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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ansition in transportation caused by COVID-19. The study 

focuses on a shared bicycle ‘Ttareungyi’ in Seoul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Data on shared

bicycles in Seoul from 2019 to 2020 are used to analyze the change in use of shared bicycles. 

We collect the number of daily rentals by each rental station, and the weather data and COVID-

19 data are also collected as variables related to use of shared bicycles. We conduct regression

analysis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and the use of shared bicycle, and 

spatial analysis methods are used to analyze spat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we find that the

use of shared bicycles increases as the level of social distancing reinforced. In addition, the rate

of change in the use of shared bicycles forms a spatial cluster pattern. The rate is larger in areas

with a larger population, and smaller in areas where offices are concentrated. It can be seen that 

the use of transportation relies on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social situations, and the changes

are related to lo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ocal characteristics

to promote eco-friendly transportation successfully.

Keywords: COVID-19, local characteristic, regression analysis, shared bicycle, spatial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발생한 교통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교통수단 중,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중심으로 그 이용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간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공유자전거 이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서

울시 공유자전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여소별 일일 대여횟수를 수집하였으며, 공유자전거 이

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기상 관련 변수와 COVID-19 관련변수를 수집하였다. COVID-19와

따릉이 이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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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유자전

거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율은 공간적인 군집패턴을 보였다. 공유자전거 이

용 변화율은 주거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났고,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작게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의 변화가 발생하며, 그 변화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친

환경 수단의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특성, 회귀분석, 공유자전거, 공간분석

서론

2020년 COVID-19의 확산이 시작되며 사회 ‧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2020년 1월 최초 국내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감염병은 빠르게 확산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통행이 감소하였고, 일상생

활에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시민들의 이동 감소에 따라 교통통행 패턴 또한 변화하였다. 대면접촉으로 COVID-19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대중교통의 경우 눈에 띄게 통행량이 감소하였고, 개인형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경

우 전년 대비 사용량이 증가하였다(Lee et al., 2020).

한편,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와 함께 교통 부문에서도 친환경 교통수단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면으로의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Ku et al., 2020; Bencekri et al., 2021). 최근에

는 전기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수단(PM), 전동 스쿠터(E-Scooter)와 같이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교통수단의 도입

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요관리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Choi et al., 2021; Jang et al., 2021; Ku et al., 

2021a). 정책적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녹색 

교통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Ku et al., 2021b).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이동 편

리성을 증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유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 측면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또한 수행되고 있다(Ku et al., 2021c). 그 결과, 공유자전거 이용자

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에 따라 발생한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COVID-19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서울시 공유자전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공유자전거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공유자전거 이용

의 관계를 분석한다. 한편, 공유자전거는 통근통행, 여가통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는 주거인구, 사업체 

수, 종사자 수와 같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관련된다. 이에, 더 나아가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를 공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적 특성과 접목하여 그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분포하는 공유자전거 이용 행태

를 검토함으로써 공유자전거 이용과 지역적 특성의 관계를 탐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교통 패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수단전환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때, 지역적 특성의 고려가 

필요함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검토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에 따라 발생한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 분석을 중점으로 한다. 따라서, COVID-19

로 인한 교통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공유자전거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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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COVID-19로 인해 국내에서는로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 자전거 이용량 증가와 같은 주요한 교통 패

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Hong and Park (2021)은 해외 주요도시의 현황을 분

석하여, COVID-19로 인한 공유자전거 이용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Ku et al.(2021d)은 통계분석을 통해 

COVID-19 확산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줄었으며, 공유자전거 이용은 증가한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통해 지하철 이용수요의 감소 현상을 지적하였으며, 호흡기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전략을 

제시하였다(Ku et al., 2021e). Jang(2021)은 COVID-19 발생에 따른 통행량과 교통수단별 통행량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였다. 입지유형별로 통행을 분류하였을 때, 여가 및 쇼핑 통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COVID-19 확산이 

많은 대유행 시기에는 이 경향이 심화되어 여가 및 쇼핑을 위한 통행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단거리 통행량뿐만 아니

라 장거리 통행량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통행 거리(인 ‧ km)는 발생 전의 8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Kim 

et al.(2021)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수송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이용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의 

