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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ID-19 virus is a type of virus that can infect human and many kinds of animals. It is 

defined as a Respiratory Syndrome by SARS-CoV-2. COVID-19 halts human movements for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over the world. The futurologists predict such pandemic would 

occur periodically in every few years. The research on human movement patterns in reactions 

to such disease spread is therefore required.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nging patter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ransit use under COVID-19 and provide the base for an appropriate 

transit policy. The paper analyzed change of the bus use pattern in Gyeonggi Province and its 

relationships with spatial characteristics in the period of early 2020 when the movement pattern

was vulnerabl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findings are following. Firstly,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reduction of bus use frequency tended to heavily focus on the large-sized bus

stops. Secondly, the increment of newly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duced the increment 

of the number of passengers using the bus stops in the peripheral area of less frequent economic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decrement of the number of newly confirmed cases increased

bus use volume of bus stops at the central part with industrial and economic activities more 

active than peripheral. These in turn suggest a shift of the focus of transportation policies from

the efficiency of mass passenger collecting and transportation to the safety to avoid the infection.

Keywords: bus stop, bus use pattern change, bus use volume change, COVID-19, multi-nuclear
decentralization

초록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의학적으로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정의된다. 2019년 말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 

및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이 멈추었고 미래학자들은 몇 년 주기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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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예언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될 때 사람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

책이 필요하며 감염병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파악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이용 변화패턴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여 대중교통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이동패턴 변화의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중

심으로 경기도 버스이용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특성과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인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통행변화 영향은 환승이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정류소에 집중적으로 나

타났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면 중심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주변지역에 위치한 정류소의 통

행량이 증가하며, 반대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하면 주변지역 보다 산업 혹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심지역의 통

행량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존의 이용자를 대량으로 집적화하고 운송하는 효율성측면의 교통체계

에서 전염병 감염 등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성을 고려하는 교통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버스정류소, 통행변화, 버스이용패턴변화, 코로나19, 공간다핵분산화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사람과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SARS-

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정의된다(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2020). 코로나19는 비말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발열 ‧ 기침 ‧ 호흡곤란 ‧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 관련 

증상이 발현되는 특징이 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중

국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상륙하였으며, 2월 18일 대구에서 종교모임에 

의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2월 

23일 국내 감염병에 대응한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통행변화의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재해가 다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정책과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여

러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하겠으나, 본 연구는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통행변화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류소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교통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주변의 다른 정류소들과 연결되고, 그 연결

성에 따라 중심부일수록 많은 승객이 이용하기도 하고, 연결성이 떨어지는 주변부에 있을수록 그 이용 빈도는 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버스정류소들을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이루는 구성요소라 간주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통행변화 분석을 통해 정류소를 기반으로 이용 승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국내확산에 따른 통행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Table 1과 같이 2020년 상반기 코로나

19 확진 주요일정을 살펴본결과, 1월 20일 국내 첫확진자 발생 이후, 2월 대구 종교모임에 의한 집단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였으며, 3월 3일 신규확진자수가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의 적극적 전염병 관리대책 시행의 효과로 

3월 중순부터는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 발생외에는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8월 중순 

대규모 도심 집회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였다. 본 연구는 감염확

산이 시작된 초기에 이용자의 반응이 가장 민감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의 광복절 집회

때 다시 한 번 확진자가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 이후는 질병전파 자체의 요인 외 정치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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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 1월에서 8월,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내에 

위치한 버스정류소로 설정하였다.

Table 1. Daily record of COVID-19 development in Korea

No Date Day of the week Contents

1 20 Jan 2020 Mon First confirmed case in Korea

2 20 Feb 2020 Wed Mass infection of Shincheonji a Protestant Group in Daegu

3 27 Feb 2020 Thu Rapid increase of the newly confirmed cases as more than 300 a day

4 3 Mar 2020 Tue 851 newly confirmed cases, the biggest number a day due to the mass infection

5 7 Mar 2020 Sat Decrease of the newly confirmed cases as fewer than 300 a day

6 10 Mar 2020 Tue Mass infection between workers of Guro Call Center, Seoul 

7 22 Mar 2020 Sun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cial distancing 

8 15 Apr 2020 Wed General election day

9 19 Apr 2020 Sun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mitigate the social distancing 

10 15 May 2020 Fri Mass infection in Itaewon, Seoul 

11 27 May 2020 Wed Mass infection of a Logistics Center in Gyeonggi

12 15 Aug 2020 Sat Large political gathering in Gwanghwamun, the center of the capital city

13 20 Aug 2020 Thu Rapid increase of the newly confirmed cases as more than 300 a day

14 26 Aug 2020 Wed 441 newly confirmed cases, the biggest number a day due to the political gathering

15 29 Aug 2020 Sat Decrease of the newly confirmed cases as fewer than 300 a day

⦙

in progress
sourc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ttp://ncov.mohw.go.kr/, 8 Nov 2020 (reconstructed).

선행연구

OECD에서 분석한 자료1)에 따르면, 코로나19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이용률, 도로교통량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교통이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보 및 자전거, 공유모빌리티 이용은 크게 증가해, 자

전거차선, 보도폭 재정비 등 도로를 재구조화하는 사례도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이용 변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2021)은 교통관련 국제 학술지인 TRIP(Transport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게재된 논문을 요약정리해 발표하였다. 논문검토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

들이 코로나19 발생이 대중교통, 승차공유, 자전거공유, 도시이동서비스, 항공여행 등 운송사업에 장단기적으로 미

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운송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보

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자동차 차선을 자전거도로 혹은 보행자공간으로 일시적으

로 전환한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이용 감소로 대기질 개선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and Han(2020)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교통이용현황 및 전 세계 교통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이용자가 급감하였으며, 도로 교통량은 소폭감소, 택배물동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중

