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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개인의 생활양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도시지역의 기능 또한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동시에 그 성격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도시지역에 특화된 도시계획정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간에 따른 인구이동(Human Dynamics)의 패

턴을 통하여 미시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행정통계자료나 설문조사는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지역의 특성을 쫓기에 큰 시차가 있다, 그 때문에 

위치기반 빅데이터을 활용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데이터의 크기

가 아무리 커도 한 종류의 데이터만으로는 도시지역의 다원성을 설명하

기에 충분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하루 동안 나타나는 현주인구와 

이동인구의 시계열 패턴을 바탕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지역의 기능

과 성격을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신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현주인구의 규모를 구축하였

으며, 스마트카드와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취합하여 그 지역으로 유입되

거나 유출된 이동인구를 집계하였다. 하루 24시간 동안 현주인구와 이동

인구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지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유

사성 척도로 하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간당 현주인구 변화를 바탕으로 1차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총 5개의 군

집이 형성되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3개 군집에 속하는 지역들의 이동

인구 패턴을 통하여 2차 군집분석을 한 결과 총 11개의 세부군집을 형성

하였다. 지역특성을 결정짓는 변수 27개를 활용하여 전체 세부군집 간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

과 총 25개의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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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부군집의 특성을 분산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주인구와 이동인구 모두 지역에 

따라 고유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주인구의 시

계열 패턴이 유사할지라도, 그에 속하는 지역의 이동인구는 다양하게 다

른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두 패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인구이동패턴을 보이는 지역은 서로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１) 현주인구가 8시부터 18시 사이에 높게 나타나는 군집1 

- 세부군집1-1 : 서울 시내외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위치해서 인구

가 스쳐가는 교통통과지역 

- 세부군집1-2 : 8시뿐 아니라 18시부터 22시까지 이동인구가 꾸준하

게 발생하여 현주인구를 높게 유지되는 거주 및 오락기능지역 

- 세부군집1-3 : 8시에 이동인구 대부분이 유입되어, 18시에 한꺼번에 

유출되는 업무중심지역 

- 세부군집1-4 : 8시의 유입인구와 18시에 유출인구가 대규모로 발생

하지만 하루 종일 이동인구가 꾸준하게 이어지며 업무중심지구를 둘

러싼 업무 및 오락기능지역 

２) 현주인구가 8시부터 18시 사이에 증가하여 22시 사이에 높게 나타나

는 군집2 : 주요한 지하철 환승역이 위치해서 다른 기능지역을 이동하던 

중에 인구가 머물렀다가 가는 유흥기능지역 

３) 현주인구가 8시부터 18시 사이에 감소하여 22시 사이에 낮게 나타나

는 군집3 : 공원 및 등산로가 위치해서 주간에만 머무르는 자연휴양기능

지역 

４) 현주인구가 8시부터 18시 사이에 낮게 나타나는 군집4 

- 세부군집4-1 : 교통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이동인구가 적은 

교통고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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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군집4-2 : 18시와 22시 사이에 인구가 유입되어, 8시에 한꺼번에 

유출되는 주거중심지역 

- 세부군집4-3 :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모두 8시와 18시부터 22시 사이

에 집중되고 주거중심지역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주거전환지역 

５) 현주인구가 8시부터 18시 사이에 높았다가 22시까지 더 높게 나타나

는 군집5 

- 세부군집5-1 : 주거중심지역 내부에 위치하지만 교통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머물렀다 가는 주거 및 유흥기능지역 

- 세부군집5-2 : 주거중심지역 외부에 위치하여 거주자가 주로 머무르

는 주거 및 유흥기능지역  

본 연구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상

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처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해야지만 

다원화된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것에 큰 

함의를 가진다. 통신 데이터에 기반한 현주인구 시계열 패턴을 대상으로 

1차 군집분석을 시행하였었지만, 교통 데이터 기반의 이동인구를 추가적

으로 고려하자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세부유형이 구분되었다.  

빅데이터라는 명성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만 크다면 단 하나의 잣대를 

이용하여 모든 지역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하지만 도시 공간에

서 일어나는 활동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론은 향후 도시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세밀한 도시관

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Human dynamics, Population, Time series clustering, 

multi-level clustering, ANOVA 

학   번 : 2018-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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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개인의 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도시공간 내 활동이 급변함에 

따라, 지역의 변화하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 특히 

도시 지역을 어떠한 기능으로 이용하는지를 정의하기 위하여, 지역 내 

인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하지만 공간데이터를 활용했던 선행연구가 대부분 행정통계자료나 설

문조사에 의존함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도시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큰 

시차가 있다. 또한 미시 지역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관찰하기에는 그 데

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하루 중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

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실질적인 도시민의 

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괴리가 존재했다.  

최근 휴대 전화 및 IoT기기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위치정보 데이터(Location based data, 

LBD)의 활용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하여 특정한 도시지역에서 일

어나는 실질적인 인구이동(Human dynamics)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도시 지역의 특성을 더 세밀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등장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가공

하여 지역 내 인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

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스마트카드 통행 데이터,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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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의 자료 

단위로는 파악하지 못한 정확도에서의 인구이동 패턴과 그 차이에 따른 

지역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 각 지역의 현주인구와 이동인구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

하는가? 

둘째, 인구변화패턴이 유사한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424게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인구이동패턴(Human dynamics pattern)을 관찰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인

구이동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인구를 활용한다. 

먼저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공간에 존재하는 현주인구의 크

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스마트카드 및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활용하

여 시간에 따라 각 공간으로 유입되거나 빠져나간 이동인구를 추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이동패턴을 시계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그 패턴이 유사한 지역을 군집화하고, 분산분석을 

통하여 각 군집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확인한다. 각 군집의 특성을 다양

한 지역지표를 바탕으로 설명함으로써, 역으로 지역의 특성과 인구이동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역의 특성을 더 세부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 특히 한 종류의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에서 같은 특징을 가

지는 군집에 속한다고 파악되었던 지역들이, 현주인구와 이동인구를 분

리하여 순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이한 지역적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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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１.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서울특별시로 하였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로서 휴대전화 및 스마트카드 이용률이 높아서 가장 높은 해상

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424개 행정동을 기본적인 공

간분석 단위로 한다. 2017년 5월 1일 00시부터 5월 31일 24시까지 1개월 

동안 집계된 서울시 행정동 단위 내국인 생활인구 데이터를 시간대별(24

시간)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본적인 시간 분석 단위로 하였다. 또한 2017

년 5월 20일 00시부터 5월 26일까지 일주일 간 서울시 전체의 스마트카

드 데이터 및 2017년 5월 1일 00시부터 5월 31일 24시까지 1개월 동안 

택시 승하차 데이터의 행정동 및 시간대별 집계값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5월은 휴일이 많아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만, 2017년 5월의 경우 휴일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등으로 고르게 분

산되었기에 평균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스마트카드 데

이터를 수집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경우 공휴일, 계절휴가, 방학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가공 및 군집분석을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을 이용하

였으며, 분산분석을 위하여 R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도시공간 내 인구이동패턴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므로, 선행연구 및 다양한 자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학술 용어

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현주인구의 경우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지리적 영역에 기록된다는 개념에서 OECD와 UN에서 

정의하는 De facto population과 일치한다(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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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인구 : 특정 시점에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 이동인구  

 유입인구 : 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특정시점에 특정지역으로 유

입되는 인구 

 유출인구 : 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특정시점에 특정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 

 

２. 연구의 흐름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

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도시지역이 법적 규제와 무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이용되는지 실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을 설명하고,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와 흐름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인구

이동패턴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그 중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패턴을 활용하여 토지이용(Land use)과 행태(Activity)을 분석한 선행연구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실제 분석에 사용한 서울시 생활

인구와 스마트카드 데이터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료의 선별 과정을 서술

한다. 다음의 4장에서는 군집분석 및 분산분석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3개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5장에

서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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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１절 인구와 활동의 공간 시계열적 변동 

１. 도시지표로 활용되는 인구이동(Human Dynamics)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에서 다양성

(Diversity)이 있는 도시 지역이 살기 좋다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

양성의 조건으로 혼합 용도(Mixed uses)를 제안했다. 동일한 물리적 환경

이라도 사람들의 구성과 활동이 풍부한 지역이 좋은 지역임을 일찍이 설

명한 것이다. 

Richard Florida, Edward Glaeser 등은 활력(Vitality)있는 도시가 경제적

으로도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성역할, 인종 등의 다양성이 있는 지역이 

관용성이 있다고 생각한 젊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신기술을 

갖춘 회사 등의 입주와 함께 지역이 소득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Florida, 

2002). 이런 흐름에 이어서 도시 활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 Sulis et al.(2018)은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

시활력을 측정하였다. 런던의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활력에 대

한 대리변수인 위치정보가 포함된(Geotagged) 트위터 메시지의 개수와 

비교하였다. 유출입인구의 총량, 요일별 유출입인구의 분산, 동일 요일 

내 시간대별 유출입인구 분산을 각각 지표로 만들어 이 지표들과 지역내 

트위터 메시지 발생 개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출

입인구가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할수록 그 지역이 활력이 있

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을 인식해서 1990년 센서스로부터 ‘주간인구’

라는 개념으로 통근 통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인구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상주인구에 유입인구를 더하고 유출인구를 빼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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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출한다(은기수. 2001). 이에 따라, 주간인구와 상주인구의 비율로 주

간인구지수를 산출한 통계자료를 자치구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 행정수요 등은 가늠할 수 있지만 자치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

동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센서스는 몇 년에 한 번씩 소수

의 표본을 대상으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시간 변

화하는 지역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는다. 주간인구의 이동은 통근과 통학 

이외에도 사교적 레크레이션(social-recreational)의 목적, 쇼핑과 비즈니

스의 목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Foley, 1954). 특히 서울의 경우 통근

이나 통학이 아닌 통행이 많을 것이라 추측되며, 특히 특정시간대에 몰

리는 유입인구에 대한 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간인구

보다는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유동인구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도시기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변미리 외, 2011).  

따라서 도시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한 지표로써 현주인구와 이

동인구를 모두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２.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패턴 군집화에 따른 지역분석 

최근 통신 및 교통 등 다양한 위치정보 데이터를 통해 추출된 개인의 

활동을 시공간적으로 표현하여, 규칙적인 패턴 유형을 추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실제 도시공간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스마트카드나 사회관계망 데이터와 

같이 개인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의 확보가 기

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보

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지역의 기능을 유추할 때에는 용도

지역제도에 따른 토지이용(Land use)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토지이용의 

개념이 원래는 근린주구에서 나왔으며, 도시지역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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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실제의 활동을 잘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도시 공간에서의 실제 사용이 도시계획상의 토지 이용과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최막중, 2017). 따라서 각 공간에서 시간에 따

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능으로 쓰거나 어떤 활동(Activity)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신 및 SNS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특정한 시간 단위로 가공하여 시계열 패턴으로 시각화하면, 그 패턴이 

유사한 지역이 공유하는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 다음의 연구에서 보

는 것과 같이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활동을 시계열 패턴으로 분석한 결

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공간에서는 상이한 시계열적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oto et al.(2011)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휴대전화 통화량의 변

동을 2-day mode time series(평일 5일과 주말 이틀 동안의 값을 시간대

별로 평균)로 변환하여 K-means clustering을 통하여 5개의 군집으로 구

분하였다. 각 군집의 특성을 법적인 용도지역과 비교검증한 결과 군집별 

지역 특성을 각각 Industrial park & office areas, Commercial Areas, 

Nightlife areas, Leisure areas, residential area로 정의하였다. 

또한 Jiang et al.(2012)는 시카고에서 실시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항목 

중 시간대별 목적통행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지

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구분하였다.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평일과 주말

의 시간대별 목적통행 항목 각각 21가지, 8가지를 PCA를 거친 K-means 

clustering을 통하여 지역내 활동의 군집을 각각 8개와 7개로 구분하였다.  

평일의 경우 students, regular workers, early-bird workers, afternoon 

workers, overnight adventures, afternoon adventures, morning 

adventures, stay-at home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Pei et al(2014)의 경우, 싱가폴에서 휴대폰의 시간대별 통화량 및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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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지역의 실질적인 토지 활용 

현황을 관찰하였다. 주간 패턴을 확인 후 군집화가 정확히 될 수 있는 

4-day mode(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전체 패턴을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Semi-supervised fuzzy C-means clustering을 통하여 싱가폴 내 지역이 

용도를 Residential, Business, Commercial, Open Space, Others와 같이 5

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실제 법적인 용도지역지구와 58.03%의 일치도를 

보였다.  

토지이용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활동 패턴을 분석한 정재훈(2019)는 위

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활동인구의 유형 및 유형별 지역 특

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해서 일주일간 활

동인구 패턴을 기준으로 서울 424개 행정동을 5개 군집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도지역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거주 기능 중

심, 업무 기능 중심, 거주업무 복합기능, 거주여가 복합기능, 여가기능 

중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휴대폰 및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인간 활동을 유

추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Toole et al., 2012; Frias-Martinez et 

al., 2014). 

 

제２절 군집과 분산분석 방법론 

１. 시계열자료의 군집분석 

인구이동의 패턴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설명했던 선행연구에서 시

계열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이란 유사한 개별 군집에 대한 사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

터객체들을 유사한 그룹으로 구분해 가는 탐색적 통계분석법을 말한다

(Wilks, 2011). 구체적으로는 군집화 과정은 동일한 군집 내의 데이터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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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유사도가 최대화되고, 타 군집에 속한 데이터객체와의 유사도를 최

소화한다. 그 중에서도 시계열 군집분석은 시계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

는 특별한 군집분석 방법론이다. 시계열 데이터란 그 특성상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객체의 값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

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각 지역의 현주인구와 이동인

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패턴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계열 군집 분석의 경우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시계열 

자료 대표화, 유사도 척도 및 군집화 알고리즘을 결정해야 한다

(Aghabozorgi et al., 2015; Roelofsen, 2018). 

 

１) 유사도 측정(Similarity measure) 

군집분석이란 유사한 개체를 동일 군집으로 구분하기 위한 방법론이므

로, 유사도(Similarity) 혹은 관측점 간의 비유사도(Dissimilarity or 

Distance)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군

집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유사도 척도를 

결정한다.  

