 크게 할수록 확률오차가 작아지게 되지
만, 시뮬레이션 시행 횟수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가용
한 컴퓨팅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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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코로나19 방역정책 시뮬레이션 모델 시범
적용

시범 구축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역정책의 종류보다는 단계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에 상관없이 상위 단계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제한된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되
고, 감염경로도 제한적이었다. 개발된 방법론을 통해 확진자의 집중 발생 가능 지역과 확산경로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지역 간 편차를 생성하는 요인들을 함께 파악해서 선제적 방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를 발생 후 대응에서 선제 대응 후 관리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책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 생성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에 따른 확진자 수 변화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지속 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의 주요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정책변화와 단계 변화 일자를 활용하여
시공간 패턴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들을 분석하였다(<표 5-1> 참조). 보건복지부의
정례브리핑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변화와 권역, 시도, 시군구별
단계 변화를 추적 정리하였으며, <표 5-1>은 전국 수준의 요약이다.
분석 결과, 대략 16개의 기간으로 구분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체계로
재정립한 이후에 지역별로 독립적인 단계 조정을 시행한 내용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변화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실제 단계 적용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별도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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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상위 행정구역의 단계를 준용하였다.

표 5-1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주요 기간 분석
기간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비고

′20. 1.20.-′20. 1.26.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유사

′20. 1.27.-′20. 2.22.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유사

′20. 2.23.-′20. 2.28.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유사, 현재까지 ‘심각’
단계

′20. 2.29.-′20. 3.21. 사회적 거리두기

재정립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유사

′20. 3.22.-′20. 4.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정립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유사

′20. 4.20.-′20. 5. 5.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재정립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유사

′20. 5. 6.-′20. 6.28. 생활 속 거리두기

재정립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유사

′20. 6.29.-′20. 8.15.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체계로 재정립(6/29)

′20. 8.16.-′20. 8.22.

서울, 경기: 2단계
나머지 지역: 1단계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등 적용

′20. 8.23.-′20. 8.29. 전국 2단계
′20. 8.30.-′20.10.11.

수도권: 2.5→2단계(9/14)
비수도권: 2단계

′20.10.12.-′20.11. 6. 전국 1단계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9/13까지)
충남 천안, 아산은 11/5부터 비공식 1.5단계

′20.11. 7.-′20.11.30

수도권: 1→1.5단계(11/19)→2단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로 개편
계(11/24) / 비수도권: 1단계 이상 비수도권 도시 일부 상위 단계(1.5/2) 차등 적용

′20.12. 1.-′20.12. 7.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상

비수도권 도시 일부 상위 단계(2/3) 차등 적용

′20.12. 8.-′21. 2.14.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이상

비수도권 도시 일부 상위(2.5), 하위 단계(1.5) 차
등 적용

′21. 2.15.-′21. 4. 6.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상

비수도권 도시 일부 상위 단계(2) 차등 적용

주: 2020년 6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로 재정립 이후 권역별, 시도별, 시군구별 거리두기 차등 적용 가능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 http://ncov.mohw.go.kr/tcmBoardList.do?brdId=3
(2021년 5월 28일 최종 검색)의 정례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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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격성 지수의 산출
전 세계 국가의 엄격성 지수1) 가운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엄격성 지수
의 산출에 활용하였다. OxCGRT에서 발표하는 4가지 지수의 변화를 보면 초기 단계에
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 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1> 참
조). 경제적 지원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지수는 변화 추이가 유사하며, 특히 엄
격성 지수는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1 | OxCGRT의 4가지 지수 변화(우리나라,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24일)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OxCGRT 지수의 근거가 되는 지표들 가운데 대표적인 예시로 봉쇄 및 폐쇄로 구분
되는 8가지 지표의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였다(<그림 5-2> 참조). 모임 금지(C4,

1) 데이터는 OxCGRT Github Data(https://github.com/OxCGRT/covid-policy-tracker/tree/master/data)
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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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on gatherings)는 4단계로 엄격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표들은 3
단계로 엄격성을 판단하여 지표를 구축하고 있다(나머지 지표들의 엄격성 추이는 [부
록 5] 참조).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엄격성 지수의 산출은 예시인 <그림 5-2>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와 방역 지침을 참고하여 8개의 정책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250개 시군구 단위로 산출하였다.

그림 5-2 | 봉쇄 및 폐쇄에 해당하는 8가지 지표의 변화(우리나라,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24일)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엄격성 지수 산출의 결과는 443일(시간-x축) × 250개 시군구(지역-y축)의 행렬로
8개 정책2)별로 작성되었으며, 추가로 같은 크기의 확진자 수 행렬이 작성되었다. 확
진자 수 행렬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총
9개의 행렬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 8개 정책은 ①마스크 착용 의무화, ②모임·행사 제한, ③스포츠 관람 제한, ④교통시설 이용 제한, ⑤등교 제한,
⑥종교활동 제한, ⑦직장 근무 제한, ⑧다중이용시설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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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와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도출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 일 단위로 발생한 확진자 정보를 정책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였다. 해당 기
간에 총 21개로 구분된 감염경로를 통하여 확진자 수를 집계하였는데, 전체 확진자 수
는 106,230명으로 집계되었다(<표 5-2> 참조).

표 5-2 | 감염경로별 발생빈도
감염경로(코드)

발생빈도(명)

요양관련(02)

5,367

의료기관(03)

3,882

도심집회(04)

653

종교관련(05)

7,779

교육시설(06)

2,573

가족지인모임(07)

5,777

직장(08)

8,363

체육시설(09)

1,762

다단계/방문판매(10)

721

목욕탕/사우나(11)

1,176

노래연습장(12)

129

유흥시설(13)

1,291

일반음식점/카페(14)

1,017

기타다중이용시설(15)

1,429

군부대관련(16)

449

교정시설(17)

1,282

미분류

20,534

신천지

5,214

해외유입

7,721

해외유입관련

331

확진자접촉

28,780

총합계

106,230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2021)을 활용하여 집계

<표 5-2>에 제시된 21개의 감염경로 중 11개의 감염경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감염경로별 시설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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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은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에 대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 단위로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감염경로별 매개
시설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웹사이트(localdata.go.kr)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전국의 지자체
에서 등록하는 업종 인허가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로, 식품, 문화, 의료, 물류
등 7개 카테고리의 190개 업종 인허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시점과 상세주소, 세부 업종을 제공하므로, 사업체에 대한 위치기반의 공간 데
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표 5-3>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주요 관리 대상시설과 행정
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의 업종 구분 항목을 대응시킨 결과를 나
타낸다. <표 5-3>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관리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적용
대상으로 구분한 유형과 가용한 매개 시설을 연계한 결과 전체 21개 감염경로 중 11개
감염경로를 대상으로 매칭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상세 매칭 내용은 부록 7 참조).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데이터에는 감염경로를 세분화한 변수(칼럼 이름: 감염경로2)
가 존재하며, 확진자의 주요 집단 감염경로 군(群)에 따라 16개의 코드(02~17)로 나
누고,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접촉 등으로 분류한다. 감염경로 변수의 세부 분류
코드 중 일부 코드는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분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 분류 체계의 주요 관리 대상 시설과 매칭이 가능하다(<그림 5-3> 예시 참조).
도심집회, 가족지인모임, 직장, 군부대, 교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특정하기 어려운
감염경로 구분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관리 대상시설과 매칭하였다. <표
5-2>에서 해당 감염경로를 통한 전체 확진자 수는 27,126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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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시설 공간 데이터 예시(서울 강남구)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교시설

교육시설(학원)

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출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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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음식점 및 카페

출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 <표 5-3>과 같은 감염경로별 매개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제4장에서 식
5로3) 정의한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다. 즉,    을 구성하는 
(     )과  (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염경
로별 확진자 수4)와 이를 매개한 시설 개수의 정보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두 정보를
 
3)      (식 5)
 
4)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원본 데이터(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2021)에는 확진자마다 연령 및 성, 확진 판정
주소지 정보, 감염경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감염경로 정보는 <표 5-2>의 21개 유형 중 하나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감염경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집계하여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를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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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하는 감염경로가 <표 5-3>과 같이 11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연구에
서는 이를 기준으로    를 계산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산출하였다. <표 5-4>는
11개 감염경로 유형별 매개 시설의 개수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강원도 지역을 대상
으로 예시한 것이다.

표 5-3 | 질병관리청 제공 데이터의 감염경로와 관리 대상시설 매칭 테이블
No

사회적 거리 두기의
주요 관리 대상시설

감염경로(코드)

1

요양관련(02)

요양시설

2

의료기관(03)

의료기관

3

종교관련(05)

종교시설

4

교육시설(06)

학원(교습소 포함)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업종 구분
병원(요양병원)
병원(요양병원 제외)
의원
건축물코드 종교시설
세부 건축물용도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체력단련장업

5

체육시설(09)

골프연습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업
6

다단계/방문판매(10)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

방문판매업

7

목욕탕/사우나(11)

목욕장업

목욕장업

8

노래연습장(12)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업

9

유흥시설(13)

유흥시설

10

일반음식점/카페(1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11

기타다중이용시설(15)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상점마트백화점

출처: 저자 작성

였다. 시군구 단위의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및 감염경로에 대응되는 시설의 개수 정보는 시나리오에 따라 전국
확진자 수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로 주어질 때

   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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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 사회적 거리 두기의 주요 관리 대상시설의 개수(강원도 시군 지역 예시)
단위: 개소

다단계 목욕탕
노래 유흥
방문
/
연습장 시설
판매 사우나

일반
음식점
/
카페

기타
다중
이용
시설

요양
관련

의료
기관

종교
관련

교육
시설

체육
시설

강원도 강릉시

256

3

32

613

154

77

38

138

305

5,687

14

강원도 고성군

29

0

7

11

12

10

11

23

32

775

0

강원도 동해시

97

3

25

197

52

28

17

42

170

2,017

3

강원도 삼척시

66

1

25

95

38

16

16

29

110

1,597

7

강원도 속초시

125

2

13

144

60

22

22

74

184

2,495

5

강원도 양구군

21

0

20

22

12

5

8

8

36

508

0

강원도 양양군

25

0

12

27

15

3

16

20

49

926

0

강원도 영월군

39

0

69

60

12

6

8

12

29

810

1

강원도 원주시

455

7

197

806

251

150

35

215

325

7,338

14

강원도 인제군

28

0

53

34

20

9

12

14

53

966

0

강원도 정선군

38

0

118

32

28

9

19

22

68

1,053

3

강원도 철원군

49

1

41

63

34

11

6

15

76

998

5

강원도 춘천시

349

12

128

663

155

98

23

181

186

5,830

20

강원도 태백시

43

0

39

67

36

12

12

16

87

940

1

강원도 평창군

60

2

65

40

26

16

21

20

72

1,390

1

강원도 홍천군

87

2

111

91

29

22

14

44

54

1,713

5

강원도 화천군

28

0

29

24

12

6

7

6

38

596

0

강원도 횡성군

53

1

76

53

21

4

10

24

37

1,046

1

경기도 가평군

83

4

74

69

40

22

13

31

72

1,982

0

시군구

출처: 저자 작성

<표 5-5>는 전국 단위로 11개 감염경로 유형별 매개 시설의 개수를 집계한 결과이
다. <표 5-5>를 보면 일반음식점/카페와 교육시설의 개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
하다. 일반음식점/카페의 경우 시설 개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확진자
수는 11개 시설 유형 기준 전체의 3.75%를 차지하여 시설 1개가 가지는 감염 위험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전국 단위 집계 결과이고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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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시설의 개수에서 요양관련
(5.94%), 의료기관(0.12%), 종교관련(1.5%)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확
진자 수 비중은 각각 19.79%, 14.31%, 28.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에 따라 규모 측면에서 감염전파의 위험이 증가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 결과 역
시 전국 단위 집계 결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5-5 | 전국 단위로 감염경로 유형별 매개시설의 개수를 집계한 결과
감염경로(매개시설)

개수(개)

비율(%)

확진자 수(명)

비율(%)

  

요양관련

71,350

5.94

5,367

19.79

3.33

의료기관

1,494

0.12

3,882

14.31

115.01

종교관련

18,015

1.50

7,779

28.68

19.11

교육시설

124,423

10.36

2,573

9.49

0.92

체육시설

34,806

2.90

1,762

6.50

2.24

다단계/방문판매

14,595

1.22

721

2.66

2.19

6,468

0.54

1,176

4.34

8.05

노래연습장

30,636

2.55

129

0.48

0.19

유흥시설

39,839

3.32

1,291

4.76

1.43

856,496

71.34

1,017

3.75

0.05

2,507

0.21

1,429

5.27

25.23

1,200,629

100.00

27,126

100.00

1.00

목욕탕/사우나

일반음식점/카페
기타다중이용시설
계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 열인    는 식55) 즉,    에서 시군구를 나타내는 첨자  가 생략된 표
기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을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첨자  가 생략되었기