교통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시자전거도로 공급을 증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Oh et al.(2020), Kim et al.(2020), Jang et al.(2020)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내 대중

교통 및 교통물류현황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항공 등 모든 부문의 여객교통

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운수업계 경영위기가 발생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감염우려로 자가

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화물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들은 여객운송산업 지원대책의 

1) OECD (2020). Covid-19 Transport Brief: Re-spacing our City for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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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대중교통의 탄력적 운행축소방안, 재정지원방안, 공영제 전환 등이 필요하며, 자가용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른 도시교통 혼잡완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Tarasi et al.(2021)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단선택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분석대상지인 그리스 크레타(Creta)섬은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시민의 

40%가 택시나 자가용, 40%가 도보, 1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였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자

동차 이용객이 줄고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자들은 대중교통서

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승객수요변화를 정량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경로를 재설계

해야 하며, 정류소 및 버스 혼잡도에 관한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승객이 바이러스로부터 보다 안전한 경로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hokouhyar et al.(2021)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 공유모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승객들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였

으며, 이러한 경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유연

근무제활성화, 마스크 필수착용, 소독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도시인프라계획시 자

동차보다 사람을 위한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hen et al.(2020)은 코로나19의 전파특성과 대중교통

특성을 바탕으로 한 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도출하였다. 저자들은 구체적인 대중교통 관련 예방 

및 통제지침을 수립하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차량내부의 철저한 방역 및 소독, 운전자 손소독제 및 마스크 

사용 의무화, 승객간 거리유지 등이 필수적이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Cochran(2020)은 장애인들과의 심층인터뷰

를 통해 코로나19가 장애인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인 자가용이 없는 대부분의 장

애인들은 감염우려로 인해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이동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필수적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수요응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haddar Fatmi(2021)는 코로나19가 터키 이스탄불의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조

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터키 내 코로나 첫 사망자 발생 이후 통근 및 쇼핑을 포함한 모든 목적통행량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철도, 버스, BRT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감소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행변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Hu and Chen(2021)은 베이지안구조시계열모

델을 이용해 계절, 휴일, 날씨와 같은 혼란효과를 제어하고, 코로나19가 대중교통탑승객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였

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카고 환승역의 95%가 승객수에 영향을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승객수가 72.4% 감소하

였다. 특히 상업용토지가 많고,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승객수가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무역 ‧ 운송 등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서는 승객수가 비교적 적게 감소하였다. Bian et al.(2021)은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한 정부정

책이 실제 교통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길이를 정량화하였다. 공간적범위는 뉴욕 및 시애틀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토지이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교통시스템 유형이 시스템반영시간길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민의 이동성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오락시설, 식당, 

학교폐쇄,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교통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자전거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harifi and Khavarian-Garmsir(2020)은 문헌검토를 통해 코로나19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별

로 검토하였다. 저자들은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질환의 확산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객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구밀도는 바이러스 확

산에 기여하는 주요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고밀도지역일수록 편의시설 및 공중보건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전

염병에 덜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Fatmi(2020)는 설문조사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기간동안 일상통행 및 장거

리통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발생으로 통행률이 50%가 감소하였으며, 노인보다 젊은층일수록 통

행률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재택근무를 더 긴 기간동안 수행했으며, 장거리통행은 대

부분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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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통량과 통행패턴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대중교통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기존의 교통시스템에서 새로운 교통체계와 정책의 필요성을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함께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이용 변화패턴을 경기도 교통카드데

이터로 파악하고 코로나19확산 시기별로 통행패턴을 분석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통행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중교통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한다.

분석의�틀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결과를 변화시기별로 경기도 버스정류소 통행분포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 질

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 추이를 Figure 1과 같이 조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Table 2와 같이 3개

의 시점을 도출하였다. 각 시점의 기준일과 비교일의 선정은 일일신규확진자수가 승객의 통행변화에 반영되는 시간

을 고려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시점의 1-2일 후 평일로 선정하였다. 기간 1(Phase 1)의 기

준일인 2020년 1월 21일은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이며, 비교일인 3월 5일은 2월 19일 발생한 대구 종

교모임에 의한 대규모 집단감염발생으로 신규확진자수가 피크를 기록했던 이후이다. 기간 2(Phase 2)의 비교일인 5

월 28일은 이태원 및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발생 등 비교적 소규모의 국지적 집단감염이 오랜기간 지속되었

던 시기의 일자이다. 기간 3(Phase 3)의 비교일인 8월 20일에는 광화문집회 대규모 집단감염발생 이후 신규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Figure 1. The number of newly confirmed cases of COVID-19 from Feb to Aug 2020 in Korea

sourc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ttp://ncov.mohw.go.kr/, 8 Nov 2020 (reconstructed).

Table 2. Critical moments categorizing the COVID-19 development events into phases

Phase Base date Comparison date

Phase 1 21 Jan 2020 (Tue) 05 Mar 2020 (Thu)

Phase 2 05 Mar 2020 (Thu) 28 May 2020 (Thu)

Phase 3 28 May 2020 (Thu) 20 Aug 2020 (Thu)
source: Bhin and Son (2021), Analysis of the Change in Bus Use Pattern Due to COVID-19, 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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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준 및 비교일의 경기도 정류소별 승하차 통행량을 분석하기 위해 정류소별 일일 시간대별 승하차 교

통카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는 버스운행 노선을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위

치한 정류소 뿐아니라 경기도 주변에 위치한 서울시, 인천시 등의 정류소 데이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는 경기도 정류소 위치데이터와 카드데이터를 매칭해 기준일과 비교일에 이용된 경기도 내 위치한 정류소 개소수를 

도출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34,325개(2020.08 기준)의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고, 일자별 카

드데이터와 매칭한 결과 승객들은 일일 약 3만개 내외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자별로 이용된 정류소 개

수는 버스운행, 이용자 이용현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시점별 분석대상 정류소 개수는 기준일을 기준으