- 시간적 유사도 : 상관계수 혹은 기하거리 기반 척도가 적합하며, 

PAA(Piecewise aggregate approximation) 등의 대표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 형태적 유사도 : 시점이 다르더라도 변동의 형태가 유사한 것을 식

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DTW(Dynamic time warping) 등의 척도가 대

표적이다. 

- 구조적 유사도 : 상승 후 다음 시점에 하락하는 것과 같은 경향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구조적 자기상관성을 활용하여 Hidden 

Markov Models(HMM) 또는 ARMA 등 척도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시간에 유사한 인구이동패턴을 가지는 지역을 식별

하고자 하므로, 동일한 시간에 패턴의 유사도를 밝히기 위한 유사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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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지

역의 군집을 형성하고자 하므로 패턴의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는 상관계

수(Pearson correlation)를 유사도 척도로 사용한다. 상관계수는 다른 

척도들에 비하여 기하학적인(Geometric) 동일 시간대의 변화

(Synchronous)를 가장 잘 포착하지만, 이상치에 예민하기 때문에 주의

가 필요하다(Saas el al., 2016) 

 

２) 군집화 알고리즘  

군집화 알고리즘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자의 목적에 적합한 군집방법

론을 발전시키면서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군집분석은 군집을 형성

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과 

분할적 군집분석(partitional clustering)으로 분류된다. 계층적 군집분석

의 경우 군집 수에 대한 예상 없이, 가장 유사한 개체들을 묶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군집을 형성한다. 이에 반해, 분할적 군집분석은 사전

에 예상된 군집 수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하고, 분할된 군집의 중심과 유

사도가 높은 개체를 각 군집에 배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군집을 형성하

는 방법이다. 대규모의 개체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산(Computation power)이 적게 필요한 분할적 군집분석을 주로 실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편이며, 

항상 동일한 군집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결정론적(deterministic) 방법론

인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유사도 척도가 기하거리(Euclidean 

Distance)가 제한되기도 하는 분할적 군집분석과 달리 상관계수를 기반

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집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설정해주어야 한다. 흔히 Complete법과 Average법이 사용되며, 

‘각 군집에 속한 개체 중 가장 거리가 먼 개체까지의 거리’를 두 군집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하는 Complete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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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군집 개수 결정  

군집화는 각 개체가 어떤 군집에 속한다는 사전 정의가 없기 때문에, 

분류(Classification)과 같이 미리 정해진 정답과 비교하는 방식의 검증

(Validation)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집의 개수는 데이터와 군집화 알고

리즘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계층

적 군집분석의 경우, 각 단계에서 개체의 군집화를 통해 형성된 군집과 

그들간의 유사도 수준을 표시하는 나무 형태의 다이어그램인 덴드로그램

을 활용하여 군집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유사도의 정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단계가 최종 군집을 정의하는 좋은 지점이지만, 다소 주관적이라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군집 모형의 질을 평가하는 군집타당성지표

(Clustering validity indices)를 활용하여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군집타당성은 크게 군집 간 거리, 군집의 지름, 

군집의 분산 등을 고려하지만, 각 지표에 따라서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 Silhouette Coefficient (Rousseeuw, 1987) 

 

a : 특정 개체와 동일한 군집에 속한 모든 개체와의 평균거리 

b : 특정 개체와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에 속한 모든 개체와의 평균거

리 

-1 ~ 1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군집의 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Dunn index (Dunn, 1973) 

 

: 번째와 번째 군집 사이의 거리 

: 번째 군집에 속한 모든 점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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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상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군집이 잘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하

지만 분모에서 평균이 아닌 최대값을 선택하므로 이상치(outlier)가 있을 

경우 극단적으로 낮은 값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 Davies-Bouldin index (Davies et al., 1979) 

 

: 군집의 개수 

: 번째 군집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여기에 속한 모든 점까지의 평균 

거리 

: 번째와 번째 군집의 무게중심 사이 거리 

0이상의 값을 가지며, 작을수록 군집이 잘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군집의 개수를 시도해보며 군집타당성지표의 변화에 따라 최적

의 군집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군집타당성지표는 군집이 얼

마나 균질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제한적인 지표이므로, 군집의 

개수 결정에 있어서 덴드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４) Multi-Level time series clustering  

비록 다양한 연구에서 시계열 군집분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자의 연구목적에 알맞은 대표화, 유사도 척도 및 군집 알고리즘을 개선

시켜왔지만, 새로운 모델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미비하였다. 하지

만 일부 연구에서 서로 다른 길이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멀티레벨 시계열 군집분석(Multi-level time series 

clustering)을 제안하여, 군집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면서도 전체 데이터의 

다양한 측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Lai et al., 2010).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현주인구와 이동인구의 경우 그 특성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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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대상으로 1차 군집분석을 마친 후, 각각의 군집에 속한 행정동들

의 이동인구를 기반으로 2차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시계열 군집분산을 포함한 전체 연구의 흐름은 [그림 2-1]와 

같다. 

 

 

[그림 ２-1] 멀티레벨 군집분석의 흐름 

 

２. 인구이동과 지역특성과의 관계 

현주인구와 이동인구로 대변되는 도시활력(Urban vitality)과 인구이동

(Human dynamics)를 여러가지 지역 지표를 이용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가장 흔히 연관되는 지표는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인구학적인 지표이다. 

Luo et al.(2016)은 트위터 메시지를 이용해서 인구이동을 측정하여 인구

이동의 시공간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특성을 연령, 성별 등으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는 Jiang el al.(2012)가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인구이동의 군집을 형성하면서 그 구분의 기준을 성별, 직

업, 연령대, 소득구간 등으로 구분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업무, 쇼핑, 여가와 같이 통행목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역 변

수는 인구이동의 중요한 변수라고 일찍이 지목되었다. (Foley, 1954)  

특히 은기수(2001)는 현주인구의 개념을 주간인구라는 표현으로 설명

하면서, 종사업종 및 고용여부로 구분한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서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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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주간인구의 분포가 달라지고 사회적 계급이 높은 주간인구는 상대

적으로 서울 도심부에 밀집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Kim(2019)은 경제적, 가상적, 사회적인 도시활력을 비교하면서 경제지

표를 지역 내 카드 결제건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Bromley and 

Thomas(2002) 또한 도시활력을 경제와 사회로 나누었으며 그 중 구매, 

거래, 투자라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Jin et al. (2017)은 도시활력을 토지거래, 야간 이미지 등 여러 지리 정

보를 통하여 측정하면서, 지역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차점

이라는 도로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위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Zhao 

et al.(2010)은 도심이나 교외 등 어떤 지역으로 통근하느냐에 도시 구조

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구 밀도, 대중교통 접

근성, 종사업종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주거, 녹지,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이나 비율 혹

은 혼합도를 변수로 활용하고 있지만(Soto et al., 2011; Toole et al., 

2012; Pei et al., 2014; 정재훈 외, 2019), 용도지역제가 토지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한 규제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대변하지 못하므로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

렵다. 

 

제３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위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

였지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크기가 크지만 통신, 통화량, 스마트카드와 

같이 단일한 종류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이는 지역특성을 다양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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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다양한 군집화 방법론에 대한 고려 없이 K-means clustering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군집방법론을 직접 적용하였다. K-means 

clustering이 매우 효율적이고 그 원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임의로 설정된 군집의 기하중심을 기반으로 재군집화를 한다는 원리상, 

군집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기하거리로 제한된다. 시계열 패턴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군집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상관계수의 활용을 고

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신 및 교통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시계열 

군집분석에 적합한 방법론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더 높은 정확도의 지

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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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분석의 틀 및 자료 구성 

제１절 분석의 틀 

데이터 전처리 

생활인구 
 
스마트카드 택시 승하차 

       

현주인구 
 

이동인구 

       

군집분석 

1차 군집분석 
 

2차 군집분석 

       

분산분석 

       

지역분석 

[그림 ３-1] 분석의 틀 

 

연구의 흐름은 [그림 3-1]과 같다. 각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 현주인구와 이동인구의 패턴을 바탕으로 1, 2차에 걸쳐 군

집분석을 한 후,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통하여 실

시하였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역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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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연구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１. 연구의 자료 

１) 서울 생활인구 

서울 생활인구 자료는 핸드폰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19,153

개 집계구 혹은 424개 행정동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위로 각 시간대에 해

당 지역에 위치했던 인구수를 성별 및 나이대(5세단위, 0세부터 79세 이

상까지의 전 연령)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이는 KT에서 제공하는 LTE 시

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휴대폰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기지국을 이동할 때 자동으로 적재되기 때문에 통화나 문자기

반 데이터에 비해서 개인간 차이가 적고 고르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는 없으

며, 통계적방법에 의해 추정된 인구이므로 특정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집계는 [그림 3-2]에서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시그널과 그 시그널이 잡힌 기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인구는 유동인구보다는 측정시점 당시 해당 집계구에 존재했

던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거주인

구(De Jure Population)보다 실시간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３-2] 이동에 따른 생활인구 집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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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스마트카드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표본율이 99.9%에 달하는 전수데이터주요 분석

자료로 2017 5월 16일 월요일부터 5월 22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스마

트 카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버스와 지하철와 같

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가상ID카드 및 환승 횟수 정보를 연

계하여 각 개인이 한 통행에 대한 전체 통행사슬(trip chain)의 정보이다. 

따라서 가상카드ID, 환승횟수, 최초승차역, 환승역, 최종하차역, 최초승차

일시, 환승일시, 최종하차일시, 총통행거리, 총비용 등의 정보가 포함되

어 있다. 하지만 스마트카드 자료의 이용 목적은 각 지역내 유입인구 및 

유출인구의 추산이며 기본적인 공간분석 단위는 행정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특성(청소년, 노인, 일반 등)의 구분 없이 정류장이 위치

한 행정동·요일·시간대별(24시간)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을 집계하였다.  

 

３) 택시 승하차 

승용차 등 비대중교통 통행량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택시 승하차 데

이터 또한 사용하였다. 택시 승하차 데이터는 택시요금미터 및 운행기록

장치(DTG, Digital Tacho Graph)를 가공한 택시 승하차 통계량이며, 2017

년 5월의 일별·시간별·법정구역별 승차자와 하차자 집계량을 제공받았다. 

이를 다시 행정구역별로 변환하였다.  

이를 위해 GIS(Python GeoPandas)를 사용하여 법정동 폴리곤 레이어와 

행정동 폴리곤 레이어를 “intersection”하는 방식으로 overlay한 뒤, 택

시 승하차자를 기존의 법정동 면적 대비 조각난 폴리곤의 면적 비율로 

분할하였다. 조각난 폴리곤에 해당하는 승하차자를 행정동에 맞춰서 다

시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영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지역에 따라 행정동의 더 포괄적이거나, 법정동이 더 포괄적이거나 심지

어 그 경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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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인구이동패턴 확인 

１) 패턴의 확인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3-1]

과 같이 나타난다. 이 표는 각 요일별로 서울 일일 평균 생활인구와 함

께 일일 총 대중교통 및 택시 승하차 집계량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으

로 알려진 통계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일일 대중교통(버스와 지하

철·철도) 통행량의 경우 약 2천만 통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지하철 

환승 시 새로운 통행이 발생했다고 집계한 것이며, 본 연구와 같이 최초 

승차지로부터 최종 하차지를 한 번의 통행으로 헤아리는 경우 약 1564만 

통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집계값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다(수도권 교통본부, 2015). 

 

[표 ３-1] 일일 평균 생활인구 및 일일 총 대중교통과 택시 승하차 

구분 

평균 

생활인구 

(명/시간) 

일일 총 

택시 하차 

(통행/일) 

일일 총 

택시 승차 

(통행/일) 

일일 총 

대중교통하차 

(통행/일) 

일일 총 

대중교통 승차 

(통행/일) 

월요일 10,947,052 1,058,498 982,495 7,696,669 7,692,670 

화요일 11,032,339 1,128,715 1,048,439 7,780,191 7,754,136 

수요일 10,983,851 1,140,954 1,058,314 7,984,896 7,967,459 

목요일 10,954,663 1,195,790 1,109,624 8,052,790 8,028,173 

금요일 10,853,483 1,213,679 1,125,435 8,410,864 8,399,792 

토요일 10,666,768 1,222,949 1,132,411 6,787,927 6,741,604 

일요일 10,618,897 1,025,578 953,413 4,989,892 4,959,417 

 

또한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각 데이터의 요일·시간별 변화를 일주일 

동안의 패턴으로 확인하면 [그림 3-3]과 같다. 우선 생활인구의 경우 시

간당 평균 1085만명 내외로 균일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일주일 동안 시간별 패턴으로 관찰하면 그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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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3]생활인구, 대중교통 승하차, 택시 승하차의 일주일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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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루 동안 시간당 편차가 주말에 비해서 평일에 크게 나타나며, 

평일의 경우 오후 3시에 평균적으로 약 1122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서울

에 머무르지만 새벽 4시가 되면 그 수는 거의 1068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비하여 주말의 평균 생활인구는 최대값이 오후 5시의 

1077만명을 겨우 넘으며, 아침 7시에는 1049만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

소한다. 

이러한 생활인구의 변화패턴은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구의 유

출입에 따른 결과이다. 대중교통과 택시의 경우 평일 아침과 저녁 시간

대에 첨두가 나타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의 패턴은 

크게 다르다. 먼저 대중교통의 경우 첨두시간대와 비첨두 시간대의 편차

가 크며, 주말의 경우 평일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에 반해

서 택시는 주로 아침과 저녁뿐 아니라 24시 전후에 첨두가 나타나며, 하

루 동안 승하차량의 편차가 크지 않다. 또한 토요일까지는 평일과 유사

한 패턴을 보이지만 일요일만 이용패턴이 달라진다. 

 

２) 현주인구 데이터 구축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패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현주인구를 확인하

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의 변동을 통하여 지역 내 활동을 관

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2017년 5월 1개월치(31일) 생활인구 자료를 행

정동·요일·24시간별로 연령에 무관하게 전체 집계하였다.  

