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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전파와 대응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능력 진단모델을 개발하고 사례지역 실증을 통하여 검증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 공간정책을 검토하고, 국내 적용가능성 및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
결과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통한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간계획부터 생활권 계획,
교통계획, 주거지 관리에 이르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공간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진
단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전반의 공간구조와 밀도, 생활
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등을 결정
(생활권 계획)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제공과 도시 비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
처적 협력과 기존 정책의 연장 및 활용을 통하여 의료시설 및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 등을 확충
(교통 계획)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도로교통을 재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중교통 혼잡 관리 및 수요 분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개인용
이용수단을 활성화
(주거지 관리) 쪽방촌 등 불량ㆍ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거지 정비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포함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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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명 피해와 의료비 가중 등 의료ㆍ보건
분야를 넘어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과 정신건강 악화 등 다
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규제 위주의 방역 정책 장기화는 사람들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실제 코로나19
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경제적 손실 발생과 정신건강에의 악영향 등의 간
접적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제기됨
∙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규제 중심의 방역 체계 효과가 감소하였으나, 규제 일
부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성급한 전환은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을
급증시켜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함
∙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신종 및 변이 감염병 예방에 있어 장기간에 걸친 방
역 조치가 한계에 부딪치며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연구의 목적
∙ 선행연구 및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관심이 집중된 공간정책 이슈를 검토하고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정책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함
∙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는 진단모델을 개발하여 사례지역에 실증함
∙ 감염병에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응능력 진단모델 측정 결과를 토
대로 최적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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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대응과 공간정책
□ 감염병 전파 및 대응 관련 공간정책 이슈
∙ 밀집ㆍ밀폐된 환경은 바이러스 전파를 용이하게 하여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
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시설이 밀집한 고밀의 도시환경은 감염병 전파에 취약
하므로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이 필요함
- 과밀의 공용시설 이용이 불가한 주거환경은 전파 측면에서 바이러스 노출뿐
만 아니라 대응 측면에서도 주거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환경과 불균등한 자원 공급은 감염병의 직ㆍ간접
적 피해를 경감 또는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규제 위주의 방역 정책은 특정
지역의 쇠퇴를 야기할 수 있음
□ 감염병 관련 해외 공간정책 사례
∙ (공간 계획) 도시 단위의 장기적 감염병 전파위험성 저감을 목표로 하며, 밀도
를 낮추거나 단핵 도시구조를 다핵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밀도는 용도지역제 개편을 통하여, 도시 구조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을 통
하여 개선 가능함
∙ (생활권 계획) 장기적으로 감염병에 따른 규제 상황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원활
한 공급을 통하여 대응취약성을 저감하기 위한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방안과
함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공간 수요에 맞춰 전환가능한 유연한 토지이용 정
책이 필요함
∙ (교통 계획) 감염병 전파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개인용 이동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규모를 줄이고, 통행량 감소에 대비하여 도로 공간을 타 용
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함
∙ (주거지 관리) 감염병 전파 차단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과밀
ㆍ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새뜰마을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기존 주거환경 개
선정책과 연계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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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감염병 대응 해외 공간정책 사례 검토
구분

정책

생활권
계획

주거지
관리

기간

관련 문제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인구밀도 조절

근린

장기

전파위험성

주거지 재개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과밀주택 철거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이동 감소를 위해 다핵 도심 구조로 전환

도시

장기

전파위험성

 원활한 서비스 수급을 위해 생활권을 분리

도시

장기

대응취약성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대규모 녹지공원 조성

도시

장기

전파위험성

도시

단기

전파위험성

대규모 녹지 확충

도시 진출입 지점 관리  교통 허브 지점의 분산적 디자인 적용
새로운 용도지역제 추가

 광범위한 용도의 용도지역제 추가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적 대응
전략 제시

도시

장기

전파위험성
대응취약성

생활권 규모 조정

 감염병에 따라 이동이 제한될 경우 일상생
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 중심의 생활
권 조성

근린

장기

대응취약성

필수 기반시설 공급

 보행권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생활권 내 필수 기반시설 확충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공개공간 확충

 기존 도로 등 수요가 감소한 공간을 감염병
발생 시 공개공간으로 전환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되 이용 편리성 제고
를 위해 소형 대중교통수단 확대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대중교통 용량 증가 및 수요 분산을 통하여
전파 차단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도로공간 재편

 통행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전환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개인용 이동수단
확대 지원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전용도
로 확충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주거난 해소를 위해 증축 기준 완화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저렴주택 확대 보급

근린

장기

대응취약성

 과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확인 및 개선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대응취약성

대중교통 개선

교통
계획

단위

단일 용도지역제

다핵구조화

공간
계획

설명

주거난 해소

과밀ㆍ노후주택 개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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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 감염병 대응능력 개념 정립
∙ (감염병 대응능력)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공간적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ㆍ사회경제적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
- 병원체의 공간적 전파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는 ‘전파위험성’으로, 간접적 영
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는 ‘대응취약성’으로 구분
∙ (전파위험성) 감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가, 즉 지역의 물리적
인 환경이 병원체의 공간적 확산을 얼마나 쉽게 촉진하는가에 대한 정도
- 높은 전파위험성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이 감염병 확산을 촉진하여 감염병 대응
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대응취약성) 감염병의 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역량
- 높은 대응취약성은 감염병의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와 지역의 사회
경제적, 물리적 역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 | 감염병 대응능력 개념

자료: Briguglio et al. 2009: 232, Figure2; 하수정 외 2014: 46, [그림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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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구축
∙ (대응능력 위계 구분) 대응능력 진단 결과를 반영한 정책 수행 주체와 목적에
따라 대응능력 진단 위계(시ㆍ군ㆍ구 및 집계구)를 구분함
∙ (세부지표 수집 및 측정, 표준화) 전파위험성(7개)과 대응취약성(6개) 관련 세
부지표를 수집하고, 측정 후 표준화함
∙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 측정) 표준화된 세부지표를 합산하여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을 측정하고, 단계를 구분함
∙ (대응능력 유형 구분)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 단계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함
표 2 | 감염병 대응능력 세부지표 측정 방법
구분

세부지표

단위

측정 방법

관계

전파
위험성

유동인구 밀도
상업용 건축물 밀도
상업지역 비율
버스 정류장×노선 밀도
지하철 접근성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명/㎡
%
%
개/㎡
%
%
%

유동인구 / 전체 면적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상업지역 면적 / 전체 면적
(버스 정류장 × 버스 노선 수)의 합 / 전체 면적
지하철 역 반경 500m 면적의 합 / 전체 면적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수 / 전체 점포 수
비대면 불가시설 수 / 전체 점포 수

+
+
+
+
+
+
+

대응
취약성

노인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1천 명 당 병상수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1명 당 녹지면적
외식 및 소매업종 비율

%
%
개/천명
%
㎡/명
%

65세 이상 고령자 수 / 전체 인구
30년 이상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병상 수 × 1,000 / 전체 인구
공공 와이파이 전달 면적의 합 / 전체 면적
녹지지역 면적 / 전체 인구
외식 및 소매 업종 수 / 전체 점포 수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 대응능력 진단모델 산정 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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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능력 진단 결과에 따른 지역 유형화
∙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을 고(高) 구간과 저(低) 구간의 2개로 구분하여 단계
별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대응능력을 유형화함
∙ 유형별 감염병 확산 및 간접 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세부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합한 정책
을 적용함
그림 3 | 감염병 대응능력 유형 구분

자료: Briguglio et al. 2009: 231, Figure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 | 대응능력 진단결과에 따른 유형화
유형
유형1
(HL, Self-made)

유형2
(HH, Worst case)

유형3
(LL, Best case)

유형4
(LH, Prodigal-son)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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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高) 전파위험성 : 전파위험성이 높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
 (低) 대응취약성 : 개인과 지역이 감염병 대응에 높은 역량을 보유함
 주로 고밀의 대도시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高) 전파위험성 : 전파위험성이 높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
 (高) 대응취약성 : 감염병 발생 이후 개인 및 지역의 대응이 어려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
 (低) 전파위험성 : 전파위험성이 낮아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없음
 (低) 대응취약성 : 대응취약성 역시 낮아 가장 높은 대응능력을 가짐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낮고, 이후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됨
 (低) 전파위험성 : 전파위험성이 낮아 감염병 확산의 우려는 작음
 (高) 대응취약성 :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움
 주로 지방 소도시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4.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실증
□ 사례지역 대응능력 진단 결과
∙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가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이 모두 높은 유형2로 분류되었고, 위계2 분석에서는 성동구 지역과
송파 및 강남 일대의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대전시) 위계1 분석에서는 5개 자치구 모두 대응능력이 매우 낮은 유형2로 나
타났고, 위계2 분석 결과는 중구 북측과 동구 남측 대전시 중심부의 대응능력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평택시) 위계1 분석 결과 군부대와 평택역 주변을 포함한 구도심 지역과 동지
역과 남측 부분의 대응능력이 낮으며, 이는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상
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위계2 진단에서는 동남측 동지역의 대응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순천시) 위계1 분석에서는 순천역세권 주변 동지역의 대응능력이 낮았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전파위험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위계1 진단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역세권 지역은 전파위험성 4
단계이며, 북측 정주휴양생활권은 대응취약성이 매우 높음
□ 대응능력 진단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위계1: 지역 간 비교 결과) 대도시일수록 전파위험성이 높고 지방 도시로 갈수
록 대응취약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일부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됨
- 다만 대도시의 경우 전파위험성은 높으나 대응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
이라는 예측과 달리 서울시와 대전시 모두 대응취약성 역시 높게 진단됨
- 따라서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과 자원 분배 차원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결과) 전파위험성이 높은 경우 대체로 대응취약성
은 낮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이 모두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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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제시
□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활용방안
∙ 대응능력 진단 결과, 각 유형의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단계 및 지역 특성에
맞춰 적용 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함
그림 8 |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와 적용 가능한 정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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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위험성이 높은 유형1과 유형2는 전파위험성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적
용하고, 대응취약성이 높은 유형2와 유형4는 대응취약성 저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함
∙ 개별 정책의 우선순위는 세부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결
정하되, 기존 정책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단기적 대응으로, 정책 개정이 필요
한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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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도시 구조 및 밀도 관련 정책)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
에 유리한 공간구조와 밀도, 생활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등을 결정함
-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 감염병을
재해 위험요소 중의 하나로 포함하되,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을 모두 측정
-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있어 공간구조 개편방향에 감염병이라는 재해에 대응하
기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제시
∙ (생활권 조정 및 생활SOC 확충 정책) 수요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제공과 도시
비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적 협력과 기존 정책의 연장 및 활용을 통하
여 의료시설 및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현재 적용 중인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안)을
조정하여 의료시설 및 복합용도 시설을 추가
-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SOC 복합화 등 정부의 중점
사업을 활용하도록 복합화 대상 시설이나 지원 조건 등을 개정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완료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연장하고
커뮤니티 케어 통합체계를 구축
∙ (교통정책)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도로교통을 재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중교통 개선과 개인용 이용수단을 활성화함
- 대중교통 혼잡관리 및 수요 분산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감염병 대유행 과
정에서 교통 약자나 소외지역이 발생지 않도록 추가적인 교통수단을 공급
- 단기적 개인용 이용수단 활성화를 위해 가변형 차도를 활용하되, 장기적인 관
점에서 수요가 감소한 차로를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변경하
거나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폭원 기준을 상향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
∙ (주거지 관리 정책) 쪽방촌 등 불량ㆍ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포함을
의무화함
- 집수리 사업 항목에 내부 보수를 포함하고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철거
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가능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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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구분
도시구조

세부 정책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개선 방안

단위

기간

계획 수립 시 감염병 대응에 유리한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방안 등을 고려

도시

장기

기초조사 항목에 감염병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을 추가하
여 이를 고려하여 부문별 계획을 수립

도시

장기

교통시설계획에 있어 감염병 등 재난ㆍ재해 대응을 고려

도시

중기

도시

중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의료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도시

중기

유휴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지원

근린

단기

최저기준(안) 포함 기초생활인프라 대상 시설 및 기준 변경

근린

중기

보행 및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 확보 유도

도시

중기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에 감염병 대응 시설 추가

도시

중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원 연장

도시

장기

밀도 관련
도시ㆍ군관리계획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개공간 확보
정책
생활권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SOC
복합화

생활SOC
확충
정책

커뮤니티 케어

대중교통
수요 분산

교통
정책

대중교통
용량 증가
소외지역 지원

근린

단기

커뮤니티 케어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연동

도시

중기

커뮤니티 케어 통합체계 구축

도시

장기

이용 시간대 분산

근린

단기

밀집 구간 노선도 조정

근린

단기

승하차 공간 디자인 개선을 통한 밀집도 저감

도시

중기

실시간 교통수단 이용자 및 혼잡도 정보 제공

도시

장기

대중교통 용량 증가를 통한 밀집도 저감

도시

단기

소형 대중교통수단 확충

도시

중기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

광역

단기

가변형 차도 적용

근린

단기

차도 변경을 통한 공간 확충

근린

중기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

장기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기준 변경

도시

중기

자전거도로폭 기준 증대

도시

장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험건축물
특별공모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 이외 사업 방식 다양화

근린

단기

쪽방촌 등 과밀ㆍ불량주거지 정비 시 순환형 임대주택 포함
의무화

근린

중기

필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연계

도시

중기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기초조사서를 바탕으로 사업 범위를 내부 보수까지 포함

근린

단기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근린

중기

PM용
공간 확충
설계 및 이용
기준 개선

주거지
관리
정책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 선정 물량 증량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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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비롯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및 변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정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서론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유사한 감염병 발생 시 공간정책
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시하였다. 또한 전체 연구의 흐름과 방법, 범위 등을 기술하고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학술적ㆍ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피해와 피로감
2019년 말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는 역사적
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2021년 12월 27일 기준 전 세계 237개 국가에서
약 2억 8천 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541만 명 이상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0.068%에 해당 한다(WHO COVID-19 dashboard1)). 국내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630,835명
의 확진자, 5,563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
1) https://covid19.who.int/ (2021년 12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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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일차적인 피해는 사망자 증가나 치료를 위한 의료
비 가중 등 인적 피해에 집중된다. 이에 더하여 놀라운 전파력과 주요 증상 발현 이전
부터 바이러스가 다량 배출되는 역학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19는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나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세
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가 이루어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봉쇄정책을 실시하여 일상적인 업무나 여가
활동, 서비스 수급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크게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소비와 생산 감소(박희석 외 2020; 신기동, 유민지 2020; 이민우, 유지은 2020;
이성호, 최성환 2020; 정영호 외 2020; 주재욱 외 2021)부터 봉쇄정책과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이성균 2020; Bartik et al. 2020; Cho & Winters. 2020; Fana et
al. 2020), 부동산 경기 약화(허윤경 외 2020),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Barbier
& Burgess 2020; König & Winkler 2021; Wang & Tang 2020) 등에 이른다.
경제적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은 우울 및 자살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
쳤다(보건복지부, 2021. 5. 6.). 여러 실증 연구에서 코로나19 발생 전ㆍ후를 비교하
여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감 등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음을 밝혔다(Holingue
et al. 2020; Meda et al. 2021; Talevi et al. 2020; Wang et al. 2020). 특히 코로
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사회를 포함한 주변과의 단절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감 증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Banks & Xu 2020; Benke et al.
2020; Zhao et al. 2020). 최근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에 느끼는 두려움
은 감소하였으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
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등, 그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7. 26).
2) http://ncov.mohw.go.kr/ (2021년 12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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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화되면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사회경제
적 손실 누적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역시 가중된다. 코로나19에 있어 규제 위주의
방역 정책이 지속되면 사람들의 피로도는 더욱 증가하고 이는 다시 경제적 손실을 늘리
거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반면에 체계적인 준비 없이 코
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선택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
체계에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므로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방역 등 행정적 통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간적 접근을 통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앞
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신종 및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
방책이 될 수 있다.

(2) 일상으로의 단계적ㆍ점진적 복귀 준비와 한계
2020년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서 점차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중반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인 영국과 싱가포르, 독
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덴마크 등에서는 봉쇄정책을 전면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의
무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정책을 완화하
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움직임, 즉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강력한 방역 조치 대신 감염병을 예방하면서 일상생활
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 명명하였다(보건복지부 2021a).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
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의미한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3차
례에 걸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
나, 4차 유행기부터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규모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규제를 통한
방역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었다(김윤 2021). 반면에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자영업자
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누적되었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의 활성화는 취약계층 지원에 제약이 되었고, 등교 제한으로 인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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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학습손실은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증가시켰다. 이렇듯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
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면서 특별한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나 경증 환자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용하였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자료: 보건복지부, 2021. 10. 29.

하지만 델타나 오미크론 등 여전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 역시 상존하고 있다. 또한 연말연시 이동
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감염에 취약한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성급한 방역 조치 완화가 확진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
제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평균 일일 신규확진자 규모가 2천 명 이하(9월 1,995
명, 10월 1,723명)였던데 반하여 전환 이후 4천 명3)에 육박하게 되면서 정부는 2021
년 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다.
3) 2021년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2월 18일 전까지 평균 일일 신규확진자 규모는 3,975명 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2021년 12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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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자칫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확진자 증가는 의료 인력 및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한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발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꾸
준히 증가하여 2021년 12월 13일 기준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81.8%로,
위험 수준을 기록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12. 14.). 백신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방역은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누적시키므로 일상회복은 필
요하다. 따라서 방역을 완화하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활
하는 공간 자체를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적 접근 필요
고밀의 도시환경은 신종 및 변이 감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으로, 특히 코로나19
와 같이 일정 거리 내에서 비말이나 사람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생활하는 대도시에서 더욱 빈번하게 대규모로 전파될 수 있다. 이
와 함께 도시화와 세계화는 밀도 상승과 항공 교통 발달로 인한 국가 간, 지역 간 교류
를 증가시켜 짧은 시간 동안 감염병의 장거리 확산과 이전을 촉진하였다(Beck 2006;
김동근 2020; 이왕건 2020; 이진희 2020). 따라서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측면에서 고
밀의 대도시는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비롯하여 뉴욕이나 파리와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인명 피해가 컸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실증연구에서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였던 시설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설들이 밀집한 도시지역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 더욱 취
약한 것이 확인되었다(이진희 외 2020a).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감염병 전파 측면에서 대도시의 취약성이 제
기되면서 도시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가 더욱 안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
만 대유행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등 직접적인 대응 수단이 개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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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정책과 같은 비약물적 수단에 의지해야 했는데(김현
외 2021; 이진희 외 2021a), 몇몇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도시의 서비
스 집약적 구조가 더욱 유리하며 회복력도 빠르다고 주장했다(Martin 2021). 실제로
손재선, 신문수(2020)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의 경우 접근성
이 양호한 도시와 그렇지 못한 농촌과의 격차가 매우 크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비교하면 농촌과 산간, 일부 해안지역의 경우 취약인구비율 역시 매우 높다. 의료자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교통수단이나 일자리, 식품 구입 등 필수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도심
상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은, 박
성경 2020; 이진희 2021).
이렇듯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정도나 대응 능력에 차이가 있다. 고밀의 대도
시 지역은 감염병 전파에는 취약하나 장기적인 대응에 있어 필수 자원에의 접근성은
높다. 밀도가 낮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염이나 전파위험성은 낮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규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뿐만 아
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및 변이 감염병에 있어 보다 지속가능한 대응은 단순히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열악한 여건에서
가능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 이후 빨리 회복하는 것 역시 중요하
다. 그러므로 앞으로 장기화 또는 반복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감염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도시 모습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감염병 전
파를 최대한 차단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공간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흑사병이나 콜레라, 스페인 독감과 같은 감염병 창궐이 현대 도시 구조와
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역시 도시정책, 나아가 공간정책에 큰 영
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Aguilar et al. 2020; Batty 2020; Mir 2020). 따라서 향후
공간정책은 감염병의 전파나 대응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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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내용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역 조치는 감염병 예방에는 도움이 되나 사
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방역을 완화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및 향후 발생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
한 방안이 필요하고, 본 연구는 공간적 측면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및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공간정책 관련 이슈와 코로나19를 비롯한 기존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되었던 해외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
다. 다음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
였다.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은 공간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및 변
이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능력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행 지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실증을 통하여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위계에 따라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대응능력 진단모델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에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
책 개선 방안은 현행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역의 능력과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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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를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현황이나 여론 조사를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역시 2020년 1월 이후 발표된 자료나 보도된 기사를 활용하였
다. 다만 코로나19와 유사한 과거 사례에 있어 공간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0년 이전의 관련 이슈나 정책 역시 검토하였다.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가급적 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
시, 경기도 평택시, 대전시, 전라남도 순천시로 한정하여 실증을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공간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개념을 검토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
였다. 또한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새로 개발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과 관
련된 위험성이나 취약성 지수의 정의와 사용된 변수, 측정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해외에서 적용 중인 정책안에
대한 문헌조사 역시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에 대한 방법론을 마련한 다음,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응능력 진단을 위한 자료 구축과 측정 방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공간자료 및 지수 개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 대응능력 진단
모델을 확정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 공간정책 및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
한 전문가 자문 역시 진행하였고, 개별 정책의 목표나 우선순위, 실효성 등에 대한 전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응능력 진단모델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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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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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간측면의 이슈와 여론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언론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이란 문서 등 비정형 자료
사이에서 유효한 정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이진희 외 2018: 9).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25개의 국내 주요 중앙 언론사(방송사 및 중앙지)에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기사 중
확진이나 집단감염, 방침과 같이 감염병 전파나 방역과 관련된 키워드와 밀도, 고밀
등 공간 관련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하는 보도내용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약 15만 6천
개의 기사를 수집하였고, 그 중 본 연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사를 재검토하여
총 1,036개의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실증을 위해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례지역을 선정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정한 공간자료를 수
집한 뒤, 분석 단위를 통일시켰다. 개별 자료는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
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개한
자료 등 구득이 용이한 자료로 한정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공간상
에 표현하였다. 감염병 대응능력은 ArcMap 10.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도면
화 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감염병과 공간에 대해서는 감염병 발생과 밀도, 대중교통체계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기존 메르스나 인플루
엔자와 같이 전파력이 약한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코로나19를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않
다는 판단 하에 보다 거시적인 감염병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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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와 도시 공간에 관한 연구에서 어떠한 지역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실증연구와 함께 취약지역(hotspot) 분석 방법이나 정부
의 대응 방안, 부동산 시장에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진희
외(2020a)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도시계획 요소에 대한 실증을 통
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김수진(2020)은 코로나19 취약지
역, 즉 핫스팟 도출에 대한 해외방법론 사례를 검토하였고, 손창우(2020)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서울시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허윤경 외(2020)는 코로나19의 부동산
시장 파급력을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정주
외(2013)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수행한 연구는 사례조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의료취약지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및 모니터
링ㆍ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감염병 대응과 관
련된 실증연구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감염병과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진희 외(2020a)는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요소의 분포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였으나,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지 못하였고 분석 단
위가 상대적으로 커서 정책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김수진(2020)의 연구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한 방법만이 제시되었을 뿐, 실질적인
정책방안은 도출되지 못하였다. 손창우(2020)나 허윤경 외(2020) 역시 코로나19의 영
향 파악에 초점을 맞췄고 대응방안 제시는 미흡하였다. 기존 연구가 감염병 대응을 위
한 대략적인 방향이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세밀하고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특성과 역량에 적합한 정책을 적용,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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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 문헌고찰
∙ 공간분석
과제
∙ 전문가 자문
∙ 연구자(년도): 이진희 외 (2020a)
1 ∙ 연구목적: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다양한
도시계획 요소에 대한 실증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

∙ 감염병 전파와 도시공간 관계 검토
∙ 감염병 관련 도시계획 요소 분석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 과제
도출

∙ 문헌고찰
∙ 과제명: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을 ∙ 전문가 자문
위한 해외방법론 사례와 시사점
2
∙ 연구자(년도): 김수진 (2020)
∙ 연구목적: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높은
집단 도출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

∙ 미국 폴리시맵(policyMap)의
핫스팟 도출 방법론 검토
∙ 양적 핫스팟 도출방법 보완을 위한
질적 방법론 소개
∙ 국내 시사점 도출

∙ 문헌고찰
∙ 과제명: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본
서울시 신종감염병 관리의 현재와 미래 ∙ 전문가 자문
∙ 연구자(년도): 손창우 (2020)
3
∙ 연구목적: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 개선방향 모색

∙ 코로나19의 특징과 전 세계적 유행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의 특징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지점
∙ 서울시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코로나19의 부동산시장 영향 검토
∙ 코로나19의 주택시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포스트 코로나19 정책 대응방안
제시

∙ 과제명: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 연구자(년도): 허윤경 외 (2020)
4
∙ 연구목적: 코로나19 이후 상업ㆍ주거용
국내외 부동산시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

∙
∙
∙
∙

∙ 과제명: 의료취약지 도출에 따른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문정주 외 (2013)
5 ∙ 연구목적: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모형,
사업 모델, 서비스 내용 등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 개발

∙ 자료수집 분석 ∙ 의료취약지 특성 및 지원 사례와
제도 등 분석
∙ 문헌고찰 및
∙ 의료취약지 유형 분류 및 유형별
사례조사
지원방안 마련
∙ 현장 방문 조사
∙ 거점의료기관 모델과 지원모형 개발
∙ 전문가 자문
∙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방안 제시
∙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본 연구

∙ 감염병 대응능력에 대한 개념 정립과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안을
제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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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
∙
∙
∙
∙
∙

문헌고찰
통계분석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문헌고찰
해외사례 검토
통계자료 분석
공간분석
전문가 자문
전문가 설문조사
언론분석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이슈
및 사례 검토
∙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실증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제시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대응능력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측면에서 진단하여 유형
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내 문제와 역량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감염병 대응능력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을 나누어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였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진단모델 활용 방안을 제시하
였다. 대응능력 진단은 여러 정량적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있
어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최소
화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이 행정적 규제
와 같은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공학적 설계를 통한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학술적 기대효과
감염병 대응능력의 개념과 이를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체계화하고, 실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 감염병 관련 지수가 감염병 위험이나 취약 정도에만 한정되었
던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단모델이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뿐만 아니라
공간정의(spatial justice) 측면에서의 지역 대응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체계라는데 학
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여러 정량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여 향후 감염병 관련 추가 연구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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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감염병 대응과 공간정책

공간적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감염병과 공간의 관계를 다각
도로 살펴보았다. 먼저 문헌고찰과 코로나19 현황 검토를 토대로 감염병 발생과 대응에 있어 공간
적 문제를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감염병과 관련된 공간정책
여론 추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적용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공간 측면에서 분석하고, 마지
막으로 감염병 관련 해외 공간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감염병 전파 관련 공간정책 이슈
공간적 측면에서 감염병 문제는 해당 공간이 감염병의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곤충을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주요 매개체가
어느 공간에 주로 서식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을 매개로 하는 경우 오염
된 물이 어디에서 공급되는가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공기나 사람
간 직ㆍ간접적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은 전파가 일어나는 반경 내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가깝게 밀집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확산 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 병원체가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어디까지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공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환경적 특성이 감염병 확산을
촉진 또는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정책적 대응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공간상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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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산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 내용을 검토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
나19를 공간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 역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감염경로 및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20년 2월부
터 1년 2개월 동안 25개의 주요 중앙 언론사4)에서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토대
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언론기사는 기사DB를 제공하는 빅카인즈5)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전체 15만 6천 개의 언론기사 중 공간적 측면에서 감염병 전파 이슈와
관련된 총 1,036개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언론기사 분석을 위한 주요 텍스트마이
닝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언론기사 수(document frequency, df)는 개별 추
출어의 출현 문서 수로 해당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낸다. 다차원구조(multidimensional scaling)는 추출어 간 다차원적 산포도를 통하여 비슷한 출현도를 보이는
추출어 그룹을 보여주므로 주요 주제 간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다(이진희 외 2020b:
206). 동시 출현단어 분석(co-occurrence)은 한 문장, 문단 및 문서 단위에서 함께
출현하는 단어를 분석, 언어학적으로 근접성을 가지는 추출어 간의 집합적 상호 연결
성, 즉 관련 정도를 이해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과 코로나19 및 방
역 관련 지침과의 동시 출연 정도와 확률 계산에 이용하였다. 버블맵(bubble map)은
전체 문서에서 해당 키워드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
서는 문서 당 한번만 키워드를 카운팅하는 방식(document frequency)을 사용하여 해
당 키워드 혹은 키워드 그룹이 얼마나 많은 언론기사에서 다루어졌는지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코로나19 감염 현황, 언론기사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감염병
전파와 관련된 공간정책 이슈를 검토한 결과,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는 개별 시설 단위에서의 밀집도나 공용이용시설이 지역 단위의 밀도와 완충공간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4) KBS, MBC, OBS, SBS, YTN,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전자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5) https://www.bigkinds.or.kr/ (2021년 4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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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집ㆍ밀폐된 환경과 방역
감염병 전파 측면에서 밀집된 환경은 사람 간 접촉 가능성을 높이고, 밀폐된 환경
역시 바이러스가 장시간 공기 중에 머물게 하여 감염병 확산을 촉진한다. 이러한 밀집
ㆍ밀폐된 환경은 특히 개별 시설과 관련이 높은데,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교육시설의
경우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실증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Benzell et al. 2020; Mao & Bian 2010; Xiao et al. 2014; Yasuda
et al. 2008; Zhang et al. 2012).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전파에 취약한
특정 시설들이 확인되었다.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 병원, 복지시설, 학원 등 사설교육
시설 등은 밀집ㆍ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시간 동안 함께 활동하게 되어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이진희 외 2021a; 장진화 외 2021).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역시 감염병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음
식점이나 카페, 상점, PC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역학조사와 방역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
역별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를 확인한 결과, 사무실 및 작업장 등의 사업장이나 종교
시설, 요양시설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장시간 활동하는 밀폐된 공간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의 감염 발생 비중이 매우 높았다(이진희, 박민숙 2021).

표 2-1 | 감염경로 비중 (2021년 7월 31일 기준)
감염경로

확진자
수(명)

비중(%)

가족지인모임
교육시설
교정시설
군부대관련

4,545
1,347
1,214
358

10.37
3.07
2.77
0.82

기타 다중이용시설

4,697

노래연습장
다단계/방문판매

654
643

목욕탕/사우나

1,382

확진자

감염경로

수(명)

비중(%)

사업장
요양관련
유흥시설
의료기관

8,418
4,401
1,562
2,892

19.21
10.04
3.56
6.60

10.72

일반음식점/카페

2,763

6.30

1.49
1.47

종교관련
체육시설

6,393
2,559

14.59
5.84

3.15

전체

43,828

100.00

자료: 이진희, 박민숙 2021: 13, <표3>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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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에서 다루어진 코로나19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도 밀집ㆍ밀폐된 공간이
감염병 확산에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확인되었다. 공간 특성에 관한 언론기사 비중
을 이해하기 위해 각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기사 수를 계산한 결과, ‘실내(df=224,
21.62%)’가 가장 활발히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집 공간에 대한 논의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구분하여 시기별 선별된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기사
수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이진희 외 2021a; 장진화 외 2021)6), 실내 공간은 가장 많은
언론기사에서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시기가 지나면서 가장 큰 변화량을 보였다. 해당 공
간 특성에 대한 언론기사 비율은 1차 유행 시기에 약 10%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
가하여 3차 유행 이전에는 38.71%, 3차 유행 시기에는 29.46%를 기록하였다.

