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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의선 숲길 주변 토지이용 별 생활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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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spread of COVID-19, the role of parks has been emphasized. Under the quarantine guidelines, 

including social distancing, people are visiting parks as a safe place. In line with these changes, parks need to 

be studied as pandemic adapta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ir physical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linear parks with accessibility and pass way funct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land uses. The case study area was selected from Yeonnam-dong to Yeomni- 

dong of the Gyeongui Line Forest Park, and the area was divided into 4 section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boundary and surrounding land uses.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adopted in each section using the total 

number of de facto popul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and factors affecting external activities including 

COVID-19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more diverse the interaction between 

commercial facilities and linear parks, the greater the impact of the pandemic. Second, where various 

commercial facilities are concentrated people respond more sensitively to short-term weather changes than 

seasonal one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use of linear parks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land use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linear park has potential as a means to overcome the 

Pandemic crisis of the city and to increase equity in access to gree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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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의 원인 불명 폐렴 발생이 보고되었다. 해당 질병

이 중국 내부와 전 세계 각국으로 퍼지자,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질병을 

‘COVID-19’로 공식 명명하였다. 이후, 전 세계적으

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자 2020년 3월 11일,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한 이후, 코로나19는 최근까지도 개인의 삶을 비롯한 

도시적, 국가적 차원에서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비

말을 통하여 전파되는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영

향은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제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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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 업무 및 교육 공간이 비

대면 방식 도입으로 유연해진 반면, 외출과 대면 소통

의 기회는 줄어들었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사람들은 타인과 소통하거나 개

인적 여가활동을 위해 공원을 찾았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정부가 한강시민공원에 가동한 한시적 규

제로 알 수 있듯, 공원도 인구 밀집에 따른 전염병 확

산에서 온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원이 

외부활동의 자율성과 자연적 녹지공간을 통한 심리

적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가짐에 따라(Ulrich, 1984)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박인권 외, 2021). 

이처럼 현 도시에서 공원에 대한 잠재력은 주목받

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활반경이 축소됨

에 따라 공원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 형

태와 기능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에서는 녹지의 조성보다 녹지네트워크와 같

은 연결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최재혁 외, 2022). 또

한 코로나19가 도래한 도시에서 통행공간은 방역의 

유효성을 가지고(김정호, 2021), 선형공원은 인접 가

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통행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영동･조항만, 2017). 이에 선형공원은 방역공간으

로서 잠재력을 가진다. 더불어 일반적인 면적 공원보

다 더 높은 접근 효율성과 접근 형평성을 보인다는 점

에서 현 도시 상황에 적합하다(김재철･박근현, 2013). 

방역 규제로 인해 생활 반경이 축소됨에 따라 녹지접

근성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주변 지역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의미

하며, 토지이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권익현 외, 

2020). 인접지의 토지이용 구성에 따라 선형공원의 

이용자 및 활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도시 변화는 선형공

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선형공원이 적절한 

팬데믹 도시의 여가공간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공원 주변 토지이용 구성 특징

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활동 특성과 코로나19 영향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토지이용 별 선형공

원의 기능과 팬데믹 적응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과 지향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의 공원에 부여되는 여가공간의 역할을 제고함으로

써 팬데믹 적응과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코로나19에 따른 도시 행태 변화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은 도시를 위협하는 요인

으로 작용해왔다. 과거 중세시대 피렌체에서 흑사병 

발생으로 인력이 감소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듯, 전염병과 도시의 변화는 긴밀한 관계에 있

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

러 연구에서 볼 수 있다.

Lan et al.(2021)은 NTL(nighttime light)을 이용

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 및 초기의 도시 인구 이동과 

전염병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적 중심지, 지방 차원에서는 경제 및 정치 중심지, 

도시 차원에서는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서 

전염병 영향의 강도가 높다고 하였다. Morita et al. 

(2020)은 일본의 4개 도시(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아이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도시민

의 활동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에 이동량은 줄었으나 

주거와 상업시설의 체류시간이 늘어났으며, 대부분

의 도시에서 공원체류시간도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주중

과 주말에 따라 규칙적인 양상을 보였던 반면, 감염

수치와 기후적 변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설

1) 지난 2021년 5월 15일부터 5개월간 가동한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의 한강시민공원 취식 및 음주행위 자제와 조기귀가 권고

가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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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친수공간과 녹지공간, 상

업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분산배치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박홍일(2021)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와 지역과 토지이용, 사회 및 경제적 밀도,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

후의 도시공간 이용 패턴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토지이용 별 생활인구 증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고 하였다. 먼저, 상업과 업무시설 연면적이 큰 지역

일수록 해당 도시공간 이용이 감소하였다. 반면, 인

구밀도가 높거나 주거시설이 많은 지역, 공원면적이 

큰 지역에서도 생활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

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이

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높을수록 도시

공간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팬데믹 도시의 공원

팬데믹의 도래로 공원이 방역의 유효성과 외부 활

동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Xie 

et al.(2020)은 중국 청두 거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외출 규제로 거주지 인접 