 

３) 이동인구 데이터 구축 

인구이동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또다른 자료로 스마트카드와 택시 승하

차 데이터를 보정 및 집계하여 이동인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는 대

중교통과 비대중교통이라는 수단에 따른 통행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 

이동인구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단, 택시를 이용한 통행량이 승용차와 택시 전체의 통행량에 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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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였다. 이는 택시와 승용차의 통행패턴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

만, 비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을 충분한 규모로 고려하기 위함이다. 택

시와 승용차 통행량 보정은 [표 3-2]의 2017년 서울 수단별 통행량 및 

수송분담률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３-2] 2017년 서울 수단별 통행량 및 수송분담률 

구분 총합 승용차 버스 지하철철도 택시 기타 

통행량(천통행/일) 26938 7865 8101 7537 2107 1328 

분담율(%) 100 29.20 30.07 27.98 7.82 4.93 

 

 

４) 자료 정규화 

군집분석 과정에 선행하여 최적의 군집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

계열 자료의 패턴과 규모를 모두 고려해야한다. 또한 빅 데이터를 사용

하는 군집분석의 경우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치를 제거하여 결과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선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동 · 요일 

· 24시간별로 현주인구 및 이동인구를 집계하였다. 

도시 공간 단위에서의 인구의 시계열적 분포를 중심으로 토지이용 패

턴을 연구한 Tao et al.(2014)는 시계열적인 패턴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

해 군집분석을 진행할 경우, 각 변수를 정규화하여 패턴과 볼륨을 결합

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야 가장 오류가 적은 군집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군집분석을 진행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동·요일·24시간별 인구

를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편차는 1로 변환하도록 z값을 사용하여 정규

화(Z-score standardization)하였다. 이는 행정동별 거주인구의 규모 격차

가 군집화 과정에서 주는 영향을 제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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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행정동 t시의 인구 정규화 지수 

 : a행정동 t시의 인구 

 : a행정동 시간대별 인구의 평균 

 : a행정동 시간대별 인구의 표준편차 

 

５) 연구대상 요일 선별 

분석 이전에 이상치를 미리 제거하면, 군집분석 결과의 품질이 높아진

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인구이동은 일주일동안 요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는 직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주요한 패턴을 반복하는 요일만을 선별하

여 더 효과적인 군집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생활인구 및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정동

별 · 요일별 · 24시간별 평균으로 현주인구, 이동인구 데이터를 작성하였

다. [그림 3-4]은 정규화된 인구이동패턴을 시각화한 것으로 행정동에 따

라 그 형태는 다르지만 매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며 특히 월요일에서 

금요일 간의 변동형태가 유사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현주인구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동안 위쪽으로 볼록

한 형태의 그래프와 아래 방향으로 오목한 그래프가 주요하게 나타나지

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이러한 패턴이 불규칙해진다. 평일 동안의 

유입인구는 매일 8시경에 가장 크게 나타난 후, 빠르게 감소했다가 18시

경에 두 번째 첨두를 기록한 후 22시경에 작은 봉우리를 형성한다. 유출

인구의 평일 패턴도 이와 유사하지만, 8시의 첨두값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평일 동안의 규칙적인 변화는 금요일 자정을 전후하며 없어져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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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4] 현주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의 일주일간 표준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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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요일·시간별 인구이동 평균값을 요

일별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표 3-3]을 보면 현주인구, 유입인구, 유출

인구 모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상관관계가 월등히 높다. 따라서 군

집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월요일 00시부터 금

요일 24시까지의 인구를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며, 각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24시간 인구이동패턴으로 변환하였다. 

 

[표 ３-3] 요일·시간별 인구이동 평균값에 대한 요일별 상관계수 

인구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현주인구 

월요일 1.000 0.995 0.971 0.989 0.994 0.695 0.661 

화요일 0.995 1.000 0.986 0.998 0.999 0.690 0.603 

수요일 0.971 0.986 1.000 0.993 0.987 0.704 0.508 

목요일 0.989 0.998 0.993 1.000 0.997 0.684 0.558 

금요일 0.994 0.999 0.987 0.997 1.000 0.707 0.608 

토요일 0.695 0.690 0.704 0.684 0.707 1.000 0.728 

일요일 0.661 0.603 0.508 0.558 0.608 0.728 1.000 

유입인구 

월요일 1.000 0.996 0.996 0.996 0.989 0.736 0.645 

화요일 0.996 1.000 0.999 0.998 0.992 0.727 0.639 

수요일 0.996 0.999 1.000 0.999 0.996 0.742 0.654 

목요일 0.996 0.998 0.999 1.000 0.996 0.746 0.653 

금요일 0.989 0.992 0.996 0.996 1.000 0.772 0.684 

토요일 0.736 0.727 0.742 0.746 0.772 1.000 0.981 

일요일 0.645 0.639 0.654 0.653 0.684 0.981 1.000 

유출인구 

월요일 1.000 0.995 0.995 0.994 0.986 0.713 0.611 

화요일 0.995 1.000 0.999 0.998 0.992 0.712 0.610 

수요일 0.995 0.999 1.000 0.999 0.996 0.728 0.626 

목요일 0.994 0.998 0.999 1.000 0.995 0.729 0.624 

금요일 0.986 0.992 0.996 0.995 1.000 0.762 0.661 

토요일 0.713 0.712 0.728 0.729 0.762 1.000 0.981 

일요일 0.611 0.610 0.626 0.624 0.661 0.9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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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지역특성변수의 선별 

각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에서 사용한 주요 행정동

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행정

동 단위의 통계자료로, 가능한 생활인구 및 스마트카드에 일치하도록 

2017년 5월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종속변수로는 도시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

되었던 변수와,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 및 인구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 중 다수의 연구자가 변수로 설정한 변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

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변수로 활용한 용도지역에 관련한 변수는 실질

적인 지역의 이용현황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

였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인 지표로서 총 인구, 평균 연령, 전체 세대수, 1

인세대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기초수급가구의 비율과 세대당 자동차등록

대수를 소득에 대한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통행 목적을 결정할 수 있

는 변수로 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 학교, 문화공간, 공공체육시설, 관광

거리의 개수와 공원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특히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종

에 대한 고려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구분을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 한식음식점업, 기타주점

업, 커피전문점의 종사자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지역의 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리테일 카드 결제건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형태적 

특성과 교통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물 수, 지하철역의 수, 버스정류

장의 수, 도로 길이,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를 고려하였다. 총 27개 변수

에 대한 출처 및 기초통계값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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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4] 지역특성변수의 출처와 기초통계값 

no 변수명 단위 변수 설명 최소 최대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표본 
시간적 

범위 
출처 보정 

1 거주인구 명 
행정동 내 거주하는 주민

등록인구의 수 
916  54845  23295  24005.65  9378.96  424 

2017년 

2/4분기 
1 - 

2 평균연령 세 
행정동 내 거주하는 주민

등록인구의 평균 연령 
33  52  42  41.77  2.30  424 

2017년 

2/4분기 
1 - 

3 거주가구 세대 
행정동 내 거주하는 가구

의 수 
369  24904  9738  9923.10  3818.69  424 

2017년 

5월 
1 - 

4 
1인가구 

비율 
% 

행정동 내 거주하는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 
8  78  37  37.57  12.82  424 

2017년 

5월 
1 - 

5 
기초수급 

가구비율 
% 

행정동 내 거주하는 가구 

중 기초수급가구의 비율 
0  25  4  4.21  3.22  424 

2017년 

5월 
1 - 

6 
세대당 

자동차 

대/ 

세대 

행정동 내 거주하는 가구 

당 자동차등록대수 
0  36  1  0.88  1.78  424 

2019년 

4월 
1 - 

7 사업체수 개 행정동 내 사업체의 수 102  15851  1458  1940.71  1903.81  424 2017년 1 - 

8 종사자수 명 
행정동 내 사업체에서 종

사하는 종사자의 수 
540  157491  6424  12075.27  18159.85  424 2017년 1 - 

9 대학교 개 행정동 내 대학교의 수 0  27  0  1.13  3.96  424 2016년 2 A 

10 
초중고등 

학교 
개 

행정동 내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의 수 
0  15  3  3.02  2.29  424 2016년 2 A 

11 문화공간 개 
행정동 내 영화관, 공연

장 등 문화공간의 수 
0  53  1  2.00  4.11  424 

2018년 

12월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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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변수명 단위 변수 설명 최소 최대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표본 
시간적 

범위 
출처 보정 

12 체육시설 개 
행정동 내 축구장, 수영

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수 
0  14  1  1.01  1.56  424 

2018년 

12월 
1 C 

13 관광거리 개 
행정동 내 주요 관광 거

리의 수 
0  4  0  0.32  0.74  424 

2018년 

12월 
1 B 

14 공원면적 SM 행정동 내 공원의 면적 0  13815719 52011  348632.54  1152034.99  424 
2018년 

7월 
3 D 

15 
제조업 

종사자 
명 

행정동 내 종사자 중 제

조업 종사자의 수 
2  26362  252  655.47  1731.07  424 2017년 1 - 

16 
금융업 

종사자 
명 

행정동 내 종사자 중 금

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수 

0  41884  89  632.67  2716.08  424 2017년 1 - 

17 
과학기술 

종사자 
명 

행정동 내 종사자 중 전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종사자의 수 

0  32591  145  1032.60  2906.91  424 2017년 1 - 

18 
공공행정 

종사자 
명 

행정동 내 종사자 중 공

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

장 행정 종사자의 수 

0  13754  70  325.83  972.81  424 2017년 1 - 

19 
한식음식 

종사자 
명 

행정동 내 종사자 중 한

식음식점업의 수 
0  4432  266  396.22  476.19  424 2017년 1 - 

20 
기타주점 

종사자 
명 

행정동 내 종사자 중 기

타주점업 종사자의 수 
0  1667  47  77.70  121.76  424 2017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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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변수명 단위 변수 설명 최소 최대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표본 
시간적 

범위 
출처 보정 

21 
커피전문 

종사자 
명 

행정동 내 종사자 중 커

피전문점업 종사자의 수 
0  1428  59  110.17  159.80  424 2017년 1 - 

22 
리테일 

카드결제 
건 

행정동 내 외식 및 소매 

업종에서 발생한 카드결

제의 총 수 

0  420591455 16980454  27136516.99  35417425.21  424 2016년 4 - 

23 건물 개 행정동 내 건물의 수 0  5308  1738  1840.76  994.98  424 2017년 5 B 

24 지하철역 개 행정동 내 지하철역의 수 0  4  0  0.67  0.80  424 2017년 1 B 

25 
버스 

정류장 
개 

행정동 내 버스 정류장의 

수 
0  91  23  25.95  14.75  424 2018년 1 B 

26 도로길이 LM 
행정동 내 도로의 총 길

이 
9113  112614  39120  40642.24  15451.43  424 

2017년 

5월 
3 D 

27 
자동차 

등록 
대 

행정동 내 등록된 자동차

의 수 
834  51531  6340  7552.84  5042.72  424 

2019년 

4월 
1 - 

출처1)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출처2) 빅데이터 센터 (kbig.kr) 

출처3)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 (www.juso.go.kr) 

출처4) 서울 빅데이터 캠퍼스 

출처5) 국토지리정보원 (ngii.go.kr) 

전처리A) 행정동별 집계 

전처리B) 좌표 기반 행정동별 집계 : 좌표를 기반으로 행정동 폴리곤과 Spatial Join 

전처리C) 주소 기반 행정동별 집계 : 조소를 좌표로 지오코딩 한 후, 좌표를 기반으로 행정동 폴리곤과 Spatial Join 

전처리D) 위치 기반 행정동별 집계 : 폴리곤을 행정동 폴리곤과 Spatial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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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실증분석 

제１절 군집의 형성 

군집분석은 유사한 개별 군집에 대한 사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

터객체들을 유사한 그룹으로 구분해 가는 탐색적 통계분석법이다. 그 결

과, 동일한 군집 내의 데이터객체의 유사도가 최대화되고, 타 군집에 속

한 데이터객체와의 유사도는 최소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시계열 패턴에 군집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2-step으로 수행하였다. 지역별 현주인구 패턴을 

중심으로 1차 군집을 형성한 후, 각 군집의 이동인구 패턴을 활용해 다

시 2차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세부군집을 만들었다. 

3장에서 행정동별 현주인구 및 이동인구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

간별 평균을 계산하여 정규화 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렇게 구한 424개 행

정동별·24시간별 인구를 변수로 하여 [표 4-1]과 같이 상관계수 유사도를 

활용하여 Complete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４-1] Python을 사용한 군집분석] 

Package : scipy.cluster 

Function : dendrogram, linkage 

Options :  

- Clustering method = hierarchical 

- Metric = Correlation 

- Method =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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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현주인구 군집분석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덴드로그램에서 군집 간 유사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값을 군집의 경계로 삼는다. 이 과정

에서 군집의 개수에 따라서 군집내부 개체 밀도가 높고 각 군집이 균질

하게 나타났는지 평가하는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 행정동별·24시간 현

주인구를 변수로 1차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 4-1]처럼 

나타났다. 현주인구를 대상으로 1차 군집분석을 실시한 덴드로그램에서 

확인했을 때 5개의 군집일 때 유사도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그림 ４-1] 1차 군집분석 덴드로그램과 군집 개수에 따른 군집타당성지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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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의 품질을 나타내는 군집타당성지표를 살펴보면 군집의 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 Silhouette coefficient와 Davies-Bouldin index는 점차 감소하

거나 증가하지만, Dunn index는 군집의 개수가 5개일 때 높은 값을 갖는

다. 이는 군집이 5개일 때 군집 지름이 균등하게 작기 때문으로 해석되

며, 전체 군집의 품질을 적절히 확보하려면 5개의 군집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했던 선행연

구에서 최적 군집의 수를 2개라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르다. 오다원(2019)

의 연구는 243개 상권의 평일·주말 24시간별 인구를 변수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클리드 제곱 거리와 Ward법을 사용하여 덴드로그

램을 작성한 결과, 주중과 주말 모두 군집 개수를 2개로 확인하였으며, 

K-means 군집분석에서도 군집타당성지표로 군집내오차(SSE)와 Silhouette 

score를 계산하여 군집의 개수는 2개가 최적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정

재훈 외.(2019)의 연구에서 424개 행정동의 일주일 동안 시간별 인구를 

변수로 기하거리와 Ward법을 사용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풍성한 해석을 위해 차선책인 5개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2개의 군집이 최

적이라고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만 최적 군집 수가 5개로 결정되는 이

유는 군집 간 유사도를 상관계수로 군집간 거리를 Complete법으로 계산

하였기 때문이다. 유사도 척도는 군집의 품질은 물론 최적 군집의 개수

부터 다른 결과를 불러오므로 관찰 목적에 알맞은 척도 선정이 중요하다. 