 
5)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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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식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5의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
다. 식5는 시군구 단위 발생빈도의 상대적 위험도를 감염경로 시설의 입지지수로 나눈
값인데, 시군구 단위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식5의 분자는 전체 발생빈도 대비 특정
감염경로 발생빈도의 비율로, 분모는 전체 시설의 개수에 대한 특정 감염경로 시설 개
수의 비율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특정 감염경로의 감염 빈도
비율 대비 시설 개수 비율의 비율로    를 정의하여 계산한 결과가 표5-5의 마지막
열을 구성하는 숫자를 의미한다.
결과를 전국적 단위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가장 큰 값을 보이며, 기타다중이용시설
과 종교시설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시
설에서 의료기관 관련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확진자 중 의료기관 감염경로를
통한 발생빈도의 비중이 훨씬 큼을 의미한다. 기타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에서도 발
생빈도의 비중이 시설 개수의 비중보다 큰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감염경로에서
시설 한 군데가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이는 물론 전국 단위 추정값으로 시군구 단위의    값을 계산하면 시군구
간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몇몇 시군구에 있는 해당 시설에서 대규모 확진이 발생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 위험이 큰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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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덤 포레스트 모형과 배분 시뮬레이션 적용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변화에 따른 확진자 발생 예측모형
(1) 모형의 개요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의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모형별 데이터를
각각 약 1.8백만 행(111개 독립변수, 1개 종속변수) 이상의 데이터 세트로 재구성하였
다(<표 5-6> 참조). 또한, 머신러닝 모형의 예측력 제고를 위해 모형별로 재구성된
데이터를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국내 백신 접종 일인 2021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의 데이터를 훈련
셋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구분하
여 실험하였다.

표 5-6 | 모형별 데이터의 범위와 크기
모형구분

데이터 범위

최종 예측 시점

데이터 행

모형 1

1주일 후 1주일 확진자 평균

2021년 3월 31일

1,930,500

모형 2

2주일 후 2주일 확진자 평균

2021년 3월 24일

1,899,000

모형 3

3주일 후 3주일 확진자 평균

2021년 3월 17일

1,867,500

모형 4

4주일 후 4주일 확진자 평균

2021년 3월 10일

1,836,000

주: 각 모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일별로 취합하였고, 보유데이터는 2021년 4월 6일까지임
출처: 저자 작성

코로나가 확산하였던 초기에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이
루어진 데 반해, 중반부부터는 지역별로 구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지역별 방역
정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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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사회적 거리두기 항목별 엄격성의 시공간적 변화

주1: 각 그래프의 x축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전국 시군구의 공간을
의미; 사회적 거리두기 항목의 규제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녹색으로 나타냄
주2: 각 그래프 제일 오른편의 음영 처리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테스트 셋으로 활용된 시간적 범위를 나타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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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주1: 각 그래프의 x축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6일까지의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전국 시군구의 공간을
의미; 사회적 거리두기 항목의 규제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녹색으로 나타냄
주2: 각 그래프 제일 오른편의 음영 처리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 테스트 셋으로 활용된 시간적 범위를 나타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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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의 구별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확진자 수의 변화

출처: CoronaBoard(https://coronaboard.kr, 2021년 9월 4일 최종 검색)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예측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4개로 구분된 본 연구의 모형들은 테스트 셋에 따라
다양한 예측값이 도출되었다. 효과척도 비교를 위해, 머신러닝에서 널리 사용되는 평
균제곱근편차6)(Root mean square error, RMSE), 평균절대오차7)(Mean absolute
error, MAE), 평균절대오차비율8)(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등의




 
  

6)





여기서,



은

관측데이터 수,

 는  번째 변수,  는 참값, 
 는 예측값이다(Wikipedia.

Root-mean-square deviation (error). https://en.wikipedia.org/wiki/Root-mean-square_deviation.
2021년 9월 5일 최종 검색).



   







7)  여기서,


 은 관측데이터 수,  는  번째 변수,  는 참값, 
 는 예측값이다(Wikipedia. Mean

absolute error. https://en.wikipedia.org/wiki/Mean_absolute_error. 2021년 9월 5일 최종 검색).

8) 




 
  




여기서,

 은 관측데이터 수,  는  번째 변수,  는 참값, 
 는 예측값이다(Wikipedia.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https://en.wikipedia.org/wiki/Mean_absolute_percentage_error. 2021년
9월 5일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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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하여 교차 비교하였다. 예측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예측오차도 증가하는 추
이를 세 가지의 효과척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표 5-7> 참조).

표 5-7 |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된 결괏값의 효과척도 비교
효과척도

1주 후 1주 확진자
2주 후 2주 확진자
3주 후 3주 확진자
평균
평균
평균
(모형 1, n=153,000) (모형 2, n=121,500) (모형 3, n=90,000)

4주 후 4주 확진자
평균
(모형 4, n=58,500)

RMSE

2.09

3.57

4.33

4.67

MAE

0.40

0.78

1.05

1.23

MAPE

6.87%

13.79

16.33%

18.44%

주: 일별·시군구별 예측 결과를 취합한 결과임
출처: 저자 작성

일별로 예측된 값과 참값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의 확진자 예측에
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나,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확진자 수 예측에는 그 예측도가
다소 저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6> 참조). 250개 시군구 단위별로 예측된
모형의 결과를 전국 단위로 취합하는 단계에서, 시군구 단위별로 발생한 부분 오차의
미세한 차이가 전국 단위로 취합되었을 때는 그 범위가 상당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견되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 셋을 제외한 최근 1개월
동안(즉, 훈련 셋의 데이터 중,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의 데이터)
의 데이터를 검증 및 보정 수단으로 활용하여 반복적 오차 제거법을 이용하여 취합하였
다. 보정단계에서 사용한 반복적 오차 제거법은 아래와 같다.

    
 식       or  
     
 
 


  Pr 
        


(식 10)
      



Pr
    Pr    ×                 (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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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반복 n 회차의 모형 m의 보정계수로써 <식 10>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Pr 
  은 모형별 1개월 n 회차의 보정된 예측값이고,  

은 모형별 1개월의 참값을 의미한다. 즉, 각 모형의 최근 1개월 예측값과 실제 최근
1개월 참값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인지하고, 전체 관측값(O)에서 그 차이가 최소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의 값이 줄어들도록 반복하는 수식이라 할 수 있
다(식 11).
전국 단위로 취합된 예측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결과는 실제 참값과 매우 유사한 패
턴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1주 평균 전국 확진자 수 결과보다는 4주 평균 확진자 수 결
과에서 참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더욱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7> 참조).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결과로 미루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림 5-5>에서
처럼, 2021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대확산 시기만큼의 급격한 확진자 등락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는, 평균 확진자 수 집계 단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별한 확진자 수의 등락이 무뎌지고 완화(smoothing)되는 효과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그림 5-7>의 1주 평균 전국 확진자 수 비교에서는 참값과
예측값 사이에 간격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예측 시점이 길어질수록 그 평균의 범
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다가, 4주 평균 확진자 수 예측의 그래프에서는 그
간극이 매우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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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 모형별 예측 결과 비교(시군구)
모형 1: 1주 후 1주 확진자 평균 예측

모형 2: 2주 후 2주 확진자 평균 예측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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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속>
모형 3: 3주 후 3주 확진자 평균 예측

모형 4: 4주 후 4주 확진자 평균 예측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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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 모형별 예측 결과 비교(전국)
모형 1: 1주 후 1주 확진자 평균 예측

모형 2: 2주 후 2주 확진자 평균 예측

모형 3: 3주 후 3주 확진자 평균 예측

모형 4: 4주 후 4주 확진자 평균 예측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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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별 상대적 영향도는 ‘직장’과 ‘종교시설’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간의 확진자를 예측하는 모형일수록 ‘교정시설’과 ‘미분류’ 등의 상대적 영향도가
증가하는 추이로 나타났다(<그림 5-8> 참조). 그밖에 ‘가족지인모임’과 ‘요양시설’
등의 상대적 영향도 또한 일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8 | 모형별 감염경로에 따른 상대적 영향도 비교

출처: 저자 작성

모형별 변수 영향도 분석에서는 모형별로 다양한 변수의 중요도 순위가 확인되었다
(<표 5-8> 참조). 1주일 평균치를 예측하는 모형 1의 경우, 최근 3일간의 평균 확진자
수가 18.6%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모형 2와 모형 3의 경
우는 날짜 정보, 그리고 한 달 단위의 예측이 이루어지는 모형 4의 경우에는 지역 정보
(시군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에 대한 각 예측
모형의 기여도 또한, 중장기 예측으로 진행될수록 높은 기여도가 확인되어(모형 1은
7위, 모형 2는 4위, 모형 3은 3위, 모형 4는 2위), 3차 대유행 이후 확산하는 지역별
감염 또는 감염경로별 감염에 대한 추이가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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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모형별 중요 변수 내용과 기여도(최상위 10개 변수)
순위

모형 1
변수
기여도

모형 2
변수
기여도

모형 3
변수
기여도

모형 4
변수
기여도

1

3일 평균
확진자 수

18.6%

날짜

16.7%

날짜

17.8%

시군구

25.3%

2

날짜

13.2%

3일 평균
확진자 수

12.2%

시군구

14.8%

감염경로

17.8%

3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9.9%

시군구

9.5%

감염경로

11.5%

날짜

13.1%

4

시군구

6.3%

감염경로

6.6%

3일 평균
확진자 수

9.3%

일주일 중
최대확진자
수의 비율

4.0%

5

일주일 중
최대확진자
수

4.7%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5.8%

3일 중
최대확진자
수

4.7%

3일 평균
확진자 수

3.7%

6

3일 중
최대확진자
수

4.7%

3일 중
최대확진자
수

4.2%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4.1%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3.7%

4.4%

일주일
확진자
수의
표준편차

4.1%

일주일 중
최대확진자
수의 비율

3.0%

감염경로별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2.7%

4.1%

일주일 중
최대확진자
수

3.5%

일주일 중
최대확진자
수 비율의
표준편차

2.4%

일주일
확진자 수의
표준편차

2.5%

3.0%

일주일
확진자 수의
표준편차

2.2%

2.6%

3일 중
최대확진자
수의 비율

2.2%

7

감염경로

8

일주일
확진자 수의
표준편차

9

3일 중
최소확진자
수

2.4%

일주일 중
최대확진자
수의 비율

10

감염경로별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1.6%

3일 중
최소확진자
수의 비율

일주일
확진자 수의
비율
표준편차
감염경로별
일주일
확진자 수의
표준편차

2.0%

1.8%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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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이용한 유행 확산 시기별 비교
국내 감염병 확산 이후, 대략 3차례의 확진자 급증 및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
었다. 1차 유행은 2020년 2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신천지 집단감염 등으
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였다. 2차 유행은 2020년 8월 15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사랑제일교회 등의 광화문 대규모 시위를 시발점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
로 확산하였다(연합뉴스 2020b). 3차 유행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요양원, 구치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개
인 감염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및 2차 유행의 확산 추이와 달리,
3차 유행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
기 시작한 2021년 1월 15일 또는 보유 중인 데이터의 최종 일자(2021년 4월 6일)까지
를 함께 고려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부터 확인되는 대유행 확산 시기별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도
를 비교한 결과, 감염병 확산 시기에 따라 다른 상대적 영향도가 확인되었다. 전 기간
에 걸친 감염경로의 상대적 영향도는 <그림 5-9>에서와 같이 ‘직장’ > ‘종교시설’ >
‘가족지인모임’ > ‘요양시설’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1차 확산 시기에는 ‘직장’과 ‘기
타’로 분류되는 ‘신천지 모임’ 등이 가장 두드러졌고, 2차 확산 시기에는 ‘직장’과 함
께 ‘도심집회’와 ‘요양시설’의 비중이 높은 점을 확인하였다. 3차 확산 시기 또한, 기
간의 구분에 따라 ‘종교시설’과 ‘직장’의 상대적 영향도가 두드러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진자 발생비율에 따른 일주일 평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영향도 비교에서는 2
단계에서 확진자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정립된 2차
확산 시기 이후부터는 1단계에서의 확진자 발생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종교시
설 모임 제한의 엄격성 정도에서는 3단계에서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비율이 있었던 것
을 확인하였고, 1차 확산 시기와 3차 확산(2021년 4월 6일까지) 시기에 3단계 이후의
확진자 발생비율이 급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모임의 엄격성 변화에서는 2단
계에서 대체로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비율이 확인되었는데, 대략 2.5단계에서부터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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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확진자 발생비율의 추이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방역정책의 방향이 선(先)확산-후(後)정책 전개의 방식이었던 점을 고
려하면, 랜덤 포레스트에서 분석된 각 사회적 거리두기의 항목별 엄격성과 확진자 발
생비율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의 논리성을 보이나, 2차 확산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
서 지속적인 2단계 또는 3단계의 방역정책이 유지되었던 현상에 기인한 특징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림 5-9 |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이용한 변수별 상대적 영향도 비교
기간
구분

감염경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종교시설 엄격성 변화
(7일 평균)
(7일 평균)

직장 엄격성 변화
(7일 평균)

전 기간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
(2021/
1/15
까지)
3차
확산
(2021/
4/6
까지)
주: 각 그래프에서 x축은 각 단계를, y축은 확진자 발생비율의 상대적인 높고 낮음을 의미.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단계별 조정이 있었음. ※ 감염경로의 x축은 <그림 5-8> 참조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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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엄격성 변화에 따른 확진자 발생 민감도 시뮬레이션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영향도가 높았던 ‘종교’와 ‘직장’의 엄격성을 조정하여 확
진자 발생 추이의 변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 및 ‘직장’의 엄격성을 2021년 2월 26일부
터 2021년 4월 6일까지 이루어졌던 3단계(종교) 및 2단계(직장)에서 각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별 최저치(각 1단계)와 최고치(5단계 종교, 4단계 직장)로 구분하여 시뮬레
이션하였다(<표 5-9> 참조).