로, 기준일의 정류소가 비교일에 없으면 해당 정류소는 결측 처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분석대상 정류소를 선정

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근시간대를 오전 7시-오전 9시로 설정해 출근통행분석 정류소도 선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일일 분석정류소의 약 77%가 출근시간대에도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으로 선정된 분석대상 정

류소 개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number of bus stops by COVID-19 Phase included in the analysis

Phase
Total number of bus stops 
in Gyeonggi bus card data

Number of bus stops 
located in Gyeonggi

Number of bus stops 
analyzed for the entire day

Number of bus stops 
analyzed for the peak 

hours of the day

Phase 1 32,489 29,653 27,666 21,376

Phase 2 31,953 28,856 27,893 21,409

Phase 3 32,879 30,202 28,636 22,114

경기도 버스정류소 통행변화에 대한 공간분포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동별 사회경제 및 토지이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년도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자료는 가장 최신자료

인 2018년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2019년 12월 기준 경기도 행정동은 543개이나 2018년과 2019년의 경기도 행

정동체계를 맞춰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행정동은 513개이며, 수집자료의 수집년도 및 출처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Source of the data of factors affecting change of bus use volume at bus stops

Data Collection year Source

Daily bus card data for each bus stop 2020 Gyeonggi-do Gov.

Socioeconomic
indicators

Number of population/households, 
Sex ratio

2019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lderly ratio 2019 Statistics Korea

Area, Population density 2019 Gyeonggi-do Transportation Information Center

Number of businesses/worker 2018 Gyeonggi-do Transportation Information Center

Land use 
indicators

Land use ratio 2019 Gyeonggi-do Gov.

source: Gyeonggi-do Transportation Information Center, https://gits.gg.go.kr/, 2021.01.16.
Gyeonggi-do (2020), Daily Bus Card Data for Each Bus Stop (Internal data).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ttps://www.mois.go.kr/, 2021.01.16.
Statistical Korea, https://kostat.go.kr/, 2021.02.08.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내 버스정류소들을 하나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이루는 구성요소라 간주하고, 코로나로 인한 

통행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분포 변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 발생 시기별로 

통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해 통행변화의 공간분포 특성이 토지이용 및 지역의 

인구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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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통행변화분석

1. 일일통행

일일 승하차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2020년 1월 21일 경기도 버스카드데이터 기준의 승하차 총

통행량은 약 798만건, 정류소별 평균 통행량은 269건, 표준편차는 803.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3월 5일

의 총통행량은 약 518만건으로 1월의 기준시점과 비교할 때 35.1% 감소하였다. 이후 2020년 5월 28일 통행량이 약 

670만건으로 3월에 비해 29.3% 증가하며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8월 20일 다시 통행량이 5월과 

비교할 때 10.3% 감소하였다. 일별 승하차 통행량이 많은 순서로 했을 때 상위를 차지하는 정류소는 모두 지하철역 

근처 정류소로 나타났으며, 기간별로 순위는 달라지나 대상 정류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별 승

하차 통행량이 가장 많게 나타나는 정류소는 1월 21일과 8월 20일은 성남시에 위치한 야탑역 ‧ 종합버스터미널 정류

소, 3월 5일은 고양시 대화역 정류소, 5월 28일은 수원시 수원역 정류소로 나타났다.

Table 5. Daily number of bus passengers

Classification 21 Jan 2020 5 Mar 2020 28 May 2020 20 Aug 2020

Number of bus stops 29,653.0 28,856.0 30,202.0 30,098.0

Passengers Mean 269.1 179.5 221.7 199.6

Standard deviation 803.2 525.6 653.9 585.1

Max 22,523.0 14,628.0 19,070.0 16,419.0

Min 1.0 1.0 1.0 1.0

Total 7,979,062.0 5,179,411.0 6,695,487.0 6,008,760.0

Increase/Decrease rate - -35.1% +29.3% -10.3%

기준일에 비해 비교일에 승하차 통행량이 감소한 정류소를 통행량 감소정류소, 통행량이 동일한 정류소를 통행

량 유지정류소, 통행량이 증가한 정류소를 통행량 증가정류소로 구분해 통행변화량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기간 1(Phase 1)에서는 전체 정류소의 82.4%에서 기준일 대비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 2(Phase 2)에서는 정류소의 77.2%에서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3(Phase 3)에서는 

기간 2(Phase 2)에 비해 감소정류소는 46.0% 늘어나고 증가 정류소는 46.7% 줄어들었으며, 승하차인원이 감소한 

정류소가 증가한 정류소에 비해 31.5%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The number of bus stops by daily bus use volume change and by phase

Classification
Phase 1 Phase 2 Phase 3

Count (unit) Ratio (%) Count (unit) Ratio (%) Count (unit) Ratio (%)

Passenger-decreased bus stop 22,802 82.4 4,460 16.0 17,751 62.0

Unchanged bus stop 1,750 6.3 1,902 6.8 2,138 7.5

Passenger-increased bus stop 3,114 11.3 21,531 77.2 8,747 30.5

Total 27,666 100.0 27,893 100.0 28,6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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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별 승하차 통행량 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기간 1(Phase 1)의 통행변화량 평균은 -101.2건으로 

대부분의 정류소가 통행량이 감소하였다. 가장 통행량이 많이 감소한 정류소는 2020년 1월 21일 성남시에 위치한 

야탑역 정류소로 통행량이 8,779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통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류소는 안양시에 

위치한 창박골 정류소로 통행량이 379건으로 나타났다. 기간 2(Phase 2)의 통행변화량 평균은 53.1건으로 많은 정

류소가 통행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통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류소는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역 ‧ AK플

라자 정류소로 통행량이 5,245건 증가하였다. 통행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정류소는 하남시의 미사역 정류소로 통행

량이 792건 감소하였다. 기간 3(Phase 3)의 통행변화량 평균은 -24.2건으로 통행량이 감소하였다. 가장 통행량이 

많이 감소한 정류소는 기간 2(Phase 2)와 동일하게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역 ‧ AK플라자 정류소이며 통행량이 3,498

건 감소하였다. 반면 통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류소는 하남시의 미사역 정류소로 통행량이 881건 증가하였다.