최적 군집의 수 5개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 대상인 

424개 행정동의 현주인구패턴은 비유사도 약 1.3을 경계로 각각 103개, 

28개, 32개, 188개, 73개씩 속한 군집으로 분류된다. 유사도의 척도를 상

관계수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사도의 값이 최대 2까지 나오는 이유

는 비유사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 두 군집 간의 비유사도

가 1.3이라는 것은 두 군집의 상관계수가 -0.3의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 where  : Pearson’s Correlation,  : 군집간 비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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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2] 1차 군집분석의 결과 형성된 군집별 현주인구의 시계열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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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2]와 같이 24시간 동안 행

정동별 현주인구 그래프를 작성하였을 때, 각각의 선은 행정동의 시간에 

따른 현주인구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두꺼운 검은 선으로 그린 군집

별 평균 현주인구과 현주인구의 첨두시간(peak hour)을 통해서 각 군집

의 이름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군집1의 경우 현주인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첨두가 나타나는 

주간활성지역이며, 군집2는 9시부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18시부터 

21시 사이에 첨두가 나타난다. 군집3은 군집2와는 완전히 반대로 9시부

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18시에 최저점을 기록하며 0시부터 6시 사이

에 첨두값을 기록하는 지역이다. 그래프의 형태가 상당히 균일한 군집4

는 0시부터 6시까지 첨두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군집3과 유사하지만, 빠

르게 현주인구가 감소하는 심야활성지역이다. 군집5는 군집4와 0시부터 

18시까지의 거동이 비슷하지만, 18시부터 21시 사이에 첨두값을 기록하

고 그 직후 다시 현주인구가 감소하는 야간활성지역의 군집이다. 

1차 현주인구패턴 군집분석의 결과 형성된 군집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면 [그림4-3]과 같다. 군집1의 주간활성지역은 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흔히 알려진 업무 및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군집4의 심야활성지역은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

구, 양천구, 강동구 등 주거지역에 집중됐다. 이에 반해 군집5는 군집1과 

군집4 사이에 고르게 위치한다. 이를 통하여 현주인구패턴이 지역의 특

성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1차 군집

분석 결과 형성된 군집별 지역의 특성은 이후 분산분석을 통하여 정밀하

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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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3] 1차 군집분석 결과 5개 군집의 분포 

 

 

２. 2차 이동인구 군집분석 

1차 현주인구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총 5개의 군집이 형성되

었으며, 그 중 군집에 속한 행정동의 개수가 많은 군집1 주간활성지역, 

군집4 심야활성지역, 군집 5 야간활성지역을 대상으로 각 군집에 속한 

행정동의 이동인구를 바탕으로 2차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이동인

구의 군집분석의 방법론은 1차와 동일하다. 각 군집 내 행정동의 24시간 

이동인구를 변수로 하여 상관계수를 척도로 하는 Complete법으로 계층

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4-4]와 같이 세부 군집이 분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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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4] 2차 군집분석 덴드로그램과 군집 개수에 따른 군집타당성지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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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집에 속하는 행정동의 개수는 [표 4-2]와 같으며, 각각의 행정동

의 정보는 부록 제1절에서 정리하였다. 

 

[표 ４-2] 2차 군집분석 – 세부군집별 행정동의 개수 

1차 현주인구 군집 행정동 개수 2차 이동인구 군집 행정동 개수 

군집1 

(주간활성지역) 
103개 

세부군집 1 42개 

세부군집 2 3개 

세부군집 3 31개 

세부군집 4 27개 

군집2 28개 - - 

군집3 32개 - - 

군집4 

(심야활성지역) 
188개 

세부군집 1 6개 

세부군집 2 144개 

세부군집 3 38개 

군집5 

(야간활성지역) 
73개 

세부군집 1 62개 

세부군집 2 11개 

 

３. 세부군집의 공간적 배치 

현주인구 패턴에 기반한 1차 군집분석과, 이동인구 패턴을 기준으로 

한 2차 세부군집분석의 결과, 총 11개의 세부군집이 형성되었으며 그 지

역적 분포는 [그림 4-5]와 같다.  

동일한 군집에 속했던 세부군집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해보면 서로 

인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까이 위치한 지역끼리 공유하는 

대표적인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그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군집1 하위의 세부

군집들이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에 밀집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1차 군집분석에서 동일한 군집에 속했던 행정동들이 서로 밀집되

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자치구에 속한 행정동들도 

적어도 4개 이상의 다양한 세부군집으로 분류되어 동일 자치구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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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구이동패턴이 나타남을 설명한다. 

특히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등 일반적으로 

업무중심지구라고 통칭되는 지역 간 세부군집의 분포와 비율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림 ４-5] 2차 군집분석 결과 11개 세부 군집의 분포 

 

４. 소결 

최근 들어 지역의 특성을 인구이동 패턴을 통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통신, 스마트카드, 통화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

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 기록에 기반한 현주인구를 기반

으로 1차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총 5개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그 중 규모

가 큰 3개 군집을 선택하여 스마트카드 및 택시 승하차 데이터에 기반한 

이동인구를 바탕으로 2차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각 4개, 3

개, 2개씩의 세부군집이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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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2차

에 걸쳐서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보여주

는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주인구 패턴만을 고려하여 군집분

석을 실시한다면 총 22개나 되는 군집을 생성하더라도 [그림 4-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강남구, 서초구 대부분의 지역은 동일한 군집에 할당된

다. 이러한 예시는 멀티레벨 군집분석의 결과 세부군집 1-1부터 세부군

집1-4의 지역으로 구분되었던 것과는 크게 다르며, 현주인구와 이동인구

를 두 단계에 걸쳐서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훨씬 효

과적으로 구분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４-6] 현주인구만을 변수로 한 경우의 예시. (군집을 22개까지 만들어도 

대부분의 행정동이 하나의 군집에 할당되므로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２절 군집의 구분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구이동패턴 군집별 지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요인으로는 

세부군집을 포함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11개의 군집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지역의 특성에 대한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된 지표 27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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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절과 같이 군집분석을 통해 형성된 세부군집의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한 결과, 유의확률 95%에서 

기초수급 가구의 비율과 건물의 수는 군집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

는 변수는 25개이며, 이를 이용한 세부군집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 절에

서 자세히 해석하였다. 

 

제３절 세부군집의 지역적 특성 

각 세부군집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적 배치, 시

간에 따라 현주인구와 이동인구가 변화하는 패턴, 그리고 분산분석 결과 

군집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평균값의 차이를 함께 확인하였다. 특히 현주

인구와 이동인구의 패턴을 시각화한 시계열 그래프의 경우, 명확한 시각

화를 위하여 해당 세부군집내 평균값을 함께 표현하였다. 

１. 군집1과 세부군집 

총 103개의 행정동이 속한 군집1은 현주인구 패턴만을 보았을 때 밤 

시간대에 비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에 첨두가 나타나는 주간활성지

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세부군집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오전 8시경에 대량의 인구가 유입된 후, 18시 전후에 유출인구가 집중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에 속한 행정동은 다른 군집에 비하여 

그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가구의 수는 가장 적은 반면, 사업체수

와 종사자수가 월등히 많다. 특히 종사자의 경우 기타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또한 리테일 카드 결제건수가 많

다는 점에서 상업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의 

수, 도로 길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 교통접근성이 좋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군집1의 분포를 지도 상에서 확인해보면 종로구, 중구,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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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의 행정동이 주로 이 군집에 속하고 있다. 1

차 현주인구 군집분석에서 군집1에 해당하는 행정동은 이동인구 패턴에 

따라서 세부군집1-1부터 세부군집1-4까지 총 네 개의 세부군집으로 구분

되었다. 각 군집의 인구이동패턴과 그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１) 세부군집1-1  

세부군집1-1에는 총 42개의 행정동이 속한다. 시간에 따른 이동인구의 

패턴을 살펴보면 8시, 18시, 22시에 각각 인구유입이 집중되고, 8시, 18

시에 유출이 주로 나타난다. 22시의 인구 유출을 제외하면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 이 때문에 현주인구의 패턴은 9시에 

급격히 상승하지만, 저녁 시간대의 하락이 18시와 22시에 두 번에 걸쳐

서 계단식으로 나타난다.  

군집1의 다른 세부군집에 비교하면 거주인구와 세대는 적은 편이고,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규모는 모두 매우 작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가 많

고, 문화공간, 체육시설, 관광거리 등도 서울 전체 지역의 평균과 유사하

다. 이에 반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많고, 도로의 길이가 길다는 특

징이 있다. 이를 통해서 서울 내부나 외부를 연결하는 교통통과지역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현주인구의 평균값은 위로 볼록한 곡선이지만, 이동인

구의 패턴과 유사한 그래프도 다수 섞여 있는 이유가 설명된다. 

공항이 있는 강서구 공항동과 방화2동,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동작구의 

노량진1동, 노량진2동, 흑석동,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초구의 반포1

동, 서초1동, 양재1동, 양재2동과 판교로 이어지는 내곡동, 구리로 연결

되는 중랑구의 망우본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２) 세부군집1-2 

세 개의 행정동만이 세부군집1-2에 속한다. 이렇게 적은 수의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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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이유는 이동인구와 현주인구의 패턴이 다른 지

역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동인구의 경우 8시, 18시, 22시에 각각 

유입되어 세 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의 유출은 18시와 22시 

전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0시부터 3시의 심야시간에도 유입과 유출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현주인구 패턴은 세부군집1-1처럼 각지

게 볼록한 형태지만 9시에 급격히 상승해서 22시에 급격히 하락하면서 

평균보다 현주인구가 많은 시간의 폭이 매우 넓다. 

거주인구, 거주가구가 모두 많고, 1인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평균연령

은 가장 낮다. 행정동 내에 학교, 체육시설, 관광거리가 모두 없는 반면

에 공원의 면적이 가장 넓다. 전체 군집에 비교해서 전 업종의 종사자가 

적은 편이지만 이에 반해 리테일 카드 결제 건수는 많은 것을 통하여 지

역내 생산보다 소비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거주기능과 

함께 유흥, 오락 등의 여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해석된다. 

종합운동장과 롯데월드가 위치한 송파구 잠실7동, 서울대학교가 포함

된 관악구 대학동, 마포구 합정동이 이에 속한다. 

 

３) 세부군집1-3  

총 31개의 행정동이 속한 세부군집1-3의 이동인구 변화 패턴을 살펴보

면 8시에 매우 밀집되어 인구가 유입된 이후, 18시 전후에 동시에 빠져

나간다, 그 외의 시간에는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거의 없다. 그래서 현

주인구는 9시에 급격히 상승해서 18시에 급격히 하락하는 각지게 볼록한 

형태를 보인다.  

다른 세부군집과의 차별성은 지역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거주인구와 세대는 적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서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동 내에 위치한 사업체의 수가 월등하게 

많으며, 기타주점업만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사자수도 가장 많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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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업무 기능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세부군집에 속하는 행정동은 강남구 삼성1동, 중구 을지로동, 영등

포구 여의동, 금천구 가산동, 강남구 역삼1동 등 대표적인 업무중심지역

이라고 인식되는 지역이다. 

 

４) 세부군집1-4  

27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 세부군집1-4는 이동인구가 8시경에 주로 유

입되고, 18시에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에도 

유입과 유출이 완만하게 이어진다. 그래서 현주인구는 전제적으로 완만

하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이 지역들은 거주인구와 거주가구가 가장 적다는 점에서 다른 세부군

집과 다른 차이가 드러난다. 또한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평균

연령 또한 가장 높다. 대학교, 문화공간, 체육시설, 관광거리가 많다는 

점에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시간에 걸친 인구의 유입과 유출을 이해할 

수 있다. 업종에 무관하게 종사자의 수가 많은 편이지만, 한식음식, 기타

주점, 커피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특별히 더 많다. 이를 통

해서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면서 동시에 문화 및 오락거리의 소

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지도상에서 세부군집1-4의 위치를 확인해보았을 때, 강남구와 종로구, 

중구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세부군집1-3에 해당하는 업무중심지역을 

둘러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용산구 한남동, 중구 명

동, 성북구 안암동, 서대문구 신촌동, 마포구 대흥동, 강남구 신사동, 종

로구 삼청동과 같이 업무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문화와 상업이 

고르게 발달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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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3] 군집1 세부군집의 특성 

군집1 세부군집별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패턴 군집1 세부군집별 분포 

 

 

군집1 세부군집별 지역특성지표의 평균 

거주인구 평균연령 거주가구
1인가구

비율

세대당

자동차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학교

초중고등

학교
문화공간 체육시설 관광거리 공원면적

제조업

종사자

금융업

종사자

과학기술

종사자

공공행정

종사자

한식음식

종사자

기타주점

종사자

커피전문

종사자

리테일

카드결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도로길이

자동차

등록

20108 42.10 8763 45.55 1.38 3353 27980 2.13 2.98 5.06 1.31 0.70 342733 1492 1996 3287 745 759 109 232 51866221 1.17 29.07 49248 8621

└ 세부군집1-1 42개 22821 41.61 9561 39.65 0.97 2272 16498 0.98 3.52 3.14 1.29 0.29 442169 878 605 1632 325 443 61 119 36993786 0.95 29.74 49653 8726

└ 세부군집1-2 3개 25035 39.27 11652 45.83 1.01 1403 9017 0.00 3.00 2.67 0.33 0.00 1555567 97 550 771 38 317 96 175 49857151 0.67 31.33 42203 13193

└ 세부군집1-3 31개 20771 42.01 9290 47.28 2.37 4715 47068 1.45 2.45 4.87 1.35 0.61 177401 2814 3964 6636 1198 1123 131 326 64475851 1.55 31.00 51931 10577

└ 세부군집1-4 27개 14581 43.28 6595 52.70 0.94 3687 26033 4.93 2.74 8.52 1.41 1.52 243123 1084 2060 2296 954 881 159 305 60746627 1.15 25.56 46319 5704

22719 41.04 9349 38.17 0.76 2055 11736 2.96 2.57 2.32 1.57 0.50 63958 347 433 569 373 525 185 184 42638645 0.79 24.46 40497 6838

23082 41.53 9359 36.04 0.94 1878 10612 2.63 4.72 1.75 1.44 0.41 913586 409 284 806 232 296 42 79 19663929 0.63 33.75 41938 8961

25377 41.73 10260 33.66 0.70 1233 5268 0.40 3.05 0.82 0.79 0.10 375504 345 104 181 152 201 45 48 14245699 0.41 23.63 35150 7116

26872 41.77 11161 36.84 0.63 1756 7936 0.26 2.41 0.73 0.77 0.22 149292 501 300 322 207 381 94 85 22771824 0.59 24.70 42132 6827

군집4

군집5

해당

행정동

103개

28개

32개

188개

73개

변수

군집1

군집2

군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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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군집2, 군집3 

１) 군집2 

군집2에는 총 28개의 행정동이 속한다. 시간에 따른 현주인구의 변화

를 살펴보면 9시부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18시부터 21시 사이에 첨

두가 나타나는 독특한 모양이 나타난다. 이동인구의 패턴의 경우에도 시

간에 따라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지만, 8시의 유출입인구에 비해서 18시 전후의 유출입인구가 더 

많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유입인구는 18시부터 20시까지 꾸준히 이어지

지만, 이에 반해 유출인구는 18시에만 짧게 첨두를 보인다. 저녁 시간대

에 현주인구가 가장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군집2는 사업제수와 종사자수 모두 적은 편이지만, 대학교와 체육시설

이 많다. 업종별 종사자수의 경우 다른 업종의 종사자는 매우 적은 반면

에 한식음식, 기타주점, 커피전문점 종사자는 많다. 또한 리테일 카드 결

제 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유흥지역임을 알 수 있다.  