표 5-9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변화 시뮬레이션 내용
시뮬레이션

사회적 거리두기 실제 정책별 단계

실제 단계

종교 (3), 직장 (2)

예측 모형

종교 (3), 직장 (2)

엄격성 높음

종교 (5), 직장 (5)

엄격성 낮음

종교 (1), 직장 (1)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10>에서는 ‘종교’와 ‘직장’의 엄격성이 수정된 시나리오별 확진자 수 변화
를 비교하고 있다. 엄격성의 변화에 따라서 확진자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엄격성이 낮
은 시나리오보다도 엄격성이 높은 시나리오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5-9>에서 확인된 상대적 영향도 비교와 같이, 최저치와 최고치 모두
실제 확진자 발생비율보다도 다소 높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개발된 모형의 두 정책적
엄격성에 대한 민감도가 훈련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구성이 확진자 발생의 경험적 관측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별 엄격성 변화에
주안점을 둔 점은 기타 사회현상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모형의 한계점이 될 수 있
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변화에 따른 확진자 수의 증감 등의 시뮬레이션은 본 모형
의 장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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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 모형/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비교(전국 일별)

모
형
1

모
형
2

모
형
3

모
형
4

주: 시군구별 발생예측값을 전국 단위로 취합하여 작성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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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진자 발생 예측모형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측 시기별(1~4주) 확진자 발생 예측모형은, 먼 미래의 확진
자 예측일수록, 기타 요인보다도 지역에 대한 종속성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명백
한 유행 시기가 3차례에 걸쳐 나타난 만큼 시기 및 계절에 대한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달가량 미래의 확진자 수 예측에서는 ‘기타’ 또는 ‘미분류’ 항목 등 불특정한
요인에 기인하는 확산이 높다. 확산예측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불확
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모형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나리
오의 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예측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책의 엄격성이
가장 높게 주어졌을 때 중위 단계보다도 높은 확진자 발생이 이루어졌던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에서 이해한 확진자 발생과 방역정책의 경험적 관계가 선(先) 확산, 후
(後) 정책 전개라는 점과 다른 정책 변수의 엄격성은 유지된 채로 특정 정책 변수만을
수정하여 시뮬레이션한 점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배분 시뮬레이션 모형의 실증적 실행 과정
4장에서 설명한 배분 시뮬레이션 모형을 질병관리청의 실증(역학조사)자료에 적용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몇 가지 분석 순서를 요구한다. 각 순서는
선행 단계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을 이용하는 구조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현하고 실
증데이터에 적용한다. 각 순서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하는
식을 의미한다. 즉,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하는 식을 순서별로 적용하여 중간 결과물
을 산출하고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단, 식의 순서대로 시
뮬레이션 과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1) 순서 1: 전체 확진자(106,230명) 정보에 방역정책과 방역단계 지정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전체 확진자(106,230명) 정보에 방역정책(도구) 단위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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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단계를 지정하는 데이터 전처리과정을 적용한다. 방역정책 및 방역단계는 아래와 같
다. 방역정책마다 방역단계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마스크착용의무화’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지만, ‘모임행사제한’의 경우는 한 단계가 추가되어 1단계부터 5
단계까지로 세분된 방식을 적용한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 4단계

5. 등교 제한 : 1단계 ~ 5단계

2. 모임·행사 제한 : 1단계 ~ 5단계

6. 종교활동 제한 : 1단계 ~ 5단계

3. 스포츠 관람 제한 : 1단계 ~ 5단계

7. 직장 근무 제한 : 1단계 ~ 4단계

4. 교통시설 이용 제한 : 1단계 ~ 4단계

8.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 1단계 ~ 5단계

<그림 5-11>은 방역정책 단위 확진자별 방역단계 지정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의 왼쪽은 방역정책 및 방역단계가 미지정된 질병관리청 제
공자료인데, 이를 토대로 각 방역정책(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위에서 확진자마다
방역단계 정보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전처리가 이루어진다. 나머지 7개의 방역정책마다
확진자별로 방역단계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림 5-11 | 방역정책 단위 확진자별 방역단계 지정 데이터 전처리과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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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과 같은 방식으로 전처리과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방역정책 단위의 방역
단계 지정 전처리 데이터는 아래 <그림 5-12>와 같이 250개 시군구 단위로 각 감염경
로별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한다. <그림 5-12>는 ‘마스크 착용 의무
화’ 방역정책에 대하여 250개 시군구 단위로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가 명시되어 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7개의 방역정책에 대해서도 시군구 단위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림 5-12 | 방역정책 단위 방역단계 및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집계 데이터(시군구 단위)

출처: 저자 작성

여기에 더하여 <그림 5-13>과 같이 시군구 단위 감염경로별 11개 유형의 매개 시설
전처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그림 5-12>와 같은 형태로 8개 방역정책에 대
하여 시군구별로 방역단계 및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를 집계한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그림 5-13>과 같은 시군구 단위 감염경로별 매개 시설의 개수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
여 식5로 정의한   을 계산할 수 있는 실증자료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다. 제4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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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에서 설명했듯이,    을 구성하는  (   )과 
(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와 이를 매개한 시설
의 개수 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방역정책 및 방역단계라는 일종의 매개 변수별로
확진자 수를 세분화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5-13 | 시군구 단위 감염경로별 11개 유형의 매개시설 전처리 데이터 예시

출처: 저자 작성

(2) 순서 2: 주요 시뮬레이션 중간결과 도출
앞서 구축한 방역정책 단위 시군구 및 감염경로별 시설의 개수 및 확진자 수 정보를
이용하여 식5 즉,    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전처리가 완료되었다. <그림 5-14>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하는 식들의 단계적 관계성을 도식화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 설명한 식 사이의 단계적 관계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기 위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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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요소(식) 간 단계적 관계성 및 결과 도출 과정 요약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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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정을 적용하면, <그림 5-15>와 같은 형태의 중간
결과물이 도출된다. <그림 5-15>의 위쪽은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의
최종결과를 나타내고, 아래쪽 그림은 이를 토대로 <그림 5-14>의 식을 적용한 중간
결과물( 및  ) 일부를 나타낸다.

그림 5-15 |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최종결과(위) 및 중간 결과물(아래)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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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를 조합한 결과를 예시한 것으로,
앞서 명시한 방역정책(8개)과 방역정책별 방역단계(4개 혹은 5개)를 고려하면, 전체
37개의 방역정책 + 방역단계 시뮬레이션 결과의 조합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감
염경로별 11개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합하면 407개(=37×11)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250개 시군구 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
<그림 5-16>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라는 방역정책 및 방역단계를
전제로 11개의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250개 시군구 단위로 집계한
것이다. 제4장의 <그림 4-6>을 통하여 설명하였듯이,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를 배분하
는 과정은 식3의      값의 비중에 따라 추계적으로(stochastically)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마다 확률오차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5-16>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즉, ‘전국 확진자 수’와 ‘시뮬레
이션 횟수’는 각각 2,000명과 1,000회로 설정하였다. <그림 5-16>은 바로 이러한 조
건에서 시군구 단위 감염경로 매개시설마다 발생 가능한 확진자 수의 주요 통계량을
‘(최솟값, 평균값, 최댓값, 표준편차)’와 같은 형식으로 산출하여 정책 시뮬레이션 집
계 결과로 예시한 것이다.

그림 5-16 | 정책 시뮬레이션 집계 결과 예시(최솟값-평균값-최댓값-표준편차)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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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5-17>은 <그림 5-16>의 결과 중 평균값만을 추출하여 실증 분석
에 활용하기 위한 형식으로 변환한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전제 시뮬레이션 1,000회에
대한 발생빈도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소수점 결과가 산출되었음).

그림 5-17 |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예시(평균값)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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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분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방역정책(종교활동 제한 및 직장 근무 제한)에 상관없이, 1단계 조건에서는 네 가지
감염경로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군구가 4단계(혹은 5단계) 조건
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군구마다 네 가지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비중에 있어서 뚜렷한 편차를 보이며 특히,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네 가
지 경로 모두에서(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4단계(혹은
5단계) 조건에서는 네 가지 경로 모두에서보다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구마다 특정
경로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주를 이루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림 5-18>부터 <그림 5-21>까지 그래프 해석 시 해당 그래프의 감염경로 범주별
(요양/의료/종교/교육) 크기가 누적 비율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 시에
서 경로 1을 통하여 1건이 발생한 경우와 B 시에서 경로 2를 통하여 10건이 발생한
경우, 누적 비율(범주별 막대의 높이)은 100%로 같지만, 절대 빈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시군구마다 범주별 막대의 높이는 절대 빈도를 시군구 내에서 비중에
따라 배분한 결과임에 유의하여 같은 높이라도 절대 빈도는 다를 수 있음에 주의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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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누적 비율 막대그래프): 종교활동 제한-1단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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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누적 비율 막대그래프): 종교활동 제한-5단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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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누적 비율 막대그래프): 직장 근무 제한-1단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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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누적 비율 막대그래프): 직장 근무 제한-4단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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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비율 막대그래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기 위하여 네 가지 감염경로에 대
한 상자 그림(Box Plot)을 생성하였다. <그림 5-22>와 <그림 5-23>은 각각 「종교활
동 제한-1단계」와 「종교활동 제한-5단계」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자 그림으
로 요약한 것이다. 정책 수단이 같아도 단계가 1단계에서 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네
가지 주요 감염경로를 통하여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
단계에서는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y축 값이 1단계의 경우보다 약 5.5배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종교활동 제한-1단계」에서는 ‘종교’ 범주에서의 1분위와 3분위 간 차이
( : Inter Quartile Range)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범주 즉, ‘요양’, ‘의
료’, ‘교육’에서는 해당 범주에 국한된 발생빈도에 있어서 시군구 지역 간 차이가 뚜렷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범주의 경우 특정 시군구에서의 이상치
(outlier)가 다른 세 범주에 비하여 매우 큰 값을 보인다.
<그림 5-24>와 <그림 5-25>가 나타내는 「직장 근무 제한-1단계」와 「직장 근무 제
한-4단계」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종교활동 제한-1단계」와 「종교활동 제한-5단계」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확진
자 수에서의 차이는 정책 수단보다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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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상자 그림): 종교활동 제한-1단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23 |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상자 그림): 종교활동 제한-5단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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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상자 그림): 직장 근무 제한-1단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25 |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상자 그림): 직장 근무 제한-4단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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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10>은 각 방역정책별 단계 조정에 따른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시뮬레이
션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앞서 시나리오 구성에서 전체 확진자 수를 2,000명으로 설
정하였는데, 4/5단계 조건에서는 「종교활동 제한」이나 「직장 근무 제한」 모두에서 약
1,910명 정도의 확진자가 네 가지 감염경로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단계 조건에서는 「종교활동 제한」의 경우 약 1,019명이, 「직장
근무 제한」의 경우 약 1,0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뮬레
이션 조건의 확진자 수 2,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즉, 나머지 50%는 이 네 가지 감염
경로 이외에 다른 감염경로를 통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0 | 방역정책별 단계 조정에 따른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시뮬레이션 결과
단위: 명