표 2-2 | 유행 기간별 공간 특성 관련 키워드 언론기사 비중
공간 키워드
실내
밀집
녹지/공원
밀도
실외
밀폐
복합공간
생활권
전체

1차 유행

2 차 이전

19 (10.44%) 31 (11.57%)
36 (19.78%) 45 (16.79%)
10 (5.49%) 27 (10.07%)
11 (6.04%) 12 (4.48%)
2 (1.10%)
16 (5.97%)
9 (4.95%)
12 (4.48%)
3 (1.65%)
1 (0.37%)
0 (0.00%)
2 (0.75%)
182
268

2차 유행
39 (24.84%)
16 (10.19%)
13 (8.28%)
4 (2.55%)
17 (10.83%)
8 (5.10%)
2 (1.27%)
0 (0.00%)
157

3차 이전
36
15
18
1
12
3
0
0

(38.71%)
(16.13%)
(19.35%)
(1.08%)
(12.90%)
(3.23%)
(0.00%)
(0.00%)
93

3차 유행

총합

99 (29.46%) 224 (21.62%)
56 (16.67%) 168 (16.22%)
34 (10.12%) 102 (9.85%)
33 (9.82%)
61 (5.89%)
13 (3.87%)
60 (5.79%)
26 (7.74%)
58 (5.60%)
4 (1.19%)
10 (0.97%)
1 (0.30%)
3 (0.29%)
336
1036

자료: 빅카인즈에서 구득한 언론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실내에서의 감염병 전파와 높은 밀도가 가진
위험성이 언론에서 주로 논의되면서 감염병 전파위험성 문제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으
나, 점차 그 정도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공간 특성

6) 이진희 외(2021a); 장진화 외(2021)를 토대로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다음과 같이 3차로 구분함
유행 시기
1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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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일시
2020. 1. 20
2020. 4. 21
2020. 9. 29

종료 일시
2020. 4. 20
2020. 9. 28
2021. 4. 30

주요 이슈
신천지발 집단감염
8.15 도심집회
일일 신규 확진자 주평균 400명 이상

인 ‘실내’와 관련해서 언론기사에서는 커피숍, 음식점, 종교시설, 사설 교육기관이 주로
거론되었으며, 기타 공간으로는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공연장과 극장 등도 관련된 것
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간 중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 요양기관 및 의료시설은 공간적
특성과 연계하지 않고 논의된 경우가 많았다([그림2-1] 참조).

그림 2-1 | 공간 종류 및 공간 키워드 간 동시출연단어 네트워크

(N.22, E50, D.216)

(N.24, E50, D.181)

자료: 빅카인즈에서 구득한 언론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밀집ㆍ밀폐된 공간이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 시설은 정부의 방역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자주 언급된 공간
을 분석한 결과, 종교시설 및 유흥시설의 언급 빈도가 타 공간에 비해 높았고, 이 외에
음식점, 의료시설, 노래방 등도 언론에서 자주 노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
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음식점, 유흥시설, 종교시설, 커피숍, 사설교육기관, 노래방, 교
육시설, PC방 등의 언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합모임금지와 관련해서는 음식
점, 노래방, 유흥시설, 콜라텍, 커피숍, 공연장ㆍ극장 등이 자주 논의되었다.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지역으
로는 음식점, 종교시설, 노래방, 음식점, 커피숍이 있다([그림2-1] 참조).
언론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밀집ㆍ밀폐된 실내공간의 문제나 실제 코로
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는 정부의 방역조치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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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식점이나 학원,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 다수의 상업시설은 실제 코로나19
감염이 많이 발생한 시설로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전파위험성이 높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밀집한 도심
의 경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간적 측면에서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 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2) 불량ㆍ밀집 주거환경의 위험
비좁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은 거주민의 건강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코
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사람 간 직ㆍ간접적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측면에서 과밀가구나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위험에의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나 코로나19 관련 실증연구에서는 과밀한 근린환경이나 위생시설
이 열악하고 공용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지역을 코로나19에의 노출 위험이 높은 지역으
로 파악하고 있다(김수진 2021: 5).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중단되었고(김은희 2020), 쪽
방촌과 같은 불량ㆍ과밀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방역 지침이 마련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7).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차 대유행 기간 동안 주택의 밀집
도가 매우 높고 화장실이나 샤워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아 위생적 측면
에서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와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다(복지
타임즈 2020)8).
이렇듯 쪽방촌과 같은 불량ㆍ밀집 주거지의 경우 조리실이나 세탁실, 화장실 등 공
동시설 이용이 불가피하고, 1인당 거주면적이 작아 실내에서 2m 이상의 거리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
람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7)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5 (2021년 6월 22일 검색)
8)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59 (2021년 5월 25일 검색)

24

감염으로 더욱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후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량ㆍ밀집 주거지 내 확진자 발생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불량ㆍ밀집한 주거지 거주민은 점유 형태와 생활방식이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그들의 직업군이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감염병 대유
행에 의한 주거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해당 지역 거주민은 코로
나19로 인한 직업 손실과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겼을 수 있으므로(박미
선, 조윤지 2020; 이후빈 2020), 퇴거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주거지 상실은 노숙으로
이어지고, 노숙인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Doran et al., 2020; 이후빈 2020: 129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불량ㆍ밀집한 주거환
경은 감염병 전파뿐만 아니라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3) 고밀의 연결된 도시환경과 완충공간
고밀의 도시환경은 사람 간 접촉을 증가시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전파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거주 비율
이 높기 때문에 외부 활동 역시 많을 수밖에 없고, 이는 빠른 감염병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밀도와 감염병 확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이루어
졌는데, 밀도가 높을수록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나 곤충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 역시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Hamidi et al. 2020; Jeefoo
et al. 2010; Sloan et al. 2020; Tuckwell & Toubiana 2007). 상업지역과 같이 특
정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고 여러 시설이 복합적으로 밀집하고 있는 경우 감염병의
전파는 더욱 빠르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워 대응이 늦어
질 가능성이 높다(이진희 외 2020a; Neiderud 2015).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진자 발
생 빈도를 살펴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등 고밀의 대도시 지역의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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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국내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역

확진자 누계
명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경제활동인구1)
비율 (%)

경제활동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서울

225,235

35.70

2,330

54.38

4,255.34

부산

25,075

4.00

739

50.18

1,464.66

대구

23,124

3.70

956

50.56

1,876.95

인천

36,721

5.80

1,248

55.28

2,247.31

광주

8,026

1.30

553

53.41

1,031.62

대전

12,250

1.90

837

55.35

1,501.23

울산

6,873

1.10

605

51.00

1,174.87

세종

2,142

0.30

602

54.04

1,157.84

경기

186,363

29.50

1,388

54.29

2,590.89

강원

12,405

2.00

804

53.68

1,500.00

충북

11,498

1.80

718

57.46

1,251.14

충남

18,095

2.90

853

57.39

1,485.63

전북

9,568

1.50

530

52.61

1,000.84

전남

6,078

1.00

328

53.52

609.02

경북

15,315

2.40

580

55.51

1,036.20

경남

20,678

3.30

619

53.61

1,147.50

제주

4,638

0.70

687

57.85

1,195.36

검역

6,754

1.10

630,838

100

총합계

-

1,217

50.03

2,251.87

주: 1) 2020년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2021. 12. 31),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DA7004S 2021년 11월 22일 검색)

언론분석 과정에서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어간 자동 그룹화를 진행한 결
과, 고밀의 대도시 지역이 주요 감염통로로 언급되었으며, 해당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빈번히 논의되었다. 먼저 추출어간 다차원 구조도
를 살펴보면, 그룹3(보라색)이 언론기사 내용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대도시
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와 더불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시설 등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룹2(노란색)의 경우 주
된 감염경로 역할을 한 시설이 주요 추출어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역시 서울 및 경기도에서 주로 실시된 내용이다 ([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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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추출어 간 다차원 구조도

(TF> 1000, DF > 100, Method: Kruskal, Distance: Jaccard, 클러스터 수: 8)
자료: 빅카인즈에서 구득한 언론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3 | 유행 기간별 교통수단 관련 언론기사 비율 버블맵

자료: 빅카인즈에서 구득한 언론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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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도시와 같이 주변 도시로의 연결성이 높은 지역, 즉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하
여 외부로부터의 유출입이 많은 지역의 경우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이 더욱 멀리 그리고
빨리 일어날 수 있다(Cheong & Jones 2020; Congdon 2016; Saraswathi et al.
2020). 이미 여러 실증연구에서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Bozick & Real 2015;
Charaudeau et al. 2014; Maliszewski & Wei 2011; Mao & Bian 2010; Xu et al.
2013; Yasuda et al. 2008)을 비롯하여 도로(Jang & Ahn 2016) 통행량이나 항공
이용률(Nakata & Röst 2015; Yoneyama & Krishnamoorthy 2012)이 높을수록 감염
병에 더욱 취약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2-4 | 유행 기간별 공간 키워드 관련 언론기사 비율 버블맵

자료: 빅카인즈에서 구득한 언론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서 교통수단에 대한 언론기사 추이를 유행 시기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언론의 주목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주목도는 타 수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나, 1차 및 2차 유행
시기 이전 약 35%에서 이후 15~25%로 낮아졌다([그림 2-3] 참조). 기타 교통수단
의 추이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여 교통수단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

28

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 자체에 대한
정책보다는 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는 환경 자체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밀의 환경에서 대중교통 등의 통행량이 증가하게 되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
염병은 더욱 빨리 그리고 넓게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 분산적 배치와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완충공간의 배치가 중요하다. 공원
이나 녹지와 같은 완충공간은 사람 간 접촉 가능성을 낮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별로 키워드 노출 빈도를 살펴보면, 녹지 및 공원에 대한 언
론기사도 유행기가 지나면서 점차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1차에는 약 5%의 언론기사에
서 해당 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반면 3차 이전과 3차 시기의 언급 빈도는 각각
19.35% 및 10.12%로 증가하였다(<표 2-2> 및 [그림 2-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코
로나19 대유행 초반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녹지나 공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에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감염
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파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강한 규제 상황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완충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지 못할 경
우 오히려 외부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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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대응 관련 공간정책 이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감염병에의 노출 정도는 주거 및 근무 공간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차별적이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과 소득 등 개인의 능력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구조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기
도 하며, 이러한 차이는 감염병에 의한 직ㆍ간접적 피해와 연결된다. 먼저 노인이나
기저질환 보유자의 경우 감염병에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학적 구조의 차
이는 감염병의 직접적인 피해, 즉 인명피해의 차이를 야기한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나 일상생활의 변화는 감염병의 간접적 피해인 사회경제적 손실
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피해는 지역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면활동이
불가피한 직종이나 비대면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감염병 관련 정보와 기술에
의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은 소득 감소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더욱 많이 겪을 수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이 어려운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기도 하고, 감염
병 대응을 위한 정보와 기술과 같은 자원은 평등하게 공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공간에 따라 감염병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또는 어렵게 만든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적 역량과 자원의 분포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와 함께 코로
나19 상황에서 규제 위주의 방역 정책의 영향력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공간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영향력 역시 주목을 받았다.

1) 지역별 인구구조 차이
감염병 대응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능력에 달렸다. 코로나19
나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은 고령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하거나 만성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위험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적절한 치료나 즉각적인
격리가 어려워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이 공간적으로 밀
집한 경우 감염병에 따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

30

라 감염병에 대응하는 지역 간 능력 차이를 ‘사회적 취약성’이라 하며(임덕영, 홍성운
2021: 435),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높은 노인인구 비율이나 소득 차이, 정보 부족 등
의 문제로 개인의 감염병 대응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간적 측면에서의 감염병 대응의 중요한 이슈이다.
질병관리청(2021. 11. 23)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
하는 비율이 91.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중증 역시 60대 이상의 경우 25%
내외로 매우 높고, 80세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13.12%로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중증 환자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고, 이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병상이 필요하다.
표 2-4 | 연령별 사망 현황 (2021년 11월 24일 0시 기준)
구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위중증

구성비(%)

80세 이상

21

(60.00)

1,697

(50.46)

13.12

143

(24.40)

70-79

10

(28.57)

900

(26.76)

3.97

206

(35.15)

60-69

3

(8.57)

484

(14.39)

0.93

152

(25.94)

50-59

0

(0.00)

196

(5.83)

0.30

42

(7.17)

40-49

0

(0.00)

48

(1.43)

0.07

24

(4.10)

30-39

0

(0.00)

25

(0.74)

0.04

16

(2.73)

20-29

0

(0.00)

12

(0.36)

0.02

1

(0.17)

10-19

0

(0.00)

0

(0.00)

0.00

1

(0.17)

0-9

1

(2.86)

1

(0.03)

0.00

1

(0.17)

계

35

(100.00)

3,363

(100.00)

0.79

586

(100.00)

자료: 질병관리청 (2021. 11. 23)

2) 자원 공급의 지역적 격차
공간은 감염병 확산 촉진 및 방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자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역시 감염병 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
다. 먼저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의료체계에 부하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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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건ㆍ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관련 자원을 확충하거나 공간적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환자
발생과 치료병상 공급의 불균형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적정 공공병원이 없
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병상 확보와 인력 수급 문제가 코로나19 대응에 방해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메디칼업저버 2020; 청년의사 2020)9)10). 코로나19 1차 대유행 기간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대구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입원할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를 했
으며 인력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TBS 뉴스 2020)11). 수도권의 경우 다수의 확
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한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이나 기저질환
자 비율이 높은 지방 도시에서는 적정 공공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작용하였다. 손재선, 신문수(2020)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
분석 결과 응급 서비스 취약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거주지 가까운 곳에 응급시설이 없는 경우 감염병에의 대응이 어려움을 밝혔다.
따라서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춘
기반시설 배치로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시설 이외에도 외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필품 수급이나, 온라인 시스템
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격수업이나 원격근무 등의 비대면 활동에 제한
이 있으므로 필수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여러 활동이 규제되는 상황
에서 녹지나 공원 등의 공공공간은 외부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다양한 자원을 균일하게 공급하는 것이 지역
의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9) 메디칼업저버 (2020. 12. 14)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5000병상 확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86) (2021년 3월 10일 검색)
10) 청년의사 (2020. 7. 8) “지방의료원 없는 광주, 코로나19로 병상부족 문제 드러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683) (2021년 3월 10일 검색)
11) TBS 뉴스 (2020. 12. 14)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병상부족 문제 심각…수도권 중환자 병상 8개뿐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15150&seq_800=20407727)
(2021년 3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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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중심의 방역에 따른 상권쇠퇴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위한 정책은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코로나19 바이러
스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2020년 2월 29일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도입
되었고, 신천지발 1차 유행 이후 3월 23일부터 4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되었다. 이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2020년 6월부터 각 단계의 명확한 조정
기준과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명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5개월 동안 활
용되었다(이진희 2021). 하지만 8.15 도심집회발 2차 대유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중
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전파 위험성에 따른 차등적인 방역을 목표
로 2020년 11월 1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도입하였고,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2020년 11월 말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5단계 기준 중 4간계에 해당
하는 2.5단계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21년 초 의료역
량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제한 조치로 인한 서민의 경제피해 누적을 고려하여 기존 5단
계 기준을 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 모임과 같은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를 차등화 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었다(보건복지부 2021b).
표 2-5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주간 평균)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

방역수칙 준수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자료: 보건복지부 2021b: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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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정책은 규제 위주로 이루어졌다. 강도나 기준의 차이
는 있으나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다. 새로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도입된 이후 2021년 7월부터 11월 초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방역조치가 적용되었는데, 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유흥시설은 운영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포
장ㆍ배달만이 허용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부분 3단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다.
규제 중심의 방역 정책은 상권, 특히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진 시설이 많이 밀집한
지역 상권의 쇠퇴를 야기하였다. 이진희(2021)에 의하면 2020년 처음 사회적 거리두
기 정책이 적용된 시기에 서울시 내 대부분의 상권이 위축된 모습이 확인되며, 이후
코로나19 유행 기간과 맞물려 매출이나 개ㆍ폐업률이 변화하였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 정도가 약했던 소매업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직접적인 영업
규제가 이루어진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희 2021).
업종이나 시설별 규제 강도의 차이는 해당 시설의 분포 정도에 따라 지역의 경제 손
실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관광상권이나 업무지역, 대학가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
은 규제를 받은 만큼 이용 제한 조치의 영향이 더욱 컸으며(김민영, 안영수 2021; 이
진희 2021; 주재욱 외 2021), 이러한 이유로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는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감염병 관련 방역 정책에 따라 상권 쇠퇴는 가속될 수 있다. 따라
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는 대도시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행정적 규제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보이며, 이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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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
1)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한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와 불편이 가중된 상황에서
2020년 말부터 도입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2021년 중반부
터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였다. 북미와 유럽 국가의 경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전체의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2021년 10월 첫째 주 기
준, 전 세계 신규 확진자 발생은 5주 연속 감소하였다(질병관리청)12).

그림 2-5 |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자료: WHO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2021년 10월 17일 검색)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2021년 9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전
파 방지를 위한 제한 정책을 완화하였고, 이스라엘이나 덴마크, 일본 등에서도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하였다. 국내에서도 2021년 9월 7일 질병관리청에서 10월 백신 접종

12) http://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b_list=9&act=view&list_no=
145342&nPage=1&vlist_no_npage=1&keyField=&keyWord=&orderby= (2021년 10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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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료될 경우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만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처음 언급하였다(질병관
리청, 2021. 9. 7). 준비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가 열렸고, 이후 10월 13일 관계부처 장관과 분야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일상회복복지위원회(이하 일상회복위원회)가 출범하였
다. 이후 국내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 2021. 10.
23).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되었고, 다중이용시설 위험도에 따라 이용
제한이 단계별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신규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전환 50여 일 만에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적용하였다.
이렇듯 백신 접종률에만 기대어 체계적인 준비 없이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변이와
전파가 빠른 감염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코
로나19 4차 유행기에 들어서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방역 효과가 없으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확진자 검사와 진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중증도와 상관없이 모든 확진자를 입원시키는 현재 체제는 의료대응 체계의
한계를 불러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2021)13). 따라서 사회적 거
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조건으로는 먼
저 백신 접종완료율 70% 이상, 위중증 환자수 300 ~ 400명 이내 유지가 있다(윤태호
2021).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방역 조치만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경제활동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많은 인력을 요하는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을 줄이는 대
신 지역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를 복원하여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나 지역 내 1,
13) 조선일보 (2021. 10. 1.) 거리두기 효과 다했다… 전문가들 “거리두기 없이 마스크·백신으로 충분”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0/01/BXSG6JQHGVCBJM6MTVD5GZYJGI/
(2021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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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만 정부가 조율하여 3차 기관에서 맡
도록 하는 것이다(김윤 2021). 이를 위해서는 동거인과 격리하여 치료가 가능한 주거
환경이 필수이며, 의료취약지역 내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2) 공간정책을 통한 대안적 접근 필요
지속적인 규제는 여러 간접 피해를 야기하며, 백신에만 의존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자칫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염병 대응은 보다 지속적인 방법을 통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 감염병이 미친 영향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고밀의 도시 환경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역량이 낮고 자원이 부족한 지방 도시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감염병 전파는
느리나 일상생활 유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의 감염병
대응은 적용 대상 구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책이 아닌 거시적인 범위에서 “공간정책”을 다뤘다.
도시란 인구ㆍ물리학적 측면에서 다수의 인구가 일정 공간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
역으로 농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기능적으로는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며 서비스와 재화가 집중된다(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1998:
35-38).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정책이란 도시가 정책의 공간적 대상이 되는 반면, 공
간정책은 정책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국토 전반에서 대도시권, 지역, 도시, 단지, 근린
단위의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의 확산과 대응 역량을 공간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공간정책은 일상생활과 산업, 그 외 여러 가지 활동이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자료 분석을 토대로 위계별 공간 단위에서의 주요
한 물리적 요소에 대한 행정적 대응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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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관련 해외 공간정책 사례
앞서 검토한 감염병 관련 공간정책 관련 이슈는 감염병 전파와 관련해서는 개별 시
설물부터 주거환경, 도시 규모 및 밀도와 공간 구성이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기반시설 공급, 근린 및 지역 단위의 도시 요소 등이다. 공간 규모
에 따르면 개별 시설물과 기반시설부터 생활권, 도시 단위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 공간정책 사례를 ① 공간계획, ② 생활권계획, ③ 교
통계획, ④ 주거지 관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공간계획의 경우 밀도나 도시 구조,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과 같이 거시적 측면에서 공간정책을 포함한다. 생활권계획
에서는 생활권의 규모나 생활권 내 제공되는 기반시설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다뤘다. 교통계획에서는 도로교통과 대중교통을 비롯하여 이동과 관련된 다양
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지 관리는 노후ㆍ불량주거지의 과밀 문제와 공
간적 분리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해외 공간정책 사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거나,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공간계획
(1) 도시 구조 전환 및 밀도 조정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 있어 밀도가 높은 도시공간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고밀도, 단핵 중심의 도시 구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 자체로는 바이러스 전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났
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밀도나 도시 구조에 대한 정책이 즉각적으로 추
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감염병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밀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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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구조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
져 왔다. 먼저 밀도 자체에 있어서는 도시 전체 밀도보다는 과밀주거(overcrowding)
나 지역 간 분리(segregation)문제가 감염병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호흡
기 감염병 전파에 있어 고밀의 환경은 위험한데, 특히 주거밀도가 높은 경우 감염병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실제로 1832년 여름 미국 뉴욕시 거주민 약 3천 5백
명이 콜레라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물리적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용도지역제가 적용되었다(Abdel-Aziz 2020: 177). 또한 20세기 초반 미
국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주로 밀도가 높은 슬럼가나 무허가 주거지
내에서 큰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는 단일 용도지역제(single zoning codes) 수립으로
이어졌다. 용도지역제는 인구밀도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특히 해당 시기에는 저밀과
중밀, 고밀로 구분된 주거지역 밀도가 처음 적용되었다. 용도지역제를 통한 밀도 조절
은 주거지역에서의 밀도와 함께 인구 이동, 교통 정체를 모두 조절할 수 있다(Brinkley
2020; Suleiman 2021: 151에서 재인용). 이 외에도 복합적인 토지이용은 이동을 감소
시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coskun & Mhlanga 2020).
따라서 용도지역제의 적정 밀도를 조절하고, 혼합적인 토지이용을 추진하여 이동 감소
와 과밀 해결을 통하여 감염병 전파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과밀주거 문제는 재개발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흑
사병 위험이 높은 2천 5백만 멕시코 주택을 허물고 개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Deverell 2004; Mhlanga 2020: 163에서 재인용).
도시 구조에 대해서는 기존 단핵(monocentric)에서 다핵(polycentric)으로의 전환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핵 도시에서는 많은 인구가 서비스 수급 및 활동을 위해
도심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감염병 전파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봉쇄
과정에서 도시 외곽 거주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Mhlanga 2020:
165). 따라서 다핵화를 통하여 봉쇄 기간에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감
염병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단핵 구조는 도시 내 대응 역량 격차를
야기하므로, 다핵화와 개별 생활권 내 원격근무가 가능한 시설과 공개공지 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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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대응취약성을 저감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대규모 기반
시설의 발전을 이끌었는데, 특히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1853년 콜레라 발생 이후 공공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Suleiman 2021: 150). 적정 수준의 공개공지를 확
충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위험성을 낮추는 좋은 수
단이다(Sharifi & Khavarian - Garmsir 2020).
도시 밀도는 연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시 전체의 밀도를 조절하기 보다는
연결성이 높은 공간, 즉 공항이나 항구와 같은 교통 허브에서 발생 가능한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Mhlanga 2020: 167).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 보고서(Strengthening Preparedness
for COVID-19 in Cities and Urban Settings)’를 발간하여 주요국들에게 주요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WHO 2020). 이는 코로나
19 대유행과 같은 범세계적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고위험 공간으로 간주되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WHO (2020)는 특히 감염병 전파위험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대하
여 공항이나 항구와 같은 도시 진출입 지점을 감염병 대응형 공간으로 재편하고, 장거
리 이동 출도착 지점 유형별로 감염병 대응형 도시 - 비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출도착 지점 유형은 도시 - 도시 간 이동, 도시 - 비도시 간 이동, 비도
시 – 비도시 간 이동으로 구분된다. 도시 진출입 지점이나 장거리 이동 출도착 지점은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 과정에 있어 주요 거점이 되는 지점으로, 해당 지점에서의 전파
방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항이나 항구의 경우 국가 간 전파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입출국 과정에서의 방역은 중요한 문제였
고,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당
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공간정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지적으로는
OECD(2020)가 신규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개통을 통하여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
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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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직후 일부 전철역을 일시 폐쇄하여 이용객의 공간적 집중을 방지하였고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14), 영국 펨브룩셔주에서는 등하
교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차량을 확대하는 등 기존 버스노선은 유지하되, 버스 내 탑승
객 수를 감소하는 전략을 진행하였다(Pembrokeshire County Council)15).

(2) 유연한 용도지역제 추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반 영국에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
였고, 이에 따라 2020년 3월 대규모 봉쇄정책(lockdown)을 선포, 식당, 주점, 카페,
극장 등에 대한 휴업령과 함께 필수적인 목적 이외의 외출을 금지하였다(채민석 2020:
76). 이후 봉쇄정책은 완화되었다 재적용 되었는데, 장기간의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 환경에서 경제 분야의 피해가 커지자 영국 의회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여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조치들을 소개하는
｢산업계획법(Business and Planning Act 2020)｣16)을 수립하였다. 해당 법령은 코로
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 부문 재개를 위하여 큰 피해를 입은 식품
업 및 건설업 부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간적 측면에서는 식품업과 건설업
지원을 위한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과 ｢런던
공간개발전략(London Spatial Development Strategy)｣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도시 및 농촌계획법｣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있
는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의 기반에 대한 법이다. 1947년(스코틀랜드) 처음 제정되었
고, 1990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만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규범들을 포함하여

14) https://www.wmata.com/about/news/COVID–19–Service-Update-4-Station-Closures.cfm
(2021년 10월 28일 검색)
15) https://www.pembrokeshire.gov.uk/bus-routes-and-timetables/changes-to-bus-services-dueto-covid-19 (2021년 10월 28일 검색)
16) 정식 법령은 ｢Act to make provision relating to the promotion of economic recovery and growth｣으
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함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529/contents/made
(2021년 5월 2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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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김봉철 2008: 28). ｢산업계획법｣에서는 코로나19
에 따른 상권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 및 농촌계획법｣ 상 용도지역제(Use Classes
Order)에 추가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행정절차 없이 특정 용도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업ㆍ업무ㆍ서비스(commercial, business & service)’
라는 새롭고 광범위한 용도지역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해당 용도지역 내 위치한 상업
용 건물, 소매업 점포 및 여가ㆍ휴식ㆍ휴게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갑작
스러운 상황이나 지역 내 토지이용 수요가 급변한 경우 특정 용도에 있어 행정절차 없
이 자유롭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Business and Planning Act 2020). 여기서 특정
용도란 극장이나 주점 등과 같이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는 코로
나19로 봉쇄정책이 추진되면서 휴업령이나 외출 제한과 같은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
기 상황에서 해당 용도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 식당이나 도박장과 같은 시설은 특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용도 변경
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본 법안은 2020년 9월 1일 발표되었으나,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므로, 해당 기간
동안 허가된 사업은 본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The Town and County Planning
Regulations 2020).17).
새로운 용도지역제 도입 이외에도 ｢산업계획법｣ 자체 신규 조항으로는 동네 식당이
나 술집의 가로변 좌석 확보 허용 및 가로변 공간 활용 지원(outdoor seating), 각종
도시공간 점유 인허가 기간 확대(extending planning permissions), 건설업 현장근무
시간 단축 및 근로자 지원책 확대(construction site hours) 등이 포함되어 있다
(Business and Planning Act 2020). 이러한 산업 관련 조항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상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상황
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가로변 공간 활용을 통하여 실내에서 전파위험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안정성을 높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쇠퇴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17)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757/made 2021sus (2021년 8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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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적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2020년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자 이탈리아 밀라노(Milano)에서는 감염병 대응
을 목적으로 최상위 전략인 ‘밀라노 2020 코로나19 대응전략(Milano 2020 Adaptation
Strategy)’을 수립하였다. 본 전략의 수립 목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대 비전(포용
적 거버넌스 조성, 경제침체 회복, 일자리 재창출, 도시 생활패턴 재편, 지속가능성
강화)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그 하위 항목으로 10대 전략18)을 마련하는데 있다
(Comune de Milano 2020). Comune de Milano(2020)은 코로나19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각 시기별 필수 조건과 우선 대응이 필요한 주요 집단을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시나리오는 봉쇄 이전, 봉쇄 기간,
봉쇄 이후,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표2-6> 참조).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으로는 지도화, 의료 영역화, 격
리, 역학조사, 면역, 방역 및 위생의 6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밀라노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역량(확진 및
면역 여부, 연령, 기저질환 보유 여부, 근로 여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
고 특정 집단에게 우선 적용이 필요한 전략을 병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Comune
de Milano 2020: 2).
표 2-6 | 밀라노 2020 코로나19 대응전략 구성
시나리오

필수조건

주요 집단

(reference scenario)

(conditions required for resumption)

(reference target)

 봉쇄 이전(pre-lockdown)
: 점진적 격리
 봉쇄 기간(lockdown)
: 격리
 봉쇄 이후(post-lockdown)
: 점진적 격리 해제
 뉴노멀(New Normal)
: 뉴노멀 시대 격리 방안 강구

 지도화(mapping): 감염자 및 감염경로 시각화
 의료 영역화(territory):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영역 구축
 격리(isolation): 확진자 격리 공간 확보
 역학조사(tracking): 역학조사 전략 마련
 면역(immunity): 면역력을 갖춘 시민의 생활권 확보
 방역 및 위생(sanitation): 도시 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역 및 위생 체계 구축

 확진 여부
 면역 여부
 연령
(고령자 특별 관리)
 기저질환 보유 여부
 근로 여부
 경제적 여건

자료: Comune de Milano 2020: 2

18) ① 시공간적 유연화, ② 이동 다양화 및 최소화, ③ 역동적 공개공간 조성, ④ 디지털 서비스 확대, ⑤ 15분
동네 서비스 공급, ⑥ 지엽적 문화생활 장려, ⑦ 일자리 혁신 도모, ⑧ 도시기반시설 공급 신속화, ⑨ 포용적
협력 확대, ⑩ 아이들의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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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계획
(1) 적정 규모의 생활권 조성 및 필수 기반시설 제공
호주 빅토리아주(州)의 주도인 멜버른(Melbourne)에서 제시한 ‘20분 근린(20 minute neighbourhoods)’이란 해당 지역, 즉 근린에서 모든 생활을 영유(living
locally)할 수 있도록, 집에서 도보나 자전거, 근린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공간에 자족가능한 시설이 제공되는 근린을 의미한다(Victoria State
Government)19). 20분 근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수립된 ‘2017-2050 멜버른
도시계획(Plan Melbourne 2017-2050, 이하 멜버른 도시계획)’의 핵심 개념으로 향
후 멜버른시 내에 포함된 모든 근린에 적용될 계획이다(DELWP 2017). OECD(2020)
는 까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가 제안한 15분 도시(15 minute city)와 함께 멜
버른의 20분 근린 개념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디자인 개념으로 주목하였다.
멜버른의 20분 근린에 포함된 다양한 구성 요소, 즉 필수 기반시설이나 특정 도시
용도는 다른 도시와 근린 설계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도보나 대중교통
을 이용하여 이러한 도시용도와 기반시설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해당 지역의 주거비나
교통비가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반하여 멜버른의 20
분 근린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가 도보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차별화된다. 본 개념에서 20분은 편도가 아닌 왕복에 걸리는 시간으로, 도보나 자
전거 등을 이용, 자택을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이르는 가는 길 10분과 돌아오는 길 10
분이 합쳐진 시간이다. 왕복 20분, 거리로는 반경 약 800미터가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걷고자 하는 도보 거리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멜버른의 20분 근린 개념이 탄생하였다(DELWP 2019a).