군집2에 속하는 행정동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보면, 주요한 업무 

기능 밀집지역과 주거 기능 밀집지역 사이에 위치한 교통결절지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두 기능의 연결지점이라는 위치적 이점 때문에 주거, 업

무, 문화와 같은 인구유인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에 관련된 소비

가 활성화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2호선과 7호선이 각각 만나는 대림역 인근의 영등포구 대림2동과 건대

입구역가 있는 광진구 자양4동 및 화양동, 2·8호선 환승이 가능한 합정

역이 있는 마포구 서교동, 고속터미널역이 있는 서초구 반포3동, 분당선

이나 3호선으로 환승 가능한 강남구 대치1동, 4호선을 따라서 성북구 삼

선동과 동선동 그리고 길음2동, 4·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이 있는 노원구 

상계6.7동 등이 군집2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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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군집3 

32개의 행정동이 속한 군집3은 군집2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구이동 

패턴을 보여준다. 현주인구의 경우 9시부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18

시에 최저점을 기록하며, 0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인구가 존재한

다. 인구의 유입과 유출 모두 8시경에 최대가 되지만, 유출인구의 경우 

6시부터 8시까지 꾸준히 최대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에도 불

구하고 현주인구는 줄어드는 것이다. 유출인구는 15시부터 시작해서 꾸

준히 이어지다가 18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유입인구는 18

시와 22시에 첨두를 보이며 그 전후의 시간에도 인구 유입이 이어진다. 

따라서 현주인구는 15시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21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을 보인다. 

군집3는 사업제수와 종사자수 모두 적은 편이지만, 체육시설 등 다른 

인구유인시설이 많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수와 공원의 면적은 다른 군

집에 비하여 가장 많다. 모든 업종에서 종사자가 적으며, 리테일 카드결

제도 적게 발생했다. 이는 자연휴양의 기능이 밀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산지에 위치한 공원이 많다는 특성 상 지하철역 대신 버스정류장의 수가 

많다는 특징도 같은 이유로 설명된다. 

도봉산이 있는 도봉구 도봉1동, 북한산과 북악산이 위치한 종로구 평

창동, 양재천을 따라서 강남구 개포2동과 개포4동, 방배근린공원이 있는 

서초구 방배3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여대와 육군사관학교가 모두 

있는 노원구 공릉2동, 안산과 백련산 자락이 이어지는 서대문구 홍은2동

과 연희동 등이 군집 3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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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4] 군집2, 군집3의 특성 

군집2, 군집3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패턴 군집2, 군집3 군집별 분포 

 

 

군집2, 군집3 군집별 지역특성지표의 평균 

거주인구 평균연령 거주가구
1인가구

비율

세대당

자동차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학교

초중고등

학교
문화공간 체육시설 관광거리 공원면적

제조업

종사자

금융업

종사자

과학기술

종사자

공공행정

종사자

한식음식

종사자

기타주점

종사자

커피전문

종사자

리테일

카드결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도로길이

자동차

등록

20108 42.10 8763 45.55 1.38 3353 27980 2.13 2.98 5.06 1.31 0.70 342733 1492 1996 3287 745 759 109 232 51866221 1.17 29.07 49248 8621

22719 41.04 9349 38.17 0.76 2055 11736 2.96 2.57 2.32 1.57 0.50 63958 347 433 569 373 525 185 184 42638645 0.79 24.46 40497 6838

23082 41.53 9359 36.04 0.94 1878 10612 2.63 4.72 1.75 1.44 0.41 913586 409 284 806 232 296 42 79 19663929 0.63 33.75 41938 8961

25377 41.73 10260 33.66 0.70 1233 5268 0.40 3.05 0.82 0.79 0.10 375504 345 104 181 152 201 45 48 14245699 0.41 23.63 35150 7116

26872 41.77 11161 36.84 0.63 1756 7936 0.26 2.41 0.73 0.77 0.22 149292 501 300 322 207 381 94 85 22771824 0.59 24.70 42132 6827

군집4

군집5

해당

행정동

103개

28개

32개

188개

73개

변수

군집1

군집2

군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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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군집4와 세부군집 

총 188개의 행정동이 속한 군집4은 현주인구 패턴만을 보았을 때 현주

인구가 8시경에 줄어들었다가 18시가 되면 회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야간 

활성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동인구는 세부군집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

만, 전체적으로 18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었다가 8시경에 유출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속한 행정동은 다른 군집에 비하여 그 내부에 거주

하고 있는 인구와 가구의 수가 많은 편인 반면, 업종에 무관하게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가장 적다. 또한 리테일 카드결제 건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도로길이 모두 최소값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체

육시설의 수는 많은 편이며, 공원의 면적 또한 넓으므로, 군집4에 속하

는 3개의 세부군집은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주거지역의 특성을 공유함을 

알 수 있다. 군집 4의 심야활성지역은 이동인구 패턴을 고려하여 총 3개

의 세부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１) 세부군집4-1  

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 세부군집4-1은 현주인구의 패턴은 나머지 두 

세부군집과 유사하게 아래로 오목한 형태지만, 이동인구의 패턴은 완전

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동인구의 유입과 유출 모두 8시 경의 짧은 첨두 

이후 13시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자정까지 꾸준하게 이동이 발생한다.  

이 지역들은 서울 전체지역의 평균과 유사한 크기의 거주인구와 거주

가구가 있지만,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최소값에 가깝다. 또한 학교나 

문화공간, 관광거리가 적고, 특히 지하철역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이 때

문에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택시 등 비대중교통에 대한 의존하여 타 지역

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관악구 남현동, 강북구 수유2동, 강북구 번1동, 강북구 번2동, 강북구 

번3동, 강북구 수유1동이 세부군집 4-1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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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세부군집4-2  

세부군집4-2에는 144개의 행정동이 속한다. 18시 전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8시경에 아주 밀도 높은 이동인구의 유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패턴에 따라서 현주인구의 그래프는 7시 전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18시부터 완만하게 회복하는 오목한 곡선을 균질하게 그린다. 

세부군집4-2에 속하는 행정동들은 거주인구와 거주가구가 모두 월등히 

많은 편이지만, 1인가구의 비율은 가장 낮다. 또한 업종에 무관하게 사

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이에 반해 초중고등학교, 공

원 면적, 버스정류장 등은 서울 전체 평균과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부군집4-2에 속하는 행정동은 주거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집중지역

임을 알 수 있다.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양천구 등 도심에서 벗어난 주거지역이 대부

분 지역이 이에 속한다.  

 

３) 세부군집4-3 

세부군집 4-3에는 38개의 행정동이 포함된다. 이동인구의 패턴을 살펴

보면 인구의 유입이 8시, 18시, 22시로 분산되며, 유출인구는 8시, 18시

에 집중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간대로 분산되었다. 특히 이동인구의 유

입과 유출이 모두 15시부터 22시까지 꾸준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결과 현주인구의 변화는 6시부터 완만하게 줄어들었다가 15시 이후로 완

만하게 회복하는 오목한 형태지만 그 분산이 크다.  

이에 속하는 지역은 거주인구와 거주가구 모두 전체지역의 평균과 유

사하다. 반면에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카드결제건수가 모두 최소값에 가

깝다. 특히 지하철역이 적고, 버스정류장과 도로의 길이가 모두 최소값

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거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상당히 고립된 지역

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도 상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보면 중구, 용산구, 마포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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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의 행정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세부군집 4-2에 속하는 지역이 밀

집된 곳에 함께 인접하기도 하다. 이를 통하여 주거밀집지역이 확장되고 

있거나 주거 기능이 전환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세부군집4-3에는 송파구 석촌동, 마포구 연남동, 관악구 보라매동처럼 

세부군집4-2에 속한 주거집중지역의 기능을 보조하는 행정동이 있으며, 

강서구 가양3동이나 등촌1동 그리고 염창동처럼 최근에 준공업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이나 송파구 장지동처럼 최근에 택지개발이 실시된 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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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5] 군집4 세부군집의 특성 

군집4 세부군집별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패턴 군집4 세부군집별 분포 

 

 

군집4 세부군집별 지역특성지표의 평균 

거주인구 평균연령 거주가구
1인가구

비율

세대당

자동차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학교

초중고등

학교
문화공간 체육시설 관광거리 공원면적

제조업

종사자

금융업

종사자

과학기술

종사자

공공행정

종사자

한식음식

종사자

기타주점

종사자

커피전문

종사자

리테일

카드결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도로길이

자동차

등록

20108 42.10 8763 45.55 1.38 3353 27980 2.13 2.98 5.06 1.31 0.70 342733 1492 1996 3287 745 759 109 232 51866221 1.17 29.07 49248 8621

22719 41.04 9349 38.17 0.76 2055 11736 2.96 2.57 2.32 1.57 0.50 63958 347 433 569 373 525 185 184 42638645 0.79 24.46 40497 6838

23082 41.53 9359 36.04 0.94 1878 10612 2.63 4.72 1.75 1.44 0.41 913586 409 284 806 232 296 42 79 19663929 0.63 33.75 41938 8961

25377 41.73 10260 33.66 0.70 1233 5268 0.40 3.05 0.82 0.79 0.10 375504 345 104 181 152 201 45 48 14245699 0.41 23.63 35150 7116

└ 세부군집4-1 6개 22793 42.57 9586 36.57 0.69 1229 5090 0.83 2.56 0.72 0.83 0.00 433555 409 184 175 129 209 72 42 13514758 0.11 26.72 36391 6700

└ 세부군집4-2 144개 26550 41.61 10599 32.61 0.67 1238 5119 0.43 3.08 0.86 0.79 0.08 430948 330 74 145 147 190 40 46 14248812 0.47 24.81 35095 7096

└ 세부군집4-3 38개 21618 41.82 9129 36.70 0.83 1212 6041 0.03 3.19 0.68 0.77 0.26 93196 372 193 344 184 249 47 59 14656162 0.32 16.55 34677 7447

26872 41.77 11161 36.84 0.63 1756 7936 0.26 2.41 0.73 0.77 0.22 149292 501 300 322 207 381 94 85 22771824 0.59 24.70 42132 6827

군집4

군집5

해당

행정동

103개

28개

32개

188개

73개

변수

군집1

군집2

군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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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군집5와 세부군집 

야간활성지역이라고 불리었던 군집5에는 총 73개의 행정동이 포함된다. 

군집5의 현주인구는 0시부터 18시까지의 유사하게 오목한 곡선을 그린다

는 점에서 군집4와 비슷하지만, 18시부터 21시 사이에 최대값을 기록하

고 그 직후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에 따라 현주인구가 적은 

시간대는 8시부터 18시 이전으로 그 폭이 상당히 좁다. 이동인구는 전체

적으로 18시 이후에 유입되었다가 8시에 집중적으로 유출된다.  

이에 속하는 지역들은 거주인구와 거주가구가 다른 군집에 비해서 가

장 많다.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전반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군집4에 비하

면 한국음식, 기타주점, 커피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많다. 이를 

통해서 주거의 기능에 유흥이 더해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간활성지역에 해당하는 군집5는 인구이동 패턴의 차이에 

따라 다시 2개의 세부군집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각 인구이동의 특

성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１) 세부군집5-1  

세부군집5-1에 속하는 행정동은 모두 62개다. 18시 내외에 이동인구가 

다량 유입되며, 8시에 집중적으로 이동인구의 유출이 발생한다. 이에 따

라서 현주인구는 6시부터 18시까지 오목한 곡선을 그리다가 18시부터 21

시까지 가장 큰 값을 기록한다. 

이에 속하는 행정동은 거주인구와 거주가구가 모두 많다. 또한 대부분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적은 것에 반해서 기타주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많은 편이다. 특히 버스정류장의 수와 도로길이가 긴 편이다. 이

를 통해서 교통결절지에 위치한 주거지역이 유흥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세부군집5-1에 속하는 행정동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해보면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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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는 군집4가 밀집된 지역의 경계에 대체로 위치한다. 지하

철 7호선을 따라가는 중랑구 중화2동, 묵2동과 노원구의 공릉1동과 중계

2.3동이 이에 속하며, 5호선의 동쪽 종점 근처의 송파구 풍납1동, 강동구 

성내2동부터 성내3동, 길동, 명일동이 포함된다. 또한 영등포역과 신도림

동 인근의 영등포구 대림3동, 도림동, 영등포본동과 구로구 신도림동과 

4호선을 따라가는 동작구 사당1동 및 사당2동과 용산구 이촌1동 등이 세

부군집5-1에 속한다. 

 

２) 세부군집5-2 

모두 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 세부군집5-2는 15시 이후부터 인구의 

유입이 늘어서 18시에 최대값을 기록하고 그 이후 22시에도 다량의 인구

가 유입되며, 8시에 집중적으로 이동인구의 유출이 발생한 오후 15시부

터 24시까지 인구의 유출이 꾸준히 발생한다. 0시에도 유입인구와 유출

인구 모두 일일 평균보다 더 많으며 0시부터 3시까지 인구의 유출이 완

만하게 이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서 현주인구는 6시부터 

전체적으로 오목한 곡선을 그리지만 15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시부

터 22시까지 큰 값을 기록한 후 6시까지 꾸준히 감소한다. 

