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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선형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예측
(Prediction of New Confirmed Cases of COVID-19 based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Random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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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VID-19 virus appeared in 2019 and is extremely contagious. Because it is very infectious and has a

huge impact on people's mobility. In this paper,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random forest models are used to predict

the number of COVID-19 cases using COVID-19 infection status data (open source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Google Mobility Data, which can check the liquidity of various categories. The data has been

divided into two sets. The first dataset is COVID-19 infection status data and all six variables of Google Mobility

Data. The second dataset is COVID-19 infection status data and only two variables of Google Mobility Data: (1)

Retail stores and leisure facilities (2) Grocery stores and pharmacies. The models' performance has been compared

using the mean absolute error indicator. We also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random forest model and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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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 된 신종 코

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2020년 1월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표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호흡할 때 작은

입자나 비말이 분비된다. 이런 작은 입자나 비말이 다른 사

람의 눈, 코, 입에 있는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며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 [1].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

면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팬데믹’은 가까운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륙의 국가까지 추가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상태일 경우 선언된다. 2020년 9월 기준, 전 세계적 누적 확

진자 수 2억 명 이상, 사망자 400만 명 이상으로 발표되었

고, 국내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 약 30만 명, 사망자는 약

2,400명을 발생시켰다. 과거에 발병하였던 사스와 메르스 바

이러스와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2019년에 발병한 코로나

의 경우 약 2%, 2002년 발병한 사스의 사망률은 9.6%, 2015

년에 발병한 메르스의 사망률은 34.5%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의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스와 메르

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1,000명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개의 바이러스 중 사망률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전파력을 가지며,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개인

이나 집단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줄이는 시

스템이다. 9월 현재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고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다수가 이용

하는 시설이나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회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

한 변수들을 사용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감염

현황자료와, ‘코로나’ 검색량 수치를 변수로 사용해 LSTM

및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법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3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4일 뒤 확진자 수를 예측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테스트 구간에 따라 효과적인 기

법이 각각 달랐으며, 데이터의 수가 적어 복잡한 딥러닝 모

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에서는 수두와 쯔쯔가무

시 감염병에 대한 예측에 앙상블 기법인 XGBoost와

AdaBoost,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였다. 변수로는 날

짜, 날씨, 인구 밀도, 인터넷 검색량 등을 사용하였다. 감염

병에 대한 예측 결과 세 가지 모델 중 랜덤 포레스트 모델

의 예측 성능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5]에서 서울시

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하철 승차 인원,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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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워드 검색량, 기상자료 등을 예측에 사용하였다. 이중

기상자료는 상관분석을 통해 30개의 데이터에서 피어슨 상관

계수가 가장 높은 6개의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머

신러닝 기법으로 1일, 3일, 7일 뒤의 서울시 코로나19 일별 확

진자 수를 예측하였다. 가까운 미래 예측에는 LSTM, MLP,

랜덤 포레스트 기법 순으로 우수하였으며, 먼 미래 예측에는

LSTM, RNN, 랜덤 포레스트 기법 순으로 우수하였다.

감염병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유동성을 이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동성과 관련된 지하철 승차 인원 변수

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예측한 연구 결과가 있

지만, 이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힘

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이동성을 고려한 확진자 예측

으로 확산 방지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정확한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의료 체계 및 거리두기 수칙 등의

코로나 확산 방지 시스템 운영에 도움이 되고,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일 뒤 코로나19 신

규 확진자 수 예측을 위해 데이터 셋을 상관분석 적용 여부

에 따라 나누어 다중 선형 회귀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 방법

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데이터와 모

델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 두 개의 데이터 셋을 비교하여

국내 코로나 확진자 예측 모델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

로 제4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목표에 관한 내용으로 마

무리한다.

Ⅱ. 예측을 위한 모델링

1. 데이터 수집

확진자 수와 검사자 수 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_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6]. 이 데이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일별 확진자, 검사자, 치료 중 환자, 사망자 등

에 대한 현황자료이다. 신규 확진자 수 예측을 목적으로 연

구를 진행하므로 치료 중인 환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한 변

수는 제외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확진자 수와 검사

자 수로, 각 변수를 1일부터 5일 전 변수로 사용하였다.

