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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행은 특정한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두 지역이 연결된 지리적 현상으

로 공간적 상호작용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다수의 통행 패턴을 분

석한 연구에서는 지리적 맥락을 간과한 채 요인 분석과 군집 분석 등의 일반

적인 통계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통행 패턴은 지역 간의 이동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통행 현상을 보다 단순한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통행 패턴은 지리적으로 인접

한 지역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며 이는 통행량의 유사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행량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자

기상관 개념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지적 유사 통행 클러스터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도시 내에서 지역 간 공간적 상호작

용으로 발생하는 교통 흐름에 대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

하고 나아가 공간적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통행 데이터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를 탐색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자기상관(network autocorrelation)이란 노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링크의 값 간의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지역 간에서 발생하는 통행량 

간의 종속성을 나타낸다. 특히 국지적 네트워크 자기상관 측도는 유사 통행

량의 클러스터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 인

접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접성은 통행의 특성 상 직·간접적 영향

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차 인접의 형태를 제

시하였다. 또한 통행에서 각 지역이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통한 중요성 정도

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위세 중심성을 이용하여 각 통행에 대한 가중치를 비

율화하여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을 구성하였다.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지수가 존재하며 이를 네트워

크에서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형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



- ii -

지적 Gij 통계량을 이용하였으며, 이 지수를 이용하여 높고 낮은 정도의 통행

량의 유사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정의 Gij 통계치로 국지적 유사 

통행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다. 제시한  eGij를 이용하여 통행의 국지적 클러

스터를 측정하였으며, 통계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위하여 리샘플링의 

과정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06년과 2010년 두 시기의 수

도권 지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행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시한 방법

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전통적인 통행 패턴 분석인 빈도

분석과 요인분석, 탁월류 분석의 결과와 비교·검증하였다. eGij 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서울 내부에서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통행 

클러스터가 파악되었다. 이는 성남과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도 유사한 높은 통행량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부적인 통행 패턴

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행 목적과 통행 수단을 구분하여 국지적 통행 클러스

터를 탐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노드 내부에서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

요 지역에서 동을 대상으로 한 통행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통행 패턴 분석의 탐색적 연구로서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성 행

렬을 제시하여 네트워크 자기상관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기여와 수도권 지역

에서의 국지적 통행 클러스터와 관련된 통행 패턴 분석 연구에 대한 기여 두 

가지 부분이 존재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통행

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네트워크 자기상관, 공간적 자기상관, 통행 패턴, 공간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

   학  번 : 2013-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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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교통(transport)은 사람이나 재화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현

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발생하

는 현상 중 하나이다. 또한 교통지리학은 지리적 차원에서 교통과 관련된 현

상을 다루는 것으로 크게 기술적(descriptive) 측면과 분석적(analytical) 측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교통과 관련된 발전 단계

를 제시하고 이를 예측하여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분야에는 공간적 상호작

용 모델, 네트워크 분석, 분배 모델 등이 있다(Taaffe et al., 1996). 이 중에

서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spatial interaction model)은 Edward I. 

Ullman(1912-1976)에 의해 정식화된 고전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로써, “공

간상의 지점들 간의 모든 종류(사람, 물품, 정보, 돈 등)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상일, 2012). 즉 공간적 상호작용 데이터는 출발지와 도착지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화물 

유동, 인구 이동, 상품의 이동, 통근 통행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Bailey and Gatrell, 1995) 탐색적 분석, 통계적 모델링, 기

능지역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모델링 기법

에는 중력 모델, 엔트로피 모델(entropy model), 로그-선형모델(log-linear 

model) 등이 있으며 기능지역분석에는 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이 사

용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간적 상호작용 데이터를 이용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은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분야이다(이상일, 2012). 공간적 자기상관

(spatial autocorrelation)이란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있으나 가

까운 것이 먼 것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Everything is related 

everything else, but near things are more related than distant things)”는 

Tobler(1970)의 지리학 제 1법칙을 나타내는 현상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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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상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과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Goodchild, 1987).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은 공간적 프로세스 내

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 또한 공간적 프로세스의 하나이

므로 정확한 모형을 추출하기 위하여 이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Griffith, 1987). 

  이론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 개념은 점(point)·선(line)·면(area)·필드(field)

로 재현될 수 있는 모든 공간적 객체에 대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로 점과 면 형태의 데이터 측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Longley 

and Batty, 1996). 그 이유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전에 공간적 인접

성(spatial proximity)을 정의해야하는데 점과 면 형태에서는 이를 직관적으

로 쉽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Getis and Aldstadt, 2010). 반면에 선형의 

데이터에서의 공간적 자기상관의 연구는 공간적 인접성의 정의가 비교적 까

다롭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Black, 1992). 

또한 선형의 데이터는 출발지(origin)와 도착지(destination)를 연결하는 특정 

흐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루는 범위가 점과 면에 비하여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어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지리

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발전과 함께 많은 데이

터를 보다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어 선형 데이터를 이용한 공간적 자기상관의 

연구에 대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형 데이터의 공간적 자기상관의 측정은 인구이동, 화물이동 등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통행 패턴에 이를 이용하는 연구는 미비

하였다. 또한 통행은 다른 유동 현상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으로써 

이를 통하여 도시 구조의 변화양상을 간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나(Ayeni, 

1979; 손승호, 2005) 전통적인 통행 패턴 분석 방법은 주로 도시 구조적 측

면에서 기능지역 구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통행의 클러스터 탐색

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내에서 지역 간 공간적 상호작용으로 발

생하는 교통 흐름에 대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의 측면에서 이를 이해하고, 나

아가 공간적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유동 데이터의 국지적 클러스터를 실증적

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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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가진다.

  1) 수도권 유동 통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지적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탐색한다. 특히 통행의 특성 상 

직접적으로 지역 간의 연결 외에도 간접적인 통행의 영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공간적 인접에서 확장된 새로운 네트워크 인접성 

행렬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확장된 네트워크 자기상관 통계량을 이용한 

통행의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한다. 