거주인구와 거주가구가 모두 많지만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 체육시설

이 많으며, 관광거리 및 공원의 면적도 적지 않다. 사업체의 수는 적지

만, 한식음식, 기타주점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 이에 반해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의 수가 모두 적고, 도로의 길이 또한 짧은 편이다. 이를 

통하여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유흥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송파구 잠실본동, 강서구 화곡3동, 서대문구 홍제2동, 은평구 불광1동, 

강북구 수유3동, 광진구 자양3동, 강동구 천호2동, 관악구 낙성대동, 관

악구 행운동, 용산구 이태원2동, 중구 신당5동이 세부군집5-2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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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6] 군집5 세부군집의 특성 

군집5 세부군집별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패턴 군집5 세부군집별 분포 

 

 

군집5 세부군집별 지역특성지표의 평균 

거주인구 평균연령 거주가구
1인가구

비율

세대당

자동차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학교

초중고등

학교
문화공간 체육시설 관광거리 공원면적

제조업

종사자

금융업

종사자

과학기술

종사자

공공행정

종사자

한식음식

종사자

기타주점

종사자

커피전문

종사자

리테일

카드결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도로길이

자동차

등록

20108 42.10 8763 45.55 1.38 3353 27980 2.13 2.98 5.06 1.31 0.70 342733 1492 1996 3287 745 759 109 232 51866221 1.17 29.07 49248 8621

22719 41.04 9349 38.17 0.76 2055 11736 2.96 2.57 2.32 1.57 0.50 63958 347 433 569 373 525 185 184 42638645 0.79 24.46 40497 6838

23082 41.53 9359 36.04 0.94 1878 10612 2.63 4.72 1.75 1.44 0.41 913586 409 284 806 232 296 42 79 19663929 0.63 33.75 41938 8961

25377 41.73 10260 33.66 0.70 1233 5268 0.40 3.05 0.82 0.79 0.10 375504 345 104 181 152 201 45 48 14245699 0.41 23.63 35150 7116

26872 41.77 11161 36.84 0.63 1756 7936 0.26 2.41 0.73 0.77 0.22 149292 501 300 322 207 381 94 85 22771824 0.59 24.70 42132 6827

└ 세부군집5-1 62개 27169 41.74 11179 36.02 0.63 1789 8128 0.18 2.42 0.63 0.66 0.18 95980 530 302 326 211 358 87 84 22354497 0.65 25.26 42400 6743

└ 세부군집5-2 11개 25200 41.95 11056 41.45 0.66 1569 6853 0.73 2.36 1.27 1.36 0.45 449778 336 288 302 185 512 135 91 25124030 0.27 21.55 40620 7299

군집4

군집5

해당

행정동

103개

28개

32개

188개

73개

변수

군집1

군집2

군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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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소결 

현주인구와 이동인구를 모두 고려하여 분류한 세부군집에 따라서 지역

특성지표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분

산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세부군집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능은 크게 업무(Business), 주거

(Residential), 오락(Entertainment), 유흥(Night Life), 자연휴양(Green)으로 

분류되며, 오락의 경우 유흥, 문화, 스포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분된

다. 또한 교통에 관련된 특성은 통과(through), 결절(hub), 연결(link), 고

립(isolated) 여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성격을 드러났다.  

분산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현주인구만을 

반영한 1차 군집에서 형성된 군집도 그에 속한 행정동끼리 균질한 지역

적 특성을 공유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를 다시 이동인구 패턴에 기반

한 2차 군집에 따라 형성된 세부군집끼리 비교한 결과, 각 세부군집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예를 들어 주간에 활성

화되는 패턴을 보이는 군집1의 행정동들은 사업체와 종사자수가 많다는 

점에서 모두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한 지역처럼 보였다. 하

지만 이동인구를 바탕으로 세부군집을 형성한 결과, 세부군집1-2은 지역 

내에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최저 수준이고 반대로 거주인구와 거주가구가 

많아 거주 기능이 발달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세부군집1-1의 경우에는 

거주 기능이나 업무 기능 모두 발달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을 통과하는 

통행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현주인구가 많은 듯한 패턴을 보였다. 

1차군집에서 동일한 군집에 속했던 세부군집들도 서로 다른 기능을 하

고 있음이 드러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 군집과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멀티 레벨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지역의 특성을 높은 정

확도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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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지역분석 

본 절에서는 연구범위 지역 내에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세부군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주인구와 이동인구에 기반하여 2

차에 걸친 군집분석과 각 세부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분산분석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지역분석의 대상은 2030 서울플랜에서 다핵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도

심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중심지로 기능하였던 종로구·

중구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인 영등포·여의도 지역, 국제적인 업무 중심 

지역인 강남·서초구 지역이 그 대상이다.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 오피스 

건물의 지역적 분포(최막중, 1995), 고용과 각종 시설의 공간적 배치, 통

행량, 지가(김창석 외., 2000), 고용 밀도와 총고용자수(Jun and Ha, 2002) 

등을 고려하여 이 지역들을 업무 중심지 및 고용중심지의 특성을 공유한

다고 정의된 것과 일치한다.  

 

[표 ４-7] 서울 중심업무지구 내 행정동의 세부군집별 비율 

대상지역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총 행정동(개) 17 15 18 16 22 18 

개수 

비율 

(%) 

세부군집1-1 0.00 13.33 11.11 0.00 13.64 38.89 

세부군집1-2 0.00 0.00 0.00 6.25 0.00 0.00 

세부군집1-3 5.88 20.00 22.22 6.25 31.82 16.67 

세부군집1-4 52.94 26.67 0.00 6.25 18.18 11.11 

군집2 5.88 6.67 5.56 18.75 4.55 16.67 

군집3 11.76 6.67 5.56 12.50 18.18 5.56 

세부군집4-2 5.88 0.00 27.78 12.50 13.64 0.00 

세부군집4-3 17.65 20.00 0.00 18.75 0.00 5.56 

세부군집5-1 0.00 0.00 27.78 18.75 0.00 5.56 

세부군집5-2 0.00 6.67 0.00 0.00 0.00 0.00 



 

 57 

각 자치구에 속한 행정동이 어떠한 세부군집에 속하였었는지 그 개수

의 비율을 비교하면 [표 4-7]과 같다. 6개 자치구 모두 대부분의 지역이 

주간활성지역이었던 군집1에 속한다. 하지만 세부군집 간의 비율은 다소 

상이하다. 종로구·중구의 경우 각각 52.94%와 26.67%라는 높은 비율의 

행정동이 8시경에 대부분의 인구가 유입되고 18시 전후에 이동인구의 유

출이 집중되지만, 그 사이의 시간에도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빠져나

가는 사람이 꾸준히 이어져서 현주인구가 완만하게 볼록한 형태를 그렸

던 세부군집 1-4에 속한다. 이에 반해 영등포구·마포구의 경우에는 다양

한 형태의 군집이 골고루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남

구·서초구의 경우 각각 31.82%와 38.89%로 세부군집1-3과 1-1에 속한다. 

[그림 4-7]에서 보는 것처럼 각 세부군집의 배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면, 

흥미롭게도 남쪽에서부터 북쪽 방향으로 태헤란로와 도산대로를 경계로 

세부군집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강남구를 2호선, 7호선, 9호선

이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면서 그 지역적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림 ４-7] 중심업무지구 내 세부군집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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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도시계획정책에서도 동일하게 중심업무지역이라고 불리며 

그 지역의 차이를 역사적으로만 겨우 설명했던 지역들도, 인구이동패턴

을 변수로 하는 2차 군집분석을 거치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언제 어떻게 

머무르는지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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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론 

 

이 연구는 서울 각 행정동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현주인구와 이동인구의 패턴이 유사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두 

단계에 걸쳐 군집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하여 해당 군집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선택한 요일을 대상으로 서울시 생활인

구 데이터를 취합하여 시간·행정동별 평균 현주인구 데이터를 구축하였

으며, 스마트카드와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수송분담률에 맞게 보정하여 

시간·행정동별 평균 유입인구와 유출인구를 구하였다.  

시계열 패턴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주인구 패턴을 통해서 총 5개의 군집을 얻

었다. 이 중 군집의 규모가 큰 3개 군집에 속한 지역의 이동인구 패턴을 

기반으로 2차 군집분석일 실시하여 각각 4개, 3개, 2개의 세부군집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424개 행정동을 11개의 세부군집으로 분류

하였다. 

11개의 세부군집을 더미 변수로 놓고 선행연구에서 지역의 특성에 대

해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된 지표 27개를 종속변수로 한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25개의 변수에서 세부군집 간 평균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집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현주인구와 이동인구 모두 시간에 따라 공간 단위별로 서로 다

른 변화양상을 보이며, 행정동별로 이를 시각화하면 일주일을 주기로 일

정한 패턴이 반복되며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간의 변동 패턴이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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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주인구 변화양상이 유사할지라도, 각 지역의 이동인구는 다양

한 패턴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유사한 인구이동패턴이 나타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서로와 구

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먼저 1차 군집에서 8시에서 18시까지 현주인구가 많다고 분류된 주간

활성지역의 경우 2차 군집에서 4개의 세부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세부군

집1-1에 속하는 행정동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단순통과하는 

지역으로 주로 서울시 내부나 외곽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시작점에 위치

한다. 세부군집1-2는 1인 가구의 거주와 유흥을 비롯한 오락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군집1-3은 8시와 18시에 사람들

이 한꺼번에 유입되었다가 유출되는 업무중심지역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

여주었다. 세부군집1-4에 해당하는 행정동은 세부군집1-3의 지역들을 둘

러싸면서 업무의 기능과 동시에 유흥, 문화와 같이 다양한 오락활동이 

행해지는 지역이다. 

군집2의 평균 현주인구 패턴은 8시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18시부터 

22시 사이에 최대값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군집1에 속

하는 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서 군집4에 속하는 지역 사이를 이동하면서 

거치는 교통결절지로, 그와 동시에 유흥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군집3은 반대로 8시부터 꾸준히 현주인구가 줄어들다가 18시부터 22시 

사이에 최저값을 보이는 지역의 군집이었다. 이는 북한산, 안산, 북안산

이나 큰 공원과 같이 자연휴양을 즐기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군집4에 속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18시 이후에 현주인구가 꾸준히 늘

어났다가 8시에 감소하는 심야활성지역이었으며, 이동인구 패턴을 바탕

으로 2차 군집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세부군집이 형성되었다. 세부군

집4-1의 경우, 다른 세부군집과는 아주 다르게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모

두 8시에만 조금 증가했다가 오후 내내 꾸준히 증가해서 심야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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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가 감소하는 매우 독특한 이동인구 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세부군집

4-1에 속한 지역 모두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

지 않는 교통 고립 지역이기 때문이다. 세부군집4-2에 속하는 행정동은 

주거에 필요한 문화 및 여가 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집중지역이다. 마지

막으로, 세부군집4-3에는 세부군집4-3에 속하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

에 가까이 위치하며, 주거지역이 확장되고 있거나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다. 

군집5에 속하는 행정동의 경우에는, 현주인구가 8시부터 감소하다가 

18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한 뒤 22시에 다시 소폭 하락하는 패턴을 

그린다. 이에 속하는 세부군집5-1의 지역은 주거 기능이 밀집된 지역 중

에서도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는 지점이며, 이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이

동 중에 발생하는 유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지역이다. 지도 상에

서 확인하면, 군집4에 속하는 행정동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요 지하철 노

선을 따라서 위치한다. 이에 반해, 세부군집5-2는 1인 가구 밀집 주거지

역 내에서의 유흥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이는 지역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출처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함을 보였다는 것에 큰 함의를 가진다. 통신 데이터에 기반한 현

주인구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군집을 형성하였지만, 스마트카드 및 택시 

승하차 데이터 기반의 이동인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자 동일한 유형 내

에서도 서로 다른 세부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휴대폰 통신 기

반의 데이터는 그 지역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가를 집계하여 전형적인 

업무지역, 주거지역 등은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인구 유출입이 

누적된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세밀한 시간 단위로 인구의 교체가 어떻

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관찰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택시 승하차나 스마트

카드와 같은 교통 데이터는 몇 명의 사람이 언제 유입되었거나 유출되었

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8시와 18시에 이동이 발

생하기 때문에 그 이동인구의 크기만을 고려하면 군집이 균질하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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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빅데이터 시대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의 크기가 크기만 하다면 단 하나

의 잣대를 이용하여 지역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도시 공

간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와 

같이 성격이 다른 여러 데이터를 다원적으로 활용해야만 그 지역의 특성

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지역의 기능을 이해하고, 해당 기능을 활성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교통을 포함하여 어떠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할

지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큰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요일별 인구이동패턴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의 변동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것은 금요일 밤부터 주말 동안 일어나는 

활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균질한 군집분석을 위하여 인구이동의 규

모를 정규화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규모에 따라 지역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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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１절 세부군집별 행정동 

１) 세부군집1-1 : 42개 행정동 

강남구 대치2동, 강남구 도곡2동, 강남구 역삼2동, 강동구 상일동, 강

서구 공항동, 강서구 방화2동, 광진구 능동, 구로구 구로2동, 구로구 구

로5동, 금천구 독산1동, 금천구 시흥3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구 

휘경1동, 동작구 노량진1동, 동작구 노량진2동, 동작구 신대방2동, 동작

구 흑석동, 서초구 내곡동, 서초구 반포1동, 서초구 방배2동, 서초구 방

배본동, 서초구 서초1동, 서초구 양재1동, 서초구 양재2동, 성동구 성수1

가1동, 성동구 성수2가1동, 성동구 용답동, 성동구 행당1동, 송파구 오륜

동, 송파구 잠실3동, 송파구 풍납2동, 양천구 신월6동, 영등포구 당산2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구 용산2가동, 용산구 원효로1

동, 용산구 청파동, 용산구 효창동, 중구 중림동, 중구 황학동, 중랑구 망

우본동 

 

２) 세부군집1-2 : 3개 행정동 

관악구 대학동, 마포구 합정동, 송파구 잠실7동 

 