19) https://www.planning.vic.gov.au/policy-and-strategy/planning-for-melbourne/plan-melbourne/
20-minute-neighbourhoods (2021년 8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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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멜버른 20분 근린의 개념 및 17대 구성 요소

자료: DELWP 2017: 99. Figure 12

멜버른 도시계획에서는 포용적ㆍ역동적ㆍ건강한 근린 형성을 위한 20분 근린의 6대
달성 목표(hallmark)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동 최적화를 위해 안전하
고, 접근이 용이하며, 잘 연결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높은
수준의 공용공간과 공개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근린 내에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각 시설의 위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넷
째, 출퇴근 및 고차 서비스업 이용이 용이한 근린대중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
째, 서비스 및 교통 활성화를 위해 적정 인구밀도와 인구주택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 근린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DELWP 2017: 98).
20분 근린에서는 자족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17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야 한다: 쇼핑몰, 의료복지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놀이터 및 공원,
산책로 및 녹지, 커뮤니티 정원, 운동ㆍ체육시설, 안전 가로 및 공개공간, 저렴 주택,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다양한 주택 유형, 도보가능 도시공간, 안전한
자전거 네트워크, 편리한 대중교통, 일자리ㆍ서비스ㆍ대중교통 연계, 풍부한 일자리
등 ([그림2-6] 참조). 20분 근린 생활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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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센터(neighbourhood activity centre)는 다양한 용도혼합을 통하여 별도의 이동
없이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소매 점포
(식료품점, 빵집 등), 식음료점(레스토랑, 카페 등), 운동ㆍ체육시설 등을 포함한다
(DELWP 2017: 99). 접근 가능한 공간에 다양한 서비스를 배치하는 것은 건강, 경
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7 | 호주 멜버른 20분 근린의 건강ㆍ사회ㆍ경제ㆍ환경적 혜택

 800미터 생활권 속 도보ㆍ자전거 이용 증가로 인해
주민 복지 증진
 자가용 50% 사용 시 혼잡 완화ㆍ건강 증진ㆍ인프라
및 환경 비용 절감 효과 연간 미화 1억 6,500만 달러
 주5일 15분 도보 시 질병 발병률 13% 절감
(30분 도보 시 26% 절감)

 가구 교통비 50% 절감 및 도보통행 증가로 인한
동네 상권 매출 40% 증가
 도보 인프라는 교통 체계 유지 부담 완화
 20여 비용편익분석 연구결과, 도보 인프라 비용편익
비율은 1:13으로 도로ㆍ철도 대비 월등히 높음

 보행 중심 가로공간 및 공개공간은 근린 전체 유대감
및 사회적 친화감 강화
 친환경ㆍ소규모 가로 환경 조성을 통한 상호 감시
체계 및 근린 안전 강화

 콤팩트 용도혼합 근린은 환경오염물질 감소
 차량배기가스 40%, 이산화탄소 10% 감축
 녹지공간ㆍ가로수는 건조환경 녹화율 10% 증가 및
냉난방 에너지 5-10% 절약

자료: DELWP 2019a: 10-11

46

멜버른시에서는 이미 수립한 계획을 중심으로 20분 근린 개념의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Pilot Program)’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DELWP 2019a). 먼저 2018년
1월 호주 도시계획부는 멜버른시와 하트 재단(Heart Foundation), 빅토리아 워크
(Victoria Walks) 및 리질리언트 멜버른(Resilient Melbourne)과 협력하여 20분 근린
을 위한 3개의 시범사업(스트라스모어(Strathmore), 크로이돈 사우스(Croydon
South), 선샤인 웨스트(Sunshine West))을 착수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20분 근린
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토대로 멜버른시 전체에
적용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2-8 | 호주 멜버른 20분 근린 시범사업 3개소 요약
사업

20분 근린 배치도

20분 근린 특성

①
스트라스모어
(Strathmore)

 사업 주체: 마룬다시 의회(Maroondah
City Council)
 핵심목표: 통합된 근린주구 계획 수립
 3대 핵심전략: 근린활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도보와 자전거길
보수를 통해 연결성 및 어메니티 강화,
주택 유형 다양화

②
크로이돈
사우스
(Croydon
South)

 사업 주체: 무니 벨리시 의회(Moonee
Valley City Council)
 핵심목표: 무니 벨리시 2040 도시전략
계획 추진을 위한 장소기반형 접근
 3대 핵심전략: 가로 안전 강화(초중고
근처), 근린활동센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주택 유형
다양화 위한 각종 규제 완화

③
선샤인
웨스트
(Sunshine
West)

 사업 주체: 브림뱅크시 의회(Brimbank
City Council)
 핵심목표: 글랜갈라 빌리지(Glengala
Village) 활성화 경제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
 4대 핵심전략: 글랜갈라 빌리지 근린활동
센터 인근 주택유형 다양화, 팝업가게
활성화 및 길거리 상권 형성, 근린활동
센터 주변 가로환경 개선, 공공예술시설물
설치 확대 및 창의적 공간 조성

자료: DELWP 2019b; DELWP 2019c; DELWP 2019d; DELWP 2021a; DELWP 2021b; DELWP 2021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배치도 DELWP 2019b: 4; DELWP 2019c: 4; DELWP 2019d: 4)

제2장 감염병 대응과 공간정책

․ 47

그림 2-9 | 스트라스모어 20분 근린의 코로나19 임시 공간 활성화 전략

① 자가용 주차공간의 도보공간 및 ② 팝업(Pop-up) 사무실ㆍ회의실ㆍ
길거리 상권 전용을 통해 코로나19 모바일도서관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임시 보행공간 및 상권 형성 대응형 임시 근무·학습공간 조성

③ 도보 최우선 전략(prioritizing
walking)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보행로 확대

④ 팝업(pop-up) 공원 증설 및 ⑤ 지하철 보행로 환경 개선 및 공기 ⑥ 자전거 주차장 확대 및 자전거
다양한 기능 향상을 통해 코로나19 정화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도로 확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전거 이용 생활화
안전하고 청결한 지하공간 조성
대응형 임시 공원 형성

⑦ 차로면 도색 후 자전거 전용도로 ⑧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용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임시 동네상권 운영 지원을 위해 각종
캠페인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전거 중심 네트워크 형성
자료: DELWP 2019b; DELWP 2021a: 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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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 크로이돈 사우스 20분 근린의 코로나19 임시 공간 활성화 전략

①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 차단 후
휴식 및 산책 공간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휴게공간 조성

② 팝업 공원 및 놀이터 증설을 통해 ③ 가로변 복수의 소규모 틈새 공간
활용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임시
코로나19 대응형 임시 공원 및
모임ㆍ식사ㆍ상행위 공간 형성
어린이 놀이공간 형성

④ 가시적 도보 최우선을 위한 도로면 ⑤ 주요 근린생활시설과 자전거도로 ⑥ 자전거 주차장 확대 및 자전거로
도색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확장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한 보행 중심 이동 장려
위한 자전거 일상화 추진
자전거 이용 생활화

⑦ 예술인과 주민의 차로면
⑧ 팝업 사무실ㆍ회의실ㆍ모바일 ⑨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예술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도서관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동네상권 운영 지원을 위해 각종
자동차 이용 축소(traffic calming)
캠페인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임시 근무 및 학습공간 조성
공간 확대
자료: DELWP 2019c; DELWP 2021b: 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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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 선샤인 웨스트 20분 근린의 코로나19 임시 공간 활성화 전략

③ 예술인과 주민의 차로면
① 길거리 대형 화분 및 미니 잔디 ② 누구나 편히 앉을 수 있는 파클렛
예술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parklet) 조성을 통해 코로나19
조성 등 가로변 녹화를 통해
자동차 이용 축소 공간 확대
대응형 임시 휴식공간 형성
코로나19 대응형 임시 보행환경 개선

④ 팝업 공원 증설 및 다양한 기능 ⑤ 자전거 주차장 확대 및 자전거로 ⑥ 가시적 도보 최우선을 위한 도로면
향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형 임시 확장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색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행 중심 이동 장려
자전거 이용 생활화
공원 형성

⑦ 글랜갈라 홀(Glengala Hall) 내 ⑧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팝업 사무실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동네상권 운영 지원을 위해 각종
캠페인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대응형 근무공간 조성
자료: DELWP 2019d; DELWP 2021c: 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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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수립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대응 보고서(Activation Plan)’가 시범사업 별로 발표되었다. 코로나19 대응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면서 근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저비용 임시
공간 활성화 전략(temporary activations)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개 시범사업에서는 공통적으로 8개 내지 9개의 코로나19 임시 공간 활성화 전략을
[그림 2-9]부터 [그림 2-11]과 같이 제시하였다.

(2) 공개공간 확충
밀라노 2020 코로나19 대응전략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공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동 및 활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간 확충 정책으로 ① 가로표지판 및 신호
등이 없는 ‘스트레이드 애펄트(Strade Aperte) 프로젝트’, ② ‘도심 내 대규모 보행공간
조성 전략’, ③ 학교 녹지 확충을 위한 ‘어린이 놀이길 조성 전략’이 있다(Comune de
Milano 2020).
그림 2-12 | 스트레이드 애펄트 프로젝트 개념도

자료: Comune de Milano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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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트레이드 애펄트 프로젝트는 밀라노 코로나19 대응전략 일환인 ‘열린 도로
(open streets)’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가로표지판이나 신호등 없이 오로지 보도와 자전
거도로, 차로 바닥면 교통표지에 의존하여 공개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신속하고 저렴하게 도로 공간의 재편이 가능하다(Comune de Milano
2020: 9). 두 번째 도심 내 대규모 보행공간 조성 전략은 감염병 확산 시 기존의 대규
모 보행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공용공간과 식당 및 술집, 주차장,
도로의 역할을 신속하게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Comune de
Milano 2020: 10-11).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길 조성 전략은 녹지 확충을 위하여 기
존 도로를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으로 재편하고, 인근 공원 및 녹지와 연결하여 주변의
스쿠터 전용도로나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놀이공간까지를 확보하는 방안이다(Comune
de Milano 2020: 18-20). 세 가지 정책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통
행량이 감소하고 주민의 신체적 활동이 줄어들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상황에서, 이용이 감소한 공간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이다.

그림 2-13 | 도심 대규모 보행공간 조성(左) 및 어린이 놀이길 조성(右) 전략 개념도

자료: Comune de Milano 2020: 11(左,) 19(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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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20)는 공개공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녹지 주변의 도시 시설물 병렬 배
치, 녹지 주변 식품 및 식자재 유통경로 분산 및 유통거리 단축,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
보행가능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녹지공간 보존 및 이용 극
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의 쇠퇴를
공개공간 활용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포함
한 대도시에서 ‘쉐어 스페이스 프로그램(Shared Spaces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규모 식료품점과 동네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인접
한 차로 및 보행자도로 공간의 무료 사용 인허가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20).

3) 교통계획
(1) 대중교통 개선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두려움과 통행량 감소에 따라 여러 도
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OECD(2020: 30-32)에 따르
면 미국 워싱턴 DC와 시애틀, 영국 미들보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마드리드, 콜롬비아 보고타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 저감과
공개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자동차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하여 보행공간으로 전용한 사
례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병의 대규
모 확산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정책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 도시나 농산어촌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다. 일례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3월 11일 승인한 코로나19 대응형 1조 9천억 달러의 초대형 미
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법안에는 305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전역 대중교통
20) https://sf.gov/shared-spaces (2021년 8월 2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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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21). 본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대도시 대중교통 체계 운영 지원(261억 달러), ②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대중교통 체계 운영 지원(3억 1,720만 달러), ③ 도시 간 광역버스 운영 지원(1억 달
러) 등 도시 규모와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한 지원 정책 등이다. 이 중 ‘스몰스타트 프
로젝트(Small Starts Project)’는 소형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는 정책이다(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22). 경전철이나 출퇴근용 전철,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운영 횟수 조절을
통하여 밀집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소형 대중교통수단 확대 공급을 통하여 감염병 전
파에 보다 안전하면서 동시에 이동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중교통
용량을 증가하거나 대중교통 수요를 시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방법, 통합이동서비스 플
랫폼 구축을 통한 혼잡도 등의 정보 제공 방법 역시 대중교통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면서 사람들의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김인
희, 한영준 2020).

(2) 도로공간 재편 및 개인용 이동수단 확충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두려움으로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용 이동수단’의 정의는
아직 불분명하나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
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일반적으로는 동력을 사용하는 소형 전기자동차,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휠체어부터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까지 포함

21) https://www.transit.dot.gov/sites/fta.dot.gov/files/2021-03/American-Rescue-Plan-Act-Fact –
Sheet.pdf (2021년 8월 21일 검색)
22) https://www.transit.dot.gov/funding/grant-programs/capital-investments/current-capital-invest
ment-grant-cig-projects (2021년 11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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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신희철 외 2016).
개인용 이동수단과 보행 등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기후변화나 에너지 부족 등
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아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로는 밀집ㆍ밀폐된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시간동안 이동하므로 전파
위험성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OECD(2020: 13)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의 교통정책 개선방안 중 하나로 스쿠
터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 전용도로 확충 등의 도시 내 이동 경로와 수단,
규모 재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차도 일부를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로 전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여러 도시들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도시 내 일부 차로를 차단하고 보행로나 자전거도로, 놀이공간 등으로 전
용하는 ‘헬시 스트릿 프로그램(Stay Healthy Streets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3). 프랑스 파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
후 50㎞에 이르는 장거리 코로나형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였고 이를 ‘코로나피스트
(코로나바이러스와 길의 합성어)’라고 명명하였다(Le Parisien)24). 이외에 미국 휴스
턴이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에서도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Slow Streets
Program)’이라는 이름하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기존 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
를 확대하였다. 또한 미국 오클랜드 등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도시 내 보행자가
많고 집중되는 교차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식료품점, 대유행을 대비한 식자재 공
급처 및 코로나19 테스트 장소로의 보행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에센셜 플레이스 프
로그램(Essential Places Program)’도 적용 중이다(City of Oakland)25).

23) https://www.seattle.gov/transportation/projects-and-programs/programs/stay-healthy-streets
(2021년 8월 21일 검색)
24) https://www.leparisien.fr/paris-75/anne-hidalgo-annonce-la-creation-de-7-nouvelles-coronap
istes-a-paris-02-10-2020-8395977.php (2021년 8월 21일 검색)
25) https://www.oaklandca.gov/news/2020/5-22-20-oakland-slow-streets-continues-adapting-to
-residents-needs-launches-first-essential-places-installation-in-east-oakland (2021년 8월 1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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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지 관리
(1) 주거난 해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코로나19 대유행 초반 영국에서 수립된 ｢산업계획법｣에서 언
급한 ｢도시 및 농촌계획법｣ 수정(안)에 포함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중 하나
는 주거난 해소를 위한 2개 층 증축 허용(Building Up within Permitted Development
Rights) 방안이다(Business and Planning Act 2020).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실
업이나 휴업 등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으면서
추가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난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용
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두 개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인허가를 완화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3층 이상 다가구
주택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 위에 추가로 최대 30m 높이 또는 두 개 층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26).
코로나19의 주거 측면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주저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축과 달리 보다 쉽게 공
간 확보가 가능한 증축을 통하여 주거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표이다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Order 2020)27).

(2) 과밀ㆍ노후주거지 관리
감염병 전파에 있어 과밀 주거지의 위험성이 코로나19 사례에서 확인되면서 과밀 주
거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경우 전파위험성
뿐만 아니라 대응취약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가다가구주택위원회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 NMHC)가 미국 전역에 걸친 근린(Public
2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
/file/904586/Chief_Planners_Newsletter_-_July_2020.pdf (2021년 8월 2일 검색)
27)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755/made (2021년 8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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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Microdata Area, PUMA)의 환경을 분석한 결과, 도시 밀도(평방마일 당 가구수)
와 과밀거주(가구 내 방당 가구원수)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28). 도시 밀도와 과밀거주의 낮은 상관관계
는 도시 차원의 거시적 밀도 분포와 가구 차원의 미시적 과밀거주가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 전파 차단과 대응에 있어 단순히 밀도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함으로 해석된다. 이에 OECD(2020)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단순 밀도 비교에서 나아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반영된 밀도
격차(density divide)가 더욱 중요한 요소라 제시하였다(이진희 외 2020a: 113에서 재
인용). 이러한 이유로 국가다가구주택위원회는 고밀도 근린과 과밀 거주 근린을 파악
하여 유형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밀도와 과밀거주 기준에 따라
① 고밀 - 과밀(high density - high overcrowding), ② 저밀 - 과소(low density
- low overcrowding), ③ 고밀 - 과소(high density - low overcrowding), ④ 저밀
- 과밀(low density - high overcrowding)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
비슷한 관점에서 영국 하원 여성평등위원회 발간한 ‘코로나19 인종 간 격차 보고서
(Unequal impact? Coronavirus and BAME people)’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
해 심화된 도시의 4대 인종 간 격차(보건, 일자리, 정보, 주거) 중 과밀거주의 위험성
을 경고하면서 사회경제적 정책뿐 아니라 공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Women
and Equalities Committee 2020). 이에 영국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밀거주 감
소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도시 내 가장 미시적 공간인 가구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
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도시 전체의 방역을 강화하는 하향적 공간측면의 감염병 대응방
안이라 할 수 있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긴급거처를 제
공하여 즉각적으로 과밀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과밀거주의 근본 원인인 주거부담성 완
화를 위해 기존 과밀거주지 근처에 저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8) https://www.nmhc.org/globalassets/research--insight/research-notes/rn-december-2020.pdf
(2021년 8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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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영국 건강복지재단(Health Foundation)은 ‘코로나19 주거복지 보고서
(Better Housing is Crucial for Out Health and the COVID-19 Recovery)’들 통해
주거지 내 노후주거지(non-decent housing complex), 과밀거주(overcrowded
housing unit), 주거비부담(cost-burdened neighborhood)의 삼중고에 따른 감염병
전파와 대응 문제가 심각하며, 거주지 내에서 감염병 전파는 서로 다른 공간 단위에서
의 감염병 확산으로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Tinson & Clari 2020).
본 보고서는 노후주거지가 주거단지 차원의 감염병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영국
내 약 340만 명이 이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과밀거주
문제는 단일가구 차원의 감염병 확산을 가속화하며, 약 40만 명의 거주민이 해당 문제
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주거비부담은 근린 차원의 감염병 확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약 280만 명의 거주민이 이에 해당한다(Tinson & Clari 2020: 14).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중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겹치는 공간에 우선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
였다.

그림 2-14 | 영국 주거지 삼중고 현황

자료: Tinson & Clari 2020: 14,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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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종합 및 시사점 도출
코로나19 및 과거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적용되었거나 논의된 공간정책을 공간계획,
생활권계획, 교통계획, 주거지 관리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는 <표2-7>과 같다. 공간
계획 관련 정책은 대부분 도시 단위의 장기적 전파위험성 저감을 목표로 한다. 근린
단위로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은 용도지역제를 통하여 밀도를 낮추거나 감염병
에 따라 쇠퇴가 예상되는 상권 지원을 위해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국내에 적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가능하다. 도시 구조를 단핵에서 다
핵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생활권 분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활권계획 관련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감염병 대
응계획 수립은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에 맞춰 공간적 장기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므
로, 지역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은 감염병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동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권 규모를 보행이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생활권 내 인구 특성
에 맞춰 필수 기반시설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국내
상황에서는 기존 도시에 적용이 어려우며, 단기적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기존 공간을
공개공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계획 관련 정책은 전파위험성 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가급적 개인용 이
동수단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규모를 줄여 사람 간 접촉 빈도를 낮추는 방안이 시
도되고 있다. 도로교통의 경우 통행량 감소에 대비하여 활용도가 높은 타 공간으로 재
편하는 등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논의 중이다. 개인용 이동수단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역시 필요하나, 공간적 측면에서는 전용도로 등의 공간을 확충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지막 주거지 관리 관련 정책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과밀ㆍ노후 주거지를 파
악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거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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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방안은 재개발이나 재건
축, 도시재생 뉴딜정책, 새뜰마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하다.

표 2-7 | 감염병 대응 해외 공간정책 사례 검토 종합
구분

정책

설명

단위

기간

관련 문제

 단일 용도지역제

‐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인구밀도 조절

근린

장기

전파위험성

 주거지 재개발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과밀주택 철거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 이동 감소를 위해 다핵 도심 구조로 전환

도시

장기

전파위험성

‐ 원활한 서비스 수급을 위해 생활권을 분리

도시

장기

대응취약성

 대규모 녹지 확충 ‐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대규모 녹지공원 조성

도시

장기

전파위험성

 도시 진출입 지점
‐ 교통 허브 지점의 분산적 디자인 적용
관리

도시

단기

전파위험성

 새로운
‐ 광범위한 용도의 용도지역제 추가
용도지역제 추가 ‐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

‐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적 대응 전략
제시

도시

장기

전파위험성
대응취약성

 생활권 규모 조정

‐ 감염병에 따라 이동이 제한될 경우 일상생활
영위에 편리하도록 보행 중심의 생활권 조성

근린

장기

대응취약성

생활권  필수 기반시설
공급
계획

‐ 보행권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 내 필수 기반시설 확충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공개공간 확충

‐ 기존 도로 등 수요가 감소한 공간을 감염병 발생
시 공개공간으로 전환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되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소형 대중교통수단 확대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 대중교통 용량 증가 및 수요 분산을 통하여 전파
차단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도로공간 재편

‐ 통행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전환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개인용 이동수단
확대 지원

‐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전용도로
확충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 주거난 해소를 위해 증축 기준 완화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 저렴 주택 확대 보급

근린

장기

대응취약성

‐ 과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확인 및 개선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대응취약성

 다핵구조화
공간
계획

 대중교통 개선
교통
계획

 주거난 해소

주거지
관리  과밀ㆍ노후주택
개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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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본 장에서는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위한 정량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감염병 대응능력 개념을 정립하였고, 감염병의 위험성이나 취약성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사례나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으로 나누어
진단할 수 있도록 최종 세부지표를 설정한 뒤, 종합점수 산정을 통하여 대응능력 진단 결과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간 위계에 따라 제시하였다.

1. 감염병 대응능력 개념 정립
1) 대응능력 및 유사 개념 검토
(1) 대응능력 개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적,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OECD
(2020)나 UNESCO(2020)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최전
방에 있는 도시가 감염병 대유행에 어떻게 대응(response)할 것인가를 시급한 문제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도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는 것은 도시가 당면한 위험성
을 낮추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될 모습을 받아들이거나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
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시도를 포함한다(UNESCO 2020: 6). 도시는 감염에 따른 인
명 피해라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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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
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독립적인 정
책 단위로서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Colvin & McLaughlin 2020; Martínez & Short 2021).
대응능력(responsiveness)의 사전적 의미는 신속하고(quickly) 긍정적인(positively)
반응(reacting)이다(옥스퍼드 영어사전)29). 사전적 의미를 넘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단어 앞에 어떠한 수식어, 즉 어떠한 분야가 더해지는가
에 따라 정의하는 바가 달라진다. 먼저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경제학 및 산업분야로,
여기에서 대응능력이란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고객의 수요와 시장의 변화
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목적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Holweg
2005: 605). 사회학에서는 대응능력의 기본 개념을 반응의 논리를 설명하는데 이용하
는데, 대응능력이 높다는 것은 무엇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방출되는
공감과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으로(Waldenfels 1998: 81; Endress 2003: 3에서 재인
용), 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미이다. 의료분야에서도 대응능력은 빈번하게
언급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적절한 능력을 말한다(Atun et
al 2013: 1). 더욱 세분화된 의미로, Gostin et al.(2003: 3)은 대응능력이 인간 존엄
에 대한 존중, 건강관련 결정에 대한 자율성, 신뢰, 즉각적인 조치, 커뮤니케이션, 적
절한 의료 서비스의 질,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로의 접근성,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포함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회과학(social science) 분야에서는 지금의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자연 재해와 같은 외부 충격(shock)으로부터 지역이 어떻게 대항하고
(cope with), 적응하며(adapt to), 일상으로 복귀(recover)할 수 있는가에 대해 꾸준
한 관심을 두었다(Bergstrand et al. 2015; Cutter et al. 2008; Peters 2020: 447에
서 재인용).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대응능력이란 지역의
대항 및 적응 과정과 함께 회복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9) https://www.lexico.com/definition/positively (2021년 10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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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능력 유사 개념
지역이 외부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대응능력 외에도 회복력이나 위험성, 취약
성과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각각의 개념은 대응 과정에서 중시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먼저 회복력(resilience)은 외부 충격에 의해 지역이 변화하는 과
정에서 재조직되는 체계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며(Walker et al. 2004), 이에 따라 회
복력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체계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이해된다(하수정 외
2014: 19). 이에 따라 지역의 회복력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회복력이 지역 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 탄탄한 거버넌스 구조(robust
governance structure)와 같은 사회경제적 역량에 기인한다고 간주한다(Kulig et al.
2013; Peters 2019). 또한 공중위생학(public health)에서는 근린의 회복력을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 격리와 같은 근린의 규범 수준이나(Middaugh 2008), 건강한 생활
습관과 같은 개인의 행동(Poortinga 2012; Pronyk et al. 2008),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 및 복지 기반시설로의 접근성(Wulff
et al. 2015)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위험성(risk)은 일반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이
해되며, 이는 위험에의 노출 정도에서 문제에의 대응 역량을 제한 값으로 측정되기도
한다(Briguglio et al. 2009: 232). 도시나 지역의 위험성은 재해ㆍ재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특정 재해에 대한 과거 기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Heintz et al. 2012; Sadiq & Noonan 2015).
마지막으로 취약성(vulnerability)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
급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취약성이나 건강 상태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의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을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스트레스가 지역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스트레스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을 포함하여 자연 재해 또는 인재 등을 의미한다(Flanagan et al. 2011). Peter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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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rural)과 도시(urban) 간 코로나19 취약성(susceptibility)과 회복력(resiliency)
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취약성을 ‘감염병 사태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 가’로, 회복력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ㆍ물리적 영향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 가’로 정의한다. 비슷
한 맥락에서 Sarkar(2020)는 코로나19 취약성(COVID-19 susceptibility)을 특정 지역
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즉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로 정의하였다.
대응능력과 유사한 개념들, 즉 회복력이나 취약성, 위험성 등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
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별 개념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 명확한 의미로 정의하
기 매우 어렵다. 회복력의 경우 대응능력과 동일하게 외부 충격이 전제되어 있으며,
위험성은 외부 충격과 같은 위협 요인에의 노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취약
성은 대응능력과 동일하게 지역의 대항 및 적응 과정에서의 역량을 중시하는 개념이
며, 회복력은 그 이후의 회복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대응능력이란 이러한 유사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사 개념을 통하
여 보다 세밀하게 해석 가능하다. 앞서 대응능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대응
능력을 외부 충격에 대하여 대항과 적응을 통하여 회복하는 전 과정에서 발현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면, 외부 충격에의 노출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역량을 통하여 측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능력은 외부 위협에의 노출 정도를 포함한 위험성과 대항
및 적응 과정에서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 감염병 대응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의 공간적 대응에 있어 밀접하게 연계된 유사한 개념들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감염병 대응능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외부 충격에 대항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역량 전반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외부 충격이란 감염병의 창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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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병의 공간적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유사 개념 중 감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의 노출을 의미하는 위험
성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변화에의 적응과 일상으로의 복귀, 즉 감염병 대유
행 이전으로의 회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사회경제적 역량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취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대응능력
(responsiveness)’을 ‘지역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 시 감염병의 공간적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여
기에서 병원체의 공간적 전파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는 전파위험성으로, 사회경제적
영향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가는 대응취약성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능력
은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을 합한 값으로 측정 가능하다.
‘전파위험성(transmission risk)’은 감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에의 노출 가능성, 즉 감
염병 발생 시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이 얼마나 사람 간 접촉을 증가시켜 병원체의 공간적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파위험성이 높다는 것
은 도시 구조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이 감염병 확산을 촉진하여 외부 위협에의 노출을 확
대하고 감염병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파위험성이 높을 경우 해당 지역
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는 감염병의 직접적인 피해 증가로 이
어질 수 있다. ‘대응취약성(inherent vulnerability)’이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간접
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방역, 생계, 의료, 건
강, 경제 등 자원 측면에서의 대항 능력이 미비함에 대한 정도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역량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대응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감염병의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 환경과 지역 역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지역은 감염
병 대유행 이전으로의 회복이 어렵다.
대응능력을 측정하는 두 지표인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은 모두 부(-)의 개념으로,
각 지표가 모두 높다는 것은 대응능력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
력을 위험성과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진단하면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해당 지역이 가진 문
제가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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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코로나19에의 대응은 도시 및 지역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최대
한 방지하면서 감염병의 간접적 피해, 즉 경제적 손실이나 의료체계의 부담, 정신 건
강,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두 포함
한다. 따라서 대응능력을 진단하는 것은 도시 및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진단하
여 최적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그림 3-1 | 감염병 대응능력 개념

자료: Briguglio et al. 2009: 232, Figure2; 하수정 외 2014: 46, [그림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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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 관련 선행연구 검토
코로나19 발병 이후 여러 나라에서는 각자 상황에 적합한 코로나19 위험성이나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여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례나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나 취약성을 대응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능력 및 유사 개념과 관련된 정량적 지수 개발 사례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방향을 마련하였다.

표 3-1 | 코로나19 대응능력 관련 지수 개발 사례
적용 국가

주체 및 저자(연도)
CDC
NIEHS

미국

Peters(2020)
Kiaghadi et al.
(2020)

영국

지수(Index) 명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
코로나19 대유행 취약성(COVID-19 pandemic vulnerability)
코로나19 취약성(COVID-19 vulnerability)
코로나19 위험성 및 취약성(COVID-19 risk & vulnerability)

British Red Cross 코로나19 취약성(COVID-19 vulnerability)

미얀마

Sarkar(2020)

코로나19 민감성(COVID-19 susceptibility)

남아프리카공화국

Yu(2021)

코로나19 취약성(COVID-19 vulnerability)

인도

KC et al.(2020)

지역의 코로나19 취약성(community COVID-19 vulnerability)

자료: ATSDR (https://www.atsdr.cdc.gov/placeandhealth/svi/index.html 2021년 3월 11일 검색); NIEHS
(https://covid19pvi.niehs.nih.gov/ 2021년 3월 11일 검색) ; Peters 2020; Kiaghadi et al. 2020; GitHub
(https://github.com/britishredcrosssociety/covid-19-vulnerability 2021년 10월 11일 검색); Sarkar
2020; KC et al. 2020을 토대로 저자 작성

1) 코로나19 대응능력 지수 활용 사례
(1) 미국 CDC 사회적 취약성 지수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허리케인이나 산불, 토네이도,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 재해와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인위 재해 등 다양한 재난ㆍ재해를 겪어 왔다. 이는 지역의 대규모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의 경우 건강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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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취약성 관점에서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사회
적 취약성 지수(Social Vulnerability Index, SVI)가 개발되었다(Flanagan et al.
2011). 미국 연방 공공보건기관인 독성물질 질병등록청(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은 질병통제예방을 위해 CDC를 설립, 외부 스트레스
가 지역에 미치는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의된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
였다. 해당 지수에는 자연 재해나 인위 재해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지역의 사회적, 공간
적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ATSDR).

표 3-2 | CDC 사회적 취약성 지수에 포함된 변수
구분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구성
및 장애

변수

단위

빈곤

구분

변수

단위

비율

10개 이상의 구조물이 있는 주택

비율

실업자

비율

이동주택

비율

방보다 사람이 많은
점유주택(과밀)

비율

1인당 평균 소득

1인당($)

학력(고등학교 졸업 미만)

비율

65세 이상

비율

이동수단이 없는 가구

비율

17세 이하

비율

공동숙소에 속한 사람

비율

장애인

비율

소수인종

비율

한부모 가정

비율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비율

주택 유형
및 교통

소수인종
및 언어

자료: Biggs. et al. 2021: 4, Table1

CDC의 지리정보연구서비스 프로그램(Geospatial Research, Analysis, and Services
Program, GRASP)이 개발한 사회적 취약성 지수는 카운티(county)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요소 발현 이전과 발생 과정, 그 이후에 필요한 지원 정도를 파악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취약성 지수는 15개의 지역 수준과 인구조사 변수를 기반
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변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구성 및 장애, 소수 인종 및
언어, 주택 유형 및 교통의 네 주제로 분류된다(<표 3-2> 참고). 각 주제의 백분위
순위는 변수에 대한 백분위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전체 사회적 취약성을 보기 위해
4개 분야의 값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값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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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회적 취약성 지수 측정 결과는 지역의 비상대비자금 지원, 비상식량 및 약품
등 필요한 물품 추정, 긴급 대피 필요지역 파악, 재난대응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된다
(Flanagan et al. 2011).