시뮬레이션

요양

의료

종교

교육

계

종교활동 제한-1단계

224.39

203.68

418.20

173.21

1,019.48

종교활동 제한-5단계

722.87

908.72

261.44

16.97

1,910.00

직장 근무 제한-1단계

220.34

203.79

406.05

170.89

1,001.07

직장 근무 제한-4단계

723.19

908.48

261.29

17.05

1,910.01

출처: 저자 작성

<표 5-11>은 전체 11개 감염경로별로 <표 5-10>의 방역정책별 단계 조정에 따른
확진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표 5-11>을
보면 1단계의 경우는 여러 경로에 분산되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4/5
단계의 경우는 앞의 주요 네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집
계되었다. 원래 2,000명의 발생빈도를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나, 단계에 따
라 약 1,916명과 약 1,956명으로 2,000명과는 다소 편차가 있다(84명과 44명). 이는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2,000명을 실증 발생빈도 비율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배분
하는 과정에서의 소수점 절삭 오차에 일부 기인한다. 이와 함께 앞서 <그림 5-1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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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시군구 내 감염경로별 시뮬레이션 발생빈도 생성 방식인 ‘다항 무작위화
(multinomial randomization)’를 통하여 감염경로마다 확진자 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확률오차가 누적된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오차
가 전체 확진자 수 중 일부가 빠진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1 | 전체 11개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변화 예측(정책 수단 및 단계 조정)
단위: 명

감염경로

종교활동 제한
1단계

종교활동 제한
5단계

직장 근무 제한
1단계

직장 근무 제한
4단계

요양

224.39

722.87

223.76

723.19

의료

203.68

908.72

204.30

908.48

종교

418.20

261.44

418.17

261.29

교육

173.21

16.97

172.94

17.05

체육

125.77

44.00

126.23

44.00

다단계

175.74

0.00

174.80

0.00

목욕

104.27

0.00

104.39

0.00

노래

44.05

0.00

44.05

0.00

유흥

236.08

0.00

236.44

0.00

음식·카페

117.72

0.00

118.11

0.00

기타 다중

92.87

2.00

92.81

2.00

1,915.98

1,956

1,916

1,956.01

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26>은 시군구 단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5분위 등도수(quantile) 급간 구분방
식을 적용하여 단계 구분도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종교활동 제한-1
단계를 적용하였으며, 감염경로는 요양시설이다. 빨간색 톤이 진할수록 해당 시뮬레이
션 조건에서 요양시설을 통한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군구를 나타낸
다. 1,000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예상 발생빈도를 산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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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소수점으로 표시된다.
종교활동 제한-1단계의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발생빈도가 예상된다. 같은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그림 5-27>은 의료시설을 통한 발생빈도 분포를 나타내는데,
요양시설과는 다소 다른 지역적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림 5-28> 역시 같은 시뮬레이
션 조건에서 종교시설을 통한 발생빈도의 시군구 단위 분포를 나타내는데, 완화된 방
역단계 조건에서 발생지역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5-29>는 교육시설을 통한 발생빈도의 시군구별 분포패턴을 나타낸다.
이후 <그림 5-30>부터 <그림 5-33>까지는 종교활동 제한-5단계 조건에서 각각 요
양, 의료, 종교, 교육의 네 가지 감염경로를 통한 확진자 수 분포패턴을 나타낸다. 특
이한 점은, 1단계에 비하여 발생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소수의 지역
에 상당히 대규모로 발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실제로 계급 간 경곗값을 보
면 1단계와 비교하여 자릿수 하나가 증가함). 이는 물론 1단계 조건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발병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단계가 엄격해질수
록 전반적인 지리적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생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 5-10>과 <표 5-11>의 방역정책 및 단계 조정에 따른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 변화 상황을 시군구 단위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계가 엄격
해질수록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염경로를 대상으로 하는 유연한 방역 대책
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지도들은 직장 근무 제한에 대한 1단계 및 4단계를 적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인 해석은 종교활동 제
한의 경우와 유사하다. 요컨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예상되는 방역 수단 및 단계
조정에 따른 감염경로별 발생빈도에 있어서 시군구 간 다양한 형태의 편차를 만들어내
고 있다. 따라서 방역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간 편차를 생성하는 요인들
을 세분화하여 지역별 실증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방역정책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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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종교활동 제한-1단계: 요양)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27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종교활동 제한-1단계: 의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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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종교활동 제한-1단계: 종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29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종교활동 제한-1단계: 교육)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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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종교활동 제한-5단계: 요양)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31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종교활동 제한-5단계: 의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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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종교활동 제한-5단계: 종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33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종교활동 제한-5단계: 교육)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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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직장 근무 제한-1단계: 요양)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35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직장 근무 제한-1단계: 의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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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직장 근무 제한-1단계: 종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37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직장 근무 제한-1단계: 교육)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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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직장 근무 제한-4단계: 요양)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39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직장 근무 제한-4단계: 의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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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직장 근무 제한-4단계: 종교)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41 | 시뮬레이션 결과 시군구 단위 분포 패턴(직장 근무 제한-4단계: 교육)

출처: 저자 작성

192

3. 실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이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방역정책의 엄격성 변화를
지역, 감염경로의 확진자 수 변화와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세분화한 정책의 효과를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한 방법론은 사회
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 변화를 시군구 단위로 추적하고, 이를 엄격성 지수로 변환,
같은 기간에 발생한 시군구와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역학조사 데
이터에 포함된 감염경로를 업종 데이터와 연계하여 지역에 있는 시설의 밀도가 시뮬레
이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개발에 활용된 데이터가 모두 실제 데이
터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 행해졌던 정책적
대응과 확진자 발생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는 이 연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특정 기간의 데이터에 의존한 실증이기 때문에 한계점이라 할 수도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역정책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계
조정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사례연구였던 OxCGRT 분류를 참고하여 국내 사회적 거
리두기 방역 지침을 분석, 8개의 방역 대응정책으로 세분화하고 정책의 엄격성을 1~4
또는 1~5단계로 부여하였다. 이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세에 적용하여 정책
별 엄격성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이론적으로 무리가 없는 방법론의 적용이라고 판단한
다. 그러나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방역정책의 단계 조정은 방역
정책별로 세분화하여 적용되기보다는 전체적인 단계에 맞춰 모든 방역정책의 단계가
조정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화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포함된 모든 정책의 엄격성이 함께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간적으로 세밀한 방역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방역정책의 종류에
상관없이 엄격성 단계가 상승할수록 대량의 확진자 발생은 제한된 시군구와 제한된 감
염경로를 통해서 발생하였다. 이는 확진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높
은 단계가 적용되었다는 것과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감염경로는 제한적이었다는
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제한된 시군구와

제5장 코로나19 방역정책 시뮬레이션 모델 시범 적용 ･ 193

제한된 감염경로를 방역의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역 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선(先) 확산, 후(後)
대응이 아니라 발생 가능 지역과 확산경로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발생 가능 지역과 확산경로의 예측을 지원할 수 있
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 수리모형에 의해 전국적인 확진자 규모
가 예측되는 현실에서, 전국 단위 예측 결과를 배분 모형에 대입하고, 적용할 정책과
단계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시군구별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정
책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즉, 확진자 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결과로 확산이 예상되는 지역과 감
염경로에 방역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를 발생 후 대응에서
선제 대응 후 관리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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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방역정책의 효과를 세밀한 지역 단위로 예측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론은
정책과 지역별로 세분화한 단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의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예측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더 정밀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감염경
로의 상세한 위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감염병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
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과학적 정책 지원을 위해 정책 수요기관과 연구기관들 사이에 모형과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 성과의 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코
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2020년 2월의 1차 유행과
2020년 8월의 2차 유행을 잘 넘겼지만,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은 그 여파
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반영하여, 4단계 체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
을 강화하였다. 또한, 확진자 수의 계속된 증가로 권역이나 시도의 인구 대비 확진자
수와 중환자 병상 여력 등의 격상 기준을 상향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확진자의 증가는 상향된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 및 소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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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약이 발생하였다. 특히 소비자를 직접 만나야 하는 소매·자영업의 경우는 큰 타격
을 받고 있다.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광역에 적용함으로써 확진자 수가 발생
하지 않는 지역까지 통제되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의 효과를 세밀한 지역 단위로 예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방역정책이 함께 포함되어 있
다. 이 연구에서는 8개의 방역정책을 선정하고, 정책별 엄격성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엄격성의 추이는 250개 시군구의 확진자 추이와 연계되어 각 방역정책이 지역
의 확진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역학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경로별 확진자 수를 도출하였고, 이 데이터 또한 방역정
책의 엄격성 추이와 연계하여 방역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감염경로와 관련
있는 업종의 밀도를 활용하여 방역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
하였다.
제한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예측한 전국 단위 확진자 수는 배분 모형을 통해 시군구와 감염경로별로 시뮬레이
션 되었다. 실제 역학조사를 기초로 시행한 시범 분석에서는 방역정책의 종류보다는
단계 조정이 확진자 수와 큰 연관을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단계가 상향될수
록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며, 감염경로의 수도 제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방법론은 정책과 지역별로 세분화한 단계 적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역 또는 시·도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에 따라
각 방역정책이 모두 함께 조정되고 있다. 정책별로 방역 효과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예상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든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집행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먼저 상위의 거리두기 단계를 4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각 방역정책의 단계를 구분한 것처럼 보인다. 각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반대로, 정책의 엄격성과 확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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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감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맞춰 정책별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적 거리두기 조정’에 포함된 모든 정책의 일률적인 단계 조정이 아니라, 각 정책의 효
과에 따라 조합된 조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처지에서는 번거롭겠지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관점에서는
정책별 단계 조정에 따른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정책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처럼, 지역과 감염경로의 특성에 따라 정책별 엄격성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단계 상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과 감염경로로
정책을 제한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도의 지역 위험성 평가 및 예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지속해서 개편되어 온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
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도 시도의 경우는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절차
를 거치고, 시군구의 경우는 시도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한 후에 시도에서 격상 여부
를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a:7). 중앙사
고수습본부에서 시도와 협의할 때, 또는 시도에서 시군구와 단계 조정 협의 과정에서
지역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시군구 단위의 확진자 수는 시도 내에서 단계 조정
을 사전에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사회적 거
리두기를 모두 조정하는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 모든 정책의 엄격성을 조
정할 수도 있고, 만약 세부 정책별 조합을 사용한다면 조합별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그에 따른 시군구의 확진자 수 예측도 가능하다. 결국은 확진자 수 예측을 통해 중앙사
고수습본부나 시도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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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최신 감염병 연구의 추세는 개인의 이동 데이터를 기초로 한 행위자기반 모형의 활
용이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행위자기반 모형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역학조사 데이
터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확진자의 감염병 전파 네트워크를 감염경로와 연계할 수 있
는 정확한 주소 정보가 없어 최신의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확진자의 위치 정보가 거주지 기준, 시군구 단위로 되어있어 더 정밀한 분석
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엄격성 산출의 경우, 1~4단계 또는 1~5단계의 명목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과 확진자 수의 변화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여러 정책
의 복합적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구 성과인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분석 방법, 데이터 기반 구축, 활용체계 마련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분석 방법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모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등 방역정책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
적 거리두기 외에도 백신접종, 의료자원 관련 정책이 새로운 중요한 감염병 통제 수단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을 지역에 따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감
염병 유행 상황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정책에도 적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모형의 예측력과 논리적 설명력을 보다 개선할 필요
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보다는 이러한 정책을 주민들이 얼마나 잘 따르
고 있느냐가 감염병 발생에 대한 직접적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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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변화하는 인구 이동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민간의
유동 인구 빅데이터나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
한 빅데이터도 함께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논리적 구조와 함께 예측력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방역정책의 효과 평가 및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감염병 역학조
사 데이터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
으로 수집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반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센터
와 영국 보건안전국(Health Security Agency) 등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살펴볼 수 있고, 방역정책의 효과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플
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1)
더불어 이들 해외사례의 경우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 및 그 성과
에 대한 정보도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 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 기반 분석 방법이 새로운 대응 수단
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데이터, 과학적 성과 등이 한 곳에서 공유되고 누구
나 필요한 사람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 등의 데이터 공유 기반 구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 구축 측면에서 감염병의 원인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염경로’
정보의 유형화 및 수집·활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역학조사에서 사용
되는 감염경로 구분은 상세도가 낮고, 시설과 활동 간 구분이 애매하여 확진자 수가
늘어나 역학조사 부담이 높아지면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발
생한 확진자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유용한 감염경로 분류체계가 무엇인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감염경로 판단에 필요한 확진자 이동 동선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통신사와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감염병 역학조사지원시스
템(EISS)에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개인정보 침해 등의
1) 미국 질병통제센터 COVID-19 Data Tracker, 영국 코로나19 공공데이터 포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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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발생의 소지도 있어 이러한 문제 발생 없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동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오철우 2020). 수집
된 확진자 이동 동선은 본 연구의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과 같은 연구 및 방역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가공하고 다른 장소 데이터(예: 업종 데이터 등)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미래 방역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책당국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성과를 비롯한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이 감염병 대응과 관리에 활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2월 발의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이러한 제도적 체계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아직 해당 개정안의 구체
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내 코로나19 대응팀부터 코
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방역정책에 필요한 하나의 언어로 생각하고, 이 언어를 백악관연방정부-주(州)정부-국민이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여 방역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White House COVID-19 Team 2021).2) 이러한 데이터 기반 위험
소통과 의사결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의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책수행 평가까지 정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세심
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응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실무 기관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업문화 조성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정책 기관, 국립보건연구
원, 수리과학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대학 산하 연구기관, 이동 통신, 신용카드 빅데이
터 보유 및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개별 기관의 자원을 상호 연계
하여 더욱 진보된 성과를 도출하는 선도형 연구·개발 사업을 시도해볼 것을 제언한다.