공원 방문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분산형 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시설 배치로 녹지접근성 향상이 필

요하다 주장하였다. Barquilla(2021)는 필리핀 파시

그시를 대상으로 여러 공원 유형과 공원 이용 형태 등

을 분석하여 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에 따른 제약으로 이동은 축소되었으나 생산활동은 

계속되었으므로, 스트레스 해소에 녹지공간 이용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공원 방문 빈도는 감

소하였지만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팬데믹 극복에 있

어 그 중요성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Lu et 

al.(2021)은 홍콩과 싱가포르, 도쿄, 서울의 인스타그

램 데이터 패널세트를 이용한 연구에서 팬데믹이 심

화될수록 녹지공간 이용이 확대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팬데믹 속 공원을 다양

하게 분석하였다. 이진희(2021)는 공원과 주변 골목

상권의 상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전후 골목 상권 매출에 공원의 시각성과 공원의 

수가 정(+)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이에 코로나블루 해

소와 관련된 공원 조경시설 요소가 그와 같은 매출 차

이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담(2021)은 텍스

트마이닝과 행태관찰조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경의

선 숲길 연남동 구간의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원 이용 

인구 및 활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2019년

보다 단순하고 개인적인 이용행태가 증가하였고, 외

부방문객 감소로 인근 주민의 근린공원적 이용이 확

대되었음을 밝혔다. 김정호(2021)는 도시 내 공간시

설을 대상으로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 도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로 소공원 공급면적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정(+)

적이었으나, 교통광장의 경우에는 부(-)적이었다는 점

이 두드려졌다. 이에 통행 기능이 있는 교통광장과 같

은 공간시설에 방역공간의 유효성이 있음을 밝혔다.

2.3 선형공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전염병 예방 수칙이 인구

밀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선형공원의 물리

적 특성은 팬데믹 도시에서 잠재력을 가진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높은 접근성에서 비롯한 인접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김재철･박근현(2013)은 선형공원의 핵심적 

특성을 도시공간과의 근접성과 공원 체험의 연속성

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접 지역의 적절한 토지

이용계획으로 선형공원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권익현 외(2020)은 선형공원에 있

어 주변 토지이용의 유형에 따라 근린환경 변화 속

도와 방향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며, 조성 후 주변 

근린환경 밀도가 증가함을 밝혔다. 또한, 조영동･조

항만(2017)은 선형공원의 인접 가로접근성 확보로 

그린웨이(통행)의 기능이 부여될 수 있고, 보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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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ope of the Study

일상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경의선 

숲길 공원 연남동 구간의 인접가로 접근성이 도시 

조직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오화자(2017)는 경의선 숲길 공원 연남동 구간에서 

거주자의 근린생활적 이용과 방문자의 일회성 여가

공간 이용이 혼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2.4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영향

력과 도시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는 현 도시 상황을 

시사하는 데에는 충분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를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연구

의 시간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Lan et al., 2021; 

Morita et al., 2020). 실질적으로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은 팬데믹에서 도시공원이 가

지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연

구는 특정 토지이용(이진희, 2021)이나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김정호, 

2021),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배경으로 도시적 맥락 및 

토지이용과 공원의 상호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형공원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해당 공원이 

가지는 본질적인 잠재력과 기능을 밝혔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를 대상으

로 선형공원 인접 토지이용 별 도시활동을 분석한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자료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2월 5

일에 집계되었으며, 2021년 5월 31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였다. 백신

접종 진행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맞물리면서 추가 

확진자 수 증감이 비교적 일정해졌다는 점에서 코로

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경의선 숲길 공원’의 연남동구간부터 

염리동구간까지의 총 2.5km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경의선 숲길 공원은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

인 선형공원이자 주변 지역과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또한 다양한 밀도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여러 토지이용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간 

별 주변 토지이용 밀집 및 구성 특징이 뚜렷하다. 이

에 토지이용과 선형공원 이용행태 간의 연계성을 파

악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연구의 공간적 범

위는 해당 공원을 포함하는 모든 집계구로 설정하였

으며, 이를 집계구 경계와 간선도로를 기반으로 토

지이용 밀집 및 구성 특징을 반영하여 네 개의 구간

으로 나누었다(Fig. 1, Table 1). 더불어 각 구간에 대

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유사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구간 별로 근린･도보권인 500m 범위의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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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s by Section

Section
Total area 

(m
2
)

The number of Census 

output areas

1 261,544 11

2 331,491 9

3 244,442 11

4 139,962 2

Fig. 2. Land Uses in 500 m Radius of Gyungui Line Forest Park

Source: Seoul Open Data. (in Korean)

Table 2. Proportion of Land Use Area with 500 m Radius of Gyungui Line Forest Park by Section

Land Uses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The type1 exclusive residential 2.4 0.0 0.0 0.0

The 1
st

 class residential 6.9 7.2 7.4 0.1

The 2
nd

 class residential
(7th floor or lower)