유동성 데이터 정보는 구글에서 제공되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이동성 보고서’ 자료를 사용하였다 [7]. 이 보고서에서

는 6가지 카테고리 장소의 시간별, 지역별 이동 추이를 나

타낸다. 6가지 카테고리는 ‘소매점과 여가 시설’, ‘식료품점과

약국’, ‘대중교통 정거장’, ‘공원’, ‘직장’, ‘주거지’로 분류된다.

각 카테고리에는 여러 유형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대중

교통 정거장’ 카테고리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택시 정류

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하며, ‘공원’ 카테고리의 경우 공

공 정원, 국립 공원, 캠핑장 등을 포함한다. 분석에서는 각

변수를 2일부터 6일 전 변수로 사용하였다. 유동성 데이터

Index Variable Detail

1 Number of new Confirmed cases

2 Number of new Tests cases

3 Retail and Leisure Facilities

4 Grocery and Pharmacy

5 Public Transport Stop

6 Parks

7 Workplaces

8 Residential

표 1. 데이터 목록

Table 1. Data Description

를 코로나 데이터와 달리 2～6일로 사용한 이유는 바이러스

잠복기에 이유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1～14일의

잠복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일의 유동성은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코로다 데이터보다 날짜

간격을 1일 더 추가하였다.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용이하도록 하나로 취합하고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사용한 데이터의 목록은 표 1과 같고, 모든 데이터는

2020년 3월 9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의 일별 데이터로

총 561일을 사용하였다. 이 중 훈련 데이터 541일, 테스트 데

이터 20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훈련 집합에서의 교차

검증은 사용하지 않았고, 검증 집합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2. 상관분석 결과

상관분석은 통계에서 두 변수간의 선형적 관계가 있는지

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상관 계수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1, 1] 범위로 나타낸다. 이때 상관

계수가 0보다 크다면 양의 상관, 0보다 작다면 음의 상관이

라고 하며, 0일 경우 무상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0인 경우 상

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선형의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의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와 유동성 데이터 사이의 상관

성 유무에 따라 데이터셋을 구분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사용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ρ는

상관계수를 의미하고, α는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이때 α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 상관성이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유동성

ρ α

Retail 0.296 0.000

Grocery 0.476 0.000

Parks 0.074 0.078

Transit 0.018 0.676

Workplaces -0.070 0.095

Residential 0.172 0.092

표 2. 6가지 카테고리의 상관분석 결과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of 6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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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6가지 카테고리 중 상관성이 유의하다고 판단된 변

수는 ‘소매점과 여가 시설’과 ‘식료품점과 약국’ 변수이다.

데이터 셋은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적용 여부

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데

이터 셋은 코로나19 감염 현황 데이터와 유동성 데이터의 6

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사용하였고, 두 번째 데이터 셋은 첫

번째 데이터 셋의 6가지 카테고리 중 상관분석을 통하여 유

의수준 0.05에서 확진자 수와의 상관성이 있다고 판별된 ‘소

매점과 여가 시설’과 ‘식료품점과 약국’ 변수를 사용하였다.

3. 다중 선형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분석에 사용한 첫 번째 예측 기법으로는 통계적 기법 중

선형 회귀 (Linear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하였다. 선형 회

귀는 연속형 변수들에 대하여 x, y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

하고 적합도를 측정해 내는 통계적분석으로 종속변수인 y와

독립변수 x, 상수항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방법이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나 인과관계의 모델링, 어떤 영향,

가설적 실험 등의 통계적 예측에 이용된다. 회귀 모델은 독

립변수의 개수에 따라 1개일 경우 단순 선형 회귀 (Simple

Linear Regression) 모델과 2개 이상일 경우 다중 선형 회귀

(Multiple Linear Regression)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코로

나 확산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변수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회귀 모델로는 코로나 확진

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종속

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계산식은 식 1과 같

다. 는 각 독립변수의 계수를 나타내며 은 사용하는 변

수의 개수이다. 는 오차항 또는 오차 변수라고 부르며 관

찰되지 않은 확률 변수이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오차를 말한다.

      ⋯    
    …    

(1)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값이 2개로 표현되는

이항형 (binary type)과 3개 이상인 다항형 (ordinary type)

그리고 연속형 (continuous type) 등이 주로 사용된다 [9].