그림 3-2 | 코로나19 발생률과 SVI 분석 결과

자료: Biggs. et al. 2021: 5, Figure1

CDC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개발된 지수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역 단위의 코로나19 대응능력 파악이 필요해지면서 기개발된 지수가 활
용된 사례이다. 해당 지수는 지역이 외부의 위협 요소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지역의 의료ㆍ복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바로 적용하기 용이했다. 특히 기구축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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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개인이 어느 지역에 밀집하고 있는가와 해당 지역의 서비
스 공급 문제를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지수 분석 결과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약 4,600만 명의 주민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VID-19)30). 특히 지방 도시(rural area) 거주민
은 흡연이나 고혈압, 비만과 같이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건강상태를 보이며, 건강보험
가입률과 의료ㆍ보건 시설로의 접근성이 낮아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치
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미국 NIEHS 대유행 취약성 지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의 코로나19 대유행 취약성 지수(COVID-19 Pandemic
Vulnerability Index, PVI)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특
정 근린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취
약성 지수 개발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및
텍사스 A&M대학교(Texas A&M University)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지수는 카운티
및 주(state) 단위의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를 통합한 점수로 측정된다(Marvel et al.
2021). 취약성 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검사율에 따라 매우 가변적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매일 업데이트되며, 가장 높은 상대적 취약성은 1로 표기된다(NIEH
S)31). 취약성 지수 도면에서 4개 분야는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는데, 감염률은
붉은색 계열, 인구집중도와 밀도는 녹색 계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사율은 파란색 계
열, 건강 및 환경 관련은 보라색 계열이다.
다른 지수와 달리 NIEHS의 취약성 지수는 최근 감염률이나 인구 집중도, 방역 조치
30)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other-at-risk-populations
/rural-co mmunities.html (2021년 2월 25일 검색)
31) https://www.niehs.nih.gov/research/programs/coronavirus/covid19pvi/index.cfm#a890467,2021
sus (2021년 5월 2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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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존 지수에서 사용하는 개인과 지역 단위의 건강 관련 변수 이외에 바이러스의 공
간적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역이 특정 날짜에 코로나19 감
염에 얼마나 위험한가를 5단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그림3-3] 참조). 각 카운티별로
계산된 취약성 지수는 현재 일일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순위 및 점수를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 및 사망자, 누적 확진자 및 사망
자, 종합 점수 및 순위의 타임라인, 최근 14일 동안 확진 및 사망의 변화, 주어진 예측
기간에 대한 예측 확진자 및 사망자 등의 자료가 손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제공된다(NIEHS).

그림 3-3 | 아칸소주(Arkansas)의 세인트 프랜시스(St. Francis) 카운티의 취약성 지수 스코어 카드

자료: https://www.niehs.nih.gov/research/programs/coronavirus/covid19pvi/index.cfm#a890467,2021sus
(2021년 5월 24일 검색)

이외에도 NIEHS의 취약성 지수는 정량적 분석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세
가지 유형의 모델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누적사례 및 사망 관련 결과에 대한 역학 모델링은 전염병의 역학에 대한 통찰력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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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동적 시간 모델링으로 국가 수준 모델이지만 카운티 수준의 유사한 결과 추정치를
제공한다. 또한 베이지안 기계학습(Bayesian machine learning) 접근 방식을 통해 데
이터를 기반으로한 단기적 예측 결과 역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4 | NIEHS 코로나19 대유행 취약성 지수 결과

자료: https://covid19pvi.niehs.nih.gov/ (2021년 3월 11일 검색)

2) 코로나19 대응능력 분석 관련 연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유행의 충격에 대한 지역의 대응능력을 정량적으
로 측정, 비교ㆍ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코로나19 발생 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봉쇄정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 정책의 지역에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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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위험성의 도시-지방 간 비교 연구
Peters(2020)는 지방(rural)과 도시(urban) 간 코로나19 취약성(susceptibility)과
회복력(resiliency)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취약성은 감염병 사태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 가로, 회복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ㆍ물리적 영향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 가로 정의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근린(community)이다. Peters(2020)
는 먼저 카운티 단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을 높인다고 알려진 11개의 변수로
구성된 코로나19 취약성 점수를 개발, 도시와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 도시가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취약하고 두 지역 간 코로나19 취약성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 도시의 경우 높은 노인인구 및 기저질환자 비율과 돌봄 및 의료 자원 부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취약한 반면, 도시 지역의 경우 건강 위험성과 언어적 문제를 가진
소수 인종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환승에 따라 전파 위험성이 높으며, 주거환경이 열악
하여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Peters(2020)의 취약성 점수는 CDC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와 유사하게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태나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인구구성, 주택 환경을 세부지표로 활용하여 측
정되었고, 따라서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 보다는 감염 이후 대응이나 감염에의 노출을
파악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회복력을 평가하여 지방
도시는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회복력이 떨어지며, 의사 수, 장애인 비율, 건
강보험 비율이 회복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도시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의료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필수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확산될 위험이 크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 | Peters(2020)의 코로나19 취약성 분석 자료
변수

단위

변수

단위
1)

변수

단위

인구밀도

sq.mi

노인 돌봄 및 간호 돌봄 직군

10k

당뇨병 사망률

100k1)

집단시설 거주

%

암 사망률

100k1)

독감 및 폐렴 사망률

100k1)

65세~84세 인구

%

심혈관 사망률

100k1)

가공육 직군

10k1)

85세 이상 인구

%

저호흡 사망률

100k1)

주: 1) 인구 당 비율
자료: Peters 2020: 448,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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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Peters(2020)의 코로나19 취약성 점수

자료: Peters 2020: 450, Figure3

(2) 코로나19 취약성 측정 연구
비슷한 맥락에서 Sarkar(2020)는 코로나19 취약성(COVID-19 susceptibility)을
특정 지역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즉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로 정의하였다. 코로
나19 취약성 측정을 위해 먼저 코로나19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의 변수를 다
기준평가(multicriteia evaluation, MCE)를 활용하여 통합하였다. 그 후 방글라데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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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고밀의 환경이 사람 간 접촉을 통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의 변수로는 인구, 인구밀도, 자
가 격리 중인 환자 수, 건강 관련 기반시설(병원), 항구 유형, 문맹률, 수도(사회경제
적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아동 인구수, 노인 인구수가 포함된다. Sarkar(2020)의 취
약성 지수는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 특히 위계에 따른 확산과 관련된 밀도나 수도로부
터의 거리, 항구 유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수와 차별되며, 실제 확진자 현황과
의 비교를 통하여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그림 3-6 | Sarkar(2020)의 코로나19 취약성과 확진자 현황과의 관계

자료: Sarkar 2020: 534-535, Figure11, Figure12

(3) 코로나19 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 연구
Kiaghadi et al.(2020)은 CDC의 코로나19 위험성 및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를 파악하기 위하여 5개 유형, 46개 변수를 확인, 대부분의 변수가 코로나19 확진 현
황과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먼저 지역 간 코로나19 위험성 및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46개 변수를 5개의 유형(의료 자원으로의 접근성, 개
인 기저 질환, 환경에의 노출, 자연 재해 취약성, 사회인구학적 및 생활 습관 관련 요

제3장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 77

소)으로 구분하였다. 5개 유형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통계적으로 강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Kiaghadi et al.(2020)은 정책 입안자들이 코로나19 핫스
팟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림 3-7 | Kiaghadi et al.(2020)의 코로나19 취약성 분석 결과(左)와 코로나19 발병률(右)

자료: Kiaghadi et al. 2020: 15-16, Figure8, Figure9

3) 사례 종합 및 시사점 도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에 대한 지역 회복력 및
취약성 평가 연구에서 활용하는 세부지표에는 <표 3-4>와 같이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
적 변수와 지리학적 변수, 개인 단위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지역 단위의 지리적 변수로는 밀도와 같은 인구
집중도와 대도시로부터의 거리, 항구 등 주요 이동 통로와의 거리나 유형 등이 사용되
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실업률이나 학력, 소득, 장
애인, 언어 및 인종과 같이 지역 내 취약계층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와 함께 가구
밀집도나 주택 유형, 자원, 수입, 재정, 투자 등의 경제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방역과 관련된 정책이나 치료를 위한 기반시설 여부 역시 코로나19 취약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또한 오염물질이나 자연재해 발생, 유해지역과의 거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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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추가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졌다. 개
인적 변수로는 연령이나 유병률, 생활 습관과 같이 개인의 생태학적 역량과 함께 감염
병 대응의 필수적인 건강상태 역시 지수 구성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감염
병 대응능력 진단 결과를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도시계획적 요소, 사회경제적 역량, 감염병 대응 정책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4 | 코로나19 대응능력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저자(연도)

지수(index)

활용 변수(indicators)

미국 CDC

사회적
취약성 지수

 사회경제적 상태: 차상위계층, 실업률, 소득, 학력
 가구구성 및 장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7세 미만 청소년 인구 비율,
장애인 비율, 한부모 가정 비율, 인종 및 언어 취약자
 주택 유형 및 이동 수단: 다가구 주택, 이동 주택, 가구 밀집도, 차량, 집단시설 거주

미국
NIEHS

코로나19
대유행
취약성 지수

Peters
(2020)

코로나19
취약성 지수






최근 감염률: 감염병 전파, 확산 추이
인구 집중도: 주간밀도, 상주인구밀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검사 비율
건강 및 환경적 취약성: 취약 인구, 공기 오염, 연령 분포, 동반 질환, 건강 불평등,
병상 확보

 인구 밀도, 집단시설 거주(group quarters), 65-84 노인 비율, 84 이상 노인
비율, 노인 돌봄 또는 간호 돌봄 직군 비율, 암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 저호흡
사망률, 당뇨병 사망률, 감기 또는 폐렴 사망률, 가공육 직군 비율

 외국인 직접 투자액, 개인 송금액, ODA 수원 금액, 석유지대(oil rents), 총자연자
원렌트(total natural resources rents), 국제 관광 수익, 재화 수입액, 농림어업
Diop et al. 경제 취약성 및
부가가치, 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2020)
회복성 지수
quality), 부패 통제, 정부 부채,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재정적자,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Sarkar
(2020)

Kiaghadi
et al.
(2020)

코로나19
취약성 지수

 인구, 인구밀도, 자가격리 중인 환자, 건강 관련 기반시설(병원), 항구 유형, 문맹
률, 수도(사회경제적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아동 인구수, 노인 인구수. 인구밀도

코로나19
위험성 및
취약성 지수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성: 가구 밀도, 의료기관까지의 차량 이동 시간, 고혈압약
접근성, 건강 검진, 치과 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보험 적용, 건강검진,
 기저질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심장병, 고혈압, 심장마비 경력
 환경 위해요소: 대기 질, 가공육 시설 유무 등
 자연 재해 취약성: 자연 재해, 유해지역과의 거리
 사회인구학적, 생활 습관 관련 요소: 비만, 병상 부족이나 개인 방역 도구, 치료약,
의료 자원으로의 접근성 제한 등

자료: ATSDR (https://www.atsdr.cdc.gov/placeandhealth/svi/index.html 2021년 3월 11일 검색); NIEHS
(https://covid19pvi.niehs.nih.gov/ 2021년 3월 11일 검색) ; Peters 2020; Diop et al. 2020; Sarkar 2020;
Kiaghadi et al. 20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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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구축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의 목적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영향을 최
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적용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감염병에의 대응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대유행 상
황의 2차적인 건강과 생계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적 분산
을 통하여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
기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필수 서비스
를 원활하게 공급하며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응능력 진단 결과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면서 사람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의 대응 목표가 감염병의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에서 나아
가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되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으로 변
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진단하는 것은 코로나19와의 공존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응능력 진단모
델은 아래에서 서술하는 단계에 따라 구축되었다.
대응능력 진단모델 구축을 위하여 먼저 진단모델의 활용 목적을 분명히 하였고, 그
에 따라 분석의 단위, 즉 위계(level)를 구분하였다. 진단 결과는 정책 적용의 근거가
되나, 어떠한 정책을 누가 적용하는가에 따라 모델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정책의 활용 주체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진단모델 방향을 정하였다. 다음으로 감염병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을 진
단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감염병 위험성이나 취약
성 및 유사 지수에 대한 선행연구와 2020년 초부터 약 2년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검토하여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그 후 전문가 자문과 지표 선정 기준에
맞추어 최종 세부지표를 선정한 뒤 측정 방법을 설정하였다. 그 후 세부지표를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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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합점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였다. 구축된 진단모델 초안은 사례지역
에의 실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역을 유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 대응능력 진단 위계 구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감염병의 전파위험성은 밀도나 공간 구조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과 도시 활동의 종류, 외부로부터의 유입 정도 등에서 영향을 받으며, 대응취약성
은 지역 내 인구학적 구조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등 지역의 특성이나 역량을 다양한 단위
에서 분석해왔다. 미국 CDC는 재해ㆍ재난 대응정책 적용의 근거로 카운티를 단위로
지수를 측정하였고, NIEHS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운티와 주 단
위로 취약성을 산정하였다. Peters(2020)는 근린 단위로 코로나19 취약성과 회복력을
측정하여 지역 간 비교를 시도하였고, Sarkar(2020)와 Kiaghadi et al.(2020)은 코로
나19의 위험지역 파악을 목적으로 각각 시 단위와 근린 단위에서 코로나19 위험성 및
취약성을 진단하였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재해ㆍ재난에의 위험성이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측정하여 정책 적용에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센서스 트랙(census
track)이나 필지와 같이 매우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ㆍ도 등 최상위 단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분석 방법이 분석 자체의 목적보다는 실제 분석 결과를 어떤 단위
의 정책에 적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 결과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분석 단위
는 차별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첫 번째 위계(level)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
립하거나 예산 배정을 목적으로 지역 간 비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 위
계(level)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지역을 파악하거나 대응 역량이 낮은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적용하는데 활용 가능하도록 진단모델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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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 간 비교 결과는 중앙 정부나 광역 정부의 방역 강도 결정
이나 공간 재구조화, 재정 투입 우선순위 결정 등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 간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전파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파악되면 해당 지역에 보다 강력
한 방역조치를 시도할 수 있으며, 도시 활동을 분산하는 등의 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응취약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재정을 투입, 필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 간 비교를 위한 모델은 구득
가능한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감염병 대응능력을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을 분석 단위로 하므로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여러 지역을 비교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간 비교와 달리 지역 내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더
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특정 공간의 파악과 개별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정보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여 보다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 결과는 감염병 취약지역을 설정하여
선제적인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다.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는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여야 공간적 왜곡 없이 위험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
자료를 포함한 정량적인 자료 중 작은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구축된 자료 현황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위한 위계별 두 모델의 한계와 적용 용이성
을 고려하여 동일한 세부지표로 구성하되, 세부지표의 측정 단위와 점수화 방법은 위
계에 따라 차별화하였다. 먼저 위계1 지역 간 비교 모델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토대로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대응능력을 진단ㆍ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위계2 지
역 내 문제점 파악 모델에서는 지역 내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자료
구득이 가능한 최소 단위에서 대응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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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예시

[위계1 : 지역 간 비교(예시)]

[위계2 : 지역 내 문제점 파악(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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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표 검토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 선
행연구에서 감염병 확산 및 대응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거나, 실제 코로나19 현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명된 지표를 검토하였다. 앞서 코로나19 대응능력 지수 활용 사례와
관련 연구에서는 위험성과 취약성을 분석하는데 지역 또는 개인 단위의 사회경제적 변
수나 물리적인 환경과 지리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파위험성 관련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와 동일한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
토하였다. 또한 대응취약성의 세부지표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 치사율과 관련이 있는
생태학적 요소나 지역의 재해ㆍ재난에의 대응 역량 평가에 활용되는 지역의 사회경제
적 요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감염병 대응능력에 대한 통합
지수 관련 선행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사례나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를 검토하고, 이를 조작적으로 유형화하였다. 세부지표 검토는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크게 물리적, 사회경제적, 기술적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물리적
요소는 공간적 측면에서의 도시계획 관련 지표로,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알려진 도시 규모 및 위계, 밀도, 연결성, 토지이용, 시설, 교통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소는 취약성과 관련된 근린 환경 및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지표를, 기술적 요소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지역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술에
의 접근성 관련 지표를 포함한다.

(1) 도시 규모 및 위계
전파위험성은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과 밀접하며, 이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앞서 전파위험성을 감염병의 공간적 전파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므로, 감염병의
전파 과정에서 주요 감염경로가 밀집해있는 지역, 즉 감염병 핫스팟은 전파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파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 구조와 관련된
지표 중 하나로 도시 규모 및 위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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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이론에서는 확산 방법을 크게 이전형(relocational)과
팽창형(expansionary)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인 방식인 팽창형 확산은 위
계적(hierarchical)과 전염성(contagious) 확산으로 세분된다(Jones 2021: 3; 이진희
외 2021b: 45). 위계적 확산 및 감염성 확산과 관련된 연구에서 확산의 출발점, 즉
감염병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도시 규모나 위계에 있어 대규모 도시나 보
다 차원이 높은 도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적한다. Jones(2021: 3)나 이진희
외(2020a: 22), 이진희 외(2021b: 46)에 의하면 감염병은 대규모 도시에서 시작하여
중간 규모를 거쳐 마지막으로 소규모 도시로 전파된다. 실제로 1852년에 발생한 브로
드 거리의 콜레라 확산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진희 외 2020a:
22).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Jones(2021)는 미국 텍사스 주를 대상으로 시간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패턴을 분석, 인구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DeFries et al.(2020) 역시 도시 위
계를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변수로 파악하였고, Sarkar(2020)는 코로나19 취약성을
측정하는데 도시 위계가 높은 수도로부터의 거리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도시의
위계와 규모는 전파위험성과 양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도시 밀도
감염병 확산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지표로 밀도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고밀의 도시환경이 사람 간 접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다 빠르
게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1918년 스페인 독감이나(Garrett 2010) 2000년대 태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뎅기열(Jeefoo et al. 2010),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피해를 야기한 홍역(Grenfell et al. 2001), 2009년 아시아 지역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Kao et al. 2012; Xiao et al. 2014) 과정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
역에서 감염병 확산이 더욱 빠르고 심각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Tuckwell & Toubiana
(2007)은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인구밀도가 감염병 확산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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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인구밀도는 감염병의 전파위험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앞서 코로나19 취약성을 평가ㆍ비교한 Peters(2020)와
Sarkar(2020) 모두 인구밀도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Liu et al.(2021a)은 홍콩
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패턴을 분석하여 특히 4차 유행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거점이 된 지역과 인구밀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iu et
al.(2021b)은 중국 42개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초기 확산 패턴을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확인하여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확산 범위가 넓고 빠르다는 것을
밝혔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인구밀도가 감염병 확산에 있어 다른 역할을 하거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Charland et al. 2009; Chowell et al.
2008; Nishiura & Chowell 2008; Mills et al. 2004; Parmet & Rothstein 2018),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감염병의 전파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며, 인구밀도 이
외에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Hamidi et al.
2020; 이진희 외 2020a). 따라서 인구밀도는 감염병의 전파위험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NIEHS의 CDC의 취약성 지수에도 인구밀도가
포함되어 있다.
감염병 확산과 밀도와의 관계에 있어 건조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건축물 밀도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코로나19 감염율과 관련된 도시환경 요소로 여러 연구에서
건축물 밀도, 특히 상업시설 건축물 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Li et al. 2021; Kan et al. 2021; Choerunnisa et al. 2020;
Liu et al. 2021b).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실내에 여러 사람이
밀집하고 있는 상황이 병원체 전파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
는 상업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 감염병 확산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Choerunnisa et al.(2020)은 건축물 밀도와 인구밀도, 용적률, 건축물 높이, 층
수, 건조면적, 도로 구조 등 다양한 건조환경 요소 중 무엇이 코로나19 취약성과 상관
관계가 있는가를 실증분석하여 모든 변수가 관계가 있지만 특히 공공 시설물의 밀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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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약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건축물 밀도, 특히 상업시설
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밀집도는 감염병의 전파위험성과 강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결성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유출입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가를 의미하는 연
결성 역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어 왔다. WHO(2015)는 아프리
카 기니(Guinea)와 시에라리온(Sierra Leone) 지역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손쉬운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용이했다고 밝혔다. Zhu et
al.(2021)은 트위터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 주요 주의 코로나19 확산 패턴을 파악한 연
구에서 지역 내ㆍ외로의 교류가 코로나19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연구 중 일부는 인구밀도보다 외부로의 진출입, 즉 연결성이
높은 지역이 감염병 전파에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Hamidi et al.(2020)은 외부로부
터의 관광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밀도와 상관없이 감염병 전파가 더욱 빨리 일
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Teller(2021)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인구밀도 영향을 검
토한 연구에서 밀도보다는 연결성, 즉 이동 정도가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o et al.(2021)은 유출과 유입 정보가 포함된 2020년 국내 통행 자료를 분석하여 밀
도와 연결성 모두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치나, 시ㆍ도 단위 유출입 자료를 합하여
계산한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
구밀도와 연결성과의 관계나 각각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지
만, 연결성 자체가 감염병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확실하다.

(4) 토지이용
감염병과 토지이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어떠한 용도가 감염병 확산
을 촉진하거나 방지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상업지역은 높은 인구 밀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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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출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Mao
& Bian(2010)은 미국 버펄로 시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에서 인플루엔자의 확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심업무지구(CBD)와 같이 밀도가 높고 집중적인 토
지이용 패턴을 보이며, 통행이 잦은 지역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실
제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나 마포구, 종로구, 용산구와 같은
주요 상업ㆍ업무지역이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주요 유출지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진희, 박민숙 2021: 32). 따라서 상업지역은 높은 밀도와 이용률로 사람 간 접촉을
증가시켜 전파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감염병 확
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지지역은 경우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촉진
또는 방지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Shoari et al.(2020)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도시공원 반경 1㎞ 내 거주민이 가까운 도시공원을 방문할 경우 과반수
정도의 공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감염병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iu et al.(2019)은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중국을 대상으로 이
질과 결핵, 말라리아의 3가지 감염병 확산과 녹지 및 도시공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공원과 녹지 비중은 결핵 확산을 가속시키나 녹지의 존재는 이질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공원 면적이 넓을수록 결핵과 말라리아 확산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나 봉쇄정책 등으로 여가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공원이나 녹지와 같은 공개공간이 사람
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Berdejo‐Espinola et al. 2021; Poortinga et al. 2021;
Ugolini et al. 2020),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Lennon 2020;
Pan et al. 2021; Venter et al. 2020)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도시공원이나 녹지지역을 정책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Burnett
et al. 2021; Slater et al. 2020; Venter et al. 2021). 따라서 녹지지역의 경우 전파
위험성과는 명확한 관계를 정립하기 어려우나 대응취약성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약화시
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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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시설
상업업무시설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호흡기 감염병 확산의 위험요소로 간
주되어 왔다. Xiao et al.(2014)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발병율과 상업업무시설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 업무시설이나 쇼핑몰 및 대형마켓과 같은 대형 상업업
무시설까지의 거리가 1㎞ 이내인 경우, 먼 거리 지역과 비교할 때 발병률이 더욱 높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장진화 외(2021)는 1년 동안의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주
요 감염경로를 파악한 연구에서 주요 상업시설인 체육ㆍ여가시설, 일반음식점 및 카페
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라 다중이용 고위험시설 및 중
점관리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진희 외
(2021a)도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감염경로 변화를 확인한 연구에서 상업시설인 기타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및 카페, 목욕탕 및 사우나, 유흥시설, 노래연습
장 등이 주요 감염경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
인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Park et al.(2020)과 Jang et al.(2020) 역시 국내 코로
나19 대유행 초기, 주상복합 건물 내 콜센터나 많은 수강생이 좁은 실내에서 강도 높은
운동에 참여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는 감
염병 확산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상업업무시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시설 운영에 제한을 받았고,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일반음식점이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고위험 상업시
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조치를 제시하였다(이진희 외 2020a). 그러므로 상업업무시
설은 감염병 전파위험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의료시설은 주요 감염경로 역할을 하였다. 의료시설이나 요
양병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빈도가 높았고, 특히 해당 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치명률이 평균의 약 7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진화 외 2021: 490).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발병률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의료시설에 가까울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Hamidi et al. 2020). 하
지만 의료시설에서 확인된 높은 발병률은 대부분 요양병원과 같이 폐쇄된 환경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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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생물학적 열악함이 주요 원인이었고(이진희 외 2021a: 10), 오히려 지역 또는
개인 간 의료격차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 대응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는 주장이 많다(윤강재 2021; 이영선 외 2020; Lieberman-Cribbin et al. 2020). 특
히 북미지역에서는 인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의료시설로의 접근을 제한하여 코
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D. Reed 2021;
Gardiner et al. 2021). 따라서 의료시설은 주요 감염경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에 대한 연구에서 작업장은 큰 위험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Kiaghadi et al.(2020: 6)에 의하면 장시간 실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작업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의 가공육 시설은 코로나19 확산에 매우 위험하며, 이러한 사실은 육가공
업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분석한 Steinberg et al.(2020)의 연
구에서도 검증되었다. 국내에서도 작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비
중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사업장 내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은 제조업 공장이 주
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진희 외 2021a: 22). 따라서 작업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전파위험성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6) 대중교통
앞서 지역 간 연결성이 감염병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역 내
ㆍ외 이동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감염병 확산에의 영향에 대한 관심 역시
크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생활에서 지역 내 이동의 주요 수단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감염병과 관계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Yasuda et al.(2008)은 일본 동경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유행성 인플루엔자 확산 이전
에 실시한 경전철 이용 제한이 대규모 확산 저감에 효과가 있는 반면, 일단 확산된 이
후에는 해당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Maliszewski & Wei(2011)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2009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대유행에서 대중교통 이
용률이 높을수록 입원률 역시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Maliszewski & Wei(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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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퇴근과 같이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감염
병 발생이 더욱 빈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감염병 대유행 기간에는 대중
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방역 대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많다(Xu et al.
2013; Mo et al. 2021). 따라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감염병의 전파위험성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외에도 지역 및 국가 간 이동의 주요 요충지인 공항
이나 항만 역시 감염병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경우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여행과 같은 지역 간 통행 패턴을 따라 공간적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uadros et al. 2020: 1; Kim & Castro 2020: 328; 이진
희 외 2021b: 43에서 재인용). 지역 간 이동과 감염병의 확산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연
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공항이나 항공, 철도 이용률이 높을수록 감염병이 더욱 빨리
확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Bajardi et al. 2011; Merler & Ajelli 2010; Yoneyama
& Krishnamoorthy 2012). 특히 공항이나 항만 등이 위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유출입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WHO
2020; 이진희 외 2020a: 52에서 재인용; Lemey et al. 2014; Zelikow 2000), 전파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7) 주거 환경
주거지역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만큼 호흡기 감염병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간주되며, 특히 좁은 면적에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과밀거주의 경우 감염
병 확산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과밀거주 문제는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불평등의 핵심요소로 언급되었다. Chen et al.(2020)은 미국 매사추세츠주를 대상으
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사망률 증가에 과밀거주가 일정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
다. NYU Furman Center(2020)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미국 뉴욕시를 대상으로 진
행한 실증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밀집지역이 밀도가 높고, 특히 과밀거주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Mehdipanah(2020)은 과밀거주와 함께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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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주거비 부담이나 주거 불안정성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있어 불평등의 핵심이라고
논평하였다. 따라서 과밀거주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파위험성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지만 대응취약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ㆍ불량
주택의 경우 안전성이나 쾌적성 등에 있어 장시간 거주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Tavares & Betti 2020). 그러므로 적절한 주거환경
의 질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Adediran et al. 2020). 단순히
주택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뒹굴고 벽에 낙서가 가득한 정돈되지 않은 근린
의 환경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eo et al. 2021). 이러한 이유로 열악한 주택 상태나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낙후된 환경 등은 코로나19 대응취약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사회경제적 요인
연령이나 소득, 인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감염병 발생률이나 치명률, 대응능
력 등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개별 요인들은 그 자체로
서 감염병 전파나 대응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다른 요인과 연계될 때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병의 특성상 노인인구에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령자 비율과 같은 노인인구 관련 변수는 코로나19 위
험성이나 취약성 분석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Peters 2020; Sarkar 2020).
고령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함은 생태학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만, 연령과 소득 변수가 합쳐질 때 그 위험성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Wiemers
et al.(2020)은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건강에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인종
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며, 특히 노인 그룹에서
건강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을 밝혔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코로나19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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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실증되었는데(Lee 2020; Calderón-Larrañaga
at al. 2020), 이러한 이유로 연령과 사회경제적 능력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주요한
위협 요소로 간주된다. 또한 소득은 그 자체로도 감염병 회복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Diop et al. 2020),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봉쇄령이 진행된 상
황에서 소득 격차는 건강(Bu et al. 2020; Pieh et al. 2020)이나 생계(Arndt et al.
2020; Choi et al. 2021)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은 코로나19 대응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밀접한 요인이다.