  2) 전통적인 통행 패턴 분석 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네트워크 자기상관 

방법론의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전통적인 통행 패턴 분석에 이

용되는 방법 중 요인분석·탁월류분석과 네트워크 자기상관 방법의 결과를 비

교하여 제시한 네트워크 자기상관 방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3) 2006년과 2010년 수도권 지역의 통행 목적 및 수단을 구분한 통행 패

턴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통해 고찰하고 나아가 미시

적 스케일에서 이를 살펴본다. 수도권 시·군·구 단위를 이용하여 통행 패턴의 

시계열적 변화를 탐색한 후 가장 높은 통행의 국지적 클러스터가 탐색된 지

역에서 내부 통행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별 단위로 통행 패턴을 분석한

다. 

  본 연구는 2006년과 2010년 두 시기의 수도권 통행량을 사례로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한 통행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

성 행렬을 제시하여 관련된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연구에 대한 기여와 네트워

크 자기상관을 이용한 통행 패턴을 분석을 통하여 국지적 통행 클러스터를 

탐색하는 통행 패턴 분석과 관련한 연구에 대한 기여 두 가지 부분이 존재한

다. 나아가 본 연구는 통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교통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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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과 2010년 두 시기의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인 이동의 통행량(count)이며 연구지역은 수도권의 시·군·구 및 동으로 한

정하여 통행의 목적·수단별로 구분하여 통행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은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전국 통행에

서 절반가량의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많은 이동이 나타나는 만큼 분석

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행에 대한 집계 단위가 행정구역 상 

가장 세부적인 동 단위까지 제공되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자세한 분

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시·군·구 단위에서 통행 네트워크를 분석한 후, 주요한 

국지적 통행 클러스터가 탐색되는 지역에서 내부의 동 단위 분석을 시행하였

다. 이는 수도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 단위 분석에서는 지역 간 통행

에서 통행량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통행이 발생하더라도 통행량의 값이 미

비하여 통행 패턴의 특징적인 현상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

간 단위를 합역하여 사용할 때는 공간 단위 수정의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이는 동 단위의 분석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낮은 분석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

하는 통행의 거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시·군·구 단위에

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 행정 단위의 중심점을 네트워크 상의 노드

(node)로, 각 공간 단위간의 통행량(link)을 노드 간의 연결로 간주하여 분석

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구축과 및 연산을 위하여 GeoDa와 R을 이용하였으

며 ArcGIS10.1을 이용하여 결과를 지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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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흐름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제시한 후 2장에

서는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통행 패턴 분석과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방법론적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특히 전통적인 통행 패턴 분석은 계량적 방법을 

중심으로 요인분석, 군집분석과 탁월류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주요 방법론인 네트워크 자기상관 

측정과 관련한 네트워크 인접성 행렬의 정의 방법과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측

정 방법, 측정된 통계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사례 연구에 이용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연구 지역에서 전통적인 통행 패턴의 분석 결과와 네트워크 자

기상관을 이용한 통행 패턴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적

절성을 검증하고, 본 통계량을 이용한 통행 목적과 통행 수단별 통행 패턴 

분석 및 미시적 사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 결론과 제언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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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방법

⇩

2장

이론적 배경

1. 통행 패턴 분석

- 요인분석, 군집분석, 탁월류 분석의 한계점

2. 네트워크 자기상관

- 그래프 이론,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선행 연구

⇩

3장

연구방법 및 분석 프레임워크

1. 네트워크 자기상관 측정

- 네트워크 인접성 행렬 정의, 네트워크 자기상관 측정 방

법, 통계적 유의성 검정 제시

2. 분석 프레임워크

- 연구지역 및 분석 단위

- 분석 프레임워크

⇩

4장

사례 분석

1. 전통적인 통행 패턴 분석 결과

- 빈도분석, 요인분석, 탁월류 분석의 결과 제시

2.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한 통행 패턴 분석 결과

- 인접성 행렬에 따른 측정, 통행 목적과 수단별 분석, 동

별 분석

3. 소결

- 기존 통행 패턴 분석 결과와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결과

를 비교·분석

⇩

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

2.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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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통행 패턴 분석

  통행이란 특정한 장소를 지나다니는 행위로, 두 지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적 상호작용은 국토 계획 분야 등에

서 중요한 분석 단위로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초점

을 두어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백승걸 외, 2003). 지리적 관점에서 

지역 간 상호작용 분석은 여러 통행량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이 주로 탐색적으로 사용된다(이종상, 2000). 그 외에 탁월류 분석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 또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먼저 요인 분석은 상호 관련 있는 다변량의 변수들의 차원을 축소하여 독

립적인 요인들로 그룹핑하는 방법으로(강현철 외 2005), 통행 패턴 탐색에 

요인 분석을 이용한 초기의 연구는 Clayton(1977)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

구 이동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지리적 관점에

서 유동 행렬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의 방법을 총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6가지 중에서 현재까지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R모드와 Q모드이

며, 각각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변수 값으로 이용하여 유동 패턴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R모드를 이용하여 통행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며 요인 점수를 

이용하여 출발지의 유사성을 탐색하고 요인 부하량 행렬을 이용하여 도착지

의 유사성을 탐색한다(손승호, 2003). Poon and Pandit(1996)의 연구에서도 

지역 간의 교역 유동 패턴을 탐색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이용하였다.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교역 유동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각 요인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탐색하였다. 국내

의 연구는 주로 지역 간의 통행 패턴을 이용하여 도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이호상, 2003; 김광익, 2009; 이건원 외, 2009; 최진

주, 2008; 조일환 외, 2011). 이처럼 요인분석은 주로 통행 패턴 분석을 통

하여 각 지역의 영향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그러므로 통행 패턴의 자체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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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군집분석은 여러 개체들 간의 유사성(similarity)을 기반으로 군집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변수 간의 편차를 이용한 거리에 따른 관찰 값을 그룹화