2) 이를 위해 미국 백악관 코로나19팀은 Community Profile Report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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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patiotemporal Simulation Model
to Support a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Policy
Son Jaesoen, Chang Yohan, Oh Changwha, Im Eunsun, Hwang Myunghwa, Lee Gyoung Ju

Key word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Policy, Spatiotemporal Simulation Model

The general prediction of confirmed cases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present a spatial blueprint for application in an individual's real-life unit in
which the response policy works in a more detailed spatial unit. ‘Social
distancing’ was initially applied broadly and collectively, and the damage and
antipathy of the local economy were great, and social stress is also on the rise.
In the e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resolve the dissatisfaction
of all subjects who are subject to social distancing unless medical treatment for
infected patients is generalize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rapeutic agents. For the public, rather than predicting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will reach several thousand next week, it may be more effective
to suggest what kind of social distancing policy will be effective in the area
where you live. If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policies are presented in a
detailed level of time and space through a scientific methodology,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antipathy towards social distancing and induce more activ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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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demonstrate a simulation method that can
predict the effect of government response policie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To this end, data related to the spread
of COVID-19 are collected and analyzed to derive the tempo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spread pattern, and the government's policy response is
analyz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otemporal diffusion
model, implications for policy simulation are derived. Finally, through the
demonstration using real data, we derive the tasks to improve the policy
simulation method.
Unlike the existing coronavirus, COVID-19 is characterized by mutations in
the spikes for contact with respiratory epithelial cells. Because of this, it has
strong transmission power, rapid worsening of symptoms, and rapid metastasis
to other organs. The increase/decrease cycle i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varies by country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health systems
and containment policies to respond to COVID-19. As the spread is independent
of seasonal effects, it is a reality that requires the creation of 'herd immunity'
based on vaccines and the development of universal therapeutics rather than the
existing containment policy. As with the global increase,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initial strong containment policy, people's mobility sharply
decreased, and after that, the spread of COVID-19 slowed down. However, due
to the various socio-economic side effects that occurred as the lockdown policy
was prolonged, after a certain period, it was switch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axed social distancing policy and the phased cancellation of the blockade
policy. Policies with the greatest impact on the prevention of COVID-19 are in
the order of cancellation of small and large gatherings, closur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order control, increase in availabl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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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ockdown and personal movement restrictions, and quarantine. Korea's
policy response is a preventive rule called social distancing, and it is divided
into personal preventive rules, facility preventive rules, and workplace
preventive rules. Preventive measures ar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step-by-step measures set in advance based on the spread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the criteria for the occurrence of confirmed cases. A four-step social
distancing system has been in place since July 2021.
Mathematical modeling refers to describing real phenomena in mathematical
expressions, and the application of mathematical, statistical, and numerical
calculation techniques i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simulation of
mathematical model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to determine whether an
infectious disease spreads is the basic infection reproduction index, which refers
to the average number of secondary infections transmitted by the first infected
person. The infectious disease spread model is largely classified based on the
analysis scope, analysis method,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ata used.
The traditional SIR model predicts macroscopic changes over time by applying
key parameters that affect the spread of diseases, such as infection rate and
recovery rate, to an entire country or region. Recently, the development of
microscopic models is accelerating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and the explosive increase of available
data. OxCGRT provides researchers and government department officials with a
comprehensive rigor index based on quantification of various policy response
items and sub-items to compare government responses to different COVID-19
epidemics by country. In addition, various mobility indicators contribute to
exploring spatially different changes in mobility along with time-series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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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 Structure of Policy Simulation Methodology

Note. Epidemiological Survey DB is provided by KCDC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usiness DB is collected from localdata.go.kr

The flow of the policy (effect) simulation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see
Figure) first analyzes the phase change of social distancing to derive the major
phase change period, and calculates the stringency of each phase of the
domestic preventive policy. Using the epidemiological survey data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by
city(si), county(gun), district(gu), and infection route is calculated. Using these
data, the random forest model predict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nationwide. By inputting the predicted number of confirmed cases acro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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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into the distribution model,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city,
county, district unit, and infection route is calculated. Finally, we compare the
effect of social distancing at the policy stage and region through the predicted
number of confirmed cases by region and infection route. The data for the
simulation model consists of 8 matrices consisting of time (x-axis), 250
municipalities (y-axis), and 8 government policies (z-axis), and one matrix of
confirmed patients.
In the method of predicting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confirmed cases
nationwide, input variables are constructed using a random forest model an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re identified. The random forest model is a
model that adjusts the predictive power of a model while collecting and
developing a set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in an ensemble form.
It is assumed that th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by day,
region, and infection route i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change in
stringency level of the eight policies by day and region is assum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model for predicting the occurrence of confirmed
cases is configured to calculate from a one-week average to a four-week average
in units of one week. The distribution model uses empirical data from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is proportional to the ratio o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the past to that of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In the case of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by
infection route in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llocated to the relevant city, county, and district in the simulation process is
allocated to the infection route in consideration of the density of the facility
from the business database nationwide.
To prepare a simulation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COVID-19 preventive
policy simulation model, first, based on the regular briefing data of th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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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lth and Welfare, changes in the social distancing system, and changes in
phases by districts, cities, provinces, and districts were tracked and organized.
Stringency was calculated in units of 250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from
January 20, 2020 to April 6, 2021, based on eight detailed policies, referring
to changes in local social distancing levels and preventive policy guidelines. The
information on confirmed cases that occurred daily from January 20, 2020 to
April 6, 2021, established and manag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as used for policy simulation.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prediction o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nationwide showed a pattern very similar to the actual value. The results of the
true value and the predicted value were more similar in the result of the average
number of confirmed cases for 4 weeks than the result of the average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week. As for the relative influence by infection route,
'workplace' and 'religious facility' had the highest relative influence, and the
longer-term prediction model increased the relative influence of 'corrective
facility' and 'unclassified'. As a result of simulations assuming high and low
religious and workplace rigor,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everity, the
higher the average number of confirmed cases. This is presumed to be because
the data reflects the reality that the social distancing level was applied as a
respons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The scenario composition for the distribution model set the total number of
confirmed cases to 2,000. In the 4/5 level, it was predicted that about 1,910
confirmed cases of both ‘restriction on religious activity’ and ‘restriction at
workplace’ will occur intensively in the four routes of infection (medication,
medical care, religion, and education). Under the first level conditions, it was
predicted that about 1,019 cases would occur in the case of ‘restriction on
religious activities’ and about 1,001 cases in the case of ‘restriction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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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In the case of Restriction of Religious Activities Level 1, a large
number of outbreaks were expected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the case of Restriction of Religious Activity Level 5, the geographical range of
the outbreak area was limited, and it was predicted that the outbreak would
occur on a fairly large scale in a small number of areas.
The implications of the policy simulation pilot 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policy simulation, the importance of level adjustment was found
regardless of the type of preventive policy. Seco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ve policy,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factors that create
regional deviations and apply a flexible preventive policy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of each region. Finally, since it can support the prediction of possible
outbreak areas and spread routes, we found the possibility to use this simulation
method as a tool to switch from responding after an outbreak to a system of
management after a preemptive response.
In conclusion,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 for predicting the effects of
preventive policies on a detailed regional basis. Eight detailed quarantine
policies were selected, and the change in the stringency of each policy was
calculated. The calculated stringency trend was linked with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250 cities, towns, and villages. The density of businesses
related to the route of infection was used, and the effect of the preventive policy
was simulated. Through this, we developed a methodology that can be used as
a tool for evaluating and predicting regional risks in cities and provinces, as well
as the basis for applying the phases subdivided by region and preventive policy.
As future task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edictive power and
logical explanation of the simulation model, to further study applicable
simulation models in addition to social distancing, and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im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base

SUMMARY ･ 225

environment

for

comprehensively

collecting

and

sharing

infectious

disease-related data, analysis methods, and outcom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ypes of infection route information and the collection and use
system. Lastly,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in which data analysi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be used to respond and manage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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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 사회적 거리두기(2020년 6월 28일 이후)
∙ 상황의 심각성 및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부표 1-1 |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 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
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
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
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
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 외 모
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운영 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4㎡(약 1평)당 1
명으로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예: 21시 이후 운
영 중단, 지하 시설 중단
검토 등)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등교 인
원 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
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
무 권고

다중
시설
조
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기업

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2020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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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년 11월 7일 이후)
∙ 3단계 체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는 5단계 체계로 개편
부표 1-2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
구분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유흥시설
5종

▴시설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
공 금지
▴4㎡당 1명 인
원 제한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
막이
설치
(150㎡ 이상)

1.5단계

2단계
지역유행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면적 4㎡당 1
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
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
이 설치 (50㎡ 이
상)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3단계

전국유행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집합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
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 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
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
로 포장·배
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처: 보건복지부 2020b:1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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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
구분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유행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단계

영화관

전국적 유행
본격화

▴100명 미만으
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
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
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
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
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
외)

오락실·
멀티방 등

▴4㎡당 1명으
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21시 이후 운
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공연장

▴4㎡당 1명으
로 인원 제한

3단계

전국유행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기본 방역수칙 의
무화(마스크 착
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2.5단계

전국적 대유행
▴집합 금지
▴가족 참석만 허용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
금지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
영 중단
▴좌석 한 칸 띄
우기
▴음식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
우기
▴음식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
영 중단
▴좌석 한 칸 띄
우기(칸막이 있
는 경우 제외)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
서 개별 섭취
시 제외)
▴21시 이후 운
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집합 금지

▴집합 금지

출처: 보건복지부 2020b:17,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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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①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
영 중단
▴8㎡당 1명으
로 인원 제한 또
는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집합 금지(원
격수업 가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 체 룸 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
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
외)
▴ 단 체 룸 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
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
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
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
외)
▴단체룸은 50%
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
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
의 1/3로 인
원 제한

▴21시 이후 운
영 중단
▴수용가능인원
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
영 중단
▴8㎡당 1명으
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
우기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
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마트·
백화점

기본 방역수칙 의
무화 (마스크 착
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0b: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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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
영 중단 (300
㎡ 이상)

▴집합 금지

▴백화점 등 대
규모점포 집합
금지

3)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 2021년 7월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 명확화
∙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
가 1~3단계 조정 가능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및 재분류를 통해 3개의 그룹으로 시설 재분류
부표 1-4 |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 활동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 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자제

▴21시 이후 외출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 자
제

모임

▴방역수칙준수

이용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
용 시 방역수칙준수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운동

▴방역수칙준수

▴실내 단체운동 자제

▴실내 운동 자제, 실외
단체 운동 자제

▴단체 운동 자제, 개인
운동만 권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300인 이상 집회 금
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외출

출처: 보건복지부 2021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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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 1그룹 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방역수칙
구분

업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
한
*클럽, 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포차는 집
합 금지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10㎡
당 1명 인원 제
한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10, 13, 15의 단계별 수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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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 2그룹 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방역수칙
구분