(9) 인터넷 접근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일반화되면서 OECD(2020)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
역 간 차이가 코로나19 대응능력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이진희 외 2020a: 114에서 재인용). 인터넷 접근성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봉
쇄정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 가능성이 다양한 비대면 활
동 가능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단절된 느낌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Azubuike et al. 2021; Beaunoyer et al. 2020; Sostero et al. 2020; Watts 2020).
특히 Robinson et al.(2021)은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경험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
지 못하는 것과 함께 대유행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을 취약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Gann(2020)은 노인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19의 위험성에도 더 많
이 노출되어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에서도 소외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접근성은 감염병의 대응취약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
며, 인터넷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대응취약성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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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지표 선정 및 측정
(1) 세부지표 평가 및 선정
감염병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최종 지
표 후보군은 <표3-5>와 같다. 개별 지표들은 대응능력 진단을 위한 전파위험성 및 대
응취약성과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량적인 자료를 토대로 측정 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지표 선정 기준과 함께 코로나19 현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선정 기준으로는 타당성, 대표성, 가용성, 지속성 등이 있다. 여기에서 타당성
은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정의에 부합하며 해당 지표의 생성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가를, 대표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또한
가용성이란 자료의 구득 및 사용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해당 지표가 시간적,
공간적 단위에서 항상 동일하게 수집되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가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2017: 24; 이진희 외 2018: 83에서 재인용). 따라서 감염병 대응능
력 진단을 위한 지표는 전파위험성이나 대응취약성으로 해석되는 감염병 대응능력 개
념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대표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생성
되었고(타당성), 손쉽게 수집이 가능하며(가용성), 시공간적 단위에서 동일한 방법으
로 수집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지속성). 이 외에도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어느 누가 담당하더라도 측정이 용이하여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고(측정 용이
성), 지표 통합 과정에서 지표 간 상충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성). 이상의 6개 평가 기준에 따라 개별 세부지표를 평가한 결과는
<표3-6>과 같다. 지표 선정은 타당성, 대표성, 가용성, 지속성, 측정 가능성의 5개
기준이 보통 이상인 세부지표 중, 중복되는 후보군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대
유행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중복된 다른 지표에 대한 대표성도 높고, 시ㆍ
군ㆍ구 및 집계구 단위로의 측정이 용이한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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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감염병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구분

관계

참고문헌

도시 규모 및 위계

전파위험성 (+)

이진희 외(2020a), 이진희 외(2021b), DeFries et al.
(2020), Jones(2021), Sarkar(2020)

인구밀도

전파위험성 (+)

Garrett(2010), Grenfell et al.(2001), Hamidi et
al.(2020), Jeefoo et al.(2010), Kao et al.(2012), Liu
et al.(2021a), Liu et al.(2021b), Sarkar(2020), Sloan
et al.(2020), Peters(2020), Tuckwell & Toubiana
(2007), Xiao et al.(2014), NIEHS PVI

건축물 밀도

전파위험성 (+)

Choerunnisa et al.(2020), Kan et al.(2021), Li et
al.(2021), Liu et al.(2021b)

전파위험성 (+)

Jo et al.(2021), Hamidi et al.(2020), Teller(2021),
WHO(2015), Zhu et al.(2021)

상업지역

전파위험성 (+)

이진희(2021), Mao & Bian(2010)

녹지지역

대응취약성 (-)

Berdejo‐Espinola et al.(2021), Lennon(2020), Pan et
al.(2021), Poortinga et al.(2021), Ugolini et al.(2020),
Venter et al.(2020)

상업업무시설

전파위험성 (+)
대응취약성 (+)

이진희 외(2021a), 장진화 외(2021), Jang et al.(2020),
Park et al.(2020), Xiao et al.(2014)

의료시설

대응취약성 (-)

윤강재(2021), 이영선 외(2020), Lieberman-Cribbin et
al.(2020), D. Reed(2021), Gardiner et al.(2021)

작업장

전파위험성 (+)

이진희 외(2021a), Kiaghadi et al.(2020), Steinberg et
al.(2020)

지역 내 이동
(버스ㆍ지하철)

전파위험성 (+)

Maliszewski & Wei(2011), Mo et al.(2021), Yasuda
et al.(2008), Xu et al.(2013)

지역 간 이동
(공항ㆍ항만)

전파위험성 (+)

이진희 외(2021b), Bajardi et al.(2011), Cuadros et
al.(2020), Kim & Castro(2020), Merler & Ajelli(2010),
Lemey et al.(2014), WHO(2020), Yoneyama &
Krishnamoorthy(2012), Zelikow(2000)

과밀거주

전파위험성 (+)
대응취약성 (+)

Chen et al.(2020), NYU Furman Center(2020),
Mehdipanah(2020)

노후ㆍ불량주택

대응취약성 (+)

Adediran et al.(2020), Tavares & Betti(2020), Teo et
al.(2021)

연령

대응취약성 (+)

Calderón-Larrañaga et al. (2020), Lee(2020), Sarkar
(2020), Peters(2020), Wiemers et al.(2020)

소득

대응취약성 (+)

Arndt et al.(2020), Bu et al.(2020), Calderón- Larrañaga
et al.(2020), Choi et al.(2021), Diop et al.(2020),
Lee(2020), Pieh et al.(2020), Wiemers et al.(2020)

대응취약성 (-)

Azubuike et al.(2021), Beaunoyer et al.(2020),
Gann(2020), Robinson et al.(2021), Sostero et
al.(2020), Watts(2020)

도시 밀도

연결성

토지이용

도시시설

대중교통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인터넷 접근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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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감염병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 관련 세부지표 평가 결과
평가 기준
타당성 대표성 가용성 지속성 용이성 중복성

구분

세부지표

도시 규모 및 위계

인구규모

○

○

○

○

○

○

상주인구 밀도

○

○

○

○

○

○

유동인구 밀도

○

○

△

○

○

○

건축물 밀도

○

○

○

○

△

△

상업용 건축물 밀도

○

○

○

○

△

△

용적률

○

△

×

×

×

△

유출입 인구

○

○

×

×

×

△

통행량

○

○

×

×

×

×

상업지역

상업지역 면적

○

○

○

○

○

△

녹지지역

녹지지역 면적

○

○

○

○

○

×

상업업무시설

상업업무시설

○

○

△

△

△

△

의료시설

의료시설

○

○

△

△

△

×

작업장

작업장

○

○

△

△

△

△

지역 내 이동

버스ㆍ지하철

○

○

△

△

△

×

지역 간 이동

공항ㆍ항만

○

△

○

○

△

×

연령

노인인구

○

○

○

○

○

×

평균소득

○

○

×

×

×

△

저소득층

○

○

×

×

×

△

과밀거주

과밀주택

○

○

×

×

×

×

노후ㆍ불량주택

노후주택

○

○

○

○

○

△

공공 와이파이 접근

○

○

○

○

○

×

인구밀도
도시 밀도
건축물 밀도

인구 이동
토지이용

도시시설

대중교통

사회경제적
요인

주거환경

소득

인터넷 접근성

주: ○ - 높음, △ - 보통, × - 낮음. 음영 부분은 최종 선정된 지표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도시 규모 및 위계는 인구 규모로 측정 가능하며, 이는 중복성을 제외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인구 규모는 밀도나 연결성과의 중복성이 매우 높다. 도시 밀도는
일반적으로 상주인구나 유동인구 밀도로 측정되며, 유동인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용
성이 낮고 연결성과 일부분 중복된다. 연결성의 경우 가용성과 지속성이 매우 낮아 실
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 규모 및 위계와 도시 밀도, 연결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용성과 측정 용이성, 대표성을 고려할 때 밀도가 나머지 두
지표를 모두 대표하면서 활용성이 높으며, 특히 유동인구 밀도의 경우 연결성이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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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양측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규모 및 위계,
밀도, 연결성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유동인구 밀도’를 선정하였다.
앞서 도시 규모 및 위계, 연결성 등을 아우르는 지표로 유동인구 밀도를 선정하였으
나, 여러 밀도 지표 중 건축물 밀도는 건조환경 요인 중 감염병 전파위험성과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로 유동인구 밀도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위험성 측정이 가능하
다. 건축물 밀도 측정에는 전체 건축물 밀도와 상업용 건축물 밀도, 용적률 등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 중 용적률은 가용성과 지속성이 매우 떨어지고, 상업용 건축물 밀도의
경우 상업지역이나 상업업무시설과 중복성이 있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수직적 이동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호
흡기 감염병 전파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따라서 전파위험성 측정을 목표로 건축물 밀
도를 사용할 경우, 주거용 건축물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이용에 있어 상업
지역과 녹지지역 모두 전파위험성 측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상업지역은 중
복성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시설에 있어 상업업무시설, 의료시설, 작업장 모
두 가용성과 지속성이 보통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대표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업업무시설의 경우 전파위험성과 함
께 대응취약성에도 매우 큰 위험요소로 인식된다. 상업업무시설과 작업장은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감염경로이며, 특히 방문판매나 제조업과 같이 비대면이 불가한 작업장이
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상업업무시설의 경우 감염병 확
산의 위험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건축물 밀
도에 있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배제하기 위해 ‘상업용 건축물 밀도’를, 토지이용 중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선택하였다. 도시시설에 있어서는 의료시설과, 상업업무
시설, 작업장을 모두 선정하되, 현재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중점ㆍ
일반관리시설’, ‘비대면 불가시설’, ‘외식 및 소매업종’, ‘병상수’로 구분하였다.
대중교통 관련 지표 중 지역 내 이동과 지역 간 이동 모두 중복성을 제외한 기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공항이나 항만의 경우 집계구 단위에서의 측정에 한계
가 있으므로, ‘지역 내 이동’ 관련 지표만을 선정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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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 지표는 모두 사용이 불가하였고, 연령만이 사용가능하므로, ‘연령’을 선정
하였다. 주거환경 관련해서는 과밀거주의 가용성, 지속성이 매우 낮아 사용 가능하며
소득과의 중복성이 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을 선정하였다. 인터넷 접근성의 경우 타 지
표와 중복성 없이 모든 기준에서 높게 평가된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을 선택하였다.

(2) 세부지표 측정방법 설정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위해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는 최종 세부
지표를 선정하였다. 개별 지표의 측정 방법은 선행연구 검토와 정책적 용이성을 고려
하여 설정하였고, <표3-7>과 같다.
표 3-7 | 감염병 대응능력 세부지표 측정 방법
구분

전파
위험성
(7)

지표

단위

유동인구 밀도

명/㎡

상업용 건축물 밀도

측정 방법

관계

출처

유동인구 / 전체 면적
* 대체지표: 상주인구 / 전체 면적

+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
자료, 통계지리정보3)

%

상업용1)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4)

상업지역 비율

%

상업지역 면적 / 전체 면적

+

버스 정류장
×노선 밀도

개/㎡

(버스 정류장 × 노선 수)의 합 / 전체 면적
* 대체지표: 버스 정류장의 합 / 전체 면적

+

지하철 접근성

%

지하철 역 반경 500m 면적의 합 / 전체 면적

+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수 / 전체 점포 수

+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

비대면 불가시설 수 / 전체 점포 수

+

노인인구 비율

%

65세 이상 고령자 수 / 전체 인구

+

통계지리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노후주택 비율
30년 이상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대응
1천 명 당 병상수 개/천명 병상 수 × 1000 / 전체 인구
취약성
공공 와이파이 전달 면적2)의 합 / 전체 면적
(6)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
㎡/명 녹지지역 면적 / 전체 인구
1인당 녹지면적

외식 및 소매업종 비율

%

외식 및 소매업종 수 / 전체 점포 수

-

국가공간정보포털5)

공공데이터포털6)

공공데이터포털

-

국가공간정보포털

+

공공데이터포털

주: 1) 상업용 건축물은 건축법 상 용도구분에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에 한정함
2) 와이파이 도달 거리는 일반적인 대역폭과 전송 속도를 고려, 100m로 전제함(이건학, 김감영 2013: 262, 표1)
3) https://sgis.kostat.go.kr/contents/shortcut/shortcut_05.jsp (2021년 5월 31일 검색)
4) https://cloud.eais.go.kr/ (2021년 4월 17일 검색)
5)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 (2021년 4월 25일 검색)
6) http://www.localdata.kr/ (2021년 5월 3일 검색)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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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표는 분석 위계에 따라 집계구 또는 시ㆍ도의 전체면적 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연면적, 전체 인구, 전체 점포수를 분모로 측정하였다. 다만 면적 등을 산정하
기 전, 단위 지역별로 제척지를 제외한 후 지표를 측정하였다. 제척지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용도구역 상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상 농림지역, 연속지적과 용도지역 상 하
천을 포함하였다(이진희 2019).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 측정에 있어 개별지표가
가지는 의미는 아래와 같다.

① 전파위험성
유동인구 밀도는 사람 간 접촉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도시와 같이 도시
규모가 크거나 위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 전파위험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및 감염병의 공간적 확산을 다룬 여러
연구에서 유동인구 밀도를 감염병 확산을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였다(Kim
et al. 2020; Contreras et al. 2020; Zhang et al. 2020; Goscé & Johansson
2018). 유동인구 지표는 주로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하나, 구매의 어려움 등으로 유동
인구 사용이 제한될 경우 대체 지표로 상주인구 밀도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경우 통신사 데이터 기반의 유동인구 밀도를, 그 외 유동인구 구득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상주인구 밀도를 사용하였다. 유동인구 밀도는 전체 면적 대비 유동인구
수(명/㎡)로 측정하였다.
건축물 밀도는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상업용 건축물 밀도로 한정하였
다. 상업시설은 감염병 확산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Benzell et al. 2020; Jang et al. 2020; Xiao et al. 2014). 상업용 건축물
은 ｢건축법｣ 상 용도구분에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에 한정하였고, 상업
용 건축물 밀도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측정하였다.
토지이용 중 주거와 상업지역 모두 감염병 확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으
나(Chen et al. 2020; NYU Furman Center 2020; Mao & Bian 2010),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내 대도시 주거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단지 내 감염이 많이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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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므로 상업지역 비율만 전파위험성 진단에 사용하였다. 상업지역은 전체 면
적 대비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면적 비율로 측정하였다.
대중교통 지표 중 버스는 이용률이 높을수록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촉진한다는 사실
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Mo et al. 2021; Mao & Bian 2010; Maliszewski & Wei
2011). 선행연구에서는 버스 이용률이나 이용자 수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구득
가능성과 측정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위 지역 내 모든 버스 정류장에 노선 수를 곱하여
합산한 값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밀도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버스 노선에 대한
자료 구득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버스 밀도를 면적 당 버스 정류장 수로 계산할 수 있
다. 지하철 이용률 역시 감염병 확산의 주요 동인으로 여겨져 왔다(Mao & Bian 2010;
NYU Furman Center 2020; Maliszewski & Wei 2011; Yasuda et al. 2008). 버스
와 다르게 지하철의 경우 역세권 개념이 이용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하철 지
표는 지하철 반경 500m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상업업무시설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의 위험 요소이나, 상업지역이
나 상업용 건축물 밀도와 중복성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있어 다중이
용시설을 포함한 여러 상업업무시설이 주요 감염경로로 파악된 만큼, 전파위험성 측정
에 포함이 불가피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5단계 기준)에 제시된 23종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상업업무시설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매우 위험하다 것이 정
부의 판단이므로, 해당 시설 비율을 전파위험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은
단위 지역 내 전체 점포수 대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점포수 비율로 계산하였다.

표 3-8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에서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구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자료: 보건복지부, 2020. 11. 1; 이진희 외 2020a: 38 <표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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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역시 감염병 전파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이
나, 가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 사무실이나 제조업제와 같은 작업장의 경
우 감염병 확산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측면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시설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비대면 불가 업
종은 연구진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하였고32), 지표는 단위 지역 내 전체 업종
대비 해당 업종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② 대응취약성
고령자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의 전파와 대응에 취약한 대표적 그룹으로 여겨
지고 있으며(Peters 2020; Sarkar 2020), 노인인구 지표는 대응취약성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실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높은 비율의 사망자를 보이고 있으므
로, 대응취약성의 대표 지표라 할 수 있다.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자 비율로 측정하였다.
노후주택은 그 자체로도 대응취약성과 관련이 있으며, 소득과도 중복성이 높아 감염
병 대응능력을 진단하는 대표 지표라 할 수 있다. 노후주택에 대한 여러 기준 중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항
의1(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
축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정의하였다. 노후주택 측정은 단위 지역 내
전체 주택 대비 30년 이상 주택 비율로 진행하였다.
의료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은 감염병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의료 서비스로의 접
근성이 좋을수록 대응 취약성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Kiaghadi et al.
2020; Sarkar 2020). 의료시설 지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접근성이나 의료보험 적용
가능성 등으로 측정되고 있으나, 구득 가능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위 지역 내 인구

32) 비대면 불가 시설: 공공데이터포털의 190개 업종 분류 중 건강 관련 전체 업종 13개, 동물 관련 전체 업종
12개, 문화 관련 전체 업종 52개, 생활 관련 전체 업종 26개, 자원환경 관련 전체 업종 37개, 식품 관련 업종
중 급식,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유행주점ㆍ단란주점, 음식점(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29개, 기타 업종 중 미디어(옥외광고업, 인쇄사), 담배, 물류, 민방위, 상조, 엘리베이터, 사무지원의 15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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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 대비 병상수로 산정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녹지지역이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Kleinschroth & Kowarik 2020; Xie et
al. 2020), 녹지지역 지표는 대응취약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녹지지역 지
표는 단위 지역 내 전체 인구 대비 용도지역 상 녹지지역 면적 비율, 즉 1인당 녹지면
적으로 측정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양식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면서 정보격차 가능성
이 대응취약성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OECD 2020). 인터넷 접근성을 정책적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지표를 활용하였다. 정부에서는
여러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으며, 와이파이 도달 거리는 일반적인 대역
폭과 전송속도를 고려하여 100m로 간주된다(이건학, 김감영 2013: 262). 따라서 인
터넷 접근성 지표는 단위 지역 내 전체 면적 대비 공공 와이파이가 도달하는 지역의
면적 비율로 산정하였다.
상업업무시설은 전파위험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응취약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상업시설의 매출 하락
과 그로 인한 지역 쇠퇴가 제기되고 있으므로(김대중, 최요한 2020; 임태경 2020; 문
새하 2020; 박정은, 박성경 2020), 상업업무시설 중 특히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 시설
의 집중도를 대응취약성 진단에 활용하였다. 코로나19 사태 1년 반 동안 상권의 매출
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외식업과 서비스업의 뚜렷한 매출 하락이 확인되었으므로(이
진희 2021; 김민영, 안영수 2021), 외식업과 서비스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감염병 대
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제하였고, 지표 측정은 단위 지역 내 전체 업종 대비 외식업과
서비스업종 비율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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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점수 산정
(1) 산정 방법 검토
① 세부지표 표준화
여러 세부지표를 통합하여 종합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지표를 동일한
단위로 재산정하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단위가 다른 지표를 통합하는 과정
에서 세부지표의 규모에 따라 통합된 점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을 위해 사용한 지표는 모두 13개(전파위험성 7개, 대응취약성
6개)로, 이 중 비율(%)로 측정되는 지표가 10개이고, 그 외 밀도 개념과 1인당 면적
으로 측정된 지표가 3개 있다. 따라서 종합점수 산정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측정 단위
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z-score)를 이용하는 방
법과, 개별 지표를 점수 바탕으로 순위화 하는 방법, 최대-최소법 등이 많이 사용된
다. 먼저 z-score를 사용하는 방식은 개별 지표 측정값의 분포에 있어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한 다음, 표준 점수를 구하고자 하는 측정값이 평균으로부터 몇 배 정도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표준화된 확률변수인 z로 표현한 값이다(김준현, 최진호
2014: 329). 구체적으로 측정값과 평균값의 차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된다. 표준
점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전
제된다. 또 다른 방법인 순위화 방법은 개별 지표값을 토대로 순위화 하거나, 순위의
평균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간단하게 표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지표의
영향력 파악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대-최소법은 세부지표 측정값의
최댓값과 최솟값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여 측정 단위가 다른 개별 지표의 범위를 동일한
간격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세부지표의 단위와 범위가 다를 경우 효과적으로 표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극단치(outlier)가 존재할 경우 최솟값과 최댓값의 거리가 왜곡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이현주 외 2017: 12; 국토교통부 2020: 1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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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세부지표 표준화 방법론 비교
구분
표준 점수
(z-score)

내용
 모든 측정값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화 하는 방법
 극단치의 효율적인 표준화가 가능함
 다만 극단치에 대한 개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적절하지 않음

순위화 방법

 개별 세부지표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화 하거나, 순위의 평균으로 전환하는 방법
 표준화 과정이 간단함
 최종 종합지표에 영향을 미친 세부지표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

최대-최소법

 측정값의 최소치와 최대치의 간격을 고려하여 측정 단위가 다른 각 지표의 범위를 동일한
간격(0~1)로 변환하는 방법
 세부지표의 단위가 서로 다르고 넓은 범위를 가질 때 효과적임
 극단치가 있을 경우 최소치와 최대치의 거리가 왜곡되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자료: 이현주 외 2017: 12; 국토교통부 2020: 152, <표72>에서 재인용

② 가중치 적용
통합지수 구축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세부지표를 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세부지표
를 합산하는 방법은 각 세부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별도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이 많이 사용된다(이진희 외 2018: 84).
주성분분석은 다변량 자료를 이용한 통합지수 구축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개별
지표의 상관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여러 축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제1주성분을 통하
여 변량의 대부분이 설명되고 축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유사하나 기본 모델과 인자 산출과정이 다르다. 주성분분석이 주성분을 통하여 주어진
변수의 공분산을 모두 설명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요인분석은 공분산과 독자분산을 나
누어 설명한다. 보통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주성분분석과 요인분석 결과값이
유사하게 나타나나, 반대의 경우에는 결과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주성분분석이, 낮은 경우에는 요인분석이 적절하다(이희연 1989: 581;
이진희 외 2018: 84에서 재인용). AHP 방법은 여러 대안이 있을 경우, 그 사이에서
상대적인 중요도 또는 매력도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각 대안을 서로서로 비교하여 주
요 이슈를 간단하게 조직화 한 후 가중치를 설정한다(김정훈, 최민섭 2017: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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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 통합지수 구축 방법론 비교
구분

특징 및 적용

동일 가중치
적용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저에 내포된 구조 파악에는 적절하지 않음
 변수의 표준화된 값을 합산

주성분분석

 다변량을 하나 혹은 두 개의 의미 있는 축으로 재설정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수 도출에 유리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사용

요인분석
AHP 방법

 자료의 측정 오차를 인정하며 공통분산과 독자분산으로 구분한 모델에 사용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 사용
 비교 대상을 단순화시켜 변수 혹은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
 변수간의 상관관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자료: 이희연 1989; 김정훈, 최민섭 2017; 이진희 외 2018: 84 <표4-1>에서 재인용

통합지수 산정 시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 현상을 설명하는데 개별 지표가
가진 설명력이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지표가 가
지고 있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설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산정하고자 하는 전
파위험성이나 대응취약성 측정에 있어 개별 지표가 가지고 있는 설명력이나 중요도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선행 코로나19 관련 위험성이나 취약성 지수에서도 가
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점수 산정 과정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모든 지표를 표준화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만 대응능력
진단을 각기 다른 위계에서 진행하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위계에 따라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방법을 차별화하였다.

(2) 산정 방법 설정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지역 간 비교를 목적으로 대응능력 진단을 위해서는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 번에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
다. 따라서 전 지역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 점수를 이용하
여 표준화하는 방법보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에서 각 세부지표를 최대-최소법을 토대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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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최대-최소법에서는 측정값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간격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
여야 하는데, 도면화 과정에서 측정값을 구간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등간격(equal
interval), 분위수(quintile), 균등분배(natural break)가 있다. 등간격은 동일한 간격
으로 측정값을 구분하는 것이며, 분위수는 각 구간별 측정값 개수가 동일하도록 간격
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균등분배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측정값을 자연적으
로 묶어 각 구간 간 최대 분산과 구간 내 최소 분산이 분리된 구간이 된다(QGIS
Tutorials and Tips)33). 본 연구에서는 등간격으로 개별 지표 측정값을 4개 구간을
구분하였고, 4장의 사례실증을 위해 <표3-11>과 같이 구간별로 1에서 4까지로 재점수
화 하였다. 다만 대응취약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병상수, 공공 와이파이, 녹지지
역 지표는 구간을 반대로 적용하였다.

표 3-11 | [위계1] 세부지표 재측정 기준
구분

세부지표

단위

유동인구 밀도
상업용 건축물 밀도
1)

전파
위험성

상업지역 비율

버스 정류장×노선 밀도

1

2

3

4

명/㎡

0.001 이하

0.001~0.005

0.005~1

1 초과

%

5 이하

5~10

10~15

15 초과

%

0.16 이하

0.16~0.32

0.32~0.47

0.47 초과

~0.00001

~0.02

0.02 초과

개/㎡ 0.000003 이하

지하철 접근성

%

25 이하

25~50

50~75

75~100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

25 이하

25~50

50~75

75~100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

25 이하

25~50

50~75

75~100

1)

%

8.5 이하

8.5~17.0

17.0~25.5

25.5 초과

1)

노후주택 비율

%

9.7 이하

9.7~19.4

19.4~29.1

29.1 초과

1천 명 당 병상수

개/천명

45 초과

30~45

15~30

15 이하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

75~100

50~75

25~50

25 이하

1인당 녹지면적

㎡/명

350 초과

50~350

5~50

5 이하

외식 및 소매업종 비율

%

25 이하

25~50

50~75

75~100

노인인구 비율

대응
취약성

구간별 점수

주: 1) 전국 평균값(상업지역 비율 0.32%, 노인인구 비율 17.0%, 노후주택 비율 19.4%)을 기준으로 50% 증감으로 설정
자료: 저자 작성

33) http://www.qgistutorials.com/ko/docs/basic_vector_styling.html (2021년 10월 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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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대응능력 진단모델 산정 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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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의 목적은 해당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하거나 취약한 지
역을 판별하기 위함으로, 전체 지역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따라서 위계2 모델에서는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표
준화한 다음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표준 점수 방식은 지
표의 변량을 표준화 한 후, 표준화된 측정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간단
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은 모두 측정 지역을 기
준으로 집계구 단위 측정값의 z-score를 계산한 뒤 합산하였고, 위계1 모델과 마찬가
지로 의료시설, 공공 와이파이, 녹지지역 지표는 역변환 후 표준화하였다. 진단 결과
구분은 구간별 측정값 개수가 동일하도록 분위수(quintile)를 사용하였다.

5) 대응능력 진단 결과에 따른 지역 유형화
대응능력 진단은 대응능력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고, 해당 지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진단된 결과를 토대로 대응능력 유형화가 필요하다. 먼저 유형 구분은 영역
별 종합지수 활용과 영역별 세부지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
성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단한 결과를 통합할 경우, 각 영역별 특성과 영향력이
종합지수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을 구분하여 두
지표를 매트릭스 형대로 구분하고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점을 설정하여 대응능력 유형
을 구분하였다.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점은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점수가 동일한
간격으로 나뉠 수 있도록 고(高) 구간과 저(低) 구간의 2개 구간으로 나누었고, 이에
따라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그림3-10]과 <표3-12>와 같이 대응능력을 4개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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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 감염병 대응능력 유형 구분

자료: Briguglio et al. 2009: 231, Figure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2 | 대응능력 진단결과에 따른 유형화
유형
유형1
(HL, self-made)

유형2
(HH, worst case)

유형3
(LL, best case)

유형4
(LH, prodigal-son)

내용

점수 구간

 (高) 전파위험성 : 전파위험성이 높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

16~28

 (低) 대응취약성 : 개인과 지역이 감염병 대응에 높은 역량을 보유함

4~13

 주로 고밀의 대도시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高) 전파위험성 : 전파위험성이 높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

16~28

 (高) 대응취약성 : 감염병 발생 이후 개인 및 지역의 대응이 어려움

14~24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
 (低) 전파위험성 : 전파위험성이 낮아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작음

4~15

 (低) 대응취약성 : 대응취약성 역시 낮아 가장 높은 대응능력을 가짐

4~13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낮고, 이후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됨
 (低) 전파위험성 : 전파위험성이 낮아 감염병 확산의 우려는 작음

4~15

 (高) 대응취약성 :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움

14~24

 주로 지방 소도시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유형1(self-made)은 전파위험성이 높으나 대응취약성이 낮은 지역으로(highlow), 대도시 지역과 같이 감염병 확산 초기에 전파 차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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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에 지역 내 사회경제적 역량과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여 대유행 상황에서 상
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입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
역의 경우 대응 보다는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적용이 요구되며, 특히 분산적
공간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유형2(worst case)는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매우 높은 지역(high-high)이
다. 그러므로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도 방역에 어려움을 겪으며, 동시에 대유행 상황에
의 대응 역시 힘들어 대규모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은 전파 차단
과 대응 모두를 위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특히 생활권을 분산하고 적절한 서비
스를 확충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서는 세부지표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어느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시급한지를 파악하고, 정책 적용 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 간 비교에 있어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유형3(best case)은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낮아 감염병 확산은 느리나 대응
이 빠른 지역(low-low)으로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정책적 지원 우선순위가 가장 낮
은 지역이다. 감염 확산이 빠르지 않으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장
기적인 감염병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마지막 유형4(prodigal-son)는 전파위험성이 낮아 감염병 확산 기간에는 큰 문제점
이 발생하지 않으나, 대응취약성은 높아 대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그에 따른 간접적 피
해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low-high)이다. 밀도가 낮고 분산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역량이 낮은 지방 소도시 지역이 주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유형4 지역의 경우 전파 차단보다는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데,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
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이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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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실증

4장에서는 앞서 개발한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을 활용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사례지역으로는 도시 규모와 지역 안배, 코로나19 현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대전시, 경기 평택시,
전남 순천시의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진단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단계에 맞춰 대응능력을
진단, 지역 간 비교를 통하여 구축한 대응능력 진단모델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실증을 위한 사례 지역 선정
(1) 사례지역 선정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실증을 위한 사례지역은 도시 규모, 지역 안배,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대응능력 진단을 위한 자료 구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단위
에서 선정하였다. 먼저 도시 규모는 대도시(인구 100만 명 이상), 중도시(인구 30만
명 이상), 소도시(인구 10만 명 이상)로 구분하였고34),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수도권
내에서 대도시 1개소와 중도시 1개소를, 수도권 외에서 대도시 1개소와 소도시 1개소
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응능력 진단 결과 검증을 위해 코로나19 현황과의 비교가 필요
34)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특례시, 30만 명 이상 도시는 대도시로 구분되고, ｢소방력기준
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을 중도시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10만 명 미만을 소도시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전파위험성이나 대응취약성 분석을 위한 자료 구득이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대전과 같은 광역시에서 용이하고 분석 결과 적용 역시 보다 효과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자주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을 대도시로, 30만 명 이상을 중도시로, 10만 명 이상을
소도시로 구분함(김상조 외 2012; 이진희 외 2021b; 이진희 2021; Lee & L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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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코로나19 현황자료 구득이 어려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
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시는 실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공간정책을 통
한 감염병 전파 차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으로, 특히 관련 자료 구득이 가능하
고, 정책 적용 역시 용이하므로, 수도권 내 대도시 지역으로 서울시를 선정하였다. 서
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시ㆍ군의 경우 서울시와 생활권을 일부 공유하고 있으므로, 차
별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에 인접하지 않은 시ㆍ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
다. 다음으로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중ㆍ소도시 중, 선정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
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를 실증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광역시 중 코로나19 확진현황 자료 구득이 가능한 광주광역
시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모두 비슷한 인구규모와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였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하철 노선이 부재하여 전파위험성 측정에 한계가 있으므
로, 사례지역에서 제외하였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중, 사용 가능한 자료가 풍부
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ㆍ소도시 선정에 있어 충
청권을 제외한 전라권과 영남권 중, 인구 10만 명 이상이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를 실증 대상지역
으로 선정하였다. 각 실증지역별 인구규모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부록1]과 같다.