요일별 통행 분석결과, 주중보다 주말이 더 큰 영향을 받았고 학생과 노령층의 수요가 급감하였다. 수도권 대중교통 

O/D 분석결과에서는 수도권 내부통행량보다 외부통행량이 많은 감소를 보였다. 외부통행에는 장거리 ‧ 장시간 이

동이 많아 감염병 노출에 대한 심리적 요인 등이 대중교통 수요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Lee et al.(2021)은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COVID-19 발생 이전에 버스와 지하철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COVID-19 발생 이후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1회 평균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소폭 감소하였다. Bhin et al.(2021)

은 COVID-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변화패턴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COVID-19 확진자 발생으

로 인한 통행 변화는 환승이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정류소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중심지

역보다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주변 지역에 있는 정류소의 통행량이 증가하였다. COVID-19 확산 초기기간은 강

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일일 대중교통 통행량이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wak et 

al.(2021)은 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반영하여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공간적 특성

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과 공유자전거 이용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또한,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에서 공유자전거 이용량의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변수는 기상 상황

이 대표적이었으며, 공간적인 특성으로 교통 인프라 및 인구학적 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된 관련 연

구는 다음과 같다. Lee et al.(2016)은 기상조건과 스테이션 입지특성의 공공자전거 수요 및 이용 패턴에 대한 영향

을 선형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기상조건에 따른 결과는 강수량이 10mm 이상, 풍속이 7m/s 이상일 때, 대

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션 입지특성에 따른 영향은 시간대별, 요일별로 상이하였고 퇴근시간대인 

오후 6-7시에 가장 높은 대여량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2018)은 대전의 공공자전거 ‘타슈’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외부요인이 공공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상요인과 주말, 공휴일 등의 영향을 발견하

였다. 또한, 군집 분석을 통해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 대여소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고 이용 목적과 관련된 결과로 

해석하였다. Noland and Ishaque(2006)는 월간 공공자전거 이용률 변화를 기준으로 동계 기간과 강수 시기에 자전

거 이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공공자전거 이용이 주로 대중교통 정거장부터 여가 장소 및 관광지

까지를 연계하는 통행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Nosal and Miranda-Moreno(2014)는 기상 변수와 자전거 

이용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온도나 습도와의 비선형적 관계를 발견했으며, 강수량은 음의 영

향을 주는 동시에 강수 시간에 따른 지연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도시의 자전거 이용은 평일보다 주말의 경우 날씨

에 더 민감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Rietveld and Daniel(2004)은 자전거 이용량의 차이가 도시의 크기, 인구의 특징 

등 물리적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자전거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Harms et al.(2014)은 자전거 이용 패턴과 경향을 분석하고 공간적 ‧ 사회적 차이를 바탕으로 해

석하였다.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 구성비와의 관련성을 주장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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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간적 ‧ 사회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COVID-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의 감소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 증가를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공유자전거 이용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공유자전거 이용과 

기상조건 사이에 선형적 또는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하였다. 추가적으로, 자전거 이용 패턴은 사회적 ‧ 공간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의 구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

계별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방법론

1. 연구의�흐름

본 연구의 흐름은 Figure 1과 같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

분석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에 미친 COVID-19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단일 변수에 대

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Stepwise 방법을 적용하여 다중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고, COVID-19 관련 변수의 유의성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간분석 기법을 통해 앞서 분석된 변화를 공간적으로 관찰하였다. 모란 지수(Moran’s 

Index)를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의 공간적 군집 형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Hot Spot 분석을 통해 밀집 지역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공간적으로 나타나

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Figure 1. Framework of study

2. 사용�데이터�및�분석�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로 설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주요 변수로 공유자전거 대여 이력을 조사하였으며, 공유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기상 관련 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간적인 분석을 위하여 공유자전

거 대여소 위치자료를 수집하고, 대여소별 대여횟수를 기준으로 그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이란 여러 변수 간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종

속변수를 표현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한다. 이때, 독립변수가 1개인 경우를 단순 회귀분석, 2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 

회귀분석이라고 한다. 회귀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Table 1과 같다. 일일을 기준으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

였으며,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COVID-19와 관련된 변수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에 따라 나타나는 공유자전거 대여횟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각 단계에 순위는 있으나 정량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미 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유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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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날씨와 관련된 변수로는 선형관계를 갖는 변수로 검토된 강수량, 풍속, 일조시간을 