하는 방법이다. 앞서 본 요인 분석이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를 

요인으로 구분하였다면 군집 분석은 변수 간의 유사성을 측정치로 관찰 값의 

군집을 구분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군집분석법은 두 단계의 절차가 반복적으

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군집을 형성할 두 개의 군집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 형성된 군집과 기존의 군집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백승걸 외, 2003). 군집분석에서 군집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계층적 군집과 

비계층적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현철, 2005). 계층적 군집을 나누는 방

법에는 평균 연결법(average linkage), 중심 연결법(centroid method), 워드 

방법(Ward’s method) 등이 있다. 특히 적절한 군집을 선택하기 위하여 분산

의 정도를 표현하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군집 분석은 단일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과 함께 

통행 패턴 분석에 이용된다. 조일환 외(2011)는 요인 분석 후 추출된 요인 

점수를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의 교통지역의 구분을 시도하였

다. 또한 김성록(2014)은 각 지역의 위세 중심성을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지

역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평균 연결법을 이용한 군집 분석을 수행하

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집 분석 자체로만 통행의 패턴을 탐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탁월류분석(dominant flow analysis)은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하나로 도

시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구조로 변환하여 지역 간의 계층 구조를 파악

하는 방법으로써 최대결절류 분석법 혹은 인접행렬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통행의 탁월류를 통하여 도시 전체의 기능적 관

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남영우, 2000). 

  탁월류 분석은 지역 간의 발생하는 통행량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발생하는 

통행량을 직접 행렬로 만든 후 간접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접 행렬

을 생성한다. 이 두 행렬을 이용하여 직·간접 행렬을 모두 포함한 인접 행렬

(adjacency matrix)을 최종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인접 행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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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Y2+Y3+…+Yn+…

와 같으며 간접류를 몇 단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는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단계까지의 간접류를 포함하는 인접행렬이 모두를 포함한 인접행렬과 

유사하다는 주장(남영우, 2000)과 모든 지역이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의 간

접류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Taaffe et al, 1996). 인접 행렬을 통하

여 각 출발지에 해당하는 최대결절류(nodal flow)를 찾아낼 수 있으며 지역

의 인구규모를 활용하여 최상위 결절 및 하위결절과 같은 계층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다.

  지역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탁월류 분석을 이용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남영우, 2000; 손흥호, 2000; 이호상, 2003; 김가은·홍현철, 2014). 

탁월류 분석을 이용한 통행 패턴 분석은 주로 지역 연결 체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가장 큰 하나의 흐름만을 분석에 이용하기 때문

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최근에는 유동 패턴 분석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각 통행의 중심성을 통하여 중요한 노드를 탐색할 

수 있으며 통행의 클러스터를 탐색할 수 있다. 이희연 외(2006)는 중심성 개

념을 이용하여 통근 네트워크의 계층성을 구분하였으며 김효진(2008)은 읍·

면·동 수준에서의 통근 통행의 분석을 위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과 커뮤니

티(네트워크 클러스터) 탐색 방법을 제시하여 통근 통행의 시간대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외 김가은·홍현철(2014)과 정윤영·문태헌(2014)은 도시의 계

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의 중심성 지수를 이용하였다. 

  이처럼 통행 패턴 분석에는 많은 분석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행 패턴 분석을 이용한 지역 구조 탐색을 목적으로 하며 통행이 

발생하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미비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통 정책과 관련

하여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어떠한 지역 간의 통행이 중요한 지에 대한 탐색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복잡한 통행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

순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환원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 간의 

발생하는 통행 빈도의 유사성을 통하여 큰 범위의 주요 통행 클러스터를 탐

색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자기상관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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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 2 절 네트워크 자기상관

1. 그래프 이론(graph theory)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개념은 그래프 이론

(graph theory)에서 시작하였다. 그래프(graph)는 한 쌍의 유한집합 G=(V, 

E)로 그래프 G(v,e)가 꼭지점(vertex)과 모서리(edge)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꼭지점과 모서리는 각각 노드(node)와 링크(link)라는 용어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그래프는 여러 개의 노드(node)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 1] 그래프 모식도

(Wilson and Watkins, 1990 재구성)

 

  이러한 기초적인 그래프 이론이 발전된 복잡 네트워크 이론(complex 

network theory)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내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각 지역을 분석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상의 각 지역은 노드로, 지

역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선인 링크로 환원하여 복잡한 현실 세

계를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다(Taaffe et al, 1996). 즉 통행 구조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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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네트워크 개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행이라는 변수로 이루어진 

추상적 네트워크 내에서 각 분석 단위인 지역은 노드로, 지역 간 통행량은 

링크로 표현된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여 복잡

한 통행 패턴을 단순하게 분석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자기상관

  네트워크 자기상관은 앞서 살펴본 그래프 이론에서 제시한 노드와 링크의 

개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조에서 발생하는 링크 간의 자기상관을 의미한

다. 최초로 네트워크 자기상관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Goodchild(1986)의 

연구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2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한 가지는 노드 특성 간의 자기상관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노

드를 연결하는 링크 특성에 대한 자기상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Doreiain(1990)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사회적 변수에 대한 연결성을 

설명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네트워크 자기상관 분석이라 칭하였으나 실제 지

리적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개념을 제시한 것은 

Black(1992)의 연구이다. Black은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네트워크의 맥락 내

에서 링크가 가지고 있는 변수 값의 의존성(dependence)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앞선 Goodchild의 연구에서 후자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결국 네트워

크 자기상관은 노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흐름의 값 간의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링크 값 

간의 유사성이 높을 때 정의 네트워크 자기상관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Black은 이주의 원인을 탐색하는 모델에서 발생하는 이주 현상 간에는 자기

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Moran의 I 지수로 측정한 네트워크 자

기상관 측정치를 더미 변수 값으로 포함하여 모델에 이용하였다. 특히 자기

상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하였을 때 후자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유동 흐름 간의 

자기상관을 측정할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이후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Black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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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Black and Thomas(1998)의 연구에서는 앞선 Black의 연구와 달리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도로 망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간의 유사성 

측정을 시도하였다. 도로라는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가 가

까운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탐색하였으며 높은 네트워크 자기

상관이 측정된 지역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앞선 

연구와 달리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도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측

정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후의 네트워크 자기상

관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공간적 상호작용 현상과 관련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고 있으며 주로 모델링 과정에서 설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기상관 값을 

이용하고 있다.