업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식당 일반음식, 휴게,
카페
제과
▴운영시간 제한 ▴24시 이후 포장·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없음
배달만 허용
▴시설면적 6㎡당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1명 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코인) 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24시 이후 운영 ▴22시 이후 운영 제한
없음
제한
▴시설면적 6㎡당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1명 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목욕 목욕탕, 찜질방,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장업
사우나시설 등
없음
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 제
▴수면실 이용금지
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이후 운영
(단, 수영장은 22시
제한
이후 운영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탁구, 배드민턴 ▴시설면적 6㎡당 ▴시설면적 8㎡당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등 2명이 각각
1명 인원 제한
1명 인원 제한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조를 이루어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
하는 운동 등
없음
없음
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
원의 1.5배(예: 실내 풋살 15명) 초과 금
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
실내
는 경우 제외)
체육
시설
▴시설면적 8㎡당
GX류 운동
1명 인원 제한
▴시설면적 6㎡당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그룹댄스운동,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이후 운영
1명 인원 제한
스피닝, 에어로빅,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핫요가, 체조교실,
없음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줄넘기 등)
운영금지
▴시설면적 8㎡당 ▴시설면적 8㎡당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1명 인원 제한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 ▴22시 이후 운영
▴시설면적 6㎡당
없음
음
제한
체육도장
1명 인원 제한
▴상대방과 직접
(무술류)
▴운영시간 제한
접촉이 일어나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
없음
운동(겨루기, 대
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련, 시합 등) 제 ▴샤워실 운영금지
한(권고)
▴시설면적 6㎡당 ▴시설면적 8㎡당
방문판매 등을 위한
1명 인원 제한
1명 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없음
없음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17, 20, 22, 25, 28, 30, 32의 단계별 수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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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7 | 3그룹 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방역수칙
구분

업종

1단계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일반,
관악기, 노래,
연기,
댄스·무용)

학원
등
학원·
직업훈련기관
(기숙형)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단계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4단계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이후 운영
제한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34, 41, 43, 45의 단계별 수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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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좌석 한 칸
▴좌석 두 칸
▴좌석 두 칸 띄우기
띄우기 또는
띄우기 또는
또는 시설면적
시설면적 6㎡당
시설면적 6㎡당
6㎡당 1명(좌석
1명(좌석 없는
1명(좌석 없는
없는 경우)
경우)
경우)
▴22시 이후 운영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없음
▴기숙 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학원>
①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 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표 계속>
구분

업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별 결혼식당 ▴개별 결혼식당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50인 미만 +
웨딩홀별
▴직계가족만 허용
웨딩홀별
웨딩홀별 4㎡당
4㎡당 1명
결혼식장
4㎡당 1명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빈소별 100인 ▴빈소별 50인
▴빈소별 4㎡당
미만 + 4㎡당
미만 + 4㎡당
▴직계가족만 허용
1명
장례식장
1명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면적
▴시설면적 8㎡당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1명
이·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이후 운영
없음
제한
▴시설면적 8㎡당 ▴시설면적 8㎡당
피트니스 운동, 요가,
1명
1명
필라테스, 무도학원, ▴시설면적
▴시설면적
▴운영시간 제한
▴22시 이후 운영
실내
가상체험체육시설
6㎡당 1명
8㎡당 1명
없음
제한
체육
(스크린야구장,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없음
없음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볼링장, 당구장 등
유지 및 안내
▴입장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수용인원의
종합·일반·기타
▴수용인원의 50%
없음
70%
50%
유원시설업의
▴22시 이후 운영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놀이공원
제한
없음
없음
없음
유원
시설
▴입장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수용인원의
종합·일반·기타
▴수용인원의 30%
없음
50%
30%
유원시설업의
▴22시 이후 운영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워터파크
제한
없음
없음
없음
▴시설면적
▴시설면적 8㎡당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1명
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이후 운영
없음
제한
▴22시 이후 운영
대형마트, 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제한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
없음
(3,000㎡ 이상 대규모점포)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2m(최소 1m)
종합소매업(시설 신고·허가
금지
이상 거리두기
면적(300㎡ 이상 규모)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30%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운영시간 제한
▴22시 이후 운영
▴운영시간 제한 없음
없음
제한
▴좌석 띄우기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없음
PC방
▴22시 이후 운영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47, 50, 52, 54, 56, 58, 60, 62, 65, 67의 단계별 수칙 정리

부 록 ･ 235

부표 1-8 | 기타 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방역수칙
구분
스포츠
경기장(
관람)

업종

1단계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

2단계

3단계

4단계

▴경기장 수용인원의 ▴경기장
30%
수용인원의 20%

▴경기장 수용인원의
▴경기장
70% (동행자 외 좌석
수용인원의 50%
한 칸 띄우기)

▴무관중 경기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시설면적 6㎡당
▴시설면적 6㎡당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1명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스포츠시설 포함)
▴객실 내 정원기준 ▴객실 내 정원기준
▴객실 내 정원기준
콘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초과 금지
초과금지
리조트,
초과 금지
숙박
(직계가족은 예외)
(직계가족은 예외)
(직계가족은 예외)
호텔, 민박,
(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은
▴전 객실의 3/4 운영 ▴전 객실의 2/3 운영
시설
펜션, 게스트
최대정원을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하우스 등 ▴제한 없음
제외)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6㎡당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등 금지
파티룸
1명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동아리·동호회 모임,
▴제한 없음
경륜장·경정장·경마장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시설면적 4㎡당
▴시설면적 6㎡당 1명
1명
▴개별 돌잔치 단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00인 미만 +
▴단계별 사적 모임 가능 인원 적용
1명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시지업소, 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시설면적 6㎡당
▴시설면적 8㎡당 1명
1명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좌석 한 칸 띄우기)

종교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모임/행사·식사·
숙박 자제
* 모임·행사*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좌석 네 칸 띄우기)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행사·식사·숙
* 단, 실외행사 50인
박 금지
미만 가능

▴모임/행사·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69, 71, 73, 75, 77, 80, 82, 84, 86, 88, 90, 92, 94의 단계별 수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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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 사업장(직장)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방역수칙
구분

업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든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제, 재택근무 자
율 시행

▴300인 이상 사업
장(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
심시간 시차제, 재
택근무 10%(권고)

▴50인 이상 사업
장(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
시간 시차제, 재택
근무 30%(권고)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제한 없음

①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사
업
장
기숙사

주: 구내식당과 통근버스의 운영, 물류센터와 콜센터의 경우는 단계별 수칙은 없고 방역관리자·운영자(운전자)와 종사자(근
로자)·방문자로 구분하여 공통수칙 또는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과 추가수칙(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수칙)만
있음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102, 107의 단계별 수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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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0 | 사업장 기본공통수칙과 추가수칙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방역수칙 준수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안내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자체 시스템으로 방문자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는
경우(4주 보관)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증상 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④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거리두기 2m 유지 불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공
통
수
칙

⑤ 음식섭취 자제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⑦ 밀집도 완화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근로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2m(최소 1m)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⑧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외부공기 유
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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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표 계속>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⑨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공
통
수
칙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
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대장작성)
-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① 근무형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추
가
수
칙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 위생, 거리
유지 등) 준수 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b: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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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국가별 시설 제한 조치사항
부표 2-1 | 국가별 시설 제한 조치사항
구분 시설별

국가
미국

클럽 등
유흥업소

단계별 조치사항
⇒

거리두기 강도 약함
제한 운영

*수용인원을 2단계보다
제한 운영
늘려서 술집 운영 가능
*수용인원을 줄여서 술집 운영 가능

제한 운영
영국

폐쇄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폐쇄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호주

폐쇄

싱가포르
미국
(뉴욕)

거리두기 강도 강함

제한 운영
제한 운영

폐쇄
제한 운영

*실내 25% 제한 운영

폐쇄
제한 운영

제한 운영

폐쇄

*야외 식사업 재개

제한 운영
영국
식당·카페

*22시~05시 제한 운영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제한 운영 *22시~05시 제한 운영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방역수칙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부과 가능) *드라이브스루, 배달,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클릭앤콜렉트만 가능

프랑스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호주

*100명 이내 *4㎡ 거리두기 유지

*20명 이내 *4㎡ 거리두기 유지

*10명 이내 *4㎡ 거리두기 유지

홍콩

*주류판매업 최대 80%,
테이블당 8명 제한

제한 운영
다중
이용
시설

싱가포르
제한 운영

싱가포르
홍콩

호주

*100명 허용

*50명 허용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수용인원의 50%

제한 운영
제한 운영

*50인 허용(근로자제외)

운영 제한

*30명 이내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출처: 보건복지부 2020b:68

제한 운영(인원)
*피로연 등 금지

제한 운영

*20명 이내

제한 운영

운영 제한(인원)
운영 제한

*10명 이내

폐쇄

*최대50명, 식음료제공불가

영국

폐쇄
폐쇄

제한 운영(인원)

제한 운영
제한 운영

*10명 이내

제한 운영

*수용인원의 80%

*100명 이내

*포장만 가능

운영(모임 금지)
제한 운영

*20명 이내

*개인예배, 최대 5명(가정
구성원)

*100인 허용(근로자제외)

싱가포르

240

제한 운영

제한 운영

홍콩

장례식장

제한 운영

제한 운영

*15명 이내 제한 운영

결혼식장

제한 운영

*최대 5명(외식)

운영(모임 금지)

*100명 이내

제한 운영

영국

싱가포르

제한 운영
*최대 4명 최대 50%
*최대 8명, 최대 50% 수용 *18:00~05:00 영업 제한, *18:00~05:00, 포장만 가능
테이블당 2명 제한

운영(모임 금지)

호주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영국

종교활동

폐쇄

*지역별 운영계획 상이함

*실내외 50명 이내

제한 운영

제한 운영

*30인 허용(그룹당 5명)

*30인 허용(그룹당 5명)

*최대20, 식음료제공불가

운영 제한(인원)
운영 제한

*실내 20명, 실외 30명 이내

폐쇄

<표 계속>
구분

시설별

국가
미국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프랑스
영국
호주
홍콩
미국(뉴욕)
프랑스
호주
홍콩

제한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표준 위생 수칙

*엄격한 물리적 거리 유지

*엄격한 물리적 거리 유지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폐쇄

미국
필수
시설

제한 운영

폐쇄
폐쇄
폐쇄
폐쇄

이내

폐쇄
폐쇄

이내

폐쇄
폐쇄
폐쇄
폐쇄
폐쇄
폐쇄

운영
운영
*방과 후 활동 운영

운영
*노인거주시설, 병원 방문 가능

병원

운영

제한 운영
제한 운영

폐쇄
폐쇄
폐쇄

*원격수업

제한 운영

*외래 및 입원 환자 대상 선택적
*외래환자 대상 선택적 수술 재개 가능
수술 재개 가능, 노인거주시설,
하며 노인거주시설/병원 방문 금지
병원 방문 금지

제한 운영
대만

폐쇄

*20명 이내

*유치원~12학년까지

영국
호주
싱가포르 운영

제한 운영
폐쇄

*정원 25%, 50% 확대

*100명 이내

학교

이내

폐쇄

홍콩
제한 운영 *최대 8명
홍콩
폐쇄
노래연습장
말레이시아
운영
휴양림,
제한 운영
미국(뉴욕)
*33% 수용인원
국립공원,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동물원
국공
미국(뉴욕)
폐쇄
박물관,
립
영국
운영
미술관
시설
호주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미국(뉴욕)
제한 운영
도서관
영국
운영
미국(뉴욕) 제한 운영 *무관중
영국
운영
기타 스포츠 행사
운영 제한
운영 제한
호주

교육
기관

폐쇄
폐쇄
운영 제한 *10명
폐쇄
폐쇄
폐쇄
폐쇄
폐쇄

폐쇄

싱가포르

미국(뉴욕)

거리두기 강도 강함

제한 운영 *지역별 운영계획 상이함
운영
운영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제한 운영 *4인 허용
제한 운영 *4인 허용
폐쇄
폐쇄
폐쇄
운영
운영 제한 *100명 이내
운영 제한 *20명 이내
제한 운영 *식음료 섭취불가, 한 줄 8명

공연장
미국(뉴욕)
(연극,
영국
뮤지컬 등)
미국
소규모
상점
싱가포르
이·미용실

단계별 조치사항
⇒

거리두기 강도 약함

*면회 제한
(1일 2시간, 제한 시간동안 2명 허용)