47.0 24.2 26.2 20.6

The 2
nd

 class residential 19.0 31.5 26.3 21.8

The 3
rd

 class residential 12.8 20.6 28.5 39.2

semi-residential 5.3 8.4 6.3 8.3

Neighborhood commercial 2.2 2.6 0.0 0.0

General commercial 0.6 5.4 5.3 10.0

other urban area 0.4 0.1 0.0 0.0

Nature green 3.4 0.0 0.0 0.0

Total 100.0 100.0 100.0 100.0

면적 비율을 검토하였다(권익현 외, 2020). 집계구 

경계와 간선도로를 고려하여 일부 반경을 수정하였

으며, 각 구간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종류와 면적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Fig. 2, Table 2). 제2종일

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3

종일반주거지역 구성 비율에서는 주거시설 밀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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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uilding Uses in 500 m Radius of Gyungui Line Forest Park

Source: Open Market,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  (in Korean)

Table 3. The Number and Area Proportion of Each Building Use with 500 m Radius of Gyungui Line Forest Park 

by Section

Building Uses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Count Area (%) Count Area (%) Count Area (%) Count Area (%)

Single-family house 3,796 41.3 4,167 28.4 13,186 21.8 1,086 12.8

Apartment house 1,435 26.5 1,427 19.7 5,073 25.7 377 28.0

The 1
st

 class neighborhood 682 10.5 1,218 11.5 3,493 8.6 364 13.4

The 2
nd

 class neighborhood 972 14.4 2,151 23.7 3,353 11.5 289 14.6

Culture & Assembly 14 0.3 25 1.0 192 1.3 2 1.0

Retail & Sales 2 0.2 257 5.1 154 0.5 17 0.2

Medical 2 0.1 19 0.2 14 0.1 3 0.1

Educational & Welfare 79 3.6 193 4.0 1,543 23.9 157 12.8

Sports 0 0.0 5 0.2 0 0.0 0 0.0

Office 55 2.1 239 5.5 645 2.8 78 11.7

Accommodation 7 0.2 50 0.5 476 1.4 5 0.9

Amusement 20 0.4 7 0.0 0 0.0 0 0.0

Factory 0 0.0 1 0.0 152 0.9 29 1.1

Warehouse 17 0.3 12 0.0 82 0.8 11 0.2

Dangerous goods storage 2 0.0 7 0.1 38 0.2 8 0.2

Car-related 10 0.1 1 0.0 101 0.5 14 2.5

Tourist rest 0 0.0 4 0.0 0 0.0 3 0.5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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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근린상업지역과 일

반상업지역 비율에서는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밀도

를 비교할 수 있었다. 그에 덧붙여 도시적 맥락의 토

지이용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경의선 

숲길 반경 500m의 구간 별 건물용도 통계량을 산출

하였다(Fig. 3, Table 3).

구간1은 홍대입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양화로 홍

대입구역 상권 일부를 포함한다. 주로 저층 연립주

택이 밀집해있으며,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

해 있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비율이 

47.0%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용도에서는 단독

주택의 면적비율이 41.3%로 전 구간 중 가장 높아 

저층 주거시설의 밀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분포한 제1종, 2종 근린생

활시설 면적 비율이 총 24.9%로 저밀의 상업시설 밀

집 현황을 알 수 있다. 2.2%의 근린상업지역은 홍대

입구역 대로변 상권으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 일부 위치해 있다. 구간 내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은 홍대입구역에서 주변 상업시설 및 주

거시설로의 연결성을 부여하고 오픈스페이스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구간2는 홍대입구역과 신촌역에 인접하여 양화로 

홍대입구역 상권 일부와 신촌 오거리 상권 일부를 포

함한다. 또한 AK&홍대 복합쇼핑몰, 경의선 책거리 

미술학원 거리가 위치해 있으며, 저층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밀집해있다. 그러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 31.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24.2%,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0.6%로 구간1보다 토지이

용 밀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건물 용도 별 면적비

율에서도 구간1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

활시설이 비교적 고른 수치를 보인다. 상업시설은 

신촌 오거리 상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반상업지

역 비율이 5.4%로 구간1보다 높았다. 근린생활시설 

중 특히 제2종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홍익대학교 주변 미술학원거리와 인쇄업소, 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구간2의 경의선 숲길 공원

은 주변 거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주변 카페나 음식점 손님들의 방문이 잦다.

경의선 숲길 와우교 구간 일부, 신수동, 대흥동 구

간을 포함하는 구간3은 구간2와 마찬가지로 신촌 

오거리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상업지역 비율이 

5.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건물 용도에서 구

간2보다 비교적 근린생활시설 면적비율이 낮았다. 

이는 앞선 구간들에 비하여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하기보다는 밀집되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

2종일반주거지역 26.3%, 제2종일반주거지역(7

층이하) 26.2%, 제3종일반주거지역 28.5%로 구간

2와 마찬가지로 주거시설 밀도는 다양했다. 반면, 

앞선 구간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비율, 공동주택

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면적 비율이 높다는 점에

서 평균 가구의 크기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

한 맥락에서 구간3의 경의선 숲길 공원은 구간 내 서

강대역 이용자나 인근 거주민의 이용이 많다고 보

았다.