Table 7. Change of daily bus use volume by phase

Classification
Phase 1 Phase 2 Phase 3

Mean Total Mean Total Mean Total

Passenger-decreased bus stop -123.5 -2,815,214.0 -8.0 -35,515.0 -45.7 -810,633.0

Unchanged bus stop 0.0 0.0 0.0 0.0 0.0 0.0

Passenger-increased bus stop 5.1 15,883.0 70.4 1,515,875.0 13.6 118,903.0

Total -101.2 -2,799,331.0 53.1 1,480,360.0 -24.2 -691,730.0

Table 8. Increase or decrease rate of the monthly number of buses operated and the monthly number of passengers from early 

2019 to early 2020 by type of buses in Gyeonggi Province

Type Rate of change Jan. Feb. Mar. Apr. May. Jun. Total

A Number of buses operated 14.1% 25.7% -12.3% -23.2% -19.5% -10.5% -5.6%

Number of bus passengers 1.9% -1.1% -40.2% -37.5% -34.4% -24.0% -23.8%

B B-1 Number of buses operated 4.3% 11.7% -7.6% -18.1% -16.0% -7.4% -6.0%

Number of bus passengers -4.5% -9.6% -43.4% -40.3% -37.6% -27.6% -28.4%

B-2 Number of buses operated 6.1% 14.9% 13.5% 14.6% 14.1% 14.1% 12.8%

Number of bus passengers -2.6% -6.7% -31.9% -29.3% -26.4% -16.6% -19.5%

C Number of buses operated -3.4% 3.0% -28.2% -31.8% -27.0% -28.5% -19.6%

Number of bus passengers -11.1% -16.0% -50.6% -46.8% -42.5% -37.7% -35.3%

D Number of buses operated -4.6% -3.1% -24.2% -28.5% -26.9% -22.8% -18.7%

Number of bus passengers -7.8% -17.2% -45.8% -43.7% -39.3% -32.3% -31.9%

E Number of buses operated -2.1% 5.8% -15.8% -19.2% -15.9% -8.9% -9.7%

Number of bus passengers -11.7% -14.6% -42.8% -40.0% -35.1% -26.3% -29.1%

F Number of buses operated 12.2% 19.7% 14.5% 11.4% 5.8% 5.3% 11.2%

Number of bus passengers 38.0% 35.3% -0.4% 2.2% 4.8% 17.2% 14.6%

Total Number of buses operated -0.2% 7.6% -13.0% -17.3% -14.4% -7.7% -7.9%

Number of bus passengers -10.5% -13.7% -42.5% -39.7% -35.0% -26.0% -28.6%
source: Kim and Kim (2020), Budget estimation of finalcial support for non-profitable bus routes considering the effects fo COVID-19 

(reconstruction), GRI.
Rate of change: The rate of increase or decrease from 2019 to 2020.((2020-2019)/2019).

2019년과 2020년 경기도 시내버스유형별 상반기 가동대수 및 이용객수의 증감율은 Table 8과 같다. 경기도의 버

스노선 가동대수는 차량, 운수종사자의 배치 등의 이유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탄력적이었다. 코로나19

가 발생하기 전인 1월에도 가동대수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으며, 2월은 7.6% 증가하였다. 

코로나19관련 정부 방역지침으로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직장인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버스이용객수 감

소로 버스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3월 시내버스가동대수가 13.0% 감소하였으며, 4월 17.3% 감소로 정점을 

찍고 5월 이후 조금씩 증가하였다. 시내버스이용객수는 월평균 -28.6% 감소하였으며, 3월 42.5%로 가장 많이 감

소하고 4월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0년 상반기 시내버스가동대수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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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7.9% 감소하였고 버스이용객수는 28.6% 감소하였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광역급행

형(A), 직행좌석형(민영제(B-1), 준공영제(B-2)), 경기순환형(C), 좌석형(D), 일반형(E), 맞춤형(F)과 같이 6개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내버스유형별 가동대수 및 버스이용객수 월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3월 이후 대부분의 유

형에서 2019년대비 2020년 가동대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용객수도 감소하였다. 반면 직행좌석형 중 준공영제(B-1)

와 맞춤형버스(F)는 2019년 대비 2020년 가동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이용객수는 감소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시내버스가동대수의 증감운행이 버스이용객수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Table 8과 같이 일부 버스유

형에서는 가동대수와 버스이용객수가 동시에 줄었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가동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객수가 줄었다는 점으로 볼 때, 상관성을 계량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시내버스 가동대수

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객수 증감에 이러한 영향을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2. 출근통행

일별 출근시간 승하차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일일 승하차통행량의 약 16.0%가 출근 승하차통

행량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1월 21일 출근 승하차 총통행량은 약 128만건, 정류소별 평균 통행량은 53.7건, 표준

편차는 143.4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3월 5일의 총통행량은 약 95만건으로 1월에 비해 34.0% 감소하였다. 