제한운영
*장기요양시설 제한 완화(사전 예약, 방문자 목록 작성)

출처: 보건복지부 2020b: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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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현황 오픈 API 메시지 명세표
부표 3-1 | 요청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
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100

1

인증키
(URL Encode)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
은 인증키

serviceKey

인증키

numOfRows

한 페이지 결과 수

4

0

10

한 페이지 결과 수

pageNo

페이지 번호

4

0

1

페이지 번호

startCreateDt

데이터 생성일 시작범위

30

0

20200310

검색할 생성일 범위의 시작

endCreateDt

데이터 생성일 종료범위

30

0

20200315

검색할 생성일 범위의 종료

주: 항목구분(필수 1, 옵션 0)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7

부표 3-2 | 응답 메시지 명세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항목
크기

항목
구분

샘플데이터

resultCode

결과코드

2

1

resultMsg

결과메세지

50

1

numOfRows

한 페이지 결과 수

4

1

10

pageNo
totalCount

4
4

1
1

1
6

30

0

74

STATE_DT
STATE_TIME
DECIDE_CNT
CLEAR_CNT
EXAM_CNT
DEATH_CNT
CARE_CNT
RESUTL_NEG_CNT
ACC_EXAM_CNT
ACC_EXAM_COMP_CNT
ACC_DEF_RATE

페이지 수
전체 결과 수
게시글번호
(감염현황 고유값)
기준일
기준시간
확진자 수
격리해제 수
검사진행 수
사망자 수
치료중 환자 수
결과 음성 수
누적 검사 수
누적 검사 완료 수
누적 환진률

30
30
15
15
15
15
15
15
15
15
30

0
0
0
0
0
0
0
0
0
0
0

CREATE_DT

등록일시분초

30

0

UPDATE_DT
수정일시분초
주: 항목구분(필수 1, 옵션 0)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8

30

0

20200315
00:00
8162
834
16272
75
7253
243778
268212
251940
3.2396602365
2020-03-15
10:01:22.000
null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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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NORMAL
SERVICE

항목설명
결과코드
결과메시지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
터 수
페이지 수
전체 결과 수
게시글번호
(감염현황 고유값)
기준일
기준시간
확진자 수
격리해제 수
검사진행 수
사망자 수
치료중 환자 수
결과 음성 수
누적 검사 수
누적 검사 완료 수
누적 환진률
등록일시분초
수정일시분초

▣ 부록4: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OxCGRT) 코드북3)
∙ 23개의 공공데이터와 1개의 자유 응답(text 형식)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
하는 각국의 정부 정책을 지수화하여 추적·비교
∙ 봉쇄 및 폐쇄(Containment and Closure, 8개 지표), 보건 시스템(Health systems,
8개 지표), 경제적 대응(Economic response, 4개 지표), 백신 정책(Vaccine
policies, 3개 지표), 기타정책(Miscellaneous policies, 자유 응답)으로 구성
∙ 이들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 대응 지수(Government response index, 16개 지표반
영), 봉쇄 및 보건 지수(Containment and health index, 14개 지표반영),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 9개 지표), 경제지원 지수(Economic support index, 2
개 지표반영) 생성
부표 4-1 | 봉쇄 및 폐쇄 정책 코딩 기준
ID

Name

Coding

0 - 조치 없음
1 - 모든 또는 일부 학교 폐쇄 권장
C1
휴교
2 - 폐쇄 필요(일부 학년, 학급에서만) 3 - 모든 학교 폐쇄
0 - 조치 없음
1 - 폐쇄 권장(재택근무 권장)
C2
직장폐쇄
2 - 일부 부분 또는 근로자에 대해 출근 금지(또는 재택근무) 필요
3 - 모든 직장폐쇄(혹은 재택근무) 필수업종(식품점 또는 의료진) 제외
C3
행사 취소
0 - 조치 없음
1 - 취소 권장
2 - 취소 필요
0 - 조치 없음
1 - 대규모 모임 제한(1,000명 이상)
C4
모임 제한
2 - 101~1,000명 모임 제한
3 - 11~100명 모임 제한
4 - 10명 이하 모임 제한
0 - 조치 없음
1 - 폐쇄 권장(운행 횟수 축소 등)
C5
대중교통 제한
2 - 폐쇄 필요(대부분 시민은 이용 불가)
0 - 조치 없음
1 - 외출 금지 권장
C6
외출 제한
2 - 식료품 구입 등 필수 이동을 제외한 외출 금지
3 – 최소한(예: 1주일에 1번 또는 가구원 1명만 외출)을 제외하고 외출 금지
0 - 조치 없음
1 - 지역/도시 간 이동을 권장하지 않음
C7
국내 이동 제한
2 - 내부 이동 제한 적용
0 - 제한 없음
1 - 입국자 검사 의무화
C8
해외 이동 제한
2 - 일부 또는 모든 국가 입국자 도착 시 격리 3 - 일부 국가 입국 금지
4 - 모든 국가 입국 금지 또는 전체 국경 폐쇄
출처: OxCGRT GitHub Codebook

3) Hale et al. 2021:24-34와 OxCGRT GitHub Codebook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및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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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 | 보건 시스템 정책 코딩 기준
ID

Name

H1

공공캠페인

0 - COVID-19에 대한 공공캠페인 없음
1 - 정부 차원에서 COVID-19에 대한 주의 촉구
2 - 조직화한 공공캠페인 진행(예: 전통적 수단과 소셜미디어 전반)

H2

검사 정책

0 - 검사 정책 없음
1 - (a) 증상이 있고 (b) 특정 기준(병원에 입원한 주요 근로자, 알려진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된 사람,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을 충족하는 사람만 검사
2 -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검사
3 - 대중 검사 개방(예: 증상이 없는 사람도 드라이브스루 검사 가능)
빈칸 - 자료 없음

H3

접촉 추적

0 - 접촉 추적 없음
1 - 제한된 접촉 추적(모든 경우에 대해 수행되지는 않음)
2 - 포괄적인 접촉 추적(확인된 모든 사례에 대한 추적)

H4

보건 응급 투자

USD로 기록
0 – 해당일에 새로운 지원 없음
빈칸 - 자료 없음

H5

백신 투자

USD로 기록
0 – 해당일에 새로운 지원 없음
빈칸 - 자료 없음

안면 가림

0 - 정책 없음
1 - 권장됨
2 - 다른 사람이 있는 집 또는 시설/공공장소에서 필요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필수
3 - 다른 사람이 참석하거나 집 밖의 모든 시설/공공장소에서 필요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모든 상황에 필수
4 - 다른 사람의 위치 또는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집밖에서 필수

백신 정책

0 - 접종 불가
1 - 다음 중 하나의 그룹에 대한 접종 : 주요 근로자, 임상적으로 취약한 그룹(비노인),
노인 그룹
2 - 다음 중 두 가지 그룹에 대한 접종 : 주요 근로자, 임상적으로 취약한 그룹(비노인),
노인 그룹
3 - 다음 모든 그룹에 대한 접종 : 주요 근로자, 임상적으로 취약한 그룹(비노인), 노인
그룹
4 - 세 가지 그룹 모두 및 선택된 광범위 그룹 및 연령대에 대한 부분적인 추가 접종
5 - 접종 보편화

노인 보호

0 - 조치 없음
1 - 장기 요양 시설에 격리, 위생, 방문 제한과(또는) 집에 머무를 것을 권장
2 - 장기 요양 시설에 격리, 위생에 대한 좁은 제한, 외부 방문자에 대한 약간의 제한,
그리고(또는) 집에 머무르는 노인 보호를 위한 제한들
3 - 장기 요양 시설의 격리 및 위생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모든 비필수 외부인 방문
금지 및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예외적 상황 외에 집에 머무르며, 외부인 방문
금지
빈칸 - 자료 없음

H6

H7

H8

Coding

출처: OxCGRT GitHub Co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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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 경제 정책 코딩 기준
ID

Name

Coding

E1

가계 소득지원

0 - 소득 지원 없음
1 - 정부가 손실된 급여의 50% 미만을 대체함(또는 고정액이면 중간 급여의 50%
미만)
2 - 정부가 손실된 급여의 50% 이상 대체(또는 고정액이면, 중간 급여의 50%
이상)

E2

가계 부채 구제

0 - 부채/계약 경감 없음
1 - 제한적인 구제, 한 종류의 계약에만 경감
2 - 광범위한 부채/계약 경감

E3

재정 조치

USD로 기록, 세금감면 혜택을 포함하는 재정 부양(E4, H4, H5 제외)
0 - 해당일에 새로운 지출 없음
빈칸 - 자료 없음

E4

국제 지원

USD로 기록
0 - 해당일에 새로운 지원 없음
빈칸 - 자료 없음

출처: OxCGRT GitHub Codebook

부표 4-4 | 백신 정책 코딩 기준
ID

Name

V1

백신 우선순위 부여

V2

백신 자격/가능성

Coding
빈칸 - 자료 없음

0 - 계획 없음

1 - 우선순위 계획 수립되어 있음

2 - 보편/일반적 자격, 그룹 간에 우선순위 없음
빈칸 - 자료 없음
1 - 몇몇 범주에 백신접종 가능

0 - 백신접종 범주 없음
2 - 16세 이상 누구나 백신접종 가능

3 - 16세 이상 누구나와 5~15세, 0~4세 범주 중 한 그룹도 접종 가능
빈칸 - 자료 없음

V3

백신 재정 지원

1
2
3
4

0 - 가능한 지원 없음

-

V2에서 확인된 모든 범주의 개인에게 전액 지원
V2에서 확인된 몇몇 범주의 개인에게 전액 지원, 다른 범주에 약간의 보조
V2에서 확인된 모든 범주에 정부의 부분적인 자금 지원
V2에서 확인된 몇몇 범주에 정부의 부분적인 자금 지원, 다른 범주에 전액
지원
5 - 모든 범주에 정부의 전액 지원

출처: OxCGRT GitHub Codebook

부표 4-5 | 기타 정책 코딩 기준
ID

Name

M1

와일드카드

Coding
표시할 가치가 있는 비정상적이거나 흥미로운 개입 기록

출처: OxCGRT GitHub Co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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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5: OxCGRT 정책지표별 변화
∙ OxCGRT GitHub Data에서 우리나라 데이터만 추출하여 도표 작성
∙ 금액으로 수집되는 지표들을 제외한 C1~8, E1, E2, H1~3, H6~8의 총 16개 지
표가 4개의 지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됨
∙ 각 지표의 일자별 값은 부록 4의 코드북에 따라 기록되며, flag의 경우는 지리적 범
위, 비용, 적용 대상의 일부(targeted, 0), 일반/전체(general, 1)를 표시한 값임

부도 5-1 | 휴교(C1, School closing)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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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2 | 직장폐쇄(C2, Workplace closing)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5-3 | 행사 취소(C3, Cancel public events)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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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4 | 모임 제한(C4, Restrictions on gathering size)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5-5 | 대중교통 제한(C5, Close public transport)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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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6 | 외출 제한(C6, Stay at home requirements)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5-7 | 국내이동 제한(C7, Restrictions on internal movement)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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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8 | 해외이동 제한(C8,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vel)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5-9 | 가계 소득지원(E1, Income support)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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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10 | 가계 부채 구제(E2, Debt/contract relief for households)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5-11 | 공공캠페인(H1, Public information campaign)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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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12 | 검사 정책(H2, Testing policy)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5-13 | 접촉 추적(H3, Contact tracing)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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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14 | 안면 가림(H6, Facial coverings)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5-15 | 백신 정책(H7, Vaccination policy)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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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16 | 노인 보호(H8, Protection of elderly people)

출처: OxCGRT GitHub Data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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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6: 랜덤 포레스트 확진자 발생 예측모형 변수 목록
∙ 확진자 수와 8개 정책별 엄격성 지수를 기초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위한 변수를 생성
∙ 일자, 지역정보, 감염경로, 확진자 수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사
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한 엄격성 지수는 본 연구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임
∙ 정책별 엄격성 지수 단계별 변수와 3일, 7일, 확진자 수와 비율의 최대, 최소,
표준편차 변수를 추가로 생성하여 총 124개의 변수가 사용됨
부표 6-1 | 변환된 데이터 변수명
#

변수명

내용

비고

1

DATE

특정 일자

2

SGG_CD

시도 및 군구 등 지역 정보

3

InfWay

감염경로 (질병관리청에서 분류한 데이터의 감염경로)