구간4는 공덕역과 인접하고 독막로와 마포대로 

광로가 지나 상대적으로 도보접근성이 낮다. 경의

선 숲길 공원은 염리동 구간을 포함하고, 그 끝자락

에 일반상업지역의 공공용지가 위치하여 다음 구간

인 새창고개 구간과 연결성이 떨어진다. 구간4는 고

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모여있으며, 공동주택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면적

비율이 12.8%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구간3과 비

슷하게 평균 가구의 크기가 크다고 보았다. 그 외에, 

용도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비율은 1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39.2%로 전 구간 중 가장 높

았다는 특징이 있었다. 해당 일반상업지역에는 주

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

으며, 업무시설 면적비율이 11.7%로 타 구간보다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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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 of Variables

Category Variables Classification Unit

Independent 

variables

Average temperature Daily average temperature °C

Precipitation Daily precipitation mm

Fine dust concentration
Daily average fine dust concentration 

in Mapo-gu
μg/m

3

Day of the week 

(dummy)
Week days : 1, weekend : 0 -

Number of additional 

confirmed cases

Number of new confirmed cases nationwide 

per day as of midnight
-

Season

(dummy)

Summer June-August : 1

-Fall September-November : 1

Winter December-February : 1

Dependent 

variables
de facto Population

Total de facto population of the census output 

areas by section
-

3.2 변수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구

간 별 인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종속

변수를 각 구간 별 경의선 숲길 공원 해당 집계구의 

총 생활인구 수로 두었다. 독립변수는 평균기온, 강

수량, 미세먼지 농도, 주중 주말 여부 더미변수,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 계절 더미변수로 구축하여 사

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변수를 통제

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

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토지이용에 따라 날씨 및 계절적 요인이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이수미･홍성조, 2019; J Chung et al., 

2019). 평균기온과 강수량 데이터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https://data.kma.go.kr/)의 종관기상관

측 자료에서 구득하였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특

별시 대기환경정보(https://cleanair.seoul.go.kr/)

에서 마포구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 데이터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 

data.seoul.go.kr/)의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를 가공하였다(Table 4).

범용 통계프로그램인 Stata를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분산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Breusch-pagan test와 White test를 실시하였다. 이

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Robu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표준화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독립

변수 및 구간 간 비교 분석에 표준화계수를 이용하

였다(김태현･김진 2011). 

4. 분석 결과

4.1 기술 통계

분석에 앞서 각 변수의 기술통계를 구하였다(Table 

5). 그 중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 수는 평균이 292

명이나, 최소값이 0명, 최대값이 1,216명으로, 해

당 값이 사회적 요인, 대유행 시기 등의 영향에 따

라 큰 폭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생활

인구 평균값은 구간2, 구간1, 구간3, 구간4 순으로 

컸으며, 구간4의 값이 현저히 작았다는 점이 특징

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의선 숲길 주변 토지이용 별 생활인구 변화

http://lhi.lh.or.kr � 81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Category Average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Independent 

variables

Average temperature (°C) 13 9.5 -15 30

Precipitation (mm) 4 13.7 0 103

Fine dust concentration 

(μg/m
3
)

37 8.5 5 393

Number of additional 

confirmed cases
292 279.0 0 1,216

Dependent variables

(de facto Population)

Section 1 251,561 20,932.0 183,947 319,293

Section 2 308,884 25,829.8 202,541 393,619

Section 3 230,071 13,383.4 165,397 255,891

Section 4 99,849 19,692.5 54,188 140,888

Unit of Analysis : Day Obs. = 482

4.2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구간 별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든 구

간에서 독립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

이 10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Breusch-Pagan 

test와 White’s test에서 이분산성이 존재하여 Robu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구간 간 비교분석

을 위하여 표준화계수를 별도로 구하였다.

Table 6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수에 한하여 표준화계수를 구간별로 해석하였다. 우

선, 평균기온은 구간1, 구간3에서 정(+)영향을 보였

다. 이는 전반적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기온이 높을

수록 외출 및 해당 집계구 방문을 비롯한 사람들의 

외출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간1과 구간3

에서 표준화계수는 각 구간의 유의한 모든 변수 중

에서 각각 3위와 5위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구

간1에서는 0.18, 구간3에서는 0.14로 구간1에서 조

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강수량은 구간1과 구간4 총 생활인구 수에 부(-)

영향을 미쳐 비가 많이 올수록 인구 유동이 축소됨

을 확인하였다. 표준화계수는 두 구간에서 유의한 

모든 변수 중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낮은 편이었다. 

구간1에서는 -0.11, 구간4에서는 -0.03이었으며 구

간1이 구간4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구간2와 구간4에서 모두 정(+)

적 영향이 있었으며, 표준화계수가 구간2에서 0.10, 

구간4에서 0.04로 구간2에서 더 민감하였다. 한편, 

각 구간의 유의한 다른 변수들과 비교하면 각각 4위

와 6위로 두 구간에서 모두 영향력이 하위권이었다. 