(2) 사례지역 현황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020년 1월 25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2021년 3분기 기준 누적 99,669명
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차 유행 시기인 2020년 12월, 약 1만 명
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월별 평균 약 5,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1년 여름부터 더욱 심화되
었는데, 2021년 7월, 약 1만 5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
환된 2021년 12월에는 월별 기준 가장 많은 70,9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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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15일 하루 총 3,1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일일 최대 신규확진자 기록을 세
웠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3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2021년 11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점차 완화되었다, 한 달 반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었다.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계구는 18,742개 이다. 25개 자치구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단위 위계의 대응능력 진
단을 실시하였고, 18,742개 집계구를 기준으로 위계2 진단을 진행하였다.
대전시는 2021년 3분기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985명을, 단계적 일상회복으
로 전환된 4분기에는 누적 확진자 12,250명을 기록하였다. 월별 기준으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후 매달 평균 약 300명의 확
진자가 발생하였다. 2021년 7월 확진자가 급증하였다, 8월과 9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
섰으나, 꾸준히 1,500명 안쪽의 신규 확진자가 매 월 발생하다 2021년 4분기 동안에
만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70%에 해당하는 3,693명이 12월에
확진되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36). 대전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최대 집단감
염은 태권도학원을 시작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된 사례이며, 학원을 비롯하여
학교와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전체 5개 자치구로 구분
되며, 집계구는 3,014개이다. 따라서 위계1 분석은 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위계2 분
석은 집계구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경기도 평택시는 2021년 3분기 기준 3,879명, 4분기에는 7,777명의 코로나19 누
적 확진자를 기록하였다. 평택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주한 미군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주한 미군의 경우 2021년 3분기 기준 1,163명
으로 전체 평택시 내 일반시민 확진자 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평택시청 코로나19 브리핑)37). 주한 미군을 포함하여 평택시 내 외
35) http://ncov.mohw.go.kr/ (2021년 12월 31일 검색)
36) http://ncov.mohw.go.kr/ (2021년 12월 31일 검색)
37)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 ist.do?ptIdx=542 &mId=0421000000 (2021년 12
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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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았는데, 이에 따라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외국인 고용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
였다. 또한 기업발 집단감염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평택시는 2021년 1월 기업발
집단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평택시 행정구역은 4개 읍, 5개 면,
12개 동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
의 시로, 위계1 분석 기준인 시ㆍ군ㆍ구 단위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ㆍ군ㆍ구
위계 분석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제시한 중생활권을 기준으로 진행하
였다. 위계2 분석에 활용된 전체 집계구는 1,001개 이다.
표 4-1 | 평택시 생활권 구분
생활권
진위+서탄

해당 지역
진위면, 서탄면

고덕

고덕면

송탄

신장동, 송북동, 송탄동, 중앙동, 서정동, 지산동

남평택

통복동, 세교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신평동

팽성
청북+오성

생활권 구분

팽성읍
오성면, 청북읍

안중+포승+현덕 현덕면, 안중읍, 포승읍
자료: 평택시 2018: 127, <표2-3-2>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전라남도 순천시는 2021년 3분기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27명을, 4분기에는
1,05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지
속적인 확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순청시청)38). 최근에는 유흥시설이나 학교에서 발
생한 집단감염 빈도가 높다.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도농통합시인 순천시는 시ㆍ군ㆍ구
단위 위계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 중생활권 기준에
따라 전체 5개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위계1 분석을 실시하였고, 554개의 집계구를 기준
으로 위계2 분석을 진행하였다.
38) https://www.suncheon.go.kr/emer1/index.html (2021년 12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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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순천시 생활권 구분
생활권
중심생활권

해당 지역

생활권 구분

동지역(전체)

국제교류연담생활권 해룡면
정주휴양생활권

월등면, 황전면, 서면

전통문화생활권

승주읍,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관광휴양생활권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자료: 순천시 2016: 132

표 4-3 | 사례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현황 (2021. 12. 31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3분기

4분기

첫 확진자
발생일

49,986명

100,484명

225,225명

‘20. 1. 25

1,286명

2,651명

6,985명

12,250명

‘20. 2. 21

435명

1,068명

1,448명

3,879명

7,777명

‘20. 1. 27

428명

688명

800명

1,163명

1,639명

‘20. 2. 24

191명

253명

480명

727명

1,059명

‘20. 2. 28

4분기

1분기

2분기

서울특별시

18,995명

32,029명

대전광역시

845명

시민
미군

평택시

순천시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2021년 12월 31일 검색);
평택시청 코로나19 브리핑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ist.do?ptIdx=542&mId=0421
000000 (2021년 12월 31일 검색);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emer1/index.html (2021년 12월 31일 검색)

사례 지역별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실증을 위하여 앞서 <표3-7>에서 제시한바
와 같이 지역별 13개의 세부지표 자료를 구득하였고, <표3-11>과 [그림3-9]와 같이
세부지표를 재측정 한 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을 위계별로 분석하였다. 전파위험
성과 대응취약성 지표값은 사분위화 한 다음, 대응능력 진단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GIS)을 통하여 공간상에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 결과값
에 따라 대응능력을 최종 도출한 후, 유형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ArcMap 10.5 프로그
램을 이용, 도면화 하였다. 진단 결과는 다음절에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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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지역별 대응능력 진단
1) 서울특별시
(1) 전파위험성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지역 간 전파위험성 측정 결과,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모두 전파위험성이 4단계로
분석되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유동인구 밀도, 상
업지역 비율, 버스정류장×노선 밀도 지표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4단계의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과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전파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세부지표에 관한 사항은 [부록2] 참고). 다만 상업용 건축물 밀도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 마포구, 동대문구, 강남구 등 도심과 주요 상업업무지역의 단계가 특히 높은 반
면, 주거 위주인 송파구나 노원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하철 접근성의 경우
중구만 4단계 위험성을 보이고 그 외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나 향후 대응에 있어 자치구 간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비교에 있어서는 도심 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인접지, 여의도 일대와 대학가
인 마포구 일대를 비롯하여 지하철 노선과 주요 도로 주변으로의 전파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하철 접근성의 경우 지하철 노선을 따라 높은 위험성
이 측정되고, 유동인구 밀도, 상업용 건축물 밀도, 상업지역 비율이나 버스정류장×노
선 밀도 지표 역시 도심이나 지하철 역사 주변, 대학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보이기 때문
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이나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지표
의 경우 오히려 도심 등 주요 상업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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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서울시 전파위험성 측정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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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취약성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지역 간 비교를 통한 대응취약성 진단 결과, 서울시 전 지역이 비교적 취약성이 높은
3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노인인구 비율은 강북구와 도봉구
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매우 낮으나 노후주택 비율은 모든 자치구가 4단계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 명 당 병상수 역시 서울시
전체 지역이 4단계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대비
서비스가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 외 공공 와이파이 역시 서울시 서남측과
용산구, 성동구, 은평구 등 강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접근성이 낮았으며, 1인당 녹
지면적 역시 전 지역이 3단계 이상으로 매우 낮아 전체 취약성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식 및 소매업종 비율은 전체 자치구 모두 2단계로 타 지역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비교에서 취약성이 매우 높게 진단된 지역은 강북 일대와 송파구와 강동구,
관악구와 금천구,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봉구와 동대문구,
중랑구의 경우 대응취약성 4단계 지역이 밀집하고 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강서
구, 성동구, 광진구는 전반적으로 대응취약성이 매우 낮아 감염병 대유행 장기화에 대
응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 비율의 경우 도심을 포함한 강북 지역이 상대적
으로 높고, 노후주택은 대응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관악구와 금천구, 용산구에 밀집하
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시설의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강서구, 도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4단계로 매우 부족하였으며,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강서구
와 양천구, 은평구,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졌고,
특히 강남 일대 점수가 낮았다. 녹지지역의 경우 전체 자치구에서 4단계로 매우 취약
한 지역과 1단계의 양호한 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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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서울시 대응취약성 측정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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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능력 유형화 결과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감염병 대응능력을 진단한 결과, 서울시 내 25개의 자치구 모
두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의 두 개 지표가 매우 높은 유형2로 분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파위험성 전체 지역이 4단계로 평가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대응취약성
의 경우 전 지역이 3단계 이상으로 예상과 달리 취약성 역시 높아 유형 구분에 있어서
는 전파와 대응 모두에 있어 역량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밀도나 상업시설, 대중교통 모두 서울의 밀집도가 높고, 노인인구 비율은
낮으나 일부 지역에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인구 대비 의료시설이나 공공 와이파이,
녹지와 같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자치구의 경우 전파위험성
과 대응취약성 모두 4단계로 감염병 대유행 시 전파 차단과 장기화에 따른 대응 모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간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위계1 지역 내 비교에서는 강남 일대와 강서구, 성동구 지역이 대응능력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반면에 대표적인 대학가인 관악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
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강북 일대, 강동구와 송파구 동측 일부가 전파위험성과 대응
취약성 모두 매우 높은 대응능력 유형2가 밀집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은 상대적으로 건축물 밀도와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이 높은 반면, 노인인구 비율이나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이나 녹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의 경우 지역 간 비교에 있어 높은 인구 밀집도와 인구 대비 서비스 격차 때문에 진단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공간 구상이나 자원 확충 등에 있어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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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서울시 대응능력 유형화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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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1) 전파위험성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지역 간 비교에 있어 대전시 5개 자치구 모두 상대적으로 전파위험성이 높은 3단계
로 나타났다. 5개 자치구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와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
율,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지표가 3단계 내지 4단계로 높고, 상업지역 비율의 경우 전
지역이 4단계로 측정되어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
하철 접근성은 전 지역이 1단계이며, 그 외 상업용 건축물 밀도나 버스정류장×노선
밀도 지표에 있어 유성구는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전파위험성에 있어 모든 지역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적 대응에 있어 세부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성구를 제외한 타 지역에 우선순
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해석된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위계1 지역 간 비교 모델에서는 전 지역에서 전파위험성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나,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위계2 진단모델에서는 청사를 포함한 행정시설과 지하철
역사가 밀집한 서구 북측과 대학가인 유성구 중심부와 동구 등 대전시 중앙에 전파위험
성 4단계 지역이 집적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대전시 외곽 부분, 즉 유성구
북측과 남측, 대덕구 북측, 서구 남측, 중구 중앙부의 경우 전파위험성 1단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실제 가
용 토지가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상업ㆍ업무지역과 대학가의 전파위험
성이 높다는 사실은 중심부에서 외곽으로의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지하철 접근성의 경우 지하철 노선을 따라 대전시 중심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
지르면서 높은 위험성을 보인다. 따라서 상업ㆍ업무지역의 분산을 통한 감염병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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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대전시 전파위험성 측정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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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취약성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지역 간 비교에 있어 대전시의 대응취약성은 전파위험성과 동일하게 전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3단계로 진단되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경우
지역 간 비교에 있어 전 지역에서 1천 명 당 병상수와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지표값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는 노후주택 비율 역시 4단
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인구 비율의 경우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2단계 이하로 양호했으며, 녹지지역의 경우 동구는 1단계, 나머지 지역은 2
단계로 취약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정책적 접근을 통한 취약성 저감을 위해서는 의
료시설이나 통신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도시재생이나 노후주택 수선 등
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앞서 전파위험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대응취약성에 있어서도 위계1 모델에서는 전
지역의 취약성이 약간 높았으나, 위계2 모델에서는 대전시 중심부의 대응취약성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위계1 모델에서 유성구 동측에서도 높은 전파위험성 지
역이 밀집한 것과는 달리 위계2 모델에서는 서구 북동측과 중구 북측, 대덕구 남측,
동구 전 지역 등 대응취약성이 높은 지역이 대전시 중심부에서 동측으로 치우쳐진 위치
에 밀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노인인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
지표는 중구와 동구, 대덕구의 취약성이 높고, 의료시설 지표나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은 전 지역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지지역 비율 진단 결과 역시 대응취약
성 4단계 지역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대응취약성이 특히 높게 측정된 지역은
세부지표값이 모두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전파위험성이 높으면서 대응취약성
역시 높은 지역으로는 중구 북측과 동구 서측 중심부로 파악되므로, 대전시 자체적인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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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 대전시 대응취약성 측정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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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능력 유형화 결과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대전지의 지역 간 비교를 통한 대응능력 분석 결과, 5개 자치구 모두에서 전파위험
성과 대응취약성이 3단계로 측정된 만큼 전 지역이 대응능력이 매우 낮은 유형2로 판
별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파위험성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에 있어 유성구만
이 일부 지표값이 양호할 뿐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위험도가 높았다. 대응취약성 세부
지표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과 녹지지역 비율 지표값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그 외
지표에 있어서는 유성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매우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따라서 유
성구를 제외한 지역은 감염병 전파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감염
병 대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필요한 서비스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유성구
를 제외한 지역의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재택치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대전시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공간 구조 변경과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분석에서는 앞선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진단 결과와 같이 대전시 중심부
지역의 대응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 일대와 중구 및 서구 북측
등 중심부가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이 모두 높은 유형2로 분류되었다. 유형2 주변으
로는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이 모두 낮은 유형4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멀어질수록
유형1과 유형3이 진단되어, 대덕구와 유성구 등 중심부에서 서측으로 치우친 지역의
대응취약성이 특히 높고, 해당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대응취약성이 약화되면서 대응능
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2로 진단된 지역은 특히 대응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노인인구와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의료시설, 공공
와이파이, 녹지와 같은 서비스 공급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필수 인프
라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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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 대전시 대응능력 유형화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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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평택시
(1) 전파위험성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앞선 설명과 같이 7개 생활권을 단위로 위계1 지역 간 비교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진위+서탄 생활권과 청북+오성 생활권만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파위험성 2단계로 진단되었고, 그 외 남측의 나머지 5개 생활권은 비교적 높
은 3단계로 측정되었다. 전파위험성 관련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상업용 건축물 밀도와
상업지역 비율,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지표가 비교적 높은 위험성을 보이며, 특히 군부
대가 위치한 송탄 생활권과 평택역이 위치한 구도심 지역인 남평택 생활권의 경우 인구
밀도와 상업용 건축물 밀도, 상업지역 비율, 버스 정류장×노선 밀도, 중점ㆍ일반관리
시설 비율,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지표값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위
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개 생활권의 경우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만 높을 뿐 나머지
세부지표값은 낮게 측정되었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비교에서는 군부대나 평택역을 포함한 구도심 지역의 높은 전파위험성이 뚜
렷하게 확인되었다. 송탄 생활권의 신장동과 지산동 일대, 남평택 생활권의 통북동과
비전2동 일대에서 전파위험성이 매우 높은 4단계 지역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
당 지역은 세부지표에 있어 인구밀도, 상업용 건축물 밀도, 버스 정류장×노선 밀도,
지하철 접근성,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지표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안중+포승+현덕 생활권 중심부에서도 전파위험성 4단계 지역이 밀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지역 역시 인구밀도, 상업용 건축물 밀도, 중점ㆍ일반관리
시설 비율 지표값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고, 특히 버스 정류장×노선 밀도 지표값이 두
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면단위의 교통중심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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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 평택시 전파위험성 측정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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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취약성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대응취약성의 경우 지역 간 비교에서 평택시 7개 생활권 모두 3단계의 열악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세부지표별로는 의료시설 지표값이 고덕 생활권(3단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단계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역시 전 지역
에서 4단계로 측정되었다. 노후주택 지표의 경우 군부대 인근과 구도심 지역인 송탄
생활권과 고덕 생활권만 4단계로 매우 취약했고, 녹지지역의 경우 구도심 지역인 남평
택 생활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양호했다. 따라서 평택시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타 지
역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도심이나 군부대 인근 등 동지
역의 경우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전반적인 대
응취약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비교의 경우 위계1과 달리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팽성 생활권과
남평택 생활권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대응취약성이 매우 낮은 4단계 지역이 확인되
었고, 진위+서탄 생활권과 송탄 생활권, 안중+포승+현덕 생활권, 청북+오성 생활
권에서도 대응취약성 4단계 지역과 1단계 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
택시 전체를 보면 특히 남동측 지역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지표를 살
펴보면 지역 내 비교에 있어 노인인구 비율과 인구 당 병상수,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지표는 평택시 전역에서 취약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역량 차이나 서비스
수급 격차가 지역 내에서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 노후주택 비율과 녹지지역
비율 지표는 군부대와 평택역 주변의 취약성이 높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132

그림 4-8 | 평택시 대응취약성 측정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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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능력 유형화 결과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대응능력 진단 결과, 지역 간 비교에서는 전파위험성과 같이 진위+서탄 생활권과
청북+오성 생활권을 제외한 5개 생활권이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높은 유형2
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두 개 생활권은 대응취약성은 높으나 전파위험성은 낮은 유형4
로 나타났다. 대응능력 유형4 지역 중, 송탄 생활권과 남평택 생활권은 군부대 앞과
평택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으로, 두 지역 모두 많은 도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데 반하여, 공공 와이파이나 의료시설, 녹지와 같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
고 노후주택 비율은 높아 장기적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이 모두 비교적 높거나, 전파위험성은 낮아도
대응취약성은 높아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감염병 피해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비교에서는 위계1 모델에서 유형2로 분류된 생활권 중 특히 남평택 생활권
에 대응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유형2 지역이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
탄 생활권 내 군부대 주변으로도 대응능력 유형2 진단 지역이 밀집하였다. 군부대와
평택역 주변의 경우 인구 및 건축물 밀도가 높고, 상업시설 및 버스 정류장이 밀집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도 존재하여 전파위험성이 높은 반면, 노인인구와 노후주택 비율
역시 높고 의료시설이나 공공 와이파이, 녹지 등 자원이 부족하여 감염병 전파 차단과
대응 모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평택시 남측 지역의 경우 전파위험성은 낮으
나 대응취약성이 높은 유형4가 주로 진단되었고, 평택시 서측과 동측 일부 지역만이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이 모두 낮은 유형3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비교에 있어 관련
자원과 위험 요인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을 통한 격차 완화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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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 평택시 대응능력 유형화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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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남도 순천시
(1) 전파위험성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순천시 역시 지역 간 비교에 있어 평택시와 동일하게 생활권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
파위험성 분석 결과 KTX 순천역이 위치한 중심생활권과 국제교류연담생활권에서만
전파위험성 3단계가 확인되었고, 그 이외 지역 모두 2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생
활권과 국제교류연담생활권은 세부지표에 있어 상업용 건축물 밀도, 상업지역 비율,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지표값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세부지표값은 2단계를 보인
중심생활권과 국제교류연담생활권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나, 비대면 불가
시설 비율만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따라서 KTX 순천역이 위치해 있으
며, 여수시와 인접한 지역의 전파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의 경우 상위 위계
의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비교에서는 지역 간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확인된 중심생활권
의 조곡동을 중심으로 주변 동지역에서 전파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읍ㆍ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파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심생활권 북서
측 향동의 경우 전파위험성이 낮은 동지역과 인접해 있으나 위험성 측정 결과 1단계로
감염병 전파 대응에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밀도와 건축물 밀도의 경
우 지역 간 비교에서는 두드러지게 취약한 지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역 내 비교에
있어서는 인구는 면지역에서, 건축물 밀도는 동지역에서 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의 경우 지역 간 비교에서는 순천시 전체 지역이 대체로 열악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역 내 비교에서는 전통문화생활권 내 상사면과 정주휴양생
활권 내 황진면, 월등면 일부 지역에만 4단계 지역이 밀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심
주변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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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순천시 전파위험성 측정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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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취약성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대응취약성 결과에서는 전파위험성이 높았던 중심생활권과 국제교류연담생활권을
포함, 전통문화생활권이 타 생활권보다는 취약성이 비교적 낮은 3단계로 분석되었고,
정주휴양생활권과 관광휴양생활권이 4단계로 진단되어 전반적으로 감염병에 따른 사
회경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천시 중심지가 위치한 중심생활권
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과 의료시설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순천시 전 지역은
노후주택 비율,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
다. 4단계 대응취약성이 진단된 2개 생활권은 녹지지역 지표를 제외한 모든 세부지표
가 취약성이 높은 4단계로 진단되어 특히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하지만 순천시 전 지역에 걸쳐 녹지지역은 매우 풍부한 반면 의료시설은 생활권
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지역 내 비교에서는 앞서 전파위험성이 매우 낮게 측정되었던 지역에서 대응취약성
은 매우 높게 진단되었다. 특히 정주휴양생활권 전 지역과 전통문화생활권 남측 등은
전파위험성 1단계로 진단되었던 지역이었으나, 대응취약성 4단계 지역이 집적하여 감
염병 영향에 대해서는 대응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천시의 경우 순천
역 주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의료시설과 공공 와이파
이 접근성이 열악하다. 앞서 대응취약성이 4단계로 진단된 지역은 이러한 세부지표 모
두 취약성이 높으며, 그에 더하여 노후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응취약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지역 내 비교에 있어서는 1인 당 녹지지역 면적만이 순천
역이 위치한 중심생활권 내 조곡동 주변으로 열악하고 그 외에는 매우 양호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제외하고는 조곡동 주변만이 대응취약성 관련 세부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 대응이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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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순천시 대응취약성 측정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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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능력 유형화 결과
① 위계(level)1: 지역 간 비교
순천시 대응능력 진단에 있어 지역 간 비교 결과,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3
단계로 진단되었던 중심생활권과 국제교류연담생활권 두 개 생활권이 대응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유형2로 확인되었다. 해당 지역은 KTX 순천역세권이 위치하고 대도시인 여
수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과 비교할 때 인구와 버스 정류장 밀도가 높은 반면 노후
주택 비율은 높고 서비스 제공은 열악하다. 특히 중심생활권은 순천시 내 유일한 동지
역으로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모델에서도 대응능력 유형2 지역이 집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3개 생활권은 전파위
험성은 비교적 낮으나 대응취약성은 매우 높은 유형2로 진단되었고, 특히 대응 측면에
서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장기적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위계(level)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위계2 지역 내 비교에 있어서는 전 지역에 걸쳐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3
과 매우 낮은 유형2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생활권의 경우 순천역 주
변에 대응능력이 매우 낮은 유형2가 집적되어 있고, 국제교류연담생활권과 정주휴양생
활권 지역은 유형2 또는 전파위험성은 낮으나 대응취약성이 높은 유형4로 평가되어 감
염병 전파와 대응 양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관광휴양생활권
과 전통문화생활권 역시 중심생활권에서 이어지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일부 지역을 제
외하고 유형2와 유형4가 대부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지역에 제척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순천시의 공간구조를 고려하면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외
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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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순천시 대응능력 유형화 결과

[위계1] 지역 간 비교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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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능력 진단 종합 및 시사점 도출
4개 사례지역 대응능력 진단 결과, 지역 간 비교에서 전파위험성은 높으나 대응취약
성은 낮은 유형1과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낮은 대응능력이 가장 높은 유형3은
어디에서도 도출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대전시의 경우 모든 지역이 유형2로 분류되었
고, 그 외 지역에서는 유형2와 유형4로 진단되었으며, 특히 순천시로 갈수록 대응취약
성은 높으나 전파위험성은 낮은 유형4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지방 도시로 갈수록 대
응취약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일부 부합하는 결과이다. 다만 대도시 지역의 경
우 전파위험성은 높으나 대응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서울시
와 대전시 모두에서 대응취약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공된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다수의 인구가 밀집하여 있으므로
1인당 제공되는 서비스 규모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의료시
설이나 공공 와이파이, 녹지 등 자원의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4 | 대응능력 진단 결과 종합

(단위: %)

서울시

대전시

평택시

순천시

대응
능력

위계1

위계2

위계1

위계2

위계1

위계2

위계1

위계2

유형1

-

25.79

-

26.91

-

29.47

-

28.70

유형2

100.00

24.21

100.00

22.89

71.43

20.58

40.00

21.12

유형3

-

24.22

-

23.36

-

20.48

-

21.84

유형4

-

25.79

-

26.84

28.57

29.47

60.00

28.34

자료: 저자 작성

지역 내 비교를 통한 대응능력 진단에 있어서는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례지
역 모두에서 유사하게 분류되었다. 이는 지역 내 비교 후 분위수를 기준으로 전파위험
성과 대응취약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 전파위험성 단계에
따른 대응취약성 단계 비율을 검토한 결과, 전파위험성이 높은 경우 대체로 대응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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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낮은 사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내 비교에
있어서는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단계가 상반되는 유형1과 유형4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

표 4-5 | [위계1] 지역별 전파위험성 세부지표 측정 종합
(유동)인구

건축물

상업지역

버스1)

지하철

중점일반

비대면

평균
표준편차

1.828
0.451

0.132
0.040

0.075
0.100

3.171
0.009

0.411
0.152

0.684
0.033

0.756
0.037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1.020
2.560
0.008
0.002
0.005
0.012
0.004
0.005
0.000
0.017
0.002
0.003
0.000

0.013
0.202
0.143
0.039
0.082
0.181
0.153
0.085
0.012
0.364
0.168
0.093
0.054

0.014
0.481
0.048
0.018
0.019
0.064
0.062
0.111
0.000
0.405
0.097
0.245
0.000

1.528
4.517
0.001
0.000
0.001
0.001
0.001
0.000
0.000
0.004
0.001
0.000
0.000

0.174
0.836
0.073
0.045
0.000
0.114
0.065
0.145
0.000
0.539
-

0.626
0.741
0.587
0.049
0.521
0.653
0.546
0.121
0.302
0.731
0.464
0.142
0.121

0.655
0.828
0.734
0.019
0.713
0.762
0.737
0.057
0.661
0.867
0.722
0.095
0.556

최댓값

0.015

0.436

0.963

0.003

-

0.643

0.952

구분
서울시

대전시

평택시

순천시

주: 1) 값이 너무 작아 100을 곱함
자료: 저자 작성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지표 측정값을 검토한 결과, 전파위험성 관련 지표
중 서울시 유동인구와 버스 정류장×노선 밀도, 지하철 접근성만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높고, 그 외 지표값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취약성 관련 지표
의 경우 순천시 세부지표 값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녹지지역의 경우에만 순천시 평균
이 매우 컸다. 다만 순천시의 경우 녹지지역을 포함한 세부지표에서 표준편차 값이 커
서 지역 내 격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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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위계2] 지역별 전파위험성 세부지표 측정 종합
(유동)인구

건축물

상업지역

버스1)

지하철

중점일반

비대면

평균
표준편차

2.939
3.148

0.117
0.173

0.034
0.154

0.014
0.000

0.434
0.464

0.730
0.215

0.842
0.194

최솟값
최댓값

0.000
184.012

0.000
1.000

0.000
1.000

0.000
1.045

0.000
1.000

0.000
1.000

0.000
1.000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483.880
177.270
0.000
6,132.000

0.096
0.159
0.000
1.000

0.046
0.191
0.000
1.000

0.002
0.000
0.000
0.027

0.139
0.327
0.000
1.000

0.655
0.248
0.000
1.000

0.826
0.206
0.000
1.000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481.834
124.285
0.000
2,013.000
476.921
131.717
0.000
1,937.000

0.106
0.180
0.000
1.000
0.090
0.154
0.000
1.000

0.047
0.183
0.000
1.000
0.040
0.162
0.000
1.000

0.002
0.000
0.000
0.023
0.002
0.000
0.000
0.032

0.050
0.218
0.000
1.000
-

0.648
0.250
0.000
1.000
0.553
0.301
0.000
1.000

0.812
0.208
0.000
1.000
0.768
0.266
0.000
1.000

구분
서울시

대전시

평택시

순천시

주: 1) 값이 너무 작아 100을 곱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7 | [위계1] 지역별 대응취약성 세부지표 측정 종합
노인인구

노후주택

병상수1)

공공wifi

녹지지역

외식소매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0.148
0.017
0.122
0.187
0.135

0.484
0.070
0.358
0.611
0.574

0.207
0.110
0.121
0.556
1.910

0.389
0.313
0.000
0.934
0.017

7.172
4.254
1.867
18.757
208.268

0.402
0.050
0.283
0.470
0.427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0.042
0.078
0.180
0.150
0.076

0.226
0.193
0.740
0.337
0.192

0.551
1.419
2.740
0.783
1.069

0.029
0.000
0.066
0.014
0.034

102.838
104.931
368.649
272.663
428.310

0.017
0.398
0.438
0.434
0.100

최솟값
최댓값
평균

0.036
0.331
0.287

0.059
0.735
0.616

0.000
4.786
3.631

0.000
0.160
0.084

2.296
1,845.439
10,286.075

0.186
0.569
0.441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151
0.048
0.499

0.184
0.006
0.836

5.378
0.000
23.214

0.138
0.000
0.606

15,558.430
0.000
61,132.869

0.146
0.138
0.635

구분
서울시

대전시

평택시

순천시

주: 1) 값이 너무 작아 100을 곱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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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위계2] 지역별 대응취약성 세부지표 측정 종합
노인인구

노후주택

병상수1)

공공wifi

녹지지역

외식소매업

평균
표준편차

0.144
0.067

0.345
0.344

1.516
56.717

0.436
0.456

1.062
16.628

0.251
0.231

최솟값
최댓값

0.000
0.925

0.000
1.000

0.000
7469.697

0.000
1.000

0.000
1,694.046

0.000
1.000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126
0.088
0.000
0.757

0.216
0.336
0.000
1.000

2.167
15.866
0.000
395.739

0.020
0.099
0.000
1.000

35.672
291.990
0.000
8,269.470

0.250
0.236
0.000
1.000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111
0.096
0.000
0.598
0.149
0.146
0.000
0.645

0.137
0.237
0.000
1.000
0.245
0.342
0.000
1.000

0.955
7.842
0.000
170.859
3.611
19.956
0.000
236.261

0.009
0.052
0.000
0.624
0.194
0.300
0.000
1.000

155.328
550.892
0.000
6,142.022
857.725
3,567.761
0.000
44,253.550

0.278
0.242
0.000
1.000
0.298
0.266
0.000
1.000

구분
서울시

대전시

평택시

순천시

주: 1) 값이 너무 작아 100을 곱함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실증

․ 145

CHAPTER

5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제시
1.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활용방안 ························149
2. 정책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59
3.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187

05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제시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진행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앞서 개발한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의 정책
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장에서 검토했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 공간정책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실증을 통해 확인한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로 도출된 유형과 지역적 특성
에 맞춰 적합한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추가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및 변이
감염병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활용방안
1)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적용 가능한 정책을 설정하
면 <표5-1>과 같다. 공간계획에 있어서는 도시 밀도와 구조, 용도지역제, 공개공간,
장기 계획 관련된 정책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공개공간이란 감염병 전파 차단을 목
적으로 도시 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활권계획에 포함된 공개공간과 차별
화된다. 생활권계획 관련 정책은 적정 규모로의 생활권 조정 및 필수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내용으로 근린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정책이다. 교통계획 관련 정책은 기존
도로, 철도,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내용과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주거지 관리는 저렴 주택 공급과 과밀ㆍ노후주택 개선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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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였다. 설정된 정책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책 적용 우선순위와 정책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 결과에 맞춰 어떻게 적용 가능한
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다.

표 5-1 | 감염병 대응 국내적용 공간정책 종합
구분

공간
계획

단위

기간

관련 문제

 밀도

‐ 고밀의 도심 밀도를 중저밀로 전환

근린

장기

전파위험성

 도시 구조

‐ 단핵 공간구조를 다핵 구조로 전환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용도지역제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되는 용도지역 신설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공개공간

‐ 도로 주변 가변형 공간 조성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감염병 대응계획

‐ 장기적 감염병 대응 전략 제시

도시

장기

전파위험성
대응취약성

‐ 적정 규모로 생활권 조정

근린

장기

대응취약성

‐ 생활권 내 필수 인프라 확충

근린

중기

대응취약성

‐ 시민의 이용을 위한 공원 등 공개공간 확충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대중교통 개선

‐ 대중교통 용량 증가 및 수요 분산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도로교통 개선

‐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전환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철도교통 개선

‐ 기존 용량에 대한 점검

도시

장기

전파위험성

 개인용 이동수단

‐ 자전거, PM 및 보행을 위한 환경 조성

근린

단기

전파위험성

‐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주택 확충

근린

장기

대응취약성

‐ 과밀 및 노후주거지 개선

근린

단기

대응취약성

 생활권 규모
생활권
 필수 기반시설
계획
 공개공간

교통
계획

정책 설명

주거지  저렴 주택
관리  과밀ㆍ노후주택
자료: 저자 작성

2) 유형별 공간정책 적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1)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공간정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된 현재의 공
간정책의 실효성을 질문하여 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정책사례
검토를 토대로 선정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에 대하여 정책 적용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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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다름으로 정책목표를 대응능력 진단모델에 맞춰 전파위험성
과 대응취약성으로 구분하여 개별 정책별로 어떠한 목표에 더 부합하는가를 비교하였
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설문은 2021
년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감염병 관련 여러 도시정책 연구
를 진행한 학계 관계자나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52명이다.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① 기존 공간정책의 실효성
전문가들에게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상
황은 2년 이내에, 길어도 5년 이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병 문제는 반복적 문제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6%에 달하며, 상시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20%에 이르렀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신종 또는 변
이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공간정책을 통한 근본적
인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2 | 현재 공간정책의 실효성
공간정책

실효성

공간정책

실효성

도시 밀도

3.42

공원 등 공개공간

3.65

도시 구조

3.29

도로교통 정책

2.96

용도지역지구제

2.63

대중교통 정책

3.42

생활권 규모

3.37

자전거, PM 및 보행 관련 정책

3.42

생활권 내 제공된 인프라 수준

3.33

주거지 관리 정책

2.83

주: 정책의 실효성은 5점 척도(5-실효성이 매우 높음, 1-실효성이 매우 낮음)로 질문하였으므로, 3점 이상의 경우 실효성
이 높다고 판단함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공간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밀도나 구조, 생활권 규모, 생활권 내 제공되는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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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개공간, 대중교통 및 개인용 이동수단의 실효성은 높은 반면, 용도지역제와 도
로교통, 주거지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의 정책이 감염병 대응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
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의 도시환경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비교적 적합하다고 해석
된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거주 및 근무하고 있어 도시 밀도
나 구조, 생활권 규모와 인프라, 대중교통 등에 있어 대도시를 기준으로 응답을 할 가
능성이 높아 이러한 설문 결과를 모든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② 개별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정책목표
감염병 대응 관련 개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생활권계획 관련 정책의 우
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병에 따라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
에서 공원 등 공개공간을 확충하여 대응취약성을 낮추는 정책은 전체 정책 중 우선순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권 내 필수 인프라 확충 역시 높게 응답되었다.
앞서 현재 생활권 내 인프라 수준이나 조성된 공개공간 등은 실효성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났으나, 해당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게 응답된 것은 생활권 단위에서 균일하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을 알려준
다. 공간계획 관련 정책 모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중 특히
도로 주변에 가변형 공간을 조성하거나 단행 구조를 다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핵 구조로의 전환은 기존 도시 구조에서 생활권 단위로 재편하는
것으로, 특히 적정 규모로의 생활권 조정 정책 역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 장기적으
로는 기존 도시를 소규모 생활권 중심의 다핵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연한 용도지역 신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 단기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계획 관련해서는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확대를 위한 공간 확보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대중교통 역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마지
막으로 주거지 관리 관련해서는 저렴주택 확충을 제외한 과밀ㆍ노후주거지 개선과 지
역 간 격차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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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현재 실효성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므로,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과밀ㆍ노후주거지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5-3 | 공간정책 우선순위
구분
공간
계획

생활권
계획

정책

순위

고밀의 도심 밀도를 중저밀로 전환

3.06

단핵 공간구조를 다핵 구조로 전환

3.56

유연한 용도지역 신설

3.15

도로 주변 가변형 공간 조성

3.65

적정 규모로 생활권 조정

3.56

생활권 내 필수 인프라 확충

4.08

공원 등 공개공간 확충

4.19

구분
교통
계획

주거지
관리

정책

순위

도로교통 개선

3.15

철도교통 개선

3.02

대중교통 개선

3.92

자전거, PM 및 보행을 위한 환경 조성

4.17

과밀 및 노후주거지 개선

3.88

기술 및 서비스 격차 문제 해결

3.81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주택 확충

2.71

주: 정책의 우선순위는 5점 척도(5-우선순위가 매우 높음, 1-우선순위가 매우 낮음)로 질문하였으므로, 3점 이상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함
자료: 저자 작성

표 5-4 | 공간정책 정책목표
구분
공간
계획

생활권
계획

정책

목표

고밀의 도심 밀도를 중저밀로 전환

TR1)

단핵 공간구조를 다핵 구조로 전환

TR
2)

유연한 용도지역 신설

IV

도로 주변 가변형 공간 조성

IV

적정 규모로 생활권 조정

TR

생활권 내 필수 인프라 확충

IV

공원 등 공개공간 확충

IV

구분
교통
계획

주거지
관리

정책

목표

도로교통 개선

TR

철도교통 개선

TR

대중교통 개선

TR

자전거, PM 및 보행을 위한 환경 조성

IV

과밀 및 노후주거지 개선

TR

기술 및 서비스 격차 문제 해결

IV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주택 확충

IV

주: 1) 정책목표 TR(transmission risk)은 전파위험성, 2) 정책목표 IV(inherent vulnerability)는 대응취약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 생활권 계획에 있어 최적의 생활권 규모로 보도 또는 자전거로 20~30분
거리라 응답한 비율이 72%로, 캐나다 몬트리올 계획의 20분 도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내 필수 시설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ㆍ복지시설
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개공간, 자전거
및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 응답되었다. 이 중 의료ㆍ복지시설의 경우 도시와 비도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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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ㆍ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공개공간의 경우 도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의
혼잡도 감소를 위해 분산적으로 운영(72%)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 도로를 확충하는 것(50%)이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으로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구축(22%)하고 접근성을 개선(20%)
하는 방안 역시 중요하다.