4

CASE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5

RTIO_in_Infway_7DY_LKBCK

7일 전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6

RITO_in_All_7DY_LKBCK

7일 전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7

Social_DIST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8

Mask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1 ~ 4 단계

9

Meeting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10 Sports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11 TRNSPT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1 ~ 4 단계

12 School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13 Religion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14 Work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1 ~ 4 단계

15 PBLC_SPC_7DY_LKBCK

7일 전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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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변수명

내용

비고

16 CASE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17 RTIO_in_Infway_3DY_LKBCK

3일 전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18 RITO_in_All_3DY_LKBCK

3일 전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19 Social_DIST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0 Mask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1 ~ 4 단계

21 Meeting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22 Sports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23 TRNSPT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1 ~ 4 단계

24 School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25 Religion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26 Work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1 ~ 4 단계

27 PBLC_SPC_3DY_LKBCK

3일 전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1 ~ 5 단계

28 CASE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평균

29 RTIO_in_Infway_7DY_AVE

7일 동안의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평균

30 RITO_in_All_7DY_AVE

7일 동안의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평균

31 Social_DIST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평균

32 Mask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평균

33 Meeting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평균

34 Sports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평균

35 TRNSPT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평균

36 School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평균

37 Religion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평균

38 Work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평균

39 PBLC_SPC_7DY_AVE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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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평균

<표 계속>
#

변수명

내용

40 CASE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평균

41 RTIO_in_Infway_3DY_AVE

3일 동안의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평균

42 RITO_in_All_3DY_AVE

3일 동안의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평균

43 Social_DIST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평균

44 Mask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평균

45 Meeting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평균

46 Sports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평균

47 TRNSPT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평균

48 School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평균

49 Religion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평균

50 Work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평균

51 PBLC_SPC_3DY_AVE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평균

52 CASE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최대

53 RTIO_in_Infway_7DY_Max

7일 동안의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최대

54 RITO_in_All_7DY_Max

7일 동안의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최대

55 Social_DIST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최대

56 Mask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최대

57 Meeting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최대

58 Sports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최대

59 TRNSPT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최대

60 School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최대

61 Religion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최대

62 Work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최대

63 PBLC_SPC_7DY_Max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최대

비고

3일 평균

7일 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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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변수명

64 CASE_3DY_Max

내용

비고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최대

65 RTIO_in_Infway_3DY_Max 3일 동안의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최대
66 RITO_in_All_3DY_Max

3일 동안의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최대

67 Social_DIST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최대

80 Mask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최대

81 Meeting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최대

82 Sports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최대

83 TRNSPT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최대

84 School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최대

85 Religion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최대

86 Work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최대

87 PBLC_SPC_3DY_Max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최대

88 CASE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최소

89 RTIO_in_Infway_7DY_Min

7일 동안의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최소

90 RITO_in_All_7DY_Min

7일 동안의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최소

91 Social_DIST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최소

92 Mask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최소

93 Meeting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최소

94 Sports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최소

95 TRNSPT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최소

96 School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최소

97 Religion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최소

98 Work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최소

99 PBLC_SPC_7DY_Min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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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 최대

7일 중 최소

<표 계속>
#

변수명

내용

비고

100 CASE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최소

101 RTIO_in_Infway_3DY_Min

3일 동안의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최소

102 RITO_in_All_3DY_Min

3일 동안의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최소

103 Social_DIST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최소

104 Mask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최소

105 Meeting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최소

106 Sports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최소

107 TRNSPT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최소

108 School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최소

109 Religion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최소

110 Work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최소

111 PBLC_SPC_3DY_Min

3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최소

112 CASE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경로별의 확진자 수 표준
편차

113 RTIO_in_Infway_7DY_STD

7일 동안의 동일 감염경로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표준
편차

114 RITO_in_All_7DY_STD

7일 동안의 전체 감염경로 중에서 확인된 지역별 확진자 비율
표준편차

115 Social_DIST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표준편차

116 Mask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성 표준편차

117 Meeting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모임⋅행사 제한 엄격성 표준편차

118 Sports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람 제한 엄격성 표준편차

119 TRNSPT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교통시설 이용 제한 엄격성 표준편차

120 School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등교 제한 엄격성 표준편차

121 Religion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제한 엄격성 표준편차

122 Work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직장 근무 제한 엄격성 표준편차

123 PBLC_SPC_7DY_STD

7일 동안의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엄격성 표준편차

124 Target_CASE

특정 일자(DATE)의 확진환자 수

3일 중 최소

7일간
표준편차

7일간
표준편차

1주/2주/
3주/4주
평균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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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7: 중점·일반관리시설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매칭 테이블
부표 7-1 | 중점·일반관리시설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매칭 테이블
개
편
전
분
류

개편
후
분류
(2021
.07.)

1그룹

중점
관리
시설
2그룹

기타
시설

2그룹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2021.03.31. 기준)
대상시설
업종구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유흥
시설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
관리
시설
3그룹

공연장
영화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목욕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체육도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공연장
영화상영업
학원·교습소
미용업
이용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개수
(영업)

지오코딩
개수

지오코딩
비율

27,264
12,766
-

27,151
12,695

99.59%
99.44%

15,862

14,599

92.04%

30,778
673,847
179,635
18,628
6,506
10,403
9,317
73
669
15,081
2,634
18,343
1,928
850
125,921
158,484
16,714
33
289

30,641
663,526
175,495
18,288

99.55%
98.47%
97.70%
98.19%

6,471
10,211
9,148
71
661
14,729
2,436
18,177

99.46%
98.15%
98.19%
97.26%
98.80%
97.67%
92.48%
99.10%

124,506

98.88%

155,987
16,377

98.42%
97.98%

*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open.neis.go.kr)의 학원 교습소 정보(2021년 3월 31일 기준, 2021년 5월 3일 최종
검색)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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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개
편
전
분
류

개편
후
분류
(2021
.07.)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2021.03.31. 기준)
대상시설
업종구분

오락실·멀티방 등
3그룹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돌잔치전문점

일반
관리
시설
기타
시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3그룹
-

기타
시설

카지노
종교시설**
숙박시설
(콘도/리조트/호텔,
민박/펜션/
게스트하우스)

기타
시설

필수시설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대규모점포
골프장
등록체육시설업
빙상장업
스키장
썰매장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건축물 코드 종교시설
세부 건축물용도 종교시설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숙박업
한옥체험업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업
병원(요양병원 제외)
의원
병원(요양병원)

개수
(영업)
2,639
2,327
5,718
2,904
211
406
48
9
146
142
18
-

지오코딩
개수

지오코딩
비율

2,513

86.54%

2,226
536
29,983
1,468

99.63%
96.58%
99.11%
98.26%

2,795
68,576
1,494

94.33%
98.66%
96.32%

36,267
18,016
2,280
555
30,252
1,494
921
13
2,963
69,507
1,551

** 세움터 건축물대장(2020년 10월 기준)의 건축물 용도 코드 종교시설(06000), 세부 건축물 용도에서 종교시설(교회,
절, 사찰 등 포함)을 포함한 정보를 추출(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지오코딩하지 않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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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론
ADDENDUM

▣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활용한 방역정책
과 시군구 확진자 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개발하기 이전에 방역정책과 확진자 수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OLS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역학조사 결
과로부터 250개 시군구의 확진자 수(종속변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와 방역 지
침으로부터 산출한 8개 방역정책별 엄격성 행렬(독립변수)이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회
귀분석 결과, 250개의 시군구 중 25개의 시군구는 회귀계수의 값이 현저히 크거나 작
았다. 이들은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 대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적으며, 그중에서도 확진
자가 특정 날짜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 지역이다. R2 값이 낮고, P-value가 매우 높
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 OLS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25개 지역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해남군

강원도 인제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강원도 화천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장흥군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진도군

강원도 고성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함평군

강원도 양양군

충청남도 논산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17), 강원도(5), 전라북도(2), 충청남도(1)가 이 지
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 지역들은 비수도권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전라남도
는 관내 81% 지역의 해석이 곤란하며, 회귀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 수와 방역수칙단계의 회귀분석 결과가 비수도권보다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R2 값이 큰 상위 30개의 지역 중
3개의 지역을 제외한 27개의 지역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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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값이 큰 상위 30개의 지역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경기도 광명시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8 강원도 동해시

4 부산광역시 서구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5 경기도 부천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6 서울특별시 강북구

21 인천광역시 서구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8 서울특별시 중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서울특별시 강동구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10 경기도 김포시

2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28 경기도 평택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29 경기도 구리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30 인천광역시 동구

이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유일한 시군구이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원주시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았다. 하지만 동해시는 원주
시보다 확진자 수의 분포가 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원주시보다 적합한 회귀 모
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위 30개 시군구 중 독립변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제한, 스포츠 관람 제한, 교통시설 이용 제한, 등교 제한, 종교활동 제한,
직장 근무 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의 p-value 값이 0.05 이하인 지역은 다음 12개의
지역이다. 즉 아래 12개 시군구는 확진자 수와 방역수칙단계의 회귀 모형이 250개 시
군구 중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p-value 값이 0.05 이하인 12개 지역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7 강원도 동해시

2 경기도 광명시

8 서울특별시 금천구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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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서초구

4 서울특별시 강북구

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5 서울특별시 동작구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임·행사 제한, 스포츠 관람 제한, 등교 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12개의 지역
모두에서 음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교통시설 이용 제한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만 음의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역에선 양의
영향을 미친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는 12개의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서울특
별시 서대문구를 제외한 10개 시군구에서 확진자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서울특
별시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직장 근무 제한이 확진자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두 시군구는 직장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직장 근무 제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군구는 교통시설 이용 제한이 반대로 음
의 영향을 미친다. 직장 근무 제한으로부터 양의 영향이 클수록 교통시설 이용 제한의
음의 영향이 커진다. 즉, 직장 근무 제한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통시설 이용 제한이
음의 영향력일 때는 그 값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 반대로 교통시설 이용 제한이 양의
영향력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커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R2와 p-value의 값과 상관없
이 모든 시군구에서 발생한다.
모임·행사 제한, 스포츠 관람 제한, 등교 제한, 종교활동 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
은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이 변수들의 계수는 시군구마다 같은 계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방역수칙단계를 결정할 때 이 5개의 변수는 한꺼번에 조정됨을 의
미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p-value의 값이 크거나 R2 값이
매우 낮은) 25개의 시군구를 제외한 225개 시군구 모두에서 같게 나타난다.
250개의 시군구 중 위에서 언급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25개 시군구는 회귀계수만
고려했을 때, 방역수칙단계 중 종교활동 제한이 가장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제외한 225개 시군구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112), 직장 근무 제한(37), 교통
시설 이용 제한(76) 3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7개 시도
중 대전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직장 근무 제한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울산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교통
시설 이용 제한은 경기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시군구가 존재한다. 교통시설 이용 제한은 수도권에서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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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계수가 아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직장 근무 제한이지만 대전광역시, 제주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 이용 제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도이다.

보표 1 | OLS 회귀분석 결과(예시)
시군구
명

상수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행사
제한

스포츠
관람
제한

교통시설
이용
제한

서울
구로구

-6.274

15.804

-4.172

-4.172

부산
수영구

-1.703

3.711

-1.093

경기
수원
권선구

-3.176

7.405

서울
서초구

-3.081

서울
금천구

직장
근무
제한

다중
이용시설
제한

등교
제한

종교활동
제한

5.235

-4.172

-4.172

6.773

-4.172

-1.093

1.417

-1.093

-1.093

2.171

-1.093

-1.957

-1.957

3.034

-1.957

-1.957

2.652

-1.957

11.158

-2.532

-2.532

-10.597

-2.532

-2.532

16.238

-2.532

-2.349

6.086

-1.593

-1.593

2.252

-1.593

-1.593

2.230

-1.593

강원
동해시

-7.840

16.513

-4.709

-4.709

6.963

-4.709

-4.709

7.914

-4.709

서울
서대문구

-3.071

8.826

-2.296

-2.296

-2.995

-2.296

-2.296

9.388

-2.296

서울
동작구

-4.088

12.174

-2.838

-2.838

-5.406

-2.838

-2.838

12.163

-2.838

서울
강북구

-3.321

9.022

-2.172

-2.172

2.570

-2.172

-2.172

2.816

-2.172

경기
안양
동안구

-2.699

7.652

-1.949

-1.949

2.824

-1.949

-1.949

2.432

-1.949

경기
광명시

-3.807

9.326

-2.467

-2.467

3.365

-2.467

-2.467

3.731

-2.467

경기
안산
단원구

-4.338

10.665

-2.759

-2.759

3.601

-2.759

-2.759

4.101

-2.759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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