조사하였다. 강수량의 경우, 특정 수준 이상에서는 공유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강수량이 

10mm/h인 경우와 20mm/h인 경우, 2배의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효과가 나

타난다. 따라서, 강수량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동일한 값을 갖도록 전처리하여 선형적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1의 값으로 정규화하였다. 또한, 공유자전거는 이용 목적에 따라, 주말과 주중에 상이한 특

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말과 주중에 대한 변수는 더미 변수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공유자전거의 공급과 관련된 

변수로 대여소의 수를 반영할 수 있으나, 시계열적인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 본 분석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여 고려

되지 않았다.

Table 1. Summary of data

Variables Unit

Shared bicycle Number of rental per day Rentals/Day

COVID-19 Social distancing level Dummy
Weather Precipitation mm/h

Wind speed km/h

Sunlight time h
Day of the week properties Weekend Dummy (weekend=1/weekday=0)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가지 공간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모란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Hot Spot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였다. 모란 지수는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모란 지수를 통해 연구 대상지 내에서 유사한 값들의 

군집 경향을 검증하며, Equation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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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위치 와 로 나타나는 공간의 수, 와 는 위치 와 에서의 관측값을 의미하여, 는 의 평균, 는 위

치 와 의 공간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표현되는 가중치 행렬이다. I값은 -1과 1 사이로 산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공

간적으로 강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I값이 0인 경우, 값이 무작위로 분포함을 의미한다.

Getis and Ord(2010)는 모란 지수만으로는 공간적 패턴의 특성을 식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전역

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통계량을 제안하였다. 모란 지수를 통해 관측값에 대한 

공간적 군집 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Hot Spot 분석은 일정한 범위 내 인접 지역들의 군집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특정 변수에 대하여 높은 값의 군집을 형성하는 지역과 낮게 형성되는 지역을 분석할 수 있다. 통계량 
를 

통해 지표가 산출되며, Equation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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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의 평균으로 Equation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S는 Equation 4로 나타낼 수 있다. 
값이 양수이고 

큰 값을 가질수록 Hot Spot으로 분류되며, 값이 높은 변수의 군집을 의미한다. 반대로, 음수이면서 작은 값을 가질

수록 Cold Spot으로 분류되며, 값이 낮은 변수의 군집을 의미한다(Zhang and Tripath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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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이용�변화�분석

1. COVID-19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영향�분석

공유자전거 대여 이력을 토대로 2019년과 2020년의 자전거 이용시간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120분 이내의 통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공유자전거의 총 대여횟수가 2020년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 빈도가 

아닌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이용시간은 18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통행 비율은 모

두 감소하였으며, 이상의 통행은 모두 증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을 비교했을 때, 공유자전거 이용자

들은 2020년에 더 긴 시간 동안 이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단거리 통행이 감소하고 중장거리 통행에 더 많이 이용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공유자전거는 First-Last mile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된 반면, COVID-19의 확산

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의 감소와 더불어 접근수단으로써의 공유자전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 Comparison of travel time (left: distribution ratio, right: difference between 2020 and 2019)

다음으로, 공공자전거 대여횟수를 종속변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방역정책의 변화에 따라 명칭이나 단계의 표현이 상이했기 때문에, 통제 정도에 따라 3

단계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만을 고려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

든 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모두 양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인 경우, 32,041회의 대여가 추가로 발생하고, 2단계인 경우 

30,887회, 3단계인 경우 9,638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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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 (>|t|)

Intercept 48,327 1,251 38.639 0.000

Social distancing level 1 32,041 2,557 12.253 0.000
Social distancing level 2 30,887 3,275  9.432 0.000

Social distancing level 3  9,638 3,414  2.823 0.005

R-squared 0.2237
Adjusted R-squared 0.2205

F 69.73

P-value 0.000

분석결과, 공유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사회

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은 공유자전거 이용을 증가시켰으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통행이 억제되

어 이용 증가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P-value는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값은 0.2205로 나타나, 본 모형은 종속변수에 대하여 

22.0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외부요인을 포함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외부요인을�고려한�다중�회귀분석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라는 수단은 기상과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과 평일/주말에 따른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다