３) 세부군집1-3 : 31개 행정동 

강남구 논현2동, 강남구 대치4동, 강남구 도곡1동, 강남구 삼성1동, 강

남구 삼성2동, 강남구 수서동, 강남구 역삼1동,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구 

구로3동, 금천구 가산동, 동대문구 용신동, 마포구 상암동, 서대문구 충

현동, 서초구 서초2동, 서초구 서초3동, 서초구 잠원동, 성동구 성수1가2

동, 성동구 성수2가3동, 송파구 가락1동, 송파구 문정2동, 송파구 잠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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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영등포구 당산1동,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양평2동, 영등포구 여

의동, 용산구 남영동, 용산구 한강로동, 종로구 사직동, 중구 소공동, 중

구 을지로동, 중구 필동 

 

４) 세부군집1-4 : 27개 행정동 

강남구 논현1동, 강남구 신사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청담동, 동

대문구 제기동, 동대문구 회기동, 마포구 대흥동, 서대문구 신촌동, 서초

구 반포4동, 서초구 서초4동, 성동구 사근동, 성북구 안암동, 성북구 정

릉3동, 용산구 한남동, 종로구 가회동, 종로구 부암동, 종로구 삼청동, 종

로구 숭인2동, 종로구 이화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구 종로5.6가

동, 종로구 창신1동, 종로구 청운효자동, 중구 광희동, 중구 명동, 중구 

장충동, 중구 회현동 

 

５) 군집2 : 28개 행정동 

강남구 대치1동, 강동구 명일2동, 강동구 성내1동, 광진구 구의3동, 광

진구 자양4동, 광진구 화양동, 노원구 상계2동, 노원구 상계6.7동, 노원구 

월계1동, 도봉구 창5동, 동대문구 전농1동, 마포구 서강동, 마포구 서교

동, 마포구 용강동, 서대문구 남가좌2동, 서초구 반포2동, 서초구 반포3

동, 서초구 방배1동, 성북구 길음2동, 성북구 동선동, 성북구 삼선동, 성

북구 월곡2동, 양천구 목1동, 영등포구 대림2동, 용산구 이태원1동, 종로

구 혜화동, 중구 동화동, 중랑구 상봉2동 

 

６) 군집3 : 32개 행정동 

강남구 개포2동, 강남구 개포4동, 강남구 일원2동, 강남구 일원본동, 

강동구 고덕2동, 강서구 가양1동, 강서구 등촌3동, 강서구 발산1동, 광진

구 광장동, 광진구 군자동, 노원구 공릉2동, 노원구 월계2동, 노원구 하

계1동, 도봉구 도봉1동, 동대문구 전농2동, 마포구 아현동, 마포구 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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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천연동, 서대문구 홍은2동, 서초구 방배3

동, 성동구 마장동, 성동구 송정동, 성북구 성북동, 송파구 가락본동, 송

파구 문정1동, 양천구 신월5동, 영등포구 양평1동, 용산구 원효로2동, 종

로구 숭인1동, 종로구 평창동, 중구 신당동 

 

７) 세부군집4-1 : 6개 행정동 

강북구 번1동, 강북구 번2동, 강북구 번3동, 강북구 수유1동, 강북구 

수유2동, 관악구 남현동 

 

８) 세부군집4-2 : 144개 행정동 

강남구 개포1동, 강남구 세곡동, 강남구 일원1동, 강동구 강일동, 강동

구 고덕1동, 강동구 둔촌2동, 강동구 암사1동, 강동구 암사2동, 강동구 

암사3동, 강동구 천호1동, 강북구 삼각산동, 강북구 삼양동, 강북구 송천

동, 강북구 우이동, 강북구 인수동, 강서구 등촌2동, 강서구 방화3동, 강

서구 화곡1동, 강서구 화곡2동, 강서구 화곡4동, 강서구 화곡본동, 관악

구 난곡동, 관악구 난향동, 관악구 미성동, 관악구 삼성동, 관악구 서림

동, 관악구 서원동, 관악구 성현동, 관악구 신사동, 관악구 신원동, 관악

구 은천동, 관악구 인헌동, 관악구 청림동, 광진구 구의1동, 광진구 구의

2동, 광진구 자양2동, 광진구 중곡1동, 광진구 중곡2동, 광진구 중곡3동, 

구로구 개봉1동, 구로구 개봉3동, 구로구 고척2동, 구로구 구로1동, 구로

구 수궁동, 구로구 오류2동, 금천구 독산2동, 금천구 독산3동, 금천구 독

산4동, 금천구 시흥2동, 금천구 시흥4동, 금천구 시흥5동, 노원구 상계1

동, 노원구 상계3.4동, 노원구 상계5동, 노원구 상계8동, 노원구 상계9동, 

노원구 월계3동, 노원구 중계본동, 노원구 하계2동, 도봉구 도봉2동, 도

봉구 방학2동, 도봉구 방학3동, 도봉구 쌍문1동, 도봉구 쌍문2동, 도봉구 

쌍문3동, 도봉구 쌍문4동, 도봉구 창1동, 도봉구 창2동, 도봉구 창3동, 도

봉구 창4동, 동대문구 답십리1동, 동대문구 답십리2동, 동대문구 이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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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2동, 동대문구 휘경2동, 동작구 대방동, 동작구 사당3동, 

동작구 사당4동, 동작구 사당5동, 동작구 상도1동, 동작구 상도2동, 동작

구 상도3동, 동작구 상도4동, 동작구 신대방1동, 마포구 성산1동, 마포구 

성산2동, 서대문구 남가좌1동, 서대문구 북가좌1동, 서대문구 홍은1동, 

서대문구 홍제1동, 성동구 금호1가동, 성동구 왕십리2동, 성동구 응봉동, 

성동구 행당2동, 성북구 돈암1동, 성북구 돈암2동, 성북구 보문동, 성북

구 월곡1동, 성북구 장위1동, 성북구 정릉2동, 성북구 정릉4동, 성북구 

종암동, 송파구 가락2동, 송파구 거여2동, 송파구 마천1동, 송파구 삼전

동, 송파구 송파1동, 송파구 오금동, 송파구 위례동, 송파구 잠실4동, 양

천구 목2동, 양천구 목4동, 양천구 신월1동, 양천구 신월2동, 양천구 신

월4동, 양천구 신월7동, 양천구 신정2동, 양천구 신정3동, 양천구 신정6

동, 양천구 신정7동, 영등포구 대림1동, 영등포구 신길1동, 영등포구 신

길3동, 영등포구 신길4동, 영등포구 신길5동, 용산구 이촌2동, 은평구 구

산동,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 불광2동, 은평구 수색동, 은평구 신사1동, 

은평구 신사2동, 은평구 역촌동, 은평구 응암1동, 은평구 응암2동, 은평

구 증산동, 은평구 진관동, 종로구 창신3동, 중랑구 망우3동, 중랑구 면

목2동, 중랑구 면목4동, 중랑구 상봉1동, 중랑구 신내1동, 중랑구 신내2

동 

 

９) 세부군집4-3 : 38개 행정동 

강동구 둔촌1동, 강동구 천호3동, 강서구 가양3동, 강서구 등촌1동, 강

서구 염창동,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 화곡8동, 관악구 보라매동,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중곡4동, 노원구 중계4동, 동대문구 장안1동, 마포구 공

덕동, 마포구 신수동,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초구 반포본

동, 성동구 금호2.3가동,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성북구 장위3동, 송파구 

석촌동, 송파구 송파2동, 송파구 장지동, 양천구 신월3동, 용산구 보광동, 

용산구 용문동, 용산구 후암동, 은평구 갈현2동, 종로구 교남동,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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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동, 종로구 창신2동, 중구 다산동, 중구 약수동, 중구 청구동, 중랑구 

면목5동, 중랑구 면목7동, 중랑구 묵1동, 중랑구 중화1동 

 

１０) 세부군집5-1 : 62개 행정동 

강동구 길동, 강동구 명일1동, 강동구 성내2동, 강동구 성내3동, 강북

구 미아동, 강북구 송중동, 강서구 가양2동, 강서구 방화1동, 강서구 우

장산동, 관악구 신림동, 관악구 조원동, 관악구 중앙동, 광진구 자양1동, 

구로구 개봉2동, 구로구 고척1동, 구로구 구로4동, 구로구 신도림동, 구

로구 오류1동, 금천구 시흥1동, 노원구 공릉1동, 노원구 상계10동, 노원

구 중계1동, 노원구 중계2.3동, 도봉구 방학1동, 동대문구 장안2동, 동작

구 사당1동, 동작구 사당2동, 마포구 도화동, 마포구 망원1동, 마포구 망

원2동, 서대문구 북가좌2동, 서대문구 홍제3동, 서초구 방배4동, 성동구 

금호4가동, 성동구 옥수동, 성북구 길음1동, 성북구 석관동, 성북구 장위

2동, 성북구 정릉1동, 송파구 거여1동, 송파구 마천2동, 송파구 방이1동, 

송파구 방이2동, 송파구 잠실2동, 송파구 풍납1동, 양천구 목3동, 양천구 

목5동, 양천구 신정1동, 양천구 신정4동, 영등포구 대림3동, 영등포구 도

림동, 영등포구 신길6동, 영등포구 신길7동,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용산

구 이촌1동, 은평구 갈현1동, 은평구 대조동, 은평구 응암3동, 중랑구 면

목3.8동, 중랑구 면목본동, 중랑구 묵2동, 중랑구 중화2동 

 

１１) 세부군집5-2 : 11개 행정동 

강동구 천호2동, 강북구 수유3동, 강서구 화곡3동, 관악구 낙성대동, 

관악구 행운동, 광진구 자양3동, 서대문구 홍제2동, 송파구 잠실본동, 용

산구 이태원2동, 은평구 불광1동, 중구 신당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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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세부군집별 지역특성지표 분산분석 결과 

변수 F-value P-value sig. 군집 평균 표준편차 

거주인구 5.822 0.000 *** 

1-1      22,820.55       10,245.14  

1-2      25,035.00        5,169.97  

1-3      20,770.71       10,350.60  

1-4      14,581.37        8,741.06  

2      22,719.29        6,249.84  

3      23,081.66        9,436.02  

4-1      22,793.39        6,694.38  

4-2      26,549.57        8,718.68  

4-3      21,617.71        8,528.61  

5-1      27,168.74        8,701.80  

5-2      25,200.27       10,893.19  

평균연령 2.243 0.015 * 

1-1          41.61            2.15  

1-2          39.27            0.84  

1-3          42.01            3.35  

1-4          43.28            3.56  

2          41.04            2.37  

3          41.53            2.16  

4-1          42.57            1.98  

4-2          41.61            1.91  

4-3          41.82            1.92  

5-1          41.74            2.02  

5-2          41.95            2.16  

거주가구 3.983 0.000 *** 

1-1       9,561.12        4,103.48  

1-2      11,652.00        2,940.49  

1-3       9,290.06        4,856.96  

1-4       6,594.85        3,680.86  

2       9,348.71        2,974.34  

3       9,359.03        3,710.20  

4-1       9,585.72        2,283.34  

4-2      10,599.37        3,530.73  

4-3       9,128.65        3,818.31  

5-1      11,179.15        3,444.10  

5-2      11,055.82        4,719.11  

1인가구 9.811 0.000 *** 1-1          39.6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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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F-value P-value sig. 군집 평균 표준편차 

비율 1-2          45.83           27.55  

1-3          47.28           13.87  

1-4          52.70           15.22  

2          38.17           16.21  

3          36.04           10.08  

4-1          36.57            7.80  

4-2          32.61            9.20  

4-3          36.70           11.45  

5-1          36.02           11.33  

5-2          41.45           14.24  

기초수급 

가구비율 
1.646 0.092 . 

1-1           3.59            2.34  

1-2           1.76            1.39  

1-3           3.56            5.36  

1-4           3.88            3.47  

2           2.83            1.84  

3           4.96            4.84  

4-1           5.32            3.62  

4-2           4.60            2.25  

4-3           4.37            3.31  

5-1           4.25            3.47  

5-2           3.69            1.37  

세대당 

자동차 
2.641 0.004 ** 

1-1           0.97            0.51  

1-2           1.01            0.76  

1-3           2.37            6.26  

1-4           0.94            0.80  

2           0.76            0.34  

3           0.94            0.40  

4-1           0.69            0.26  

4-2           0.67            0.29  

4-3           0.83            0.92  

5-1           0.63            0.37  

5-2           0.66            0.33  

사업체수 15.79 0.000 *** 

1-1       2,272.21        1,662.97  

1-2       1,402.67          808.12  

1-3       4,714.65        3,428.62  

1-4       3,686.93        3,572.37  

2       2,055.18        1,611.30  

3       1,878.19        2,0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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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F-value P-value sig. 군집 평균 표준편차 

4-1       1,228.67          442.66  

4-2       1,237.55          558.84  

4-3       1,212.42          645.13  

5-1       1,788.61          823.32  

5-2       1,569.09          861.04  

종사자수 26.2 0.000 *** 

1-1      16,497.86       13,933.69  

1-2       9,016.67        6,129.27  

1-3      47,068.10       39,770.50  

1-4      26,032.81       27,320.41  

2      11,736.43       10,926.79  

3      10,612.34        8,486.34  

4-1       5,090.06        3,642.04  

4-2       5,118.79        3,072.20  

4-3       6,040.87        4,441.44  

5-1       8,128.35        6,717.68  

5-2       6,853.00        3,681.76  

대학교 5.081 0.000 *** 

1-1           0.98            3.53  

1-2             -              -  

1-3           1.45            4.77  

1-4           4.93            8.50  

2           2.96            4.81  

3           2.63            6.22  

4-1           0.83            2.15  

4-2           0.43            2.50  

4-3           0.03            0.18  

5-1           0.18            0.53  

5-2           0.73            2.41  

초중고등 

학교 
3.068 0.001 *** 

1-1           3.52            2.41  

1-2           3.00            1.73  

1-3           2.45            1.86  

1-4           2.74            1.79  

2           2.57            1.81  

3           4.72            3.31  

4-1           2.56            2.06  

4-2           3.08            2.22  

4-3           3.19            2.48  

5-1           2.42            1.90  

5-2           2.3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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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F-value P-value sig. 군집 평균 표준편차 