주중 주말 여부는 구간1에서만 종속변수에 부(-)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구간2, 구간3, 구간4에서는 

정(+)영향을 미쳤다. 구간1에서는 주중보다 주말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주말보다 주중에 생활인구가 증

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표준화계수는 각 구간의 유의

한 변수 중에서 구간1은 -0.34로 2위, 구간2에서는 

0.14로 3위, 구간3에서는 0.57로 1위, 구간4에서는 

0.85로 1위였다. 영향력의 순위권을 고려하였을 때, 

구간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매우 높은 영향력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간 간 비교에서는 구간4, 

구간3, 구간1, 구간2순으로 높았다. 

계절 더미 변수 중 summer는 구간1에서 종속변

수에 정(+)영향을, 구간4에서 부(-)영향을 미쳤다. 

봄을 기준으로 구간1에서는 여름에 총 생활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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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Robust Regression in Each Section (*P<0.05, **P<0.01)

Section 1 Coefficient Std. err. t Beta

Average temperature 389.90** 129.31 3.02 0.18

Precipitation -160.83** 53.88 -2.99 -0.11

Fine dust concentration 4.06 18.94 0.21 0.01

Day of the week -15253.47** 1744.67 -8.74 -0.34

summer 9050.20** 2386.54 3.79 0.17

fall -5924.06** 1972.90 -3.00 -0.11

winter -1389.27 2773.26 -0.50 -0.03

Number of additional confirmed cases -100.15** 7.58 -13.21 -0.48

_cons 266526.20 2537.51 105.03

R
2
 = 0.55

Section 2 Coefficient Std. err. t Beta

Average temperature 135.94 228.08 0.60 0.05

Precipitation -84.21 76.73 -1.10 -0.04

Fine dust concentration 88.71** 31.22 2.84 0.10

Day of the week 7747.72** 2887.19 2.68 0.14

Summer -202.01 3934.15 -0.05 -0.00

Fall -12020.00** 3256.13 -3.69 -0.18

Winter -6100.30 4843.10 -1.26 -0.10

Number of additional confirmed cases -65.47** 13.35 -4.90 -0.26

_cons 308753.70 4459.66 69.23

R
2
 = 0.15

Section 3 Coefficient Std. err. t Beta

Average temperature 190.91** 76.52 2.49 0.14

Precipitation -37.02 19.32 -1.92 -0.04

Fine dust concentration -12.17 10.83 -1.12 -0.03

Day of the week 16522.60** 977.24 16.91 0.57

summer -1908.02 1143.94 -1.67 -0.06

fall -6406.61** 966.29 -6.63 -0.19

winter -11092.01** 1779.82 -6.23 -0.35

Number of additional confirmed cases -28.99** 4.34 -6.68 -0.22

_cons 223881.50 1477.10 151.57

R
2
 = 0.64

Section 4 Coefficient Std. err. t Beta

Average temperature 40.35 77.60 0.52 0.02

Precipitation -44.64** 21.60 -2.07 -0.03

Fine dust concentration 26.47** 10.69 2.48 0.04

Day of the week 36094.27** 759.29 47.54 0.85

summer -9122.93** 1450.86 -6.29 -0.18

fall -12786.54** 860.91 -14.85 -0.26

winter -6202.93** 1636.39 -3.79 -0.13

Number of additional confirmed cases -39.61** 5.41 -7.32 -0.20

_cons 83154.75 1407.66 59.07

R
2
 = 0.84

Unit of Analysis : Day Obs.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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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는 반면, 구간4에서는 감소한다는 의미이

다. 표준화계수는 각 구간의 유의한 변수들과 비교

했을 때, 구간1에서 0.17로 4위, 구간4에서 -0.18로 

4위였고 구간4에서 더 영향이 컸다.

fall 변수는 모든 구간에서 부(-)영향을 미쳤다. 표

준화계수는 유의한 변수에 한하여 구간1에서는 -0.1

으로 6순위, 구간2에서는 -0.18로 2순위, 구간3에

서는 -0.19로 4순위, 구간4에서는 -0.26으로 2순위

였다. 구간 별 변수 간 비교에서는 구간1과 구간3 보

다 구간2, 구간4에서 영향이 큰 편이었다. 구간 간 

비교에서는 구간4, 구간3, 구간2, 구간1순으로 민감

하였다.

winter 변수는 구간3과 구간4에서 모두 부(-)영향

이 있었다. 가을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봄 기준 총 

생활인구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간별 표

준화계수는 구간3에서는 -0.35로 2위, 구간4에서는 

-0.13으로 5위였으며 구간3이 구간4보다 크게 반응

하였다.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는 모든 구간에서 종속변

수에 부(-)영향을 미쳤다. 대상지 전체에서 전국 확

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생활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정부 방역지침의 영향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한 규제에도 불

구하고 각 구간에서의 유의한 변수들 간 표준화계수 

순위는 차이가 있었다. 구간1에서는 -0.48로 1위, 구

간2에서는 -0.26로 1위, 구간3에서는 -0.22로 3위, 

구간4에서는 -0.20으로 3위였다. 대체적으로 구간1, 

구간2에서 보다 구간3, 구간4에서 덜 민감하게 반응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구간 간 비교에서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순으로 민감하였다.