중 회귀분석은 설명력이 높은 변수만을 선별하는 Stepwise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Stepwise 기법은 독립변수

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모형의 설명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변수로 최종모형을 구성한다. 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다. 본 분석에서 고려한 모든 변수를 활용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

였다. 또한, 모든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회귀

계수는 모두 앞선 분석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나, 회귀계수의 값은 각각 38,385회, 33,950회, 11,724회로 더 증가

한 결과를 보인다. 강수량 수준이나 평균풍속이 높은 기상 악화 상황일수록 공유자전거 이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일조시간이 긴 기상이 양호한 상황일 때에는 공유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통념

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주말의 경우, 회귀계수는 -4,567.2로 나타나, 평일보다 주말 이용자가 더 적게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유자전거는 주로 First-Last mile을 위한 접근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되는 특성에 따라, 

평일의 대여횟수가 더 많게 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 (>|t|)
Intercept 49,567.3 3,509.1 14.125 0.000

Social distancing level 1 38,385.5 2,300.7 16.684 0.000

Social distancing level 2 33,950.5 2,300.7 16.684 0.000
Social distancing level 3 11,724.5 3,075.9 3.812 0.000

Rainfall level -15,089.0 3,098.9 -4.869 0.000

Wind speed -1,614.5 379.3 -4.256 0.000
Sunlight time 2,031.2 264.3 7.685 0.000

Weekend -4,567.2 1,907.0 -2.395 0.017

R-squared 0.4043
Adjusted R-squared 0.3985

F 70

P-value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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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영향요인을 고려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두 분석의 경우 모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의 시행이 공유자전거 이용에 양의 효과를 나타낸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그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변화할 때에는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3단

계로 변화할 때에는 1/3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경우 대부

분의 통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통행량이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의 P-value는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된  값은 0.3985로 종속변수에 대하여 

39.85%의 설명력을 보여, 단순 회귀분석 모형보다 본 모형의 설명력이 더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공간적�특성�분석

앞선 분석을 통해 COVID-19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공유자전거 이용이 증가한 결과를 확인

하였다. 이어서, 2020년에 증가한 공유자전거 이용량이 공간적으로 군집화하는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

저, 모란 지수를 이용하여, 2019년 대비 2020년의 공유자전거 이용량 변화율의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대여소별 공유자전거 대여횟수를 수집하였으며, 대여소의 위치정

보를 바탕으로 매핑하였다. 또한, 대여소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동 단위에서 집계하여 최종적으로 행정동별 

공유자전거 대여횟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유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거지역과 업무지역 근처에서 발생

하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적 특성으로 사업체 수와 인구수를 이용하였다.

모란 지수의 산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에 활용한 지표 중, 주중 공유자전거 이용량 변화율을 제외한 지표 

모두 모란 지수가 양수로 나타나, 공간적인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p-value가 0에 수렴하여 공간적 군

집 형성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확보하였다. 즉, 공간적인 상관성이 있으며 군집화된 패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주중 자전거 이용량 변화율의 경우, p-value가 0.127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군집 형성의 통계적 유

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즉, 공유자전거 이용량 변화율은 주말의 경우에만 공간적 군집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모

란 지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인구수의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나, 군집화의 정도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Table 4. Global Moran’s index summary

Variables Moran’s index Expected index Variance z-score p-value
Rate of change in 
shared bicycle rentals

Every day 0.1459 -0.0024 0.0004 7.3602 0.0000

Weekday -0.0065 -0.0024 0.0000 -1.5259 0.1270

Weekend 0.1525 -0.0024 0.0004 7.8078 0.0000
Number of population 0.2464 -0.0024 0.0004 12.0095 0.0000

Number of offices 0.1492 -0.0024 0.0004 7.5002 0.0000

모란 지수를 통해 공간적 군집 형성의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군집 형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한 4개 지표에 대하여 Hot Spot 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공간적 군집 분포를 분석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공

유자전거 대여횟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전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전일을 

기준으로, 대여횟수의 변화율이 높은 군집은 서울 서부지역에서 넓게 관찰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작은 군집이 나

타났다. 2019년 대비 변화율이 작은 군집은 주로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일대에서 넓은 군