이후 2020년 5월 28일 통행량이 약 123만건으로 22.4% 증가하며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8월 20일 

다시 통행량이 15.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 Change of commuting-hour bus use volume by phase

Classification 21 Jan 2020 5 Mar 2020 28 May 2020 20 Aug 2020

Number of bus stops 23,911.0 22,933.0 24,354.0 24,145.0

Passengers Mean 53.7 41.8 50.7 44.3

Standard deviation 143.4 109.1 130.8 116.4

Max. 4,320.0 3,375.0 3,940.0 3,604.0

Min. 1.0 1.0 1.0 1.0

Total 1,283,111.0 957,839.0 1,233,898.0 1,069,819.0

Increase/Decrease rate - -34.0% +22.4% -15.3%

출근 승하차 통행량 상위 정류소는 모두 지하철역 근처 정류소로 나타났으며, 일별로 순위는 변동되지만 정류소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근 승하차 통행량 최대정류소는 1월 21일, 3월 5일, 5월 28일은 고양시 대

화역 정류소, 8월 20일은 성남시에 위치한 야탑역 ‧ 종합버스터미널 정류소로 나타났다. 이 정류소들은 지하철과 연

계된 환승기능을 하는 곳이다.

시점별 출근 통행 변화 정류소 개수는 Table 10과 같다. 기간 1(Phase 1)에서는 전체 정류소의 71.0%에서 기준일 

대비 출근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 2(Phase 2)에서는 정류소의 68.0%에서 출근통행량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기간 3(Phase 3)에서는 기간 2(Phase 2)에 비해 감소정류소는 37.8% 늘어나고 증가 정류소는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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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으며, 전체정류소에서는 승하차인원이 감소한 정류소가 증가한 정류소에 비해 29.2% 많다. 위 내용을 정리

해보면 기간 1(Phase 1)은 출근통행량 감소정류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간 2(Phase 2)는 출근통행량 증가정류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 3(Phase 3)은 기간 1(Phase 1)보다는 증가정류소가 많고 기간 2(Phase 

2)보다는 감소정류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통행분포와 출근통행분포는 약간의 비율차이는 있지만, 통행량

감소(Phase 1)-통행량증가(Phase 2)-통행량감소(Phase 3)의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10. The number of bus stops by commuting-hour bus use volume change and by phase

Classification
Phase 1 Phase 2 Phase 3

Count (unit) Ratio (%) Count (unit) Ratio (%) Count (unit) Ratio (%)

Passenger-decreased bus stop 15,178 71.0 4,415 20.6 12,918 58.4

Unchanged bus stop 2,602 12.2 2,445 11.4 2,737 12.4

Passenger-increased bus stop 3,596 16.6 14,549 68.0 6,459 29.2

Total 21,376 100.0 21,409 100.0 22,114 100.0

시점별 출근 통행량 변화를 검토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기간 1(Phase 1)의 출근 통행량 변화 평균은 -15.1건

으로 대부분의 정류소가 통행량이 감소하였다. 가장 통행량이 많이 감소한 정류소는 성남시 판교역(남편) 정류소로 

통행량이 1,379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통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류소는 안양시에 위치한 오뚜기식

품 ‧ 두산벤처다임 정류소로 통행량이 151건 증가하였다.

기간 2(Phase 2)의 출근 통행량 변화 평균은 +12.4건으로 많은 정류소가 통행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통

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류소는 성남시 야탑역 ‧ 종합버스터미널 정류소로 통행량이 826건 증가하였다. 통행량

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정류소는 하남시의 미사역 정류소로 통행량이 220건 감소하였다.

기간 3(Phase 3)의 출근 통행량 변화 평균은 -7.4건으로 통행량이 감소하였다. 가장 통행량이 많이 감소한 정류

소는 고양시 대화역 정류소로 통행량이 759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통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정류소

는 하남시의 미사역 정류소로 통행량이 328건 증가하였다.

Table 11. Change of commuting-hour bus use volume by phase

Classification
Phase 1 Phase 2 Phase 3

Mean Total Mean Total Mean Total

Passenger-decreased bus stop -22.2 -336,222.0 -4.8 -21,132.0 -15.7 -202,418.0

Unchanged bus stop 0.0 0.0 0.0 0.0 0.0 0.0

Passenger-increased bus stop 3.6 12,780.0 19.8 287,581.0 5.9 38,284.0

Total -15.1 -323,442.0 12.4 266,449.0 -7.4 -164,134.0

3. 통행변화분석�종합

기간 1(Phase 1)의 일일통행량 감소율은 -35.1%, 출근통행량 감소율은 -34.0%로 통행변화에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기간 2(Phase 2)의 전일 통행량 증가율은 +29.3%, 출근 통행량 증가율은 +22.4%로 약 6.9% 차이

가 나며, 기간 3(Phase 3)의 전일 통행량 감소율은 -10.3%, 출근 통행량 감소율은 -15.3% 약 5.0% 차이가 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가 오랜기간 지속되며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통행

량 증가시에는 출근통행이 일일통행보다 적게 증가하고, 통행량 감소시에는 출근통행이 일일통행비율보다 많이 감

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일 및 출근 통행변화 정류소 개소수를 분석한 결과 기간 1(Phase 1)은 통행량 감소정류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간 2(Phase 2)는 통행량 증가정류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 3(Phase 3)은 기간 1(Phase 1)

보다는 증가정류소가 많고 기간 2(Phase 2)보다는 감소정류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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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충격이 기간 1(Phase 1), 기간 3(Phase 3), 기간 2(Phase 2)순으로 시민들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쳐 결론적으

로 통행량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간별로 통행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정류소를 검토한 결과 성남시 야

탑역 정류소, 수원시 수원역 ‧ AK플라자 정류소 등과 같이 모두 환승이 이루어지는 지하철역 근처 대규모 정류소가 

통행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로�인한�통행�공간분포변화�영향요인분석

1. 변수선정

본 연구는 경기도 행정동별 사회경제 및 토지이용 변수를 고려한 코로나 발생시기별 경기도 버스정류소 통행변화

에 대한 공간분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경기도 513개 행정동의 코로나 발생시기별 통행변화량으로, 

기간 1(Phase 1)은 25,779개 정류소, 기간 2(Phase 2)는 25,986개 정류소, 기간 3(Phase 3)은 26,707개 정류소가 읍

면동별 사회경제 및 토지이용 변수와 매칭되었다. 또한 출근시간대 중 코로나로 인한 통행량 감소의 영향이 가장 컸

던 기간 1(Phase 1) 출근시간대 정류소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사회경제 및 토지이용 변수를 매칭하였으며, 19,644개

의 정류소가 매칭되었다.