문화공간 14.45 0.000 *** 

1-1           3.14            3.13  

1-2           2.67            3.06  

1-3           4.87            5.41  

1-4           8.52           11.23  

2           2.32            3.12  

3           1.75            1.88  

4-1           0.72            0.75  

4-2           0.86            1.30  

4-3           0.68            1.01  

5-1           0.63            0.85  

5-2           1.27            1.19  

체육시설 1.9 0.044 * 

1-1           1.29            1.67  

1-2           0.33            0.58  

1-3           1.35            1.96  

1-4           1.41            1.99  

2           1.57            2.91  

3           1.44            1.50  

4-1           0.83            1.65  

4-2           0.79            1.17  

4-3           0.77            0.96  

5-1           0.66            1.05  

5-2           1.36            1.29  

관광거리 12.54 0.000 *** 

1-1           0.29            0.64  

1-2             -              -  

1-3           0.61            0.88  

1-4           1.52            1.40  

2           0.50            0.79  

3           0.41            0.87  

4-1             -              -  

4-2           0.08            0.34  

4-3           0.26            0.51  

5-1           0.18            0.59  

5-2           0.45            0.52  

공원면적 1.973 0.035 * 

1-1     442,168.88     1,000,936.43  

1-2    1,555,566.67     2,624,900.14  

1-3     177,400.58      346,587.64  

1-4     243,122.56      376,101.49  

2      63,957.82      100,597.63  



 

 76 

변수 F-value P-value sig. 군집 평균 표준편차 

3     913,585.84     2,255,691.04  

4-1     433,555.39      548,659.72  

4-2     430,947.65     1,459,086.42  

4-3      93,195.84      185,396.08  

5-1      95,980.11      255,973.37  

5-2     449,777.55     1,082,706.37  

제조업 

종사자 
6.722 0.000 *** 

1-1         878.38        1,421.06  

1-2          96.67          104.73  

1-3       2,814.39        5,362.90  

1-4       1,084.11        1,761.65  

2         347.29          372.27  

3         408.66          409.85  

4-1         409.39          318.50  

4-2         330.50          381.42  

4-3         372.45          344.72  

5-1         530.24          679.01  

5-2         335.55          369.98  

금융업 

종사자 
7.237 0.000 *** 

1-1         605.00          941.80  

1-2         549.67          816.77  

1-3       3,964.32        7,858.89  

1-4       2,059.96        5,212.54  

2         433.29          866.24  

3         283.81          447.49  

4-1         183.56          448.78  

4-2          73.99           85.32  

4-3         192.58          353.81  

5-1         302.29          609.76  

5-2         287.73          304.38  

과학기술 

종사자 
21.23 0.000 *** 

1-1       1,632.14        2,951.96  

1-2         771.33          644.61  

1-3       6,636.29        7,448.18  

1-4       2,296.30        2,466.84  

2         568.75          936.52  

3         805.75        1,916.82  

4-1         174.61          279.35  

4-2         145.41          296.27  

4-3         343.61          535.72  

5-1         325.65          5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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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F-value P-value sig. 군집 평균 표준편차 

5-2         302.45          342.11  

공공행정 

종사자 
4.795 0.000 *** 

1-1         325.19          485.38  

1-2          38.00           15.00  

1-3       1,198.16        1,863.76  

1-4         954.41        2,738.73  

2         373.04          697.50  

3         231.91          352.46  

4-1         128.94          190.73  

4-2         147.13          346.53  

4-3         184.39          417.61  

5-1         210.85          394.32  

5-2         185.36          297.68  

한식음식 

종사자 
19.81 0.000 *** 

1-1         443.36          300.16  

1-2         317.33          269.89  

1-3       1,122.97          912.13  

1-4         881.11          855.38  

2         525.04          512.75  

3         295.50          247.37  

4-1         208.89          131.25  

4-2         189.63          127.93  

4-3         249.29          187.67  

5-1         357.79          213.38  

5-2         512.27          402.48  

기타주점 

종사자 
6.983 0.000 *** 

1-1          60.79           45.94  

1-2          95.67           91.00  

1-3         131.48          112.28  

1-4         158.63          180.23  

2         184.79          332.99  

3          41.56           37.58  

4-1          72.00          110.74  

4-2          40.38           41.53  

4-3          47.03           44.80  

5-1          86.92           67.25  

5-2         135.00          147.84  

커피전문 

종사자 
19.51 0.000 *** 

1-1         118.90           95.85  

1-2         174.67          130.66  

1-3         326.45          281.85  

1-4         305.19          2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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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F-value P-value sig. 군집 평균 표준편차 

2         184.29          261.23  

3          78.56           68.99  

4-1          42.39           29.24  

4-2          45.82           36.91  

4-3          58.68           56.07  

5-1          83.92           54.82  

5-2          91.45           55.37  

리테일 

카드결제 
12.15 0.000 *** 

1-1   36,993,786.38    64,013,655.28  

1-2   49,857,150.67    41,952,595.56  

1-3   64,475,850.94    52,550,981.60  

1-4   60,746,627.00    52,728,863.33  

2   42,638,645.18    43,818,365.91  

3   19,663,928.63    14,471,579.36  

4-1   13,514,758.44     7,735,183.47  

4-2   14,248,811.55     9,302,073.10  

4-3   14,656,161.97    10,462,710.68  

5-1   22,354,497.26    10,478,931.00  

5-2   25,124,029.82    14,442,153.80  

건물 1.475 0.146 
 

1-1       2,106.88        1,014.22  

1-2       1,588.33        1,177.36  

1-3       1,935.10        1,156.69  

1-4       2,345.96        1,116.17  

2       1,758.36        1,148.63  

3       1,862.94        1,111.44  

4-1       1,880.61          823.02  

4-2       1,738.88          933.54  

4-3       1,571.39          846.51  

5-1       1,787.90          909.78  

5-2       1,812.00          957.20  

지하철역 9.299 0.000 *** 

1-1           0.95            0.91  

1-2           0.67            0.58  

1-3           1.55            0.96  

1-4           1.15            1.03  

2           0.79            0.74  

3           0.63            0.87  

4-1           0.11            0.32  

4-2           0.47            0.64  

4-3           0.3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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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F-value P-value sig. 군집 평균 표준편차 

5-1           0.65            0.63  

5-2           0.27            0.65  

버스 

정류장 
3.226 0.001 *** 

1-1          29.74           16.64  

1-2          31.33           24.79  

1-3          31.00           21.11  

1-4          25.56           12.65  

2          24.46           14.36  

3          33.75           17.42  

4-1          26.72           11.87  

4-2          24.81           13.53  

4-3          16.55           10.28  

5-1          25.26           11.48  

5-2          21.55           11.87  

도로길이 6.752 0.000 *** 

1-1      49,653.01       18,442.02  

1-2      42,202.51       13,101.03  

1-3      51,931.42       19,102.32  

1-4      46,319.23       17,796.97  

2      40,496.89       18,226.35  

3      41,937.93       15,020.45  

4-1      36,391.06       10,685.02  

4-2      35,094.96       12,047.92  

4-3      34,677.48       13,897.65  

5-1      42,399.97       10,621.58  

5-2      40,619.87       16,488.41  

자동차 

등록 
2.834 0.002 ** 

1-1       8,726.13        4,698.64  

1-2      13,192.55       13,113.05  

1-3      10,577.07        6,281.27  

1-4       5,704.46        4,623.18  

2       6,838.42        3,464.35  

3       8,961.48        5,925.39  

4-1       6,699.92        3,528.59  

4-2       7,096.25        4,020.37  

4-3       7,447.28        8,752.40  

5-1       6,742.63        3,314.02  

5-2       7,299.24        5,046.62  

Sig) ‘***’: p<0.00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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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racting human dynamics 

from smart phone and 

transportation data 

 

Mesol Yo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ecause of the diversified lifestyles, the functions of urban areas 

also became various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rapidly changing. In 

order to cope with these changes, specific urban planning policies to 

each area had to be established quickly, but it was not easy to grasp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ccurately. For this reason,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croscopic 

area has emerged through the pattern of human dynamics. 

However,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urveys, which were mainly 

used in previous studies, are too far behind to represent real-time 

change. Therefore, studies using location-based big data are receiving 

attention, but no matter how big the data is, one kind of data is not 

enough to explain the pluralism of urban areas. In this study,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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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series patterns of the de facto and the mobile population 

during a day, the fun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ith 

similar patterns were analyzed. 

The de facto population is based on Cellular LTE Signal Data and the 

mobile population, which is the number of people flowing into or out 

of the area at the time period, is based on smartcard and taxi pick-up 

and drop-off data. In order to classify regions with similar patterns in 

both the de facto and the mobile population for 24 hours a day, two- 

level of hierarchical clustering were conducted separately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s similarity measures. Five clusters were formed 

by the first-level clustering based on the de facto population pattern, 

then the second-level clustering was followed to classify the mobile 

population patterns of the regions belonging to the three largest 

clusters from the first-level clustering. As a result, a total of 11 

subclusters were formed. ANOVA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ean of each subcluster for the 25 variables that determine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subclusters were interpreted based on the 

results of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vealed that both 

the de facto and mobile population repeat specific time-series pattern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ly, even in areas with 

similar de facto population patterns, the mobile population may appear 

in a variety of different patterns. Areas with similar urban dynamics 

patterns for both population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 areas as summarized below. 

1) Cluster1, where the de facto population is high between 8 a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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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m 

- Subcluster1-1 : Traffic passing areas where people pass by as 

there is a main road connecting downtown Seoul 

- Subcluster1-2 : Residential and recreational areas where keep the 

de facto population high due to the constant mobile population from 6 

pm to 10 pm, as well as during the daytime 

- Subcluster1-3 : Business center area where most of the mobile 

population flows in at 8 am, and flows out at 6 pm 

- Subcluster1-4 : Business and recreational areas surrounding the 

business center district. There are peak inflows at 8 am and peak 

outflow at 6 pm, but the mobile population continues steadily 

throughout the day.  

(2)  Cluster2, where the de facto population is increasing from 8 am 

to 6 pm and reaches the highest peak at 10 pm : Nightlife areas 

where people stop by as they move between other areas. Major 

subway transfer stations are located in these areas.  

３) Cluster3, where the de facto population is decreasing from 8 am 

to 6 pm and reaches the lowest point at 10 pm : natural recreational 

areas where people stay only during the daytime. Major Parks and 

hiking trails are located in these areas.  

４) Cluster4, where the de facto population is low between 8 am and 

6 pm 

- Subcluster4-1 : Isolation areas with few mobile population due to 

po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Subcluster4-2 : Residential center areas where most of the mobile 

population flows in between 6 pm to 10 pm, and flows out at 8 am 

- Subcluster4-3 : Transition areas located at the bord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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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center area. There are comparatively higher inflows from 6 

pm to 10 pm and higher outflow at 8 am.  

5) Cluster5, where the de facto population is high between 8 am to 

6 pm and highest at 10 pm 

- Subcluster5-1 : Residential and recreational areas where people 

stop by before taking the last mile mobility or their final destination 

due to the well-equipp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urrounded by 

residential areas. 

- Subcluster5-2 : Residential and nightlife areas located at the border 

of the residential area where residents spend their time 

This study explicitly shows it is necessary to use data from various 

source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curate understand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first-level clustering was 

conducted with the time-series pattern of the de facto population based 

on Cellular LTE Signal Data, various subclusters were distinguished 

within each cluster through the second-level clustering with mobile 

population based on mobility data. 

Because of the term Big Data, it is believed that everything can be 

explained with just one big data. However, the complex use of 

different data is essential to capture the subtle differences between 

each urban space. This methodology can be used to establish detailed 

urban management policies by accurately understand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Keywords : Human dynamics, Population, Time series clustering, 

multi-level clustering, ANOVA 

Student Number : 2018-25220 


	제１장 서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２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１. 연구의 범위
	２. 연구의 흐름


	제２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１절 인구와 활동의 공간 시계열적 변동
	１. 도시지표로 활용되는 인구이동(Human Dynamics)
	２.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패턴 군집화에 따른 지역분석

	제２절 군집과 분산분석 방법론
	１. 시계열자료의 군집분석
	２. 인구이동과 지역특성과의 관계

	제３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３장 분석의 틀 및 자료 구성
	제１절 분석의 틀
	제２절 연구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１. 연구의 자료
	２. 인구이동패턴 확인
	３. 지역특성변수의 선별


	제４장 실증분석
	제１절 군집의 형성
	１. 현주인구 군집분석
	２. 2차 이동인구 군집분석
	３. 세부군집의 공간적 배치
	４. 소결

	제２절 군집의 구분
	제３절 세부군집의 지역적 특성
	１. 군집1과 세부군집
	２. 군집2, 군집3
	３. 군집4와 세부군집
	４. 군집5와 세부군집
	５. 소결

	제４절 지역분석

	제５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１절 세부군집별 행정동
	제２절 세부군집별 지역특성지표 분산분석 결과



<startpage>10
제１장 서론 1
 제１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２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3
  １. 연구의 범위 3
  ２. 연구의 흐름 4
제２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5
 제１절 인구와 활동의 공간 시계열적 변동 5
  １. 도시지표로 활용되는 인구이동(Human Dynamics) 5
  ２. 인구이동의 시계열적 패턴 군집화에 따른 지역분석 6
 제２절 군집과 분산분석 방법론 8
  １. 시계열자료의 군집분석 8
  ２. 인구이동과 지역특성과의 관계 13
 제３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３장 분석의 틀 및 자료 구성 16
 제１절 분석의 틀 16
 제２절 연구의 자료 및 기초 통계량 17
  １. 연구의 자료 17
  ２. 인구이동패턴 확인 19
  ３. 지역특성변수의 선별 26
제４장 실증분석 30
 제１절 군집의 형성 30
  １. 현주인구 군집분석 31
  ２. 2차 이동인구 군집분석 35
  ３. 세부군집의 공간적 배치 37
  ４. 소결 38
 제２절 군집의 구분 39
 제３절 세부군집의 지역적 특성 40
  １. 군집1과 세부군집 40
  ２. 군집2, 군집3 45
  ３. 군집4와 세부군집 48
  ４. 군집5와 세부군집 52
  ５. 소결 55
 제４절 지역분석 56
제５장 결론 59
참고문헌 63
부록 67
 제１절 세부군집별 행정동 67
 제２절 세부군집별 지역특성지표 분산분석 결과 7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