  Berglund and Karlstrom(1999)은 통근 통행 모델에서 잔차의 영향력 탐색

에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G 통계량을 

이용하였으며 다른 지수보다 잔차의 개념에서는 Gij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설명력이 더 높은 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G 통계량의 특성 상 변수 값의 

높고 낮은 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앞선 연구와 달리 Chun(2008)은 네트워크 의존성을 공간 필터링을 

통하여 모델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에서 계산된 

아이겐벡터 값을 이용하여 회귀 모델에서 의존성을 제거하여 모델의 설명력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한 최초의 논문은 김영호(2007)

로 비교적 최근에서야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백본 네트

워크 분석에 자기상관 개념을 이용한 것으로 각 인터넷 백본 노드의 연결된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이 개념을 활용하였다. 반면 김영호(2010)에서는 자전

거 통행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 국지적 Gij 지수를 이용하였다. 특히 이 연

구는  링크의 공간적 인접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하여 자전거 

수단 통행에 대한 결절지와 중요한 교통 요인을 탐색하였다. 특히 높은 통계

치 값이 탐색된 지역을 네트워크 군집으로 설명하면서 자전거 통행의 중요 

발생 지역의 패턴을 자전거 전용 도로와 비교 설명하였다. 이후 박용하

(2010)는 전국의 인구 이동 모델에서 네트워크 자기상관으로 설명하는 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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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턴이 어떻게 탐색되는 지 살펴보았으며 네트워크 자기상관 측정치에 따

라 인구 이동의 핫스팟과 콜드스팟을 탐색하였다. 

  이처럼 네트워크 자기상관은 주로 유동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

하여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외에 유동 데이터의 패턴 

탐색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국지적 자기상관 지수를 이용할 경우 

높고 낮은 정도의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의 클러스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하여 통행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 방법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전통적인 통

행패턴분석의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3 장 연구방법 및 분석 프레임워크

제 1 절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측정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존의 여러 공간적 자기상관 통계

량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적 

인접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는 네트워크 인접성을 

정의해야 한다. 이는 측정 과정에서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로 나타나며 이 행

렬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자기상

관 통계량에 대한 통계적 검증 과정을 통하여 통계치의 통계적 신뢰도를 검

증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의 정의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은 일반적인 공간 가중 행렬을 네트워크 구조로 확장

하여 가중치를 표현한 것이다. 공간 가중 행렬(spatial weight matrix)은 공간

적 인접성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특정 지역의 근린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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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의 2차원적 패턴에 대한 제약의 공식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렬은 n개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의 공간적 상

호작용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개의 행렬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

간 전역에 대하여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Anselin, 1988). 공간 가중 행렬은 

모든 지역의 위치 쌍 간에 나타나는 인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개의 행과 j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n×n의 정방행렬로 구성하

며, 각 요소(element)는 i와 j 위치 간의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다. 

  공간 프로세스(spatial process)에서 점(point)이나 면(polygon)의 공간 사

상에 대한 공간적 가중치의 정의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점 데이터의 공간적 인접성의 정의는 점 대 점(point-to-point)이 가지고 있

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여 쉽게 가능하다. 하지만 면(polygon) 데이터에서는 

각각의 면 Ai에 대하여 경계 공유 여부, 거리 기반, 함수 기반 등으로 다양하

게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이용되는 것 1) 공간 인접성(spatial contiguous 

neighbors) 2) 공유된 경계의 길이 3) 중심점 간의 거리 4) 역거리 가중 5) 

k-최근린 거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거리 조락의 방식으로 임계치를 주거

나, 가우시안(Gaussian) 거리 감소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Griffith(1996)에 따르면 공간 가중치 행렬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적절한 공간 가중치 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각 공간 간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리적 의존성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함

2) 정사각형 혹은 정육각형의 형태로 면을 구별하는 것이 적절함

3) 많은 공간 단위를 이용해야 함

4) 낮은 차수의 공간 모델이 큰 차수의 모델 보다 더 좋음

5) 과 설정된 공간 행렬보다는 과소 설정된 행렬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

절함

  결과적으로 공간 가중 행렬은 많은 공간 단위의 수를 확보하여, 거리를 기

반으로 하여 정의하되 비교적 낮은 인접의 차원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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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로 확장하여 인접성을 정의

할 때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이용하여 보다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선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공간 가중 행렬은 차원을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공간적 상호작용의 흐름에 대하여 네트워크 내부의 공간적 의존성의 

구조가 나타나며, 이를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

(network link matrix)이라고 한다(Chun, 2007). 다른 공간 사상과는 달리 

선형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간 가중치 행

렬 또한 2가지 차원으로 확장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OD 형태의 네트

워크의 공간 의존성은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

상들에서도 구성될 수 있다(심재헌 외, 2011). 일반적으로 n개의 지역에서 

공간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나타날 때,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은 

(n2-n)×(n2-n)로 구성되며, 출발지의 공간적 인접성과 도착지의 공간적 인

접성을 구분하여 2가지의 형태로 행렬을 구성한다.