기간 1(Phase 1)의 일일 및 출근시간대 통행변화량 평균은 각각 -4,902.7건, -562.3건으로 대부분의 행정동에서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간 2(Phase 2)의 일일 통행변화량 평균은 +2,700.4건으로 점차 회복되

는 추세를 보였으나, 기간 3(Phase 3)의 평균이 -1,336.7건으로 다시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 통

행변화량이 최대인 행정동은 기간 1, 2, 3 모두 수원시 매산동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원시 매산동에 일일통행량 상

위 정류소인 수원역 ‧ AK플라자 정류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간 1(Phase 1)의 출근 통행변화량 최

대 행정동은 성남시 삼평동으로 판교역과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들의 재택근무실시 등으로 인한 출

근통행량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는 행정동별 사회경제 및 토지이용변수이며, 사회경제변수

는 읍면동별 총인구수, 세대수, 면적, 인구밀도, 남성비, 고령자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토지이용변수는 주거, 상

업, 공업, 녹지비율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의 기초통계분석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Base statistical analysis

Classification Count Min. Max. Mean
Standard 
deviation

Dependent 
variable

Phase 1 Daily bus use volume changes 


513.0 -40,846.0 42.0 -4,902.7 5,063.6

Commuting-hour bus use 
volume changes




513.0 -4,704.0 15.0 -562.3 581.4

Phase 2 Daily bus use volume changes 


513.0 -13.0 25,138.0 2,700.4 2,737.9

Phase 3 Daily bus use volume changes 


513.0 -13,585.0 603.0 -1,336.7 1,525.0

Independent 
variable

Socio-
economic
indicators

Population 


513.0 155.0 108,027.0 22,890.7 16,243.4

Number of households 


513.0 74.0 45,726.0 9,496.7 6,256.6

Area (km2) 


513.0 0.2 231.2 19.3 28.0

Population density (pop/km2) 


513.0 0.0 72.6 9.3 11.3

Sex ratio (%) 


513.0 0.8 1.7 1.0 0.1

Elderly ratio (%) 


513.0 3.1 47.1 15.8 7.3

Number of businesses 


513.0 3.0 10,172.0 1,600.5 1,240.6

Number of workers 


513.0 6.0 123,730.0 9,209.7 10,427.6

Land use 
indicators

Residential land use ratio (%) 


513.0 0.0 97.4 32.0 26.2

Commercial land use ratio (%) 


513.0 0.0 54.0 4.5 8.4

Industrial land use ratio (%) 


513.0 0.0 100.0 5.9 17.8

Green space ratio (%) 


513.0 0.0 100.0 56.2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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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분포영향요인분석

코로나 발생시기별 경기도 버스정류소 통행변화에 대한 공간분포 영향요인 분석은 SPSS 27.0을 활용한 다중선형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다중선형회귀식은 Equation 1과 같다. 기간별 변수의 선정은 Pearson 상관관계 분

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상관계수가 높고, 독립변수간 상관계수가 낮은 변수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으며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또한 변수의 p-value와 계수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의 신뢰수준에 유의

미한 설명변수만 채택하여 최종모형을 분석하였다.



   











⋯








 (1)

where,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Constant term



 : Error term

Table 13. Correlation analysis

 















































  1 　 　 　 　 　 　 　 　 　 　 　 　 　 　 　

  0.996** 1 　 　 　 　 　 　 　 　 　 　 　 　 　 　

  -0.996** -0.994** 1 　 　 　 　 　 　 　 　 　 　 　 　 　


 0.996** 0.993** -0.997** 1 　 　 　 　 　 　 　 　 　 　 　 　


 -0.544** -0.534** 0.526** -0.522** 1 　 　 　 　 　 　 　 　 　 　 　


 -0.546** -0.535** 0.529** -0.524** 0.982** 1 　 　 　 　 　 　 　 　 　 　

 0.352** 0.355** -0.343** 0.335** -0.239** -0.211** 1 　 　 　 　 　 　 　 　 　

 -0.230** -0.231** 0.223** -0.216** 0.147** 0.123** -0.494** 1 　 　 　 　 　 　 　 　

 0.292** 0.292** -0.279** 0.272** -0.332** -0.253** 0.349** -0.388** 1 　 　 　 　 　 　 　


 0.447** 0.448** -0.437** 0.421** -0.614** -0.585** 0.626** -0.352** 0.343** 1 　 　 　 　 　 　


 -0.517** -0.507** 0.508** -0.509** 0.570** 0.638** -0.048 -0.047 0.131** -0.341** 1 　 　 　 　 　


 -0.424** -0.432** 0.422** -0.421** 0.368** 0.414** -0.017 -0.102* 0.165** -0.284** 0.800** 1 　 　 　 　

 -0.253** -0.257** 0.251** -0.237** 0.190** 0.168** -0.493** 0.711** -0.387** -0.413** -0.015 -0.097* 1 　 　 　

 -0.366** -0.363** 0.369** -0.374** -0.031 0.004 -0.269** 0.330** -0.139** -0.117** 0.176** 0.110** 0.321** 1 　 　

 0.151** 0.151** -0.149** 0.140** -0.170** -0.159** 0.179** -0.158** 0.307** 0.225** 0.026 0.191** -0.233** -0.121** 1 　


 0.182** 0.184** -0.183** 0.179** 0.001 0.007 0.342** -0.558** 0.148** 0.144** 0.001 -0.022 -0.738** -0.445** -0.326** 1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1) Phase 1 일일/출근통행