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악구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주말 또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서

울 서부지역에서 넓은 Hot Spot이 나타났으며, 강동구와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성북구 일부 지역에서도 군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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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d Spot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에 걸쳐 넓게 형성되었다. 주말의 경

우, 전일보다 군집의 수는 적고, 군집의 구분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 Result of hot spot analysis of shared bicycle (left: every day, right: weekend)

다음으로, 공유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지표 중 인구수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Hot Spot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석된 Hot Spot은 서울시 서부지역과 노원구 일부 지역, 은평

구에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앞서 공유자전거 변화량의 Hot Spot인 서울시 서부지역, 노원구 일부 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일대는 Cold Spot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유자전거 변화량의 Cold Spot과 일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체 수를 기

준으로 분석된 주요 Hot Spot은 중구와 종로구 일대, 강남구, 금천 ‧ 구로의 일부 지역에서 군집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구와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는 공유자전거 변화량의 Cold Spot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Result of hot spot analysis (left: population, right: offices)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율과 각 변수별 군집의 개수를 분석함으로써,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는 두 변수에 해당하는 군집에 동시에 속한 행정동의 개수를 나타낸다.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율과 

인구수를 비교한 경우, 425개 행정동 중 70개의 행정동이 두 군집에 동시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의 관

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외적으로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행정동은 전일 기준 3개, 주말 기준 4개가 나타났다. 공유자

전거 이용 변화율이 Cold Spot이며 인구수가 Hot Spot인 경우는 전일 기준, 2개 행정동이 속했으며, 주말은 3개 행

정동이 속했다. 반대의 경우는 두 경우 모두 1개 행정동이 속했다. 다음으로 사업체 수의 경우, 공유자전거 이용 변

화율이 Cold Spot인 동시에 사업체 수가 Hot Spot인 경우는 36개 행정동이 속했으며,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에서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율이 작게 나타나는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2개 행정동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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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의 경우 Hot Spot의 군집을 주로 형성하고, Cold Spot의 군집은 적게 나타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Figure 4 참조). 전일의 경우 예외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말의 경우 1개 행정동에서 두 변수가 

모두 Hot Spot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와 사업체 수 모두 예외적인 영향이 나타난 지역은 군집의 강도가 

낮은 지역이거나, 인구수 이외에 더 영향이 큰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Table of classification by each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population Number of offices

Hot spot Cold spot Total Hot spot Cold spot Total

Rate of change 
in shared 
bicycle rentals

Every day Hot spot 31  1 32  0 2  2

Cold spot  2 36 38 36 0 36
Total 33 37 70 36 2 38

Weekend Hot spot 30  1 31  1 1  2

Cold spot  3 31 34 28 0 28
Total 33 32 65 29 1 30

이를 종합하면,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율은 주거인구가 많은 주거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나며, 사업체 수가 많은 업

무/상업지역에서는 작게 나타나는 공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에 따른 생활

권의 축소, 여가활동 감소, 상업활동 침체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및�향후�연구

본 연구는 COVID-19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공유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

귀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써 공유자전거의 대여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씩 증가할 때, 공유자전거 대여횟수는 각 38,385회, 33,950

회, 11,724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포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대

여의 변화량은 공간적인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군집은 사업체 수, 주거인구 수와 연관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말의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여가활동 및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

한 주거지역과 사업체가 밀집한 업무/상업지역에서 공유자전거 이용 변화가 뚜렷하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즉,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공유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간적 특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부

의 정책이 교통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교통 혼잡, 대기 오

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방안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때, 

목표가 되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수단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팬데믹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하여 통행자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

한 대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람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

었다. 따라서,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주거인구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고, 공유자전거 대

여량 변화와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일반적인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를 활용

할 수 있다. 사업체 수를 비롯한 사업체 규모, 토지이용, 지가, 교통인프라 등 추가적인 지표를 고려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법론 측면에서 본 분석은 각 변수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1차적인 유사성을 

관찰하였다. 이에 방법론을 발전시켜 실제적인 관계성의 정도와 크기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

적으로 지리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GWR Model)을 이용하면,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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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그 효과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관계성의 정도와 크기를 분석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화된 모형을 통해 다양한 공간적 변수의 효과와 특성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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