두 번째 예측 기법으로는 머신러닝 모델 중 랜덤 포레스

트 (Random Forest) 모델을 사용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예측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LSTM 모델의 경우 입력

데이터의 시퀀스 (Sequence) 또는 시계열이 길어질수록 전

의 입력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다 [10].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모든 변수들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입력 변수의 시각 정보를 잃지않고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학습과 판별을 빠르게 처리하고, 학습 데이터의 노이

즈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11-12].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모델을 결합해 하나의 모델

보다 더 우수한 예측 성능을 갖는 앙상블 (Ensemble) 계열

의 모델로, 모델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가 확장된 형태로서 의사결정

그림 1. 랜덤 포레스트 모델 구조

Fig. 1. Structure of Random Forest Model

Hyperparameter Description Values

Number of trees
Number of random

forest trees

[50, 100,

200]

Max depth
maximum depth of

tree

[5, 10,

15, None]

Min samples split

Minimum number of

sample data to split a

node

[2, 4, 8,

12]

표 3. 탐색한 랜덤포레스트 하이퍼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Table 3. Description of the discovered random forest

hyperparameters

나무가 가진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 차이가 커지는 과대 적합 (Overfitting)과 낮은

정확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13]. 예측

을 위해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누어 추출하는 배깅

(Bagging)과정을 거쳐 각 의사결정나무를 학습시킨다. 그

후 학습된 각 의사결정나무 결과의 평균이나 다수결 투표

등을 통해 최종 결과값을 도출한다. 이러한 방식은 독립 변

수의 잡음에 취약한 의사결정나무의 단점을 개선하여 예측

오차를 줄인다 [4]. 의사결정나무 기반의 모형에 배깅 알고

리즘을 적용할 때 모형의 분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모형의 불안정성을 해결해 데이터에 의해 예측 결과

가 달라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14]. 의사결정나무

의 각 마디에서 독립변수를 선택할 때도 무작위성을 더해

각 의사결정나무 모형 사이의 상관성을 감소시켜 과적합 문

제에서도 자유로우며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뛰어난 예측력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15]. 탐색한 모델의 하이퍼파라

미터는 표 3과 같다. 최종적으로는 앙상블을 구성하는 트리

의 개수는 200개로 하였으며, 깊이와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개수는 default로 설정하였다.

4. 모델 평가를 위한 성능 지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MA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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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Error)를 사용한다. MAE 지표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절대 오차를 계산하고 이를 모두 더해 총 개

수로 나누며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2)

RMSE 지표는 절대 오차를 제곱하여 루트를 씌워 계산

하게 되는데, 제곱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커질수록 가

중치가 많이 반영된다 [16]. 이에 비해 MAE 지표는 이상치

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에러의 크기를 그대

로 반영하여 확진자 수 예측값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므

로 해석하기 쉽다. MAE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다

고 평가한다.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1. 상관분석 미적용 데이터 셋에 의한 예측

2020년 3월 9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의 일별 데이터

중에서 테스트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로 설정

하였다.

표 4를 보면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의 훈련 데이터 MAE

값은 48.10444로 평균적으로 하루당 약 48명의 오차가 발생

한 것을 알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에는 19.2731

로 하루당 약 19명의 오차가 발생했다. 두 모델의 MAE 값

을 비교해보았을 때 훈련 데이터 구간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

델이 다중 선형 회귀 모델보다 예측이 잘 되었다. 회귀 모델

의 테스트 데이터의 MAE 값은 159.1916으로 평균적으로 하

루당 약 159명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 122.5763으로 약 122명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에서 다중 선형 회귀 모델보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MAE 지표 값이 낮아 랜덤 포레스트

가 더 우수한 예측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테스트 기간에서의 예측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

여준다. 먼저 실선 그래프는 테스트 기간의 실제 확진자 수

를 나타낸다. 파선 그래프는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의 예측

그래프로, 확진자 추세에 대한 예측이 양호하다. 다음으로

점선 그래프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예측 그래프로 확진자

수가 2,000명 이상으로 많아진 경우 고점까지 예측을 잘하

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시

기에는 회귀 모델보다 오차가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두

모델이 실제 확진자 수의 증가와 감소 추세는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관분석 적용 데이터 셋에 의한 예측

상관분석을 통해 구글 유동성 변수의 수를 두 개로 줄였

을 때의 예측 결과를 제시한다.