  공간적 상호작용의 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모델링 과정은 네트워크 연결성 

정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에서도 어떻게 공간적 의존성을 정

의하는 지 또한 중요하다. 많은 결절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 의존성은 출발지에서의 공간 의존성(동일한 도착지를 

향해 이웃하는 주변의 다른 전출지들과의 공간적 연관성), 도착지에서의 공

간적 의존성(동일한 출발지에서 도착지를 향해 이동하는 이웃하는 주변 도착

지들과의 공간적 연관성),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공

간 의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희연, 2003). 

  기존의 네트워크 자기상관에 대한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을 정

의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Black(1992)은 최초로 제시한 네트워크 자기상관 개념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조에서 각 지역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지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는 공간적 상호작용의 추상

적 개념과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출발지와 도착지 

각각의 인접성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흐름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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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Berglund and Karstrom(1999)에서는 일반적인 추상적 네트워크 내

에서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을 제시하였

다. 먼저 출발지와 도착지 각각에서 주변 지역과의 인접 여부에 따라 같은 

출발지 혹은 도착지를 공유하였을 때 1, 그 외의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하여 

가중치 행렬을 구성하였다.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각 출발지의 가중치 

행렬과 도착지의 가중치 행렬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먼저 출발지가 같고 도착지가 서로 인접할 경우에는 

    
   i f    and ≠ 

 
                

로 표현할 수 있으며, bN은 이분(binary) 형태의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이며, 

bN
ij,rs은 i와 j간 네트워크 흐름, r과 s간 네트워크 흐름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2] 출발지의 인접성(Berglund and Karstrom, 1999 재구성)

  [그림 2]는 출발지의 인접성을 도식화한 것으로, 같은 출발지를 공유할 때

의 도착지의 주변 인접의 경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1 지역에서 

출발하여 1' 지역으로 도착하는 흐름은 1 지역에서 출발하여 2', 3', 4', 5', 6', 

7' 지역으로 도착하는 흐름의 인접으로 정의하며, 인접한 흐름에 가중치를 부

여하도록 행렬을 구성한다.  

  이와 반대로 도착지가 같고 출발지가 서로 인접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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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  and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출발지의 인접성과 마찬가지로 도착지를 고려하여 

인접성을 정의하는 방식이며, 이를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3]와 같다. 

[그림 3] 도착지의 인접성(Berglund and Karstrom, 1999 재구성)  

  도착지의 인접성 정의는 [그림 3]에서처럼 1 지역에서 출발하여 1' 지역으

로 도착하는 흐름은 2, 3, 4, 5, 6, 7의 출발지에서 1' 지역으로 도착하는 흐

름과의 인접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흐름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후 Fischer and Griffith(2008)에서는 위의 방법을 결합하여 출발지 중심

의 가중치 행렬과 도착지 중심의 가중치 행렬을 동시에 고려하는 네트워크 

인접성 행렬을 구성하였다. 이는 

 
   i f    and ≠  or i f ≠  and   

 
 

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이는 앞선 출발지의 인접성과 도착지의 인접성를 결

합하여 두 경우 모두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4]는 출발-도착지의 인접성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1 지역에서 1' 지역으로 흐르는 흐름은 1에서 2', 3', 4', 5', 6', 7' 지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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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2, 3, 4, 5, 6, 7에서 1' 지역으로 흐르는 흐름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그 외 인접한 지역 간의 흐름에도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림 4] 출발-도착지의 인접성(Fischer and Griffith, 2008 재구성)

  이처럼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정의한 네트워크 구조의 공간 가중치는 점과 

면 데이터에서 공간 가중치 행렬을 정의할 때와는 달리 단순히 출발지와 도

착지 주변의 경계 공유 여부만을 고려하여 이분(binary)의 형태로 가중치를 

고려하고 있을 뿐 다양한 가중치 정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가 있다. 

  공간적 인접성의 접근법에서 기하학적 접근법은 근린에 해당하는 거리를 

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거리 개념을 선과 면 객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위상학적 접근법은 공간 객체의 인접 여부만을 

고려하므로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개념적으로 인접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Chen et al, 2004).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기하학적·위상학적 접근법을 확장하여 새로운 네트

워크 연결성 행렬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기하학적인 공간적 인접 정의를 

확장하여 k-차원의 공간적 인접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에서 같

은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을 인접한 지역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1차적 인접 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k차 인접의 형태를 의미한다.

  각각 [그림 5]과 [그림 6]은 p 지점의 공간 객체에서 1차 인접과 이를 2차 

인접으로 확장한 것이다. 인접을 확장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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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인접성 행렬에서 거리의 개념을 고려한 것이므로 더 나은 추정의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인접의 차원을 확장할 때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흐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흐름 또한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인접의 차원을 확장하게 되면 계산의 복잡성과 함께 너무 많은 

지역의 한 지역의 인접한 지역으로 포함되어 공간적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2차 인접으로 한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림 5] 1차 인접 

     

[그림 6] 2차 인접 

  또한 인접의 정의에 위상학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

에서 이용되는 위세 중심성 개념을 활용한 위세 중심성 인접을 제시한다. 위

세 중심성(prestige centrality)이란 네트워크 구조에서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직·간접연결 뿐 아니라 한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중요성도 고려하여 

나타낸 중심성으로 행렬의 아이겐 벡터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므로 아이겐벡

터 중심성 혹은 보나시치 권력 중심성(Bonacich power centrality)라고 한다

(Bonacich, 1972). 위세 중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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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식에서 α는 상수, β는 상호작용 정도, Rij는 i와 j 

지점 간의 유동량이며, 위세 중심성은 α=0, β=1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세 

중심성은 연결된 상대방의 중심성과 두 결절점 간의 유동량을 가중치로 고려

하므로 중심성이 높은 결절점과 연결되거나 유동량이 많을수록 위세 중심성

이 증가하게 된다(김성록, 2014). 