표 5-5 | 생활권 내 인프라 및 시설 우선순위
인프라

순위

인프라

순위

소규모 사무실(소호) 및 스마트 워크센터

3.58

생활체육시설

3.27

대중교통시설

3.33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3.31

문화예술시설
(전시시설, 공연시설, 문화센터 등)

2.58

도서관

2.71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산책로 등

4.12

커뮤니티 시설(경로당, 커뮤니티 센터 등)

3.02

식료품점

3.65

의료복지시설(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

4.46

쇼핑몰

2.44

놀이터 및 공원 등의 공개공간

4.17

카페

2.60

자료: 저자 작성

3) 유형별 공간정책 적용 방향 검토
앞서 감염병 대응능력을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의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 단계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있어 초점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다르며, 특히 지역 특성, 예를
들어 지역 내 부족한 자원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전파위
험성이 높은 유형1과 2의 경우 전파위험성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
고, 대응취약성이 높은 유형2와 4의 경우 대응취약성 저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보다 구체적인

154

문제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고, 이는 세부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은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진단결과를 통하여
파악 가능하다. 대응능력 진단 결과와 지역 특성에 따라 보다 손쉽게 적합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 대응 방안과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표5-6>과 같다.
유형2의 경우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매우 높은, 정책을 통한 감염병 대응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기존 도시에서 진단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여러 대응 방안 중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정책은 한정된다. 전파위험성을 낮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를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과 운영 시간을 개선하고, 개인용 이동수단 전용도로 및 기기를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 중기적으로는 과밀ㆍ노후주거지 개선이 시급한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
마을사업과 같은 기존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감염병 문제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용적률 및 도시 구조를 중저밀의
다핵도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유형2의 경우 대응취약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감염
병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족한 지역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한 인프라는 세부지표 측정 결과를 활
용하거나 생활SOC 확충을 위한 지역 조사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유형4는 전파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응취약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방 도
시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어있기 때문에, 필수 인프
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감염병 대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상권 쇠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이 용이한 새로운 용도지역을 신설하거나 지역 내 상권의 소매업
종을 다양화하고, 소형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과밀ㆍ노후주택의 경우 집수리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내 감염병 전파나 재택치료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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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은 전파위험성은 높으나 대응취약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사례지역 실증에서
는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전파위험성 저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
로, 장기적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공간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
로는 가변형 공간을 도입하여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수단, 보행 등 밀집ㆍ밀폐된 환경
을 피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 시 생활권 규모를 축소하고, 생활권 내에서 자족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그림 5-1 |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를 활용한 정책 설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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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형3의 경우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낮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 전파 차단과 대응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다. 따라서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관련
정책을 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세부지표 측정 결과에서 시급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지 않은 상
황에서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향후 유사한 신종 및 변이 감염병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지역별 감
염병 대응전략 수립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감염병 대응전략은 지역 규모나 위계에 따
라 개별 전략으로 수립하거나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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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활용 방안
정책 방향

대응 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 상 용적률 개선
 고밀의 도심 밀도를
중저밀로 전환
‐ 재건축ㆍ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
‐ 신도시 개발 시 용적률 조정

정책
목표

적용 범위
공간적 시간적

TR1)

기존 도시

장기

우선
순위
유형1/2

TR

기존 도시

장기

유형2

TR

신도시

중기

유형1

 단핵 공간구조를
다핵 구조로 전환

‐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도시 구조 개선

TR

기존 도시

장기

유형2

‐ 신도시 개발 시 다핵형 구조 적용

TR

신도시

중기

유형1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되는
용도지역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신설

IV2)

기존 도시

장기

유형4

‐ 조례를 통한 새로운 용도지역 신설

IV

기존 도시

단기

유형1/4

‐ 도로 설계 시 가변형 공간 적용

TR/IV

신도시

중기

유형1

‐ 기존 도로를 가변형 공간으로 전환

TR/IV 기존 도시

단기

유형1/2

TR/IV 기존 도시
 장기적 감염병 대응 ‐ 감염병 대응전략 수립
전략 제시
‐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감염병 대응 전략 추가 TR/IV 기존 도시

단기

유형2

장기

전 유형

 도로 주변 가변형
공간 조성

 적정 규모로 생활권 ‐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생활권 반경 조정
조정
‐ 신도시 개발 시 생활권 반경 조정

 생활권 내 필수
인프라 확충

TR

기존 도시

장기

유형2

TR

신도시

중기

유형1

‐ 소매업종 다양화 및 접근성 개선

IV

기존 도시

중기

유형4

‐ 필수 인프라 확충

IV

기존 도시

단기

유형2/4

ㆍ 의료복지시설 확충

IV

ㆍ 원격근무를 위한 지원시설 확충

IV

ㆍ 커뮤니티시설 확충

IV

ㆍ 생활체육시설 확충

IV

ㆍ 교육시설 및 도서관 등 확충

 공원 등 공개공간
확충

IV

신도시

중기

유형4

‐ 도로 일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로 전환

TR

기존 도시

중기

유형1

‐ 녹지공간 확충

IV

기존 도시

단기

유형2

TR/IV 기존 도시

단기

유형2

중기

유형4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 신도시 개발 시 공개공간 비율 상향

‐ 기존 대중교통 노선 개선
 대중교통 용량 증가
‐ 소형 대중교통수단 도입
및 수요 분산
‐ 대중교통 운영 시간 개선
 자전거, PM 및
보행을 위한 환경
조성

IV

‐ 신도시 개발 시 필수 인프라의 적절한 배분

IV

신도시

TR/IV 기존 도시

단기

유형1/2

IV

신도시

중기

유형1/4

TR

기존 도시

단기

유형1/2

‐ 신도시 개발 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확충 및
접근성 강화

TR

신도시

중기

유형1

‐ 개인용 이동수단 전용도로 확충

TR

신도시

단기

유형1/2

‐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 제공

TR

전지역

단기

유형2

단기

유형2/4

IV
기존 도시
 과밀 및 노후 주거지 ‐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진행
개선
‐ 기존 정책을 통한 과밀 및 노후 주거지 개선 TR/IV 기존 도시

중기

유형2

 저렴주택 확충

장기

유형4

‐ 공공임대주택 확충

IV

신도시

주: 1) 정책목표 TR(transmission risk)은 전파위험성, 2) 정책목표 IV(inherent vulnerability)는 대응취약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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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공간계획
도시의 구조나 밀도 등은 지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결정된다. 먼저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
을 포괄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본 계획을 통하여 공간구조와 기반시
설 공급, 교통체계,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공원 및 녹지 배분 등이 결정된다. 따
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 개정을 통하
여 감염병 대응에 유리한 공간구조와 밀도, 생활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감염병 대응
능력 진단 결과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염병 대응형 도시 공간구조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하여 향후 반복 가능한 감염병 문제 대처를 위한 장기적인 전
략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
로, 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각종 개발 사업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감염
병 대응을 위한 중저밀도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예를 들어 유형2)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감염병에 보다 안전한 도시 디자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
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염병 발생
에 따라 심각한 상권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정, 보다
유연한 이용을 통하여 쇠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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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령
정부는 2015년 초 ｢국토계획법｣ 제20조와 제27조를 개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재해취약성분
석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다(지침 1-3-2.). 재해취약성분석은 폭우, 폭염, 폭
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의 6대 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재해유
형을 선정할 수 있다. 집계구 단위의 정량적 자료를 분석할 후,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등의 전문연구기관의 검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등급이 조정되고 취약성이 높
게 진단된 지역을 반영하여 공간구조를 설정하거나, 토지이용이나 생활권 조성, 기반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 내 교
통계획이나 공원ㆍ녹지와 같은 공개공간 확충, 안전계획, 의료시설 계획, 생활권 규모
등이 결정되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림 5-2 | 재해취약성분석의 절차

자료: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2-2-2. 재해취약성 분석절차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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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 재난ㆍ재해 대비 도시계획 관련 내용
관련 지침

주요 내용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원칙에 있어 재해취약성분석의 수립, 바람길 분석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
연안지역 훼손 최소화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재해빈발지역·하천상류지역을 보전용지로 지정,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시
녹지비율 등 방재대책을 강화
수립지침
 공원ㆍ녹지 체계 설정에 있어 수변공간의 폭우 및 폭염에 대응, 산사태 방지를 위한 보전전략
실시
 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검토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사
 용도지역 설정의 기본원칙과 녹지지역에 있어 재해빈발지역 및 하천상류지역의 개발용도 지양
 주거지역의 경우 대단위 주거단지 계획 시, 바람유동 및 열섬현상 억제를 위한 미기후환경을
조성토록 제시
도시·군관리계획
 방재지구 지정 및 안전계획의 지진ㆍ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거점 설정, 화재ㆍ지진
수립지침
취약건물 불연화ㆍ내진화 등 제시
 방화․방재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 제시, 미기후환경 및 바람통로 설정 등 폭염에 대한 기준
제시
자료: 국토교통부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7: 27; 이진희 외 2020a: 120, <표5-4>에서 재인용

(2) 정책 개선방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구상을 위해서는 먼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
획 수립 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감염병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기초조사 단계에서 감염병을 재해 위험요소 중의 하나로 포함하되, 전파위험
성과 대응취약성을 모두 측정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재해취약성분석 단위가 집
계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기준 및 의의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목표
를 추가하고, 공간구조 설정과 부문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 감염병 대응능력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염병 대응을 기본적인 공간구조 이외에 토지이용에도 반영
되어야 하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도 감염병 대응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교통계획이나 공원ㆍ녹지 공급계획, 방재ㆍ방범 및 안전 계획, 의료보건 시설
계획, 생활권 계획에 있어서도 감염병을 하나의 재해로 인식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제
고를 위해 생활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완충공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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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구조 조성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방향
현행 법령

개정(안)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
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
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려하여야 한다.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
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
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
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
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
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1-2-6. (사회적 측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사회의 다양
한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수렴,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주거권과 이동성을 비롯하여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저렴한 주택과 대중교통을 공급하고, 어디서든 의료·복지·문
화 등에 격차없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료·복지시설 등 생활인프
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
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발전을 추구하고 범죄예방, 재해방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
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1절 지역의 특성과 현황
4-1-1.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며 미래상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등 시·군의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4-1-2.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당해 시·군이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
(2) 당해 시·군의 개발 연혁, 인구·경제·자연환경·생활환경 및 사회개발의 현황
(3) 당해 시·군이 지니고 있는 각 분야별 문제점과 이용·개발·보전 가능한 자원의 발전
잠재력
(4) 시·군의 경제·사회·환경 등의 세력권
(5) 당해 시·군의 재해발생 구조와 재해위험 요소
(6) 당해 시·군의 범죄 취약성에 대한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특성
(7) 당해 시·군의 인구구성 및 사회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추이

자료: ｢국토계획법｣,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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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좌동
10. 감염병 대응에 유리한 공간구조
와 생활권 배분, 기반시설 공급 및
확충 방안 등을 고려할 것 (신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1-2-6. (사회적 측면) ..(중략)..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
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발전
을 추구하고 범죄예방, 재해방지,
감염병 전파 예방 및 대응능력 제
고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힘
써야 한다.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1절 지역의 특성과 현황
4-1-1. (좌동)
4-1-2.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
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1)~(7) (좌동)
(8) 감염병 발생 시 전파위험성 및 대
응취약성 (신설)

표 5-9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문별 계획 관련 법제도 개정 방향
현행 법령

개정(안)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
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
고려하여야 한다.
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
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
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1~11. 좌동
12. 감염병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고, 생활권 내 감염병 대응을 위
한 충분한 기초생활시설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4-3-1. 공간구조의 설정

4-3-1. 공간구조의 설정

(2) 공간구조개편방향
① 당해 시·군 및 주변 시·군의 지형·개발상태·환경오염 등 여건과 목표년도의 개발지표
에 의한 중심지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타 도시·군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2개안 이상의 기본골격안을 구상한다.
② 대안별로 개발축·보전축을 설정하고 성장주축과 부축 등을 설정하여, 개발축별 핵심
기능을 부여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③ 보전축은 지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생태적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녹지축,
수변축, 농업생산축, 생태축 등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화
한다.
④ 각 안에 대한 지표, 개발전략, 기본골격 등의 차이점을 명시한 후 계획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적정성, 환경성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최종안의 선택사
유를 제시한다.
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공간구조 설정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⑥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제시한다.

4-5-1. 교통계획

(2) 공간구조개편방향
①~⑥ (좌동)
⑦ 감염병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모두 높은 지역에서는 향후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과 빠른 회
복을 위하여 다핵 도심구조로 전환
과 고위험지역의 인구밀도 감소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4-5-1. 교통계획

(1) 기본원칙
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교통수단별·지역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 기본원칙
①~⑥ (좌동)

제5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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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문별 계획 관련 법제도 개정 방향 (계속)
현행 법령
② 당해 시·군의 공간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도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의 총체적 교통체계를 구상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③ 국도·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 및 시·군내 주간선도로는 통과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심지에 교통량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도시교통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량
발생을 최소화한다.
⑤ 교통계획은 각종 차량 및 교통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경관 저해, 자연생태
계 단절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⑥ 첨부된 교통계획수립보고서 항목에 따라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보고
서에 수록한다. (별첨 4 참조)

개정(안)
⑦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재해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
교통 노선을 개선하고,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수단 등 대체교통수단
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신설)

제9절 공원·녹지
4-9-1. 기본원칙
(1) 계획의 종합성 제고
(1) 계획의 종합성 제고
① 지역 및 광역적 자연생태환경, 경관, 사회·문화·역사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 ② (좌동)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한다.
③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의 건강 관리를
②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도시환경의 전망을 예측하여 도시내 공원녹지
위하여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개공간
의 전체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신설)

제9절 공원·녹지

4-9-1. 기본원칙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제10절 방재·방범 및 안전
4-10-1. 지역 주민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나 범죄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등 도시환경
의 여건변화로 인한 재해·범죄의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10-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성시가지에 존재하고 있는 재해위험요소와
범죄유발위험요소를 정비하고, 신규 도시개발 지역에서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0-3. 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 계획과 피해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
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
여야 한다.
4-10-4.기반시설 및 토지이용체계는 지역방호에 능동적이고 비상시의 피해를 극소
화하도록 계획한다.
4-10-5.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개발을 억제한다.

제10절 방재·방범 및 안전
4-10-1~6. (좌동)
4-10-7.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에 맞
추어 단기 대응전략과 장기 대응전
략을 마련한다. (신설)

(1) 상습침수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배수유역에서 충분한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거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내 담수능력을 배양하도
록 하는 등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2) 재해가 빈발하는 도시는 (1)의 재해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10-6.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 연안침식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4-11-2. 역사·사회·문화 개발계획
(1)의료보건
의료복지 및 의료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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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역사·사회·문화 개발계획
(1)의료보건
① 의료복지 및 의료시설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한다.
②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음압격리병동을 충
분히 갖추도록 하고, 병상 부족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치료센
터의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
도록 한다. (신설)

표 5-9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문별 계획 관련 법제도 개정 방향 (계속)
현행 법령

개정(안)

제13절 생활권 계획

제13절 생활권 계획

4-13-2. 생활권계획의 성격 및 범위

4-13-2. 생활권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생활권계획은 부문별 계획의 하나로서, 전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상세화한 계획이다.
(2) 공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생산활동(통근, 통학, 여가, 친교, 쇼핑,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한다.
(3) 지역의 생산 및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4) 생활권계획은 모든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생활권 단위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

4-13-3. 작성 원칙

(1) 좌동
(2) 공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생산활동(통근, 통학, 여
가, 친교, 쇼핑, 업무 등), 감염병
등 각종 재난ㆍ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3)~(4) 좌동

4-13-3. 작성 원칙

(1)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초조사, 주민계획단 과제 도출,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생활권 계획지표 생활권 및 발전전략, 주요 생활인프
라 배치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일상생활권계획
① 중심지 및 주거지관리, 대중교통, 가로환경, 경관 및 미관, 생활인프라시설, 지역특화
시설, 계층별(영유아, 노인, 여성)필요시설, 생활안전, 지역문화교육 및 역사보전
관련 분야 등에 생활권의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②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을만들기대상지역, 도시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지자체의 정책 방향도 포함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장 교통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1) 좌동
(2) 일상생활권 계획
①~ ② 좌동
③ 감염병 발생 시 대응력 향상을 위하
여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원격근무
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커뮤니
티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확충, 보
행권 내 녹지공간의 확충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신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장 교통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2-1-1.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4-2-1-2.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
하여야 한다.
4-2-1-3.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지와 교통발생 및 집중량의
교통기관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교통수요의 충족, 대량
수송수단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성한다.
4-2-1-4. 승객 및 화물수송에 소요되는 통행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성,
쾌적성 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4-2-1-5. 교통수단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군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자의 기동성을 확보하며 이용자에게 접근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통수
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4-2-1-6.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
염, 비점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체계 구상 등으로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2-1-7. 교통시설계획은 시설의 기능 및 설치방안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하여 체계
적으로 수립한다.
4-2-1-8.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 최대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교통시설계획에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설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4-2-1-9. 교통계획은 교통성검토서(별첨 3 참조)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요지
를 본 도시ㆍ군관리계획서에 수록한다.
4-2-1-10. 대중교통결절점과 연결되는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조성토록 하
고, 주요 지점에는 가로와 연접하여 공원, 광장 등의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1-1~10. 좌동
4-2-1-11. 감염병 등 재난ㆍ재해 발
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을 개선하고, 보도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등 대
체교통수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
다. (신설)

제5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검토

․ 165

표 5-9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문별 계획 관련 법제도 개정 방향 (계속)
현행 법령
제3장 공간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3-1-1.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시·군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3-1-2. 공원·녹지·수변공간은 각 요소들의 접근성·개방성·포괄성·연속성·상징
성·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수변공간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
도록 계획한다.

개정(안)
제3장 공간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3-1-1~5. 좌동
4-3-1-6.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의 건
강 관리를 위하여 공원 및 녹지 등
의 공개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신설)

4-3-1-3. 녹지계통에는 공원·녹지·수변공간 외에 유원지,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
산녹지, 보전녹지, 그 밖에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3-1-4.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4-3-1-5. 공간시설에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4절 종합의료시설
4-6-4-1. 계획인구에 적합한 병상수를 추정하여 병원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설치되
지 않도록 한다.
4-6-4-2. 시·군에서 필요한 특수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기존 병원들과의 배치상황을
기능적으로 검토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4절 종합의료시설
4-6-4-1~2. 좌동
4-6-4-3. 감염병 발생 시 의료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음압격리병동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병상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치료
센터의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하도록 한다. (신설)

자료: ｢국토계획법｣,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있어서 공간구조 개편방향에 감염병이라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시 피난지대로
의 공원ㆍ녹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방재, 방범
및 안전 계획에 있어서도 감염병을 재해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교통계획에서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중교통 개선
및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를 비롯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고,
공원ㆍ녹지 계획에 있어서도 감염병 발생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으로 공원ㆍ녹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병실로 활용 및 생활치료센
터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의료시설 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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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계획
빠른 도시화가 감염병 발생을 촉진할 수 있으며, 고밀의 대도시 환경이 감염병 전파
및 대응에 취약함이 드러나면서 다핵화된 구조의 작은 도시로의 전환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은 도시는 서비스 공급에 있어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변화되는 생활양식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이미 기존 대규
모 생활권을 축소하고,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필수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은도시로의 전환은 적절한 생활권 규모를 바탕으로 다양한 필수 기
반시설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사
람들의 이동을 줄여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고, 봉쇄정책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생활권 규모에서 필수 기
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1) 현행 정책
필수 기반시설, 즉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은 대부분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며, 일부는
민간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통합적인 기초생활인프
라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주민중심ㆍ수요자 중심의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안)」을 마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및 사업체수 감소와 노후불량주택 증가를 기준으로
선정된 쇠퇴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상대적으
로 기초생활인프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를 파악하여 확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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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 최저기준(안)에 포함된 기초생활인프라
주체

기능영역

지역거점시설

마을단위시설

보건소
의료

의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기초의료시설

약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초등학교

교육

국공립유치원

-

일상
활동

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유치원

국공립도서관
학습

공공도서관

시·도립도서관

공립도서관
도서관

사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

국공립어린이집
돌봄

-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체어린이집

교제

지역 커뮤니티센터

마을공동시설, 마을공동작업소 등

경기장

여가
활동

체육

체력단련장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수영장
휴식
문화

간이운동장

지역거점공원(묘지공원 제외, 10만㎡ 이상)

안전/방재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

문화예술회관

공공문화시설

행정

생활지원
서비스

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체육도장

-

전시시설
우체국

주민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경찰서, 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보안등, CCTV 등

저류시설

-

교통

도심주차장

유통·공급

상수도

공영주차장

시군구 운영 공영주차장
-

환경기초

하수도

-

생활편의

-

주거편의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소매점

생필품 구매를 위한 소매점

자료: 국토교통부 2019: 3, <표2-3>

최저기준(안)은 2013년 기본방침 수립 시 마련한 기준이 공급자 위주로 밀도가 낮은
지역에 적용하데 한계가 있고, 5년 단위의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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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여 제시되었다. 최저기준(안)에서는 16개 영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지
역거점과 마을단위 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시설은 도보기준으로,
지역거점 시설은 차량 기준에 따라 시설별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9: 3). 최저기준은 국민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설별 1인당 평균 접근거리를 기준으로 인구 90%가 접근가능하도록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내 기초
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공급을 사업에 포
함하여야 한다.

표 5-11 |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설명

회계

사업추진방식

공공도서관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작은도서관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공모 선정

생활문화센터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국공립어린이집

일반회계

공모 선정

주민건강센터

농특회계/건강기금

공모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회계

공모 선정

공립노인용양시설

일반회계

공모 선정

공동육아나눔터

양평기금

공모 선정

가족센터

균특회계(지역자율)

부처 직접편성

국토교통부

주거지주차장

균특회계(지역자율)

시도 자율편성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주차장

소진기금

공모 선정

농립축산식품부

로컬푸드복합센터

일반회계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6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수립하여 국
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SOC 정책의 목표ㆍ방향 및 국비 30조 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ㆍ연계 시설물로 건립하여 주민편의는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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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되 부지부담과 비용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은 총 13종으로, 해당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
조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가 가능하다.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 10%p 인상에 상
응하는 정액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 외에도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감염병 대응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
도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
의료ㆍ요양ㆍ돌봄ㆍ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
책’으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23).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요한 요
소는 지역사회, 자택, 돌봄으로 경증의 환자는 재택치료나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를 중
심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맞닿아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소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과 재가서비스 지원,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제공,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이나(보건복지부 2019), 실제 사업은 기간이 짧고 예
산이 풍부하지 않아서 행정적인 측면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도
입,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2) 정책 개선방안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하여 생활권 내에 필수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미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하
지만 관련 정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향후 계획이 불분명하여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및 변이 감염병 발생 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필수 기초생활인프라 문제의 경우 대도시는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이, 지방
도시는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이슈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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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담당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민간분야의 역할이 중요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이 가능한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표 5-12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관련 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커뮤니티 케어

개선 방안

단위

기간

유휴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지원

근린

단기

최저기준(안) 포함 기초생활인프라 대상 시설 및 기준 변경

근린

중기

보행 및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 확보 유도

도시

중기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에 감염병 대응 시설 추가

도시

중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원 연장

도시

장기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 선정 물량 증량

근린

단기

커뮤니티 케어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연동

도시

중기

커뮤니티 케어 통합체계 구축

도시

장기

자료: 저자 작성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현재 적용 중인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안)의 조
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포함,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
해 가장 중요한 시설은 의료시설이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의료대응을
위한 시설로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등이 포함된
다. 정부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나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
로 치료하고, 단기적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주택과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의 역할
이 강화되므로, 현재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치료센
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생활치료센터는 독립된 건물로 환자
생활공간과 의료인의 근무공간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
며, 감염병 발생과 같은 특수 상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중앙방역대책
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현재 코로나19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시설
로는 교육연수와이나 대학교 기숙사, 리조트, 캠핑장 등이 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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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인프라 기준 시설 중 하나로 생활치료센터로 전용 가능한 복합용
도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치료센터로 전용 가능한 복합용도 시설 확보
는 쇠퇴도시 내 유휴공간(빈집, 빈점포 등)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최저기준(안)의 활용과 사업내용
으로의 연결 과정이 미흡하여 분석 결과가 구상(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선정에 있어 배점을 조정하여 실제 부족한 필수 기초생
활인프라 확충 내용이 활성화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감염병 전파 차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기초생
활인프라로의 안전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
단이나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 확충
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수 기초생활인프라 입지를 중심으로 도보
권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접근 권역을 파악하고, 지역 내 이용자의 접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 확충 우선순위를 마련하여야 한
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사업 및 성과평가에 있어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
확충을 추가하여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이동이 자유로운 작은 도시 구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 5-3 | 서울시 보행 및 개인교통 기준 생활권 구상

자료: 한영준, 이진학 2021: 31, [그림1]

172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SOC 복합화 등 정부의 중
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화 대상 시설이나 지원 조건 등에 대한 개정 역시
필요하다. 기존 생활SOC 복합화 사업 대상시설에 의료시설이 부제하므로, 지역 내 감
염병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이나 특수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용이 가능한 복합
시설을 포함해야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이나 푸드
복합센터 등 야외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규모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선별검사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이 완료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연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 역시 2019년 6월부터 2년 간 16개 시ㆍ군ㆍ구에
서 선도사업을 추진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은 마무리된 상황이다. 선정된 16개 지자체
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총 508개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12. 11).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사업 진행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2개 년도 동안만 선정되었고, 그 수도 매우 적다. 따라서
향후 지역 내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 선정 물량 증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 사업 자체가 완료되
었고, 사업 자체도 물리적 환경보다는 행정 체계에 초점이 맞춰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간측면에서 지역 단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정비를 위한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행정체계는 현재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대응체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지역 중심의 감염병 대응
을 목표로 커뮤니티 케어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연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커뮤니티 케
어는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 정보와 병의원 치료 정보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므
로 감염병 확진 정보나 재택치료, 방문치료 등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
다. 또한 이러한 정보 체계가 구축되면, 특정 지자체의 병상이나 치료 역량이 부족할
경우 보다 빠르게 타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뮤니티 케어 통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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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계획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사람들의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으며, 여러 사
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감염병 전파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는 사람들의 이동을 줄이면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생활권
을 기반으로 도로교통보다는 보행이나 개인용 이용수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 또한 비대면 활동이 정착되고 이동 거리가 감소하게 되면, 자동차 이용이 감소하
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도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용량을 늘리고 이용을 분산
하며, 개인용 이용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봉쇄정책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필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사람, 개인 차량이 없는 등 교통 약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통정책은 단순히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외받
을 수 있는 지역 또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림 5-4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통정책 개선 방향

자료: 한영준, 이진학 2021: 34,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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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중교통정책 개선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많은 사람들이 밀폐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
중교통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후 실제로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중교통 수요가 변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 역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서현 외(2021)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라 버스와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수요가 급감하였고, 특히 현재의 인력 중심의 차량 및 시설 체계에서는 대중
교통 방역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
고,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혼잡 관리 및 수요 분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봉쇄정책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중교통 공급이 감소할 경우 교통약자나 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통수단 공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교통
수단 이용자 및 혼잡도 정보를 제공,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위험 예방을 유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표 5-13 | 대중교통정책 개선방안
정책 방향

수요 분산

용량 증가
소외지역 지원

정책 설명

단위

기간

이용 시간대 분산

근린

단기

밀집 구간 노선도 조정

근린

단기

승하차 공간 디자인 개선을 통한 밀집도 저감

도시

중기

실시간 교통수단 이용자 및 혼잡도 정보 제공

도시

장기

대중교통 용량 증가를 통한 밀집도 저감

도시

단기

소형 대중교통수단 확충

도시

중기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

광역

단기

자료: 저자 작성

대중교통수단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이용자가 몰리는
첨두시간 수요를 분산하여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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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유연근무제와 같은 행정적 조치 이외에 대중교통 요금제를 이용 시간대별로
차등화하여 첨두시간대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차등요금제란 교통
이용량을 기준으로 시간대를 구분하여 차등적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용자가 몰
리는 첨두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비교적 한산한 비첨두시간에는 낮은 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이동이 아니거나 대안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이동을 줄일 수 있
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영국 런던, 싱가포르, 미국 워싱턴
D.C., 독일 드레스덴, 캐나다 빅토리아주 등에서 일시적으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였
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임서현 외 2021: 115). 차등요
금제는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출퇴근이나 등
하교 등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을 통하여 첨두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비첨두시간대 이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경우 조조시간대(오전 6시 30
분 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기본 마일리지의 50%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임서현 외
2021: 123). 요금이나 혜택 제공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분산하는 방안은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인프라 확충 없이 대응할 수 있다.
시간적 분산 이외에도 공간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를 분산하는 방법으로는 도심이
나 중심상업지역 등 상대적으로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나 주요 환승지역에서 감
염병 발생으로 공간적 전파가 우려될 경우, 노선을 조정하여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이
있다. 또한 승하차 공간을 도로 및 가로와 평행하게 추가로 연장하거나 입체적으로 디
자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승하차
공간 디자인 개선은 이용자 특성과 첨두시간대 등을 감안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용량 증가 정책으로는 버스나 지하철 내 1인이 차지하는 공간 기준을 사회
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1m 반경으로 조정하여 차량 내 이용 가능한 규모를 줄이는 방안
이 있다. OECD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에 따르면 승객
1인 당 사회적 거리두기 1m 이상을 적용하게 되면, 48인승 대형 시내버스의 승차 용량
은 48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하게 되어 마스크 착용을 전제할 경우 감염병 대유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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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ITF 2020: 3). 이미 수용 인원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철도나 광역버스 등에서 시도하였다. 수용 인원을
줄이는 방법은 대중교통수단 내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즉각적인 방안이지만, 실제 수
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영비용 증가나 도로 혼잡,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 인원을 낮추기 보다는 단거리 통행에
대해서는 보행이나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다른 수단의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수용 인원을 줄이는 방안 이외에도 경전철이나 소형 버스 등 소형
대중교통수단을 출퇴근시간과 같은 첨두시간에만 제공하므로써 비교적 운영비용이 많
이 드는 일반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는 낮추되 운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 역시 함께 고
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수단 이용자 및 혼잡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
간 제공하므로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혼잡한 상황을 피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유
사한 사례로 서울시는 2021년 5월 버스나 지하철 동선과 연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마이티(My-T)를 출시하였다. 해당 서
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는 감염병 노출 알림과 대중교통 혼잡도 기반의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5 | 대중교통수단 내 물리적 공간 분리에 따른 수용 인원 감소

자료: ITF 2020: 3,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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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마이티

자료: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2206998541 (2021년 11월 22일 검색)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용 응답형 교통수단 제공이 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자
제하면서 교통약자 및 고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대응형(on-demand) 교통서비스 운영이 효과적이다(임서현 외 2021; 한영준, 이
진학 2021). 이미 서울시 은평구(셔클)나 인천시 영종도(I-MOD), 전라남도(100원
택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요대응형 서비스는 기존 마을버스와 유사한 작은
용량의 교통수단을 활용하되,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을 적용하여 근접성을
높였다.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대기시간 및 환승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광역
단위의 적용이 어렵고, 노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계층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 광역교통수단과의 연계와 함께 적절한 홍보 및 예
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교통거점으로부터 거주지까지 소형 대중교통수단을 통하여
연계가 가능한 규모의 생활권계획이 전제되어야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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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형 이동수단39) 활성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을 명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
다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5-14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 내용
구분

용어 정의 및 설명
｢도로교통법｣ 제2조4 “차도”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도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도로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
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보도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10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자료: ｢도로교통법｣제2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9) 현행법에서는 ‘개인용 이용장치’란 표현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동수단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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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방안
정책 방향
공간 확충

설계 및 이용
기준 개선

정책 설명

적용

단위

기간

가변형 차도 적용

기존 도시

근린

단기

차도 변경을 통한 공간 확충

기존 도시

근린

중기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기존 도시

도시

장기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기준 변경

기존 도시

도시

중기

신도시

도시

장기

자전거도로폭 기준 증대

자료: 저자 작성

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하, 차체 중량
30㎏ 이하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
거로 한정된다(｢도로교통법｣제2조).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해 보행이나 자전거
처럼 사람 간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
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행이 가능한 공간 확충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개
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희철 외 2020: 11). 그러므로 자전
거도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이나 도로 폭이 협소한 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기존 도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감염병 발생시 가장 즉각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으로는 가변형 차도 도입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차도를 차단하고 보행로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 중이다. 즉각적인 전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면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계획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
다. OECD 국제교통포럼 역시 차선 일부 또는 노상주차장 공간을 개인형 이동수단 및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 전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ITF 2020: 5). 가변형 차도는 감염병 발생 정도에 따라 가장 즉각적으
로 적용 가능한 정책이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차도를 전용하는 것은 교통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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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 및 대중
교통 수요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노선 변경 등의 부차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통행량을
줄인 후, 차도를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생활권역 내 단거리 통행이나 레저 목적으로 이용하므
로(김승현, 나예진 2019: 12), 생활권 내 교통거점에서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차도에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유형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
치 거치대(rack)나 기기 대여소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
안 역시 요구된다.