표 5을 보면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의 훈련 데이터 MAE

값은 47.9750으로 평균적으로 하루당 약 48명의 오차가 발

Regression Random Forest

Training Data 48.1044 19.2731

Test Data 159.1916 122.5763

표 4. 데이터 셋 1에 대한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의 MAE 비교

Table 4. MAE comparison of training and testing data for

dataset 1

그림 2. 데이터 셋 1에 대한 테스트 기간 확진자 수 예측

Fig. 2. Prediction o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the

test period for dataset 1

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에는

18.9331로 하루당 약 19명의 오차가 발생했다. 표 4의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큰 감소는 아니지만, 상관분석을 적용하지

않은 데이터 셋보다 훈련 데이터의 결과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 성능 값은 157.9844

로, 이전 데이터 셋에서의 159.1916보다 1.2만큼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도 103.8848로 18.7만큼

수치가 낮아져 훈련 데이터의 결과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상

관분석으로 변수를 정제한 결과 두 모델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다. 상관분석이 다중 선형 회귀 모델보다 랜덤 포레스

트 모델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예측 결과가 더 좋았던 두 번째 데이터 셋의 전체 기간

의 훈련 결과와 테스트 결과를 그림 3에서 보여준다. 두 그

래프에서 검정 부분은 실제 확진자 수를 나타내며, 빨간 부

분은 훈련 데이터 학습 결과, 파란 부분은 테스트 데이터

예측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먼저 상단의 그래프는

다중 선형 회귀 모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제적으로 오차가 비교적 크다. 이는 학습이 잘 이뤄지지

Regression Random Forest

Training Data 47.9750 18.9331

Test Data 157.9844 103.8848

표 5. 데이터 셋 2에 대한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의 MAE 비교

Table 5. MAE comparison of training and testing data for

datas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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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 셋 2에 대한 전체 기간의 학습 결과와 시험 결과

Fig. 3. Train results and test results for the entire period for dataset 2

그림 4. 데이터 셋 2에 대한 테스트 기간 확진자 수 예측

Fig. 4. Prediction o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the

test period for dataset 2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하단의 랜덤 포레

스트 모델은 회귀 모델과 비교해 학습이 다소 안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표 5의 훈련 MAE 값을 보면 회귀

모델은 47.9750,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18.9331로 훈련 데이

터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오차가 적은 것을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에서는 이동성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확진자수 및 검

사자수, 음성판정자 수 등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만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실제 확진자

수가 200～500명 일 때 약 120의 오차를 보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이동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는 실제 확진자

수가 1,500～2,000명 사이이며 이때 약 100의 오차가 나타났

다. 이를 비율로서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오차가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그림 3에서 테스트 기간만을 확대하여 보여준

다. 성능 지표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다중 선형 회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과 같이 그래프 상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회귀 모델 예측 그래프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하루씩 밀

려난 예측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확

진자 수가 1,700명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첫 번째 데이터

셋에 비해 더 좋은 예측을 보여주며, 확진자 수가 감소할

때 회귀 모델보다 추종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다수

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에서 제공되는 ‘코

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자료를 사용해 인구 유동성을 고

려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예측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으

로는 상관분석 적용 여부에 따른 두 가지 데이터 셋으로 나

누어 다중 선형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관분석 적용 여부에 따른 데이터 셋을 비교해보았을

때,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변수를 정제한 결과 두 분석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테스트 데이터 구간에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의 MAE 값은 157.9844로, 상관분석 미적용

데이터 셋에서의 159.1916보다 1.2만큼 향상된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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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122.5763에서 103.8848로

18.7만큼 수치가 낮아져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보다 더 크

게 향상되었다. 상관분석 적용 여부가 다중 선형 회귀 모델

보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보았을 때는 두 모델 모두 증가와 감소 추세

를 잘 예측하였다.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 확진

자 수가 2,000명 이상일 경우 예측값이 고점까지 추종해 내

지 못했다. 두 모델의 성능 지표를 보면 두 가지 데이터 셋

모두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다중 선형 회귀 모델보다

우수한 예측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의 결과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감염 확산 방지

시스템 운영에 도움이 되어 개선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후 다른 바이러스에 직면하더라도 빠르게 일상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확산성이 강하

므로 인구 유동성이나 인구 밀집도가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유동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대중교

통 이용객 데이터나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

하여 추후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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