 
 












  i f     and  ≠ or i f    and  ≠

 

  위의 식과 같이 전체 각 지역의 통행량을 상호작용 값으로 간주하여 각 지

역의 위세 중심성을 계산 한 후, 출발지와 도착지를 구분하여 경계의 인접이 

나타나는 경우에 따라 위세 중심성의 값을 비율화 하여 가중치 행렬로 구성

한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인접 행렬을 구성하기 위하여 출

발지 행렬과 도착지 행렬의 값을 더한 후 2로 나누어 행렬을 구성하였으며, 

행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강화된 공간 가중 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위세 중심

성을 활용한 인접성 정의를 통하여 구성된 행렬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

요성에 대한 비율을 공간 가중치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위상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림 7] 위세 중심성을 고려한 2차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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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7]로써, 1에서 1'로의 흐름의 인접은 1-19의 출

발지와 1'-19'의 도착지를 연결하는 흐름이며, 여기에 각 지역의 위세 중심성

을 출발지와 도착지를 중심으로 비율화 하여 가중치로 이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기하학적·위상학적 접근법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위세 중심성을 고

려한 2차 인접을 제시하며 이는 강화된 공간 인접성 정의로 네트워크 자기상

관 지수에 활용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자기상관 통계량

  네트워크 자기상관은 공간적 자기상관에서 선형 객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공간적 연관성 측도를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확장하기 

위하여 먼저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통계량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표 1]은 전역적 통계량을 나타낸 것으로, 각 통계량의 수식에서 n은 연

구 지역 단위 수, x,y는 각 변수, w는 공간적 인접성에 따른 가중치를 의미

한다. 

  먼저 데이터의 척도에 따라 명목척도와 등간 및 비율척도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명목척도의 경우에는 결합수(joint count) 통계량을 이용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할 수 있다. 이 통계량은 인접성 결합(joint) 조합에 따라 인

접 여부를 구분하여 나타내며 각 지역의 인접에 대한 관측치와 단위 구역 수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반면에 등간 및 비율척도에서의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은 전역적 통계량

(global measure)과 국지적 통계량(local measure)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모든 전역적 통계량을 국지적 통계량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

하다. 전역적 통계량은 연구 지역 내의 전반적인 공간적 분포에 대해서 탐색

하는 것이며, 국지적 통계량은 연구 지역 내의 국지적 지역에 대한 공간적 

의존성을 측정할 수 있다. 각 통계량은 단변량(univariate), 이변량(bivariate) 

측정이 가능하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적 자기상관 통계량으로는 

Moran의 I 지수, Geary의 C 지수, Getis-Ord의 G 통계량이 있다(Longley 

and Batt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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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적 통계량 수식

명목척도 join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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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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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역적 통계량

  먼저 단변량의 I 지수와 C 지수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특정 지

역에서의 관찰치에 대하여 피어슨 적률 통계량에 기초하여 지역 간의 공분산

을 측정하여 이웃한 지역의 관찰 값과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반면 I 지수가 

각 값과 평균과의 차이를 통해 유사성을 측정하였다면 Geary의 C 지수는 각 

변수 값 간의 차이를 통해서 공간적 의존성을 측정한다. 

  반면 General G 지수는 유사성을 측정하는 I·C 지수와는 달리 공간적 자



- 23 -

기상관이 나타나는 지역의 변수 값의 높거나 낮은 값의 공간적 클러스터링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통계량은 전체 변수의 평균값과 근린의 거리 내

에 있는 변수 값의 비교를 통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파악하며, 이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높고/낮은 값의 군집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이변량의 공간적 자기상관의 측정은 I 지수를 확장한 

Cross-Moran가 있다. 이 지수는 Wartenberg(1985)에 제시한 것으로 단변량

의 지수를 단순히 각 쌍의 형태로 변형하여 이용한다. 또한 새로운 지수로는 

Lee(2001)의 L 지수가 있다. 이 지수는 피어슨의 통계량을 기반으로 평활화 

과정을 거친 후 스칼라를 이용하며 이 지수는이변량과 단변량 모두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전역적 통계량을 확장하여 국지적 통계량으로 변형할 수 있으며, 이

는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단변량과 이변량에서 모두 적용된다.  

Moran’s I 지수는 Ii로, Geary’s C 지수는 Ci로 확장되며 G 지수는 Gi 지수

뿐만 아니라 Si 지수로도 확장될 수 있다. 

  특히 표준화된 Gi 지수는 




  










 for all i≠j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지수는 i 지역의 인접 지역에서 모든 변수 값의 

합으로 표현하게 되므로, i 지역의 클러스터의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데서 

큰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Gi 값은 인접의 거리(d)가 증가할수록 정규분포

를 따르며 공간 개체가 30개 이상이 되면 정규분포의 가정을 신뢰할 수 있

다(Getis and Ord, 1996). 그러므로 Gi 값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서는 

표준화 후 특정 신뢰수준 하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점의 값을 고려하는 지 여부에 따라 Gi와 Gi
*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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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 통계량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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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지적 통계량

 

  이처럼 전역적 측정치를 국지적 측정치로 확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데이

터의 형태를 변형하여 각 통계량을 유동 데이터로 확장할 수 있다. 먼저 앞

서 설명한 Ii 지수는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위의 식에서 m은 노드의 수, i와 j는 특정 지역, wij는 

네트워크 공간 가중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A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아크의 

결합의 수로써 4m3-11m2+7m개로 계산할 수 있다. 확장된 Iij 지수는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유동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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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Gi 지수도 네트워크의 구조로 쉽게 확장할 수 있다(Berglund and 

Karlstorm, 1999). 확장된 Gij 지수는 

 





 


F= the number of flow (lrs≠0)

 =




 ≠ 



s




≠

 
 

Wij= 
≠ 



S1 
≠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에서 F는 전체 흐름의 수, wij는 각 흐름에 해당하