4.3 구간 별 해석

분석 결과에 따른 변수의 표준화계수를 단순해석 

및 비교해석 한 결과, 각 구간별 토지이용과 연계하

여 해석이 가능하였다. 특히, 주거시설 밀도와 상업

시설의 밀도 및 다양성, 업무시설의 입지가 해석의 

중점 요소로 작용하였다. 전체 변수 중에서는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 수가 가장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저밀의 주거시설과 다양한 저밀 상업시설이 분포한 

구간1의 경우, 전 구간 중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

게 받았다. 구간2는 구간1과 동일한 홍대입구역 상

권을 포함하고 비슷한 저밀 주거시설이 입지해 있어 

비교의 의미가 컸다. 해당 구간에서는 코로나19 영

향을 내포하고 있는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 수의 표

준화계수가 전 구간 중 2위인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구간3의 경우, 주거시설 밀도가 높고 다양한 주거시

설 유형이 분포해 있다. 이에 주거시설의 다양성은 

비교적 낮으나 고밀의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위치

한 구간4와 비교 분석 요소가 많았다. 구간3에서는 

거주민으로 하여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작은 편이었

지만, 구간4보다는 컸다. 이는 구간4의 고밀 업무시

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

4.3.1 구간1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 수를 먼저 살펴보면, 표준

화계수가 -0.48로 모든 구간 중 가장 컸고 유의한 변

수들 중에서도 가장 마찬가지였다. 팬데믹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인데, 이는 해당 지역이 

홍대입구역과 인접하여 교통접근성이 좋고 선형 공

원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어 기존부터 유동인

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승

하고 외출 및 활동에 대한 규제와 전염에 대한 경각

심이 작용하여 모든 구간 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한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주중주말 여

부로, 주말에 생활인구가 증가하였다. 이 또한 다양

한 음식점, 카페, 소규모 상점 및 공방으로 이루어진 

상권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준화계수는 -0.34로 전 구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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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였으나, 네 구간 중 유일하게 부(-)영향이 있었

으므로 단순히 다른 구간보다 주중 주말 여부 영향

을 적게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해당 구간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간보다 여가공간 수요

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와 주중주말 여부의 영향

보다 평균기온, 강수량, summer, fall의 영향이 작았

던 것 또한 해당 구간의 활발한 상권 특성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간 간 비교에서 평균

기온과 강수량 표준화계수 크기는 다른 구간보다 컸

던 반면, summer와 fall의 표준화계수는 다른 구간

보다 작았다. 이는 정부 규제나 휴일, 일간 날씨와 같

은 단기적 요소에는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장기적 계절성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상업시설의 밀집으로 여가활동 공간의 

역할이 커 계절에 따른 일반적인 외부활동 경향보다 

일 단위 변화에 따른 외출 여부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4.3.2 구간2

구간1에 이어 해당 구간은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

수의 표준화계수가 -0.26으로 영향력이 전 구간 중 2

위였고 유의한 변수들 중에서도 1위였다. 이는 홍대

입구역 인접 상권과 소규모 상점, AK&홍대 복합쇼

핑몰, 경의선 책거리, 신촌오거리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상권 유입인구가 있으며, 2)미술학원 거리의 고

정적인 유동인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예상하였다. 따

라서 전국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상승하여 상업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었으므로 해당 변수에 민감했던 것이다. 그러

나 동일한 홍대입구역 상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구

간1보다 전국 확진자수 영향이 작았던 것은 상업시

설 뿐만 아니라 저층 연립주택과 아파트단지, 오피

스텔이 많아 상주인구가 생활인구에 포함되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fall 변수

로, 표준화계수는 -0.18이었고 전 구간 중 3위였다. 

summer와 winter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계절 간 비교는 불가능 하였

다. 한 가지 특징은 주중주말 여부 변수보다 민감한 

반응이 있었던 것이다. 예측하건대, 저층 연립주택

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많고, 대학생 생

활인구 비율이 높아 주간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점에

서 비롯한 것이다. 

유의한 변수 중 표준화계수가 두 번째로 낮았던 주

중주말 여부는 0.14로 총 생활인구 수에 정(+)영향

을 미쳤다. 주말 보다 주중에 생활인구가 증가했다

는 의미로, 이 구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저층 연립

주택과 오피스텔 거주민들의 이동이 주로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하는 평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

만, 주말에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상권 특성과 구간3

과 구간4의 밀도 높은 주거시설로 인하여 전 구간의 

주중 주말 변수 계수 비교에서는 가장 낮은 4위였다.