(1) 일일통행

기간 1(Phase 1) 일일통행변화 공간분포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Table 14와 같다. 분석결과 사회경제변수인 읍면

동별 총인구수, 면적, 남성비, 사업체수, 토지이용변수인 읍면동별 상업비율이 설명변수로 채택되었다. 선정된 변수 

중 총인구수, 사업체수, 상업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로 총인구수가 많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은 읍면동일

수록 일일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면적 및 남성비는 양의 상관관계로 면적이 좁고, 남성비가 낮은 

읍면동일수록 일일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값이 0.506으로 

50.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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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Model of daily bus use volume change of Phase 1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VIF
B Std. Error Beta

Constant -7,891.422 1,889.162 -4.177 0.000

Socioeconomic
indicators

Population -0.088 0.014 -0.281 -6.082 0.000 2.218

Area 26.498 6.277 0.146 4.221 0.000 1.248

Sex ratio 6,983.990 1,749.780 0.154 3.991 0.000 1.542

Number of 
businesses

-1.323 0.180 -0.324 -7.336 0.000 2.026

Land use 
indicators

Commercial 
land use ratio

-154.903 20.832 -0.257 -7.436 0.000 1.243


 0.511

Adjusted  0.506

F 106.062

P-value 0.000

(2) 출근통행

기간 1(Phase 1) 출근통행변화 공간분포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Table 15와 같다. 분석결과 사회경제변수인 읍면

동별 총인구수, 면적, 남성비, 사업체수, 토지이용변수인 읍면동별 상업비율이 설명변수로 채택되었다. 선정된 변수 

중 총인구수, 사업체수, 상업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로 총인구수가 많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은 읍면동일

수록 일일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면적 및 남성비는 양의 상관관계로 면적이 좁고, 남성비가 낮은 

읍면동일수록 일일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근통행에서 선정된 변수 및 계수의 부호는 앞서 분석한 

일일통행분석과 동일하나 비표준화 계수 크기가 출근통행분석이 확연히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값이 0.446으로 44.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0으

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5. Model of commuting-hour bus use volume change of Phase 1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VIF
B Std. Error Beta

Constant -1,030.644 229.770 -4.486 0.000

Socioeconomic
indicators

Population -0.009 0.002 -0.247 -5.033 0.000 2.218

Area 3.553 0.763 0.171 4.654 0.000 1.248

Sex ratio 867.013 212.817 0.166 4.074 0.000 1.542

Number of 
businesses

-0.157 0.022 -0.336 -7.173 0.000 2.026

Land use 
indicators

Commercial 
land use ratio

-11.621 2.534 -0.168 -4.587 0.000 1.243


 0.452

Adjusted  0.446

F 83.519

P-value 0.000

2) Phase 2 일일통행

기간 2(Phase 2) 일일통행변화 공간분포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Table 16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경제변수인 읍면

동별 총인구수, 면적, 남성비, 사업체수, 토지이용변수인 읍면동별 상업비율이 설명변수로 채택되었다. 선정된 변수 

중 총인구수, 사업체수, 상업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로 총인구수가 많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은 읍면동일

수록 일일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면적 및 남성비는 음의 상관관계로 면적이 좁고, 남성비가 낮은 

읍면동일수록 일일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 1(Phase 1)의 일일통행변화 분석모형과 선정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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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하나, 계수의 부호가 모두 반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값이 0.464로 

46.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6. Model of daily bus use volume change of Phase 2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VIF
B Std. Error Beta

Constant 2,372.363 1,064.538 2.229 0.026

Socioeconomic
indicators

Population 0.063 0.008 0.372 7.729 0.000 2.218

Area -9.738 3.537 -0.100 -2.753 0.006 1.248

Sex ratio -2,094.611 985.997 -0.085 -2.124 0.034 1.542

Number of 
businesses

0.567 0.102 0.257 5.579 0.000 2.026

Land use 
indicators

Commercial 
land use ratio

80.360 11.739 0.247 6.846 0.000 1.243


 0.469

Adjusted  0.464

F 89.614

P-value 0.000

3) Phase 3 일일통행

기간 3(Phase 3) 일일통행변화 공간분포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Table 17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경제변수인 읍면

동별 총인구수, 면적, 고령자비, 사업체수, 토지이용변수인 읍면동별 상업비율, 공업비율이 설명변수로 채택되었다. 

선정된 변수 중 총인구수, 고령자비, 사업체수, 상업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로 총인구수가 많고, 고령자비가 높고, 사

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일일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면적 및 공업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로 면적이 좁고, 공업비율이 낮은 읍면동일수록 일일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값이 0.385로 38.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7. Model of daily bus use volume change of Phase 3

Classifica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VIF
B Std. Error Beta

Constant 381.768 247.277 1.544 0.123

Socioeconomic
indicators

Population -0.044 0.005 -0.467 -8.907 0.000 2.284

Area 7.231 2.612 0.133 2.768 0.006 1.912

Elderly ratio -22.991 11.872 -0.110 -1.937 0.053 2.675

Number of 
businesses

-0.217 0.055 -0.177 -3.920 0.000 1.692

Land use 
indicators

Commercial 
land use ratio

-39.595 6.902 -0.218 -5.737 0.000 1.207

Industrial land use ratio 5.590


 0.392

Adjusted  0.385

F 54.421

P-value 0.000

4) 분석종합

코로나 발생시기별 통행량은 기간 1-3(Phase 1-3) 순서대로 통행량 감소(충격)-통행량 증가(회복)-통행량 감

소(충격)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기간별 통행량 변화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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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8과 같다.