는 네트워크 인접성에 따른 가중치이며,  는 전체 흐름의 평균 값, s는 흐름

의 표준편차, Wij는 네트워크 가중치 값의 합, S1은 네트워크 가중치의 제곱

의 합이다. Gij 지수는 전체 흐름의 평균값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흐름의 클러

스터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편차의 값을 이용하여 모든 흐름의 값에 대

한 표준화가 가능하다. G 지수의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 간의 유사한 흐름의 

값이 크고 작은 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Gij 지수도 마찬가지로 

흐름의 크고 작은 값의 집중 정도를 탐색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간 객체를 흐

름으로 확장하게 되면 데이터의 구조가 n개에서 n×n개로 증가하게 되면서 

각 관찰치의 값이 과도하게 0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전

체 통계량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추정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과도한 0 값에 대한 대안으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0의 값과 나머지 값을 

구분하여 확률 분포를 가정하며, 다른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통계량을 계산

하는 것으로 이를 영과잉(zero-inflated) 추정법(Martijin, 2009)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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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데이터가 0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노드 내부의 흐름과 실제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영 과잉 추정과 같이 0의 값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실제 

상호작용 정도만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앞서 제시한 네트워크 인접성 행렬을 적용한 강화된 공간 가중

의 enhanced Gij 지수를 제시한다. 


 






 


 
 












  i f     and  ≠ or i f    and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eGij 지수를 이용하여 사례 지역에서 통행의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하였다. 

3. 통계적 유의성 검정

  일반적으로 G 통계량은 인접하고 있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정규분포를 따

르게 되며(Cliff and Ord, 1973; Getis and Ord 1992), 국지적 Gi 통계량의 

경우에도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수가 적어도 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

른다(Getis and Ord 1996). 하지만 인접을 결정할 때 거리 외의 다른 방법

을 사용할 때에는 특정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상관 측정치의 

통계적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김영호, 2010).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자기상관 측정치의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

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bootstrap)은 리샘플링(resampling) 과

정 중에 하나로, 통계 분포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통계적 추론의 단계에서 리샘플링 과정을 거쳐 새로운 통계적 분포를 

만들어내며 이 분포를 이용하여 특정한 신뢰 수준 하에서 통계적 검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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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이러한 리샘플링 과정은 통계량이 기존의 다른 특정한 분포를 따른

다는 가정 보다는 표본을 통하여 새로운 분포를 만들어 내게 되므로 추정의 

정확도가 증가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방법

은 모수에 대한 가정을 통한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단일의 통계량에 대

한 신뢰도를 검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단일의 eGij 지수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데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

였다.

제 2 절 분석 프레임워크

  1. 연구지역 및 분석 단위

  본 논문의 연구지역은 수도권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79개의 시·군·구별 자료와 주요 지

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2006년 72개, 2010년 66개의 동

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0 10 205 Kilometers

¯

[그림 8] 수도권의 지역 간 통행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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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은 수도권 지역의 각 시·군·구별 통행량을 연결하여 표현한 것으로 

많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교통량 

또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의 통행 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서울과 수도

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필요성 또한 분명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간 범위는 2006년과 2010년 두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총 통행량 73,790,421건 중 수도권 지역 간의 발

생한 통행량은 41,955,632건으로 전국 통행량 대비 약 56%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10년의 경우 총 통행량은 78,868,149건으로 2006년과 비교하

여 전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지역 간의 통행량의 비율은 전국 대비 

약 48% 가량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행 패턴에 대

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통행 패턴의 

변화 또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공간 단위는 수도권 지역의 시·군·구와 더 낮은 수준의 동별 데이터 두 가

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두 시기를 선정한 것은 데이터 자체의 한

계로, 수도권 지역의 개인통행조사는 2006년부터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이크로한 데이터이므로 두 시기로 한정하였

다.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분석 단위는 수도권 지역의 시·군·구로 총 79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두 시기에서의 공간 단위는 포천군이 포천시로 행정단위

가 변경되었으나, 같은 행정 구역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지역으로 간

주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경기도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06년과 

2010년 개인통행특성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서울시정개발연구

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한 가구·개

인·통행특성의 원자료를 수집한 것으로써, 개인관련내용과 통행관련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데이터는 각 개인의 통행목적과 통행수단 및 출발지와 도

착지가 동별로 이루어져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교통 OD 데이터에서 이

용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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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데이터는 전체 1년 동안의 통행을 카운팅한 것이 아니라 1년 

중에서 평일/주말로 구분하여 진행한 2일 기준의 표본 조사로, 설문 조사 후 

응답률이 저조한 지역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구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는 표본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교통수단의 환승은 고려하지 않

으므로 다중의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이 데이터에서는 전체 통행 목적을 총 10가지로, 전체 통행 수단은 총 18

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드 통행수단 통행목적

1 도보 배웅

2 승용승합 귀가

3 승용승합동승 출근

4 시내버스 등교

5 시외버스 학원수강

6 마을버스 직업 관련 업무

7 광역버스 업무 후 직장으로 돌아감

8 고속버스 물건을 사러(쇼핑)

9 기타버스 여가/오락/친교

10 지하철 기타(개인용무)

11 철도

12 KTX

13 택시

14 소형화물차

15 중대형 화물차

16 오토바이

17 자전거

18 기타

[표 3] 통행수단 및 통행목적코드 및 코드내역 

  분석에 이용한 통행목적은 크게 통근·통학·쇼핑·여가/오락/친교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통근의 경우에는 출근과 퇴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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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실제 출·퇴근 시 상이한 통행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출근과 퇴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

는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쌍방향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므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 시기에서 출근 시 이용한 통

행 수단과 직장에서 집으로의 귀가 시의 통행 수단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모

든 수단에서 1% 내외의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통학의 경우에는 학업과 

관련한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에서는 등교와 학원수강을 모두 포함하

였으며, 통근 패턴과 마찬가지로 단방향 패턴으로 분석하였다. 쇼핑과 여가/

오락/친교는 데이터 자체의 구분을 이용하였다. 

