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지역 단위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바이브컴퍼니 AI 기술로 분석한

다 

 

<사진 =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추정 시뮬레이션> 

 

바이브컴퍼니(대표 송성환, 구.다음소프트, 이하 바이브)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코로나19(이하 코

로나) 감염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바이브 스마트시티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컴퓨팅연구실과 공동연구를 통해 다중이용시

설의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병 감염 전파 위험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다중이용

시설의 공간과 개별 이용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모델링하고 사람간의 거리에 따라 추정된 감염병 



 

전파 확률 모델을 적용해 해당 시설의 위험도를 추정했다. 국가 단위에서 코로나의 전파 양상을 

시뮬레이션한 경우는 있지만, 마트, 지하철 등 이용시설별 감염 위험도를 비교 분석하는 시뮬레이

션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 감염 사례는 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며, 시설을 이

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2차, 3차 감염자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을 

고위험시설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바이브는 코로나 감염 위험도 추정 모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하철이 마트보다 감염 위험도

가 더 큰 것으로 나왔으며 그 원인은 이동 동선에서 겹치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더 넓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용된 M&S(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반복적 실험을 수행해 사고 실험(Thinking Experiment)의 한계를 확장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스마트시티 소셜 디지털 트윈의 핵심 영역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스마트시티연구소 안창원 소장은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의의 시설에 대

해, 인구밀도, 마스크 착용 여부, 동선 분리 등을 고려한 감염병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며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행태를 감안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최적의 방역 정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이브 스마트시티연구소는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지하 공동구 디지털 트윈 연구 ▲

안전 재난 디지털 트윈 구축 연구 등 다양한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감염 위험도 추정 모형 외에도 지역 단위 감염병위험도 모형과 익명화한 확진자 동선 정보를 기

반으로 ‘참여형 자가 역학 도구’도 개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