표준화계수 0.10으로 가장 영향이 작았던 미세먼

지 농도는 생활인구에 정(+)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외부활동에 불편

을 주는 부정적 요소이지만, 날씨가 온화한 날 일수

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을 때 생활인구가 증가하였다고 정리

하였다. 따라서 자율적인 외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여가공간으로서의 상업시설이 적

은 구간4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2) 경의선 책거리 기준 도보권으로 반경 500m를 설정하여 분석한 상권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으로 서예/서화/미

술 교육 업소의 수가 마포구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동인구는 주말보다 주중에 다소 많았다(소상공

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2022.12.6. 읽음. https://sg.sbiz.or.kr/godo/index.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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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구간3

이 구간의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의 표준화계수

는 -0.22로 전 구간 중 3위였고 유의한 변수들 중에

서는 3위였다. 팬데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

았다고 여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해당 구간이 전 

구간 중 가장 주거지역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시설

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임에서 비롯한 것이다. 실

제로 앞선 구간 현황 분석에서 이 구간은 상업시설

과 주거시설 각각의 밀도가 높았다. 신촌 오거리 일

반상업지역과 나머지 주거지역의 시설 밀도 특징이 

뚜렷한 것이다. 이에 구간 내부의 전반적인 외부 유

입인구는 적고, 전국 확진자수가 증가함에도 고정적

으로 외출 및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

적 거리두기 영향이 작았다.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한 

서강대역이 홍대입구역이나 신촌역에 비해 상권 접

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중 주말 여부는 표준화계수 0.57로 해당 구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전 구간에서도 2위였다. 이는 

앞선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토지이용 중 주거시설 기능이 매우 명확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하였다. 따라서 주중에 생활인구

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등하교 및 출퇴근을 비롯한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 구간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점은 평균기온과 

fall 변수의 표준화계수는 낮은 수준인데 반해 winter 

변수의 표준화계수가 -0.35로 전국 확진자수 보다 

높은 2위였다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가구원수의 규

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겨울 

계절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

한 fall, 평균기온 변수의 표준화계수와 구간 간 비교

에서의 계수는 각각 -0.19와 0.14였다. 유의한 변수

들 중에서는 4위와 5위였고 전 구간에서는 모두 2위

였다. 평균기온은 전 구간에서 낮은 수준이었지만, 

fall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winter 변수 

보다는 덜 민감하였으나, 구간1과 구간2에 비하여 

민감하였기에 계절성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4.3.4 구간4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의 표준화계수는 -0.20으

로 전 구간에서 가장 낮은 4위였고 유의한 변수들 중

에서도 3위였다. 이는 고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일

부 저층부 상업시설로 이루어진 토지이용 밀집 및 

구성 특징에서 비롯한 것이다. 구간3과 비슷한 맥락

에서 고정적인 유동인구 비율이 높고 규칙적인 활동

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점과 상업시설 특성에서 구간3과 명확한 차

이를 보인다. 구간3의 신촌오거리 상업시설은 대학

가와 가깝고 병원이 밀집하여 이용인구가 다양한 반

면 구간4의 상업시설은 주로 음식점이나 프랜차이

즈 카페 등 업종이 단순하고, 이용 인구는 거주민이

나 직장인이 많다. 또한 다른 구간과 마찬가지로 역

세권이었지만, 교통량이 많고 공덕오거리의 광로와 

접하여 도보보다는 차량 접근성이 높아 주변 직장인

들의 이용이 많다. 때문에 전 구간에서 팬데믹의 영

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 

주중주말 여부는 표준화계수 0.85로 전 구간 중 1

위였고 유의한 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이 또

한 고밀한 주거시설과 업무시설로 구성된 토지이용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앞선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 수와 마찬가지로, 주중주말 여부에 업무시설

의 밀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업무시설 유입인

구가 명확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 양상 

및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summer, fall, winter 변수는 순서대로 4위, 2위, 5

위로 민감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 데이터가 한 번

의 계절 주기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계절 

별 표준화계수 크기 비교와 구체적인 해석은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계절 더미변수가 미세먼지 

농도와 강수량보다 영향이 컸다는 점은 특징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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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 구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으로 계절 더미변

수는 민감한 편이었지만, 강수량과 미세먼지 농도는 

무던한 수준이었다. 이는 단기적 날씨변화보다 장기

적인 계절 별 경향성에 따라 생활인구 변화가 뚜렷

함을 의미한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연구 결과를 종합하기에 앞서, 각 구간 분석 모형

의 R
2
값에 따라 설명력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염

두에 두었다. 그럼에도 구간 별 토지이용 및 도시맥

락적 특성에 기반하여 코로나19와 생활인구 변화 간

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관련 주요 변수가 유의했

다는 점에서 해석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구간 별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토지이용 

특성을 연계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각 구간에서 드러나는 옥

외활동(Jan Gehl, 1971)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

다. 첫째, 상권과 선형공원의 상호작용이 다양할수

록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구간1의 경우, 상

권으로의 외부 유입 인구가 통행 및 체류 공간으로

서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선택적, 사

회적 활동 양상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분석 결과에

서는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의 표준화계수가 가장 

컸다. 이는 코로나 이전의 공원 자체 기능이 남아있

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팬데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보았다. 실제로,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에 체류 및 식음 행위 등이 금지되었고 출입이 