그림 5-7 |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확보 방안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차로 전용을 통한 공간 확보]

자료: ITF 2020: 5, [그림4]

별도의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도와 병행하여 이동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
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전
거도로 확충이 어려운 기존 도시에서는 추가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차도의
이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경우 감염병 대유행으로 즉각적인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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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확보가 필요할 시, 가장 바깥쪽 차도를 저속도로로 전용하고, 개인형 이동수단과
의 병행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
도로 건설 및 신도시 건설, 재개발 등에서는 현행 자전거도로폭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
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자전거도로
최소 폭은 1.2m로40),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할 경우 충돌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도로 폭 최소 기준을 2m 이상으로 늘리고, 보행자도로 폭 기
준41) 역시 상향(현행 1.5m → 2m)하여 필요시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0)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나,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4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34항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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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지 관리
과밀ㆍ노후주거지는 감염병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 두 가지 지표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
다. 전파위험성 측면에서 과밀주거지는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 쉽고, 주거지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 등이 어렵다. 노후주거지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추진 시 불량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지역은 봉쇄정책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외부와 고립되기 쉽기 때문에, 선제적인 검사나
치료에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과밀ㆍ노후주거지의 주거환
경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1) 현행 정책
지역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해당 사업의 일환인 집
수리 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기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
입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있어 정부는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대책(2.4)
등을 반영하여 노후 주거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뉴딜사업을 중점 선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국토교통부 2021a). 정부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부터 위험건축물 특별공모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등급 D42) 또는 E43) 등 위험건축물을 도시재생 인정사업44)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도시지역45) 중 쇠퇴지역46)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47)에 소재한 안
42)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
43)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
44) 기존 공모와는 달리 재생 대상을 위험건축물로 특정하되, 사업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인정사업
으로 공모 추진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4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구감소, 총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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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급 D 또는 E로 판정받은 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물이다. 사업유형은 공공참여 정도
와 사업 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48)과 공공참여형49)으로 구분된다(국토교통부, 2020.
12. 2). 위험건축물 특별공모는 2020년 말 공모설명회를 거쳐 2021년 초 3개 지역(경
기 여주,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이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집수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집수리 지원 범위는 주택 유형별로 차등화되어 있는데, 단독주
택ㆍ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외부 보수비용을 지원하며, 옥외 공간 수리는 담장, 대
문, 마당(녹화, 포장공사 한정) 등 경관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다세
대ㆍ연립주택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전유부
와 공유부로 나누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호당 지원금액은 동일하나 단
독주택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2) 정책 개선방안
2021년부터 도입된 위험건축물 특별공모 이전에도 쪽방촌 등과 같은 불량주거지에
남아있는 공동이용시설(공동화장실, 샤워실 등) 개선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상 집행이 가능하였고,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2016년 선정된 부산시 서구
(일반근린형)에서는 비석 위에 지어진 주거지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공동화장실 및
샤워장 등을 조성하였고, 2017년 경북 경산(주거지지원형) 경산역 주변 쪽방촌정비
과정에서 주거환경 개선 및 저렴한 주택 제공을 위해 임대주택 조성이 예정되었으나,
쪽방촌 거주자들의 보상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선정된 서

재생 활성화계획 미수립 지역만 해당
47)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48)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자체나 LH 등이 해당 건축물을 매입 및 철거하여 주민공
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
49) 위험건축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로 주민 자력 정비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세입자 이주대책과 재정착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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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영등포구(인정사업)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인 영진시장(E등급)에 대해 공공주도로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0년 선정사업 중에는 대전시 동구(중심시
가지형)와 부산시 동구(주거지지원형) 사업이 쪽방촌 정비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인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량ㆍ노후
주거지 관리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퇴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동이용시
설을 확충한다고 하여도 밀집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사업방식이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이분화 되어있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이주대책이 마련되고, 쪽방촌
등 개별 주택의 경우 공동이용시설로 전용되게 된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을 목표로 위
험건축물을 공공이 매입 및 철거할 경우 해당 주택의 거주자는 주거지를 잃게 된다.
따라서 사업방식을 다변화하여 위험건축물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 등으로 조성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쪽방촌 등 과밀ㆍ불량주거지 정비 시 순환형
임대주택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해당 지역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필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표 5-16 |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선방안
구분
위험건축물
특별공모

집수리 사업

개선 방안

단위

기간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 이외 사업 방식 다변화

근린

단기

쪽방촌 등 과밀ㆍ불량주거지 정비 시 순환형 임대주택 포함 의무화

근린

중기

필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연계

도시

중기

기초조사서를 바탕으로 사업 범위를 내부 보수까지 포함

근린

단기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근린

중기

자료: 저자 작성

집수리 사업의 경우 건물 외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 보수만이 해당되며, 뉴딜사업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상 사유시
설물에 대한 정비(집수리)는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총 1,241만원으로 외관(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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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대문 등) 수리만 허용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b). 따라서 집수리 사업을 통하
여 환기나 에너지 문제 등은 일부 해결이 가능하나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공간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거급여 수혜자나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은 사업 선정 시 제외된다. 그러므로 감염병 대응을 목표로 과밀ㆍ불
량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집수리 사업의 범위와 자격 조건 등의 개선이 필요하
다. 특히 집수리 사업을 많이 포함하는 주거재생형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
형)의 경우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기초조사서 항목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재래식 및 공동화장실 사용가구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수리
사업에 과밀ㆍ불량환경 개선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조사서를 토대로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위험건축물로 판정되면 안전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파 및 대응에도 한계가 있으므
로, 공공의 참여를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완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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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적용된 시점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감염
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문제를 공간적 측면에서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방역을 통한 감염병 대응은 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효과적이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정신건강이나 경제적 쇠퇴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배경에
서 최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대유행 기간 동안 소외
되는 사람이나 지역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전파위험성과 대응취약성으로 진단되는 감
염병 대응능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감염병 문제를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하였
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단기부터 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또한 감염병 대응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 역시 학술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문제를 진단하는데 있어 자료 구득에 제한이 있었으
며, 현재 코로나19 문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다양한 모습
의 변이 및 신종 감염병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지속적인 자료 생성 및
구축과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기ㆍ장기적 정책 개선방안의 실효성 있는 도입을 위해서는 최적
의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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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ustainable Planning Policy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Lee Jin Hui, Kim Dongkun, Park Hyosook,
Park Min Sook, Park Jung Ho, Lee Gyoung ju, Son Jonghyuck

Key words: Infectious Disease, COVID-19, Planning Policy, Responsiveness

Since Coronavirus disease (hereafter COVID-19) was first observed in
December 2019 in China, the entire world has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the ensuing pandemic. As part of some direct impacts, globally,
around 280 million people have been diagnosed with COVID-19 and over 5.8
million people have died from it during two years. Indirectly, prolonged social
intervention for preventing the rapid spread of COVID-19 has resulted in
economic recession, financial aggravation, income inequality, increase of
unemployment, and health disparity due to limited in-person interactions and
economic activity. Suc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COVID-19 may depend
on a community’s physical and socioeconomic capability.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qualitative index system in order to
analyze community responsiveness to infectious diseases. Additionally,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urban policies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iveness
index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t-COVI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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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velop the community responsiveness index system, we first define
responsiveness to infectious diseases as a capability to recover from the
pandemic in terms of two aspects: preventing the spatial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overcoming socioeconomic impacts. An infectious disease is more
likely to spread in a certain community due to higher density and complex
urban structures. On the other hand, infectious diseases in other communities
may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y and residents’ health
caused by external stress associated with concentration of poverty. We refer to
the former characteristic as transmission risk which is defined as how much
external shock is exposed and how easily the physical environment of a
community accelerates the spatial diffusion of pathogens. Also, we define the
latter attribute as inherent vulnerability which means a lack of socioeconomic
capabilities to escape from the indirect influences of the pandemic and recover
from the previous situation. The community responsiveness index is
qualitatively estimated by 13 indicators related to transmission risk(population
density, commercial building density, commercial area ratio, density of bus
stops × lines, accessibility to subway station, ratio of shops at risk of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and ratio of shops which provide face-to-face service) and
inherent vulnerability(older adult ratio, older housing unit ratio, number of
hospital beds per 1000 persons, accessibility to public WiFi, green areas per
person, and ratio of food service and retail shops) of a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 of the community responsiveness index, we categorize
communities into four types: self-made, worst case, best case, and prodigal-son.
Type1 is communities classified as self-made which have higher transmission
risk and lower inherent vulnerability. Type2 is communities included in the
worst case category that show both higher transmission risk and higher inherent
vulnerability, while Type3 is communities included in the best cas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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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ve lower transmission risk and lower inherent vulnerability. Lastly,
Type4 is communities falling within the prodigal-son category that have lower
transmission risk but higher inherent vulnerability. In addition, we suggest a set
of urban policy instruments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iveness index.
Urban policy aimed at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s divided into four
fields. First, urban planning policies, such as lower urban density and multi–
centralized urban structure, aim to reduce the risk of long-term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a community or urban level. Here, density can be
improved by reorganizing the zoning system, and the urban structure can be
modified by urban master plans. In terms of community plan, more flexible
land use that can be converted into other uses according to future needs will
be able to reduce communities’ vulnerability as well as provide infrastructure
equally. Additionally, we can provide more devices for personal mobility, reduce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convert road space into other uses like
pedestrian or open space in preparation for reduced traffic in order to decrease
transmission risk regarding to transportation policy.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of improving overcrowding and older housing units in order to
block the spread of infection and secure housing stability for the vulnerable, and
therefore various urban renewal policy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can be
applied. Among our suggestions, policy makers can choose appropriate policy
instruments based on the type of their community 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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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대응능력 진단모델 실증 사례지역 선정을 위한 검토
1) 시ㆍ도별 인구 만 명 당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1년 1월 22일 기준)
시ㆍ도

현황

시ㆍ도

현황

시ㆍ도

현황

서울특별시

23.96명

울산광역시

7.95명

전라북도

5.54명

부산광역시

7.40명

세종특별자치시

5.12명

전라남도

3.91명

대구광역시

33.75명

경기도

14.11명

경상북도

10.62명

인천광역시

12.29명

강원도

10.46명

경상남도

5.54명

광주광역시

9.87명

충청북도

9.14명

제주특별자치도

7.71명

대전광역시

6.40명

충청남도

8.88명

전 체

-

현황

시ㆍ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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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별 인구 규모 (2019년 기준, 단위 만 명)
시ㆍ도

현황

시ㆍ도

서울특별시

964.0명

울산광역시

114.4명

전라북도

180.7명

부산광역시

337.3명

세종특별자치시

33.8명

전라남도

178.8명

대구광역시

243.0명

경기도

1,330.1명

경상북도

266.8명

인천광역시

295.2명

강원도

152.0명

경상남도

334.7명

광주광역시

149.0명

충청북도

162.9명

제주특별자치도

66.5명

대전광역시

149.9명

충청남도

218.9명

전 체

-

자료: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 (2021년 1월 2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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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군ㆍ구별 인구 만 명 당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1년 1월 22일 기준)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시ㆍ군ㆍ구 현황
수원시
8.88
고양시
17.22
용인시
12.91
여주시
15.36
춘천시
6.88
영월군
8.81
충주시
6.79
단양군
2.49
천안시
12.06
부여군
2.60
전주시
3.56
장수군
0.47
목포시
1.62
보성군
1.56
장성군
9.72
포항시
7.21
경산시
28.09
칠곡군
6.50
창원시
4.81
함안군
2.25

성남시
16.70
과천시
15.05
파주시
13.67
연천군
27.03
원주시
12.57
평창군
10.09
제천시
19.18
증평군
6.40
공주시
6.83
서천군
8.10
군산시
5.58
임실군
1.15
여수시
0.96
화순군
7.04
완도군
0.62
경주시
8.55
군위군
4.50
예천군
9.81
진주시
10.05
창녕군
3.85

의정부시
19.17
구리시
18.41
이천시
10.13
가평군
18.89
강릉시
6.56
정선군
5.39
청주시
6.03

안양시
15.97
남양주시
13.32
안성시
8.16
양평군
19.94
동해시
24.31
철원군
45.27
보은군
1.56

보령시
10.67
청양군
16.89
익산시
6.55
순창군
45.42
순천시
8.14
장흥군
0.00
진도군
3.07
김천시
7.43
의성군
9.70
봉화군
23.43
통영시
1.00
고성군
1.77

아산시
7.43
홍성군
6.13
정읍시
3.82
고창군
2.07
나주시
5.00
강진군
0.91
신안군
0.28
안동시
9.42
청송군
17.11
울진군
1.47
사천시
9.18
남해군
1.19

부천시
17.60
오산시
10.17
김포시
13.98

광명시
16.27
시흥시
11.11
화성시
6.61

평택시
21.84
군포시
20.17
광주시
14.79

동두천시
10.25
의왕시
10.91
양주시
12.95

안산시
13.17
하남시
12.36
포천시
18.26

태백시
1.18
화천군
8.11
옥천군
4.68

속초시
10.43
양구군
5.51
영동군
2.92

삼척시
1.79
인제군
13.27
진천군
19.99

홍천군
11.56
고성군
2.21
괴산군
20.36

횡성군
3.15
양양군
4.57
음성군
22.90

서산시
9.08
예산군
1.90
남원시
5.28
부안군
1.41
광양시
5.92
해남군
0.92

논산시
4.18
태안군
5.58
김제시
11.56

계룡시
3.89

당진시
10.23

금산군
6.25

완주군
3.01

진안군
1.30

무주군
0.44

담양군
1.83
영암군
8.35

곡성군
1.08
무안군
0.73

구례군
2.10
함평군
3.60

고흥군
1.49
영광군
2.60

구미시
8.21
영양군
2.48
울릉군
0.00
김해시
4.15
하동군
16.91

영주시
5.70
영덕군
7.85

영천시
6.07
청도군
38.73

상주시
10.76
고령군
7.77

문경시
2.33
성주군
5.81

밀양시
5.61
산청군
8.34

거제시
8.12
함양군
3.21

양산시
4.20
거창군
3.67

의령군
1.54
합천군
4.95

자료: 각 시ㆍ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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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군ㆍ구별 인구 규모 (2019년 기준, 단위 만 명)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시ㆍ군ㆍ구 현황
수원시
8.88
고양시
17.22
용인시
12.91
여주시
15.36
춘천시
6.88
영월군
8.81
충주시
6.79
단양군
2.49
천안시
12.06
부여군
2.60
전주시
3.56
장수군
0.47
목포시
1.62
보성군
1.56
장성군
9.72
포항시
7.21
경산시
28.09
칠곡군
6.50
창원시
4.81
함안군
2.25

성남시
16.70
과천시
15.05
파주시
13.67
연천군
27.03
원주시
12.57
평창군
10.09
제천시
19.18
증평군
6.40
공주시
6.83
서천군
8.10
군산시
5.58
임실군
1.15
여수시
0.96
화순군
7.04
완도군
0.62
경주시
8.55
군위군
4.50
예천군
9.81
진주시
10.05
창녕군
3.85

의정부시
19.17
구리시
18.41
이천시
10.13
가평군
18.89
강릉시
6.56
정선군
5.39
청주시
6.03

안양시
15.97
남양주시
13.32
안성시
8.16
양평군
19.94
동해시
24.31
철원군
45.27
보은군
1.56

보령시
10.67
청양군
16.89
익산시
6.55
순창군
45.42
순천시
8.14
장흥군
0.00
진도군
3.07
김천시
7.43
의성군
9.70
봉화군
23.43
통영시
1.00
고성군
1.77

아산시
7.43
홍성군
6.13
정읍시
3.82
고창군
2.07
나주시
5.00
강진군
0.91
신안군
0.28
안동시
9.42
청송군
17.11
울진군
1.47
사천시
9.18
남해군
1.19

부천시
17.60
오산시
10.17
김포시
13.98

광명시
16.27
시흥시
11.11
화성시
6.61

평택시
21.84
군포시
20.17
광주시
14.79

동두천시
10.25
의왕시
10.91
양주시
12.95

안산시
13.17
하남시
12.36
포천시
18.26

태백시
1.18
화천군
8.11
옥천군
4.68

속초시
10.43
양구군
5.51
영동군
2.92

삼척시
1.79
인제군
13.27
진천군
19.99

홍천군
11.56
고성군
2.21
괴산군
20.36

횡성군
3.15
양양군
4.57
음성군
22.90

서산시
9.08
예산군
1.90
남원시
5.28
부안군
1.41
광양시
5.92
해남군
0.92

논산시
4.18
태안군
5.58
김제시
11.56

계룡시
3.89

당진시
10.23

금산군
6.25

완주군
3.01

진안군
1.30

무주군
0.44

담양군
1.83
영암군
8.35

곡성군
1.08
무안군
0.73

구례군
2.10
함평군
3.60

고흥군
1.49
영광군
2.60

구미시
8.21
영양군
2.48
울릉군
0.00
김해시
4.15
하동군
16.91

영주시
5.70
영덕군
7.85

영천시
6.07
청도군
38.73

상주시
10.76
고령군
7.77

문경시
2.33
성주군
5.81

밀양시
5.61
산청군
8.34

거제시
8.12
함양군
3.21

양산시
4.20
거창군
3.67

의령군
1.54
합천군
4.95

자료: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 2021년 1월 2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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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전파위험성 및 대응취약성 세부지표 측정 결과
부도 1 | [전파위험성] 유동인구 밀도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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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 [전파위험성] 상업용 건축물 밀도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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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 [전파위험성] 상업지역 비율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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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 [전파위험성] 버스정류장×노선 밀도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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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 | [전파위험성] 지하철 접근성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230

부도 6 | [전파위험성]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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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7 | [전파위험성]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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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8 | [대응취약성] 노인인구 비율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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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9 | [대응취약성] 노후주택 비율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234

부도 10 | [대응취약성] 인구 1천명 당 병상수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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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1 | [대응취약성]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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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2 | [대응취약성] 1인당 녹지지역 면적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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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3 | [대응취약성] 외식 및 소매업종 비율 (서울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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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4 | [전파위험성] 인구 밀도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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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5 | [전파위험성] 상업용 건축물 밀도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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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6 | [전파위험성] 상업지역 비율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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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7 | [전파위험성] 버스정류장×노선 밀도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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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8 | [전파위험성] 지하철 접근성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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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9 | [전파위험성]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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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0 | [전파위험성]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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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1 | [대응취약성] 노인인구 비율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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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2 | [대응취약성] 노후주택 비율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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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3 | [대응취약성] 인구 1천명 당 병상수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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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4 | [대응취약성]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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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5 | [대응취약성] 1인당 녹지지역 면적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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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6 | [대응취약성] 외식 및 소매업종 비율 (대전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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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7 | [전파위험성] 인구 밀도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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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8 | [전파위험성] 상업용 건축물 밀도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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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9 | [전파위험성] 상업지역 비율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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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0 | [전파위험성] 버스정류장×노선 밀도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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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1 | [전파위험성] 지하철 접근성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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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2 | [전파위험성]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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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3 | [전파위험성]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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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4 | [대응취약성] 노인인구 비율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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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5 | [대응취약성] 노후주택 비율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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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6 | [대응취약성] 인구 1천명 당 병상수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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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7 | [대응취약성]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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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8 | [대응취약성] 1인당 녹지지역 면적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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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9 | [대응취약성] 외식 및 소매업종 비율 (평택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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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0 | [전파위험성] 인구 밀도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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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1 | [전파위험성] 상업용 건축물 밀도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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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2 | [전파위험성] 상업지역 비율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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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3 | [전파위험성] 버스정류장×노선 밀도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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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4 | [전파위험성]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비율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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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5 | [전파위험성] 비대면 불가시설 비율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270

부도 46 | [대응취약성] 노인인구 비율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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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7 | [대응취약성] 노후주택 비율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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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8 | [대응취약성] 인구 1천명 당 병상수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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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9 | [대응취약성] 공공 와이파이 접근성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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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0 | [대응취약성] 1인당 녹지지역 면적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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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1 | [대응취약성] 외식 및 소매업종 비율 (순천시)

위계1: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진단모델

위계2: 지역 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진단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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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Ⅰ. 감염병과 도시문제
【문1】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1년 이내
⑤ 해결 안 됨

② 2년 이내
⑥ 기타(

③ 5년 이내

④ 10년 이내
)

【문2】 코로나19로 인한 각 분야별 비대면 활동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변 화
재택(원격) 근무
원격 수업
전자상거래
화상 회의
원격 진료
비대면 여가활동(OTT*, 공연 등)

1년 이내
① ( )
① ( )
① ( )
① ( )
① ( )
① ( )

5년 이내
② ( )
② ( )
② ( )
② ( )
② ( )
② ( )

10년 이내
③ ( )
③ ( )
③ ( )
③ ( )
③ ( )
③ ( )

지속됨
④ ( )
④ ( )
④ ( )
④ ( )
④ ( )
④ ( )

모르겠음
⑤ ( )
⑤ ( )
⑤ ( )
⑤ ( )
⑤ ( )
⑤ ( )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등의 영상물 서비스

【문3】 향후 감염병 관련 문제(팬데믹)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일시적 문제임
④ 기타(

② 반복적 문제임

③ 상시적 문제임
)

【문4】 다음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현재의 공간정책입니다.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공간정책
도시밀도
도시구조
용도지역지구제
생활권 규모
생활권 내 제공된 인프라 수준
공원 등 공개공간
도로교통 정책
대중교통 정책
자전거, PM* 및 보행 관련 정책
주거지 관리 정책

매우 낮음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낮음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
)
)
)
)
)
)
)
)
)

실효성
보통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높음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
)
)
)
)
)
)
)
)
)

매우 높음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PM(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예,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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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① 전파 위험성이란 감염병 발생 시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이 얼마나 사람 간 접촉을 증가시켜 병원체의 공간적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함. 따라서 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도시 환경이 감염병
확산을 촉진하여 감염병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함
② 대응 취약성이란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생계, 의료, 건강 측면에서 빨리 대응할 능력이 미비함에 대한 정도를
의미함. 따라서 대응 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도시 환경과 지역 역량이 감염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함

【문5】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계획
【문5-1】 (우선순위)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다음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계획

매우 낮음
고밀의 도심 밀도를 중저밀로 전환
①( )
단핵 공간구조를 다핵 구조로 전환
①(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되는 용도지역 신설 ① ( )
도로 주변 가변형 공간 조성
①( )

낮음
②(
②(
②(
②(

)
)
)
)

우선순위
보통
③( )
③( )
③( )
③( )

높음
④(
④(
④(
④(

)
)
)
)

매우 높음
⑤( )
⑤( )
⑤( )
⑤( )

* 가변형 공간: 평소에는 도로로 사용하다 필요시 다른 용도(공개공간, 보도, 자전거도로 등)로 전환이 가능한 공간

【문5-2】 (정책목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다음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파
위험성
고밀의 도심 밀도를 중저밀로 전환
①( )
단핵 공간구조를 다핵 구조로 전환
①(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되는 용도지역 신설 ① ( )
도로 주변 가변형 공간 조성
①( )
공간계획

←------------------→
②
②
②
②

(
(
(
(

)
)
)
)

③
③
③
③

(
(
(
(

)
)
)
)

④
④
④
④

(
(
(
(

)
)
)
)

대응
취약성
⑤( )
⑤( )
⑤( )
⑤( )

【문5-3】 감염병 대응에 있어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간계획 관련 정책이 있다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6】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생활권 계획
【문6-1】 (우선순위)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다음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계획

매우 낮음
낮음
적정 규모로 생활권 조정
①( ) ②( )
생활권 내 필수 인프라 확충
①( ) ②( )
시민의 이용을 위한 공원 등 공개공간 확충 ① (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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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보통
③( )
③( )
③( )

높음
매우 높음
④( ) ⑤( )
④( ) ⑤( )
④( ) ⑤( )

【문6-2】 (정책목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다음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파
위험성
적정 규모로 생활권 조정
①( )
생활권 내 필수 인프라 확충
①( )
시민의 이용을 위한 공원 등 공개공간 확충 ① ( )
공간계획

←------------------→
②(
②(
②(

)
)
)

③(
③(
③(

)
)
)

④(
④(
④(

)
)
)

대응
취약성
⑤( )
⑤( )
⑤( )

【문6-3】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생활권 규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도 또는 자전거 10분 거리

② 보도 또는 자전거 20분 거리

③ 보도 또는 자전거 30분 거리

④ 차량 또는 대중교통 30분 거리

⑤ 기타(

)

【문6-4】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내 확충이 필요한 인프라 및 시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계획

매우 낮음
소규모 사무실(소호) 및 스마트 워크센터 ① ( )
대중교통시설
①( )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①( )
도서관
①( )
커뮤니티 시설(경로당, 커뮤니티 센터 등) ① ( )
의료복지시설(병우너, 보건소, 복지관 등) ① ( )
놀이터 및 공원 등의 공개공간
①( )
생활체육시설
①( )
문화예술시설(전시시설, 공연시설, 문화센터 등) ① ( )
자저거도로 및 보행로, 산책로 등
①( )
식료품점
①( )
쇼핑몰
①( )
카페
①( )

낮음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
)
)
)
)
)
)
)
)
)
)
)
)

우선순위
보통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높음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
)
)
)
)
)
)
)
)
)
)
)
)

매우 높음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문6-5】 감염병 대응에 있어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생활권 계획 관련 정책이 있다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7】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통 계획
【문7-1】 (우선순위)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다음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계획
도로교통 개선
철도교통 개선
대중교통 개선
자전거, PM 및 보행을 위한 환경 조성

매우 낮음
①( )
①( )
①( )
①( )

낮음
②(
②(
②(
②(

)
)
)
)

우선순위
보통
③( )
③( )
③( )
③( )

높음
④(
④(
④(
④(

)
)
)
)

매우 높음
⑤( )
⑤( )
⑤(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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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2】 (정책목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다음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계획
도로교통 개선
철도교통 개선
대중교통 개선
자전거, PM 및 보행을 위한 환경 조성

전파
위험성
①( )
①( )
①( )
①( )

←------------------→
②
②
②
②

(
(
(
(

)
)
)
)

③
③
③
③

(
(
(
(

)
)
)
)

④
④
④
④

(
(
(
(

)
)
)
)

대응
취약성
⑤( )
⑤( )
⑤( )
⑤( )

【문7-3】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안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용량 증가

② 혼잡도 감소를 위한 분산 운영

③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④ 환승센터 환경 개선

⑤ 기타(

)

【문7-4】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 PM 및 보행환경 개선안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용 도로 확충

② 안전시설 확충

③ 공유용 자전거 및 PM 제공

④ 접근성 개선

⑤ 기타(

)

【문7-5】 감염병 대응에 있어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교통 정책이 있다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8】 감염병 대응을 위한 주거지 관리
【문8-1】 (우선순위)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다음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계획
과밀 및 노후주거지 개선
기술 및 서비스 격차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주택 확충

매우 낮음
낮음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우선순위
보통
③( )
③( )
③( )

높음
매우 높음
④( ) ⑤( )
④( ) ⑤( )
④( ) ⑤( )

【문8-2】 (정책목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다음 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계획
과밀 및 노후주거지 개선
기술 및 서비스 격차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주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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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위험성
①( )
①( )
①( )

←------------------→
②(
②(
②(

)
)
)

③(
③(
③(

)
)
)

④(
④(
④(

)
)
)

대응
취약성
⑤( )
⑤( )
⑤( )

【문8-3】 감염병 대응에 있어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주거지 관리 정책이 있다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9】 감염병 대응에 있어 추가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간정책이 있다면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Ⅲ. 응답자 특성
【배문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남

② 여

【배문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① 학계(대학교, 연구소)

)
③ 40대

【배문3】 귀하의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
③ 민간부문

)

)

② 공공기관(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공사)

④ 기타 (

)

【배문4】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도시공학(계획, 설계, 교통 등)

② 건축공학(계획, 설계, 설비, 구조 등)

③ 환경공학

④ 조경학

⑤ 행정학 및 사회학

⑥ 기타 (

)

【배문5】 귀하가 현재 거주중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수도권

② 수도권 이외 광역시 및 특별시

【배문6】 귀하가 현재 근무중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수도권

)

② 수도권 이외 광역시 및 특별시

③ 그 외

)
③ 그 외

부 록 ･ 281

기본 21-23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연 구 진 이진희, 김동근, 박효숙, 박민숙, 박정호, 이경주, 손종혁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

행 2021년 12월 31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8,000원

I S B N 979-11-5898-708-4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이진희, 김동근, 박효숙, 박민숙, 박정호. 이경주, 손종혁. 2021.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