Table 18. Model comparison

Classification
Phase 1 Phase 2 Phase 3

Daily Commute Daily Daily

Socioeconomic
indicators

Population -0.088 -0.009 +0.063 -0.044

Area +26.498 +3.553 -9.738 +7.231

Elderly ratio +6,983.990 +867.013 -2,094.611

Sex ratio -22.991

Number of businesses -1.323 -0.157 +0.567 -0.217

Land use 
indicators

Commercial land use ratio -154.903 -11.621 +80.360 -39.595

Industrial land use ratio +5.590

Adjusted  0.506 0.446 0.464 0.385

기간 1(Phase 1)의 일일 및 출근통행변화 공간분포 영향요인 분석결과 두 모형 모두 동일하게 사회경제변수의 총

인구수, 면적, 남성비, 사업체수, 토지이용변수의 상업비율이 설명변수로 채택되었으며, 계수의 부호도 동일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계수의 크기가 일일통행 분석이 출근통행 분석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두 모형이 같

은 코로나 시기의 통행변화인 만큼 통행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은 동일하나, 출근통행량이 일일통행량의 17% 정도이

므로 이러한 영향이 계수값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초기인 기간 1(Phase 1)은 전국 초 ‧ 중 ‧ 고 개

학연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일일통행량이 35.1%, 출근통행량이 34.0% 감소한 시점으로, 

공간적으로는 총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좁고, 여성비가 높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일일 

및 출근 통행량이 감소하였다.

기간 2(Phase 2)는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감소하며 대중교통 통행량이 회복되는 시점으로, 일일통행량

이 29.3% 증가하였다. 공간적으로는 기간 1(Phase 1)과 모두 동일하게 사회경제변수의 총인구수, 면적, 남성비, 사

업체수, 토지이용변수의 상업비율이 통행변화에 상관이 있다고 도출되었으나, 계수의 부호는 정반대로 분석되었다. 

즉 총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적고, 남성비가 낮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일일통행량이 

증가하였다.

기간 3(Phase 3)은 8월 15일 광화문도심집회로 신규확진자수가 증가하며 통행량이 다시 감소하는 시점으로, 일

일통행량이 10.3% 감소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총인구수, 면적, 고령자비, 사업체수, 토지이용변수의 상업 및 공업비

율이 통행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좁고, 고령자비가 높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고, 공업비율이 낮은 읍면동일수록 일일통행량이 감소하였다.

각 모형의 수정된  값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충격(Phase 1)-회복(Phase 2)-충격(Phase 3)의 순으로 모형의 설

명력의 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1(Phase 1)은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가장 컸고, 그로 인해 기간 2(Phase 

2)는 회복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버스이용변화와 지역적 특성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 추이에 

근거해 버스 승하차 통행량 변화 시기를 기간 1-3(Phase 1-3)으로 구분해 일일통행과 출근통행 변화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코로나 확산초기인 기간 1(Phase 1)은 통행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시기로, 일일통행량이 35.1%, 출근통행

량이 34.0% 감소하였다. 기간 2(Phase 2)는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감소하여 대중교통 통행량이 회복되는 

시기로 일일통행량이 29.3%, 출근통행량이 22.4% 증가하였다. 기간 3(Phase 3)은 신규확진자수가 다시 급증하며 

통행량이 다시 감소한 시기로 일일통행량이 10.3%, 출근통행량이 15.3% 감소하였다. 즉 코로나 발생시기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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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기간 1-3(Phase 1-3) 순서대로 통행량 감소(충격)-통행량 증가(회복)-통행량 감소(충격)의 경향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간별로 통행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 상위 정류소들을 검토한 결과 성남시 야탑역 정류소, 

수원시 수원역 ‧ AK플라자 정류소 등과 같이 모두 환승이 이루어지는 지하철역 근처 대규모 정류소가 통행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해 기간별로 버스이용변화에 미치는 공간분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간 1(Phase 

1)은 총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좁고, 남성비가 낮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일일 및 출근 

통행량이 감소하였다. 기간 2(Phase 2)는 기간 1(Phase 1)과 모두 동일하게 사회경제변수의 총인구수, 면적, 남성비, 

사업체수, 토지이용변수의 상업비율이 통행변화에 상관이 있다고 도출되었으나, 계수의 부호는 정반대로 분석되었

다. 즉 총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적고, 남성비가 낮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일일통행량

이 증가하였다. 기간 3(Phase 3)는 총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좁고, 고령자비가 높고, 사업체수가 많고, 상업비율이 

높고, 공업비율이 낮은 읍면동일수록 일일통행량이 감소하였다.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통행변화 영향은 환승이 

이루어지는 지하철역 근처 대규모의 정류소가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

면 중심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주변지역에 위치한 정류소의 통행량이 증가하며, 반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주변지역 보다 산업 혹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심지역의 통행량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과 같이 비대면생활이 일상화될 경우, 지역 내의 이동과 공간수요는 다핵분산화가 될 것이다. 이

는 교통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의 방향을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총 수요관리, 

효율성, 대중교통 및 혼잡제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최적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운송서비스는 

변화가 요구되며, 향후에는 적은 인구집단과 지역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하철과 연계하는 통행을 포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변화 전체

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내 통행의 다핵분산화 경향 정도를 좀 더 정량화해 분석이 필요하며, 기

본 생활권 내로 통행이 국지화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 각각의 변화와 그 상

호작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위와 관련된 추가 분석으로, 공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네트워크 상의 중심성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들이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환승정류소와 같이 복잡한 정류소를 피하고 혼잡하지 않은 외곽 정류소를 이용하

는 현상을 발견한다면 교통시설의 분산배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통행변화의 외부적요인, 즉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시책 들을 세분화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 ‧ 중 ‧ 고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전환으로 인한 이동량 감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질병 추이와 통행량 간의 보다 장기

적인 상호관련성을 시계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조사 요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질병확산 심화시의 

통행 위축 및 통행행태의 국지화 경향의 일반패턴 확인은 물론 질병확산 감소와 회복기의 통행 패턴 정상화의 일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된 정책 수립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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