불가하도록 팻말과 테이프가 설치되었다. 반면, 구

간2에 해당하는 공원의 경우에는 상업시설에서 비

롯한 오픈스페이스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와 

학원거리 등으로의 통행 기능도 담당하여 구간1보

다 팬데믹 영향을 덜 받았다. 구간3의 경우에도 주거

시설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당 구간 공원이 주로 

통행이나 운동 및 산책로 기능을 수행하였다. 구간4

은 고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위치하여 구간3과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구간3과 구간4에서 

당일 전국 추가 확진자수의 표준화계수는 구간 간 

비교, 변수 간 비교에서 하위권이었다. 이러한 구간 

2, 3, 4의 결과는 구간1에서보다 필수적 활동 양상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선형

공원은 상업시설과 인접하였을 때 더욱 크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팬데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상업시설이 밀집할수록 계절성 보다

는 단기적 날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에서 

계절성은 강수량이나 평균기온, 미세먼지 농도보다 

장기적인 특성을 가지며, 일정 주기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활동에 일반적인 경향성을 부여한

다. 반면 강수량이나 평균기온, 미세먼지 농도는 비

교적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보로, 외출 여부를 결

정하는 데에 크게 작용한다.3) 상권에 더 많은 여가

공간 수요가 발생할수록 일간 날씨 변화가 인구 밀

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구간1의 경우만 보아도 

타 구간보다 평균기온과 강수량 표준화계수가 높았

던 반면, summer와 fall은 전 구간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구간4의 상권은 고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로 

충분히 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인구가 주로 

직장인이나 거주민이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의 다양

성이 부재하여 여가공간의 기능이 비교적 작았다. 

이를 통하여 팬데믹과 외부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적 다양성이 큰 상권에는 여가공간 수요

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여가목적의 보행량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비오는 날씨의 보행자수 감소 효과가 주거지

역보다 상업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수미･홍성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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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서는 토지이용에 따른 공원 이용 형

태와 기능의 차이가 팬데믹 영향 정도와 긴밀한 관

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지이용의 구성 형태 및 

밀도는 생활인구의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고, 선형

공원은 형태적 특성 상 다양한 토지이용과 인접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형공원의 기능은 주변 지역의 특

성에 따라 구체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권 다양성과 문화･여가 기능이 발달한 구간에

서는 보다 유동인구의 밀집에 대비한 공간적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통행과 체류 공간을 제한하는 것

만이 근본적인 오픈스페이스의 방역 방안이 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주거시설과 교육시설, 소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한 근린적 기능이 강한 구간에서는 선형

공원에서 부담하는 외부 활동 공간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높은 접근성으로 공원 자체의 

이용보다 통행 목적의 이용이 활발한 만큼, 다양한 

이동 형태를 고려한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규모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

가 있지만 한강공원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휴식공간, 

보행로 등이 구분되어 있다. 선형공원은 여러 시설

물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옆의 도로 통제

나 선형공원 폭 확대 및 경로의 높이 다양화를 통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밀도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분포한 구간에서

는 보다 도보권을 고려하여 주변 도시계획시설과 건

물, 공원 간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앞선 구간들 보

다 교통량이 많아 도보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주민과 직장인 등 생활인구의 공원 이용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공간 

배치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공개공지나 소공원 계획

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5.3 연구한계 및 의의

먼저, 본 연구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1년 이

상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

서 진행되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선형공원과 

주변 토지이용 구성 맥락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 결과

는 팬데믹 도시에서 선형공원의 개선 및 구축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별 선형공원

의 물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다소 짧아 분석결과 및 해석의 일반

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구간2의 회귀분

석 결과도 R
2
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수의 수가 적어 구간 특성 분석이 미흡했다. 더

불어 집계구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상

주인구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범위의 인

구 활동 변화 해석에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팬데믹의 도시공간과 토지이용 

변화 특성을 더욱 일반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보다 면밀하게 데이터 구축

하고 근린공원으로 공간 범위를 확장하여 본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팬데믹과 같은 도시적 위기를 비롯한 

도시 변화를 대비하는 데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보행 일상권’을 도

입할 것(서울특별시, 2022)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도시 내 녹지 접근성 및 형평성은 보다 중요하게 다

뤄질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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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 하에 사람들은 안전하

게 머물 곳으로 공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공원은 물리적, 위치적 특성에 따라 팬데믹 적응 방안으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접근성과 통행기능을 가지는 선형공원의 잠재력을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분석

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경의선 숲길 공원의 연남동 구간부터 염리동 구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집계구 경계와 토

지이용 특성을 기준으로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 총 생활인구 수를 종속변수로, 코로나19를 포함한 외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구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권과 선형공원의 상호작용이 다양할수록 팬데믹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다양한 상업시설이 밀집할수록 

계절성보다 단기적 날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선형공원의 이용

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선형공원에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녹지 접근 형평성을 높일 수단으로 잠재력

이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 코로나19, 선형공원, 토지이용, 생활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