목적
2006년 2010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Total 1,038,592 100 1,347,019 100

통근 203,243 19.5 263,006 19.5

통학 197,546 19 232,582 17

쇼핑 27,420 2.6 39,153 2.9

여가/오락/친교 30,306 2.9 49,744 3.6

[표 4] 전체 통행목적 별 발생 건수 및 비율

  [표 4]는 2006년과 2010년의 전체 통행량과 분석에 이용된 4가지의 통행 

수단 별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일상적인 활동인 통근과 통학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통행 활동에 약 40%를 차지하

고 있다. 반면에 2006년과 2010년의 쇼핑 및 여가/오락/친교의 활동은 각각 

3%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는 근소한 차이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에 이용한 통행수단은 18개의 분류 중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수

단을 선택하였으며, 화물과 같은 특수 용도의 수단과 기차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수단을 총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승용(승용승합, 승용승합동

승), 버스(시내, 시외, 마을, 광역, 고속, 기타 버스), 지하철로 구분하여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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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2006년 2010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Total 1,038,592 100 1,347,019 100

도보 322,264 31 433,188 32.1

승용 267,116 25.7 424,750 31.5

버스 251,675 24.2 294,579 21.9

지하철 153,046 14.7 157,384 11.7

자전거 - - 9,728 0.7

[표 5] 전체 통행의 수단별 발생 건수 및 비율

  [표 5]는 전체 통행의 수단별 발생 건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10

가지의 통행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보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보 이용은 주로 외출을 목적으로 한 근거리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

에 구 단위의 분석에서는 이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분

석에서 도보 수단은 제외하였다. 또한 자전거 수단의 경우 2006년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2010년에도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분석에 제외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이용되는 통행 수단은 승용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 

30% 내외, 20-2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종류마다 약

간의 패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하면 지역 간의 통행량에서 

0의 비중이 높아져서 분석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버스의 종류를 

하나의 범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는 승용과 

버스와 비교하여 10-15% 내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분석 프레임워크

  수도권의 지역 간 통행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강화된 공간 

가중 eGij 지수를 이용하여 통행의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한다. 측정된 통

계치는 통행의 직·간접적 영향력 및 각 지역의 중심성을 포함한 국지적 정의 

네트워크 자기상관 값으로 이를 이용하여 인접 지역을 포함한 클러스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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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또한 통행 패턴 분석에서 네트워크 자기상관 방법론의 적용 가

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통행 빈도 분석 및 일반 통계 분석인 요인 분

석, 네트워크 분석인 탁월류 분석 3가지와의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행 목적과 통행 수단을 구분하여 

2006년과 2010년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통하여 분석

하며, 추가적으로 스케일을 구분하여 미시적 스케일 단계에서 통행 패턴을 

분석한다. 

전통적인 

통행패턴분석
vs

비교검증

네트워크 자기상관

· 빈도분석

· 요인분석

· 탁월류 분석

강화된 공간 가중 eGij 지수

⇩

· 목적별 분석

· 수단별 분석
· 미시적 분석

  네트워크 자기상관 측정치는 통계적 검증인 부트스트랩 과정을 거친 후 리

샘플링 된 분포에서 높은 값 간의 정의 자기상관(high-high) 이상치가 나타

나는 통계치를 포함한 지역을 국지적 유사 통행 클러스터로 탐색하였다. 낮

은 값 간의 정의 자기상관(low-low)값은 제외하였으며, 이는 인접한 지역 

간의 낮은 빈도의 통행량의 클러스터로 나타나게 되므로 비교적 중요성이 떨

어지기 때문이다. 



- 33 -

제 4 장 사례분석: 

수도권 통행패턴 분석 결과 비교

  먼저 이번 장에서는 통행 패턴 분석에서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적용 가능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통행 빈도 분석과 요인분석 및 탁월류 분석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네트워크 인접성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량의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eGij 지수를 이용하여 통행 목적과 통행 수단별 통행 패턴을 분석하고 나아

가 미시적 스케일에서 통행 패턴을 분석한다. 

제 1 절 전통적인 통행패턴 분석

1. 빈도 분석

  먼저 연구 지역 전체의 총 통행량을 이용하여 통행 빈도를 분석하였다. 수

도권 지역 내 총 79개 시군구에서 지역 간 통행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9×79로 6,241개이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역 내부 간 이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6,162개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2006년 전체 통행 2010년 전체 통행
통행발생 조합 5,394 5,650

평균 306.08 319.84
표준편차 874.07 842.20
최댓값 13,678 14,751

[표 6] 전체 지역 간 통행량 기초통계

  하지만 모든 시군구간의 통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다른 외곽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표본인 데이터 자체의 한계로서 실제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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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 지역 간의 상호작용 정도가 미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은 전체 지역에서 발생한 통행량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용

되는 데이터에서 통행량은 단순한 통행발생 빈도로서 이를 연산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

계량 계산에 이용하였다. 

순위 출발지(Origin) 도착지(Destination) 2006년 통행량 (건수)
1 강남구 서초구 13,678
2 서초구 강남구 13,266
3 송파구 강남구 10,465
4 인천 남동구 인천 남구 9,156
5 강남구 송파구 8,991
6 양천구 강서구 8,977
7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8,794
8 강서구 양천구 8,730
9 관악구 동작구 8,649
10 강동구 송파구 8,580

[표 7] 2006년 지역별 전체 상위 10위 통행량

순위 출발지(Origin) 도착지(Destination) 2010년 통행량 (건수)
1 강남구 서초구 14,751
2 서초구 강남구 12,978
3 송파구 강남구 12,619
4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10,247
5 강남구 송파구 10,244
6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9,833
7 인천 남동구 인천 남구 8,997
8 강동구 송파구 8,862
9 강서구 양천구 8,636
10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7,895

[표 8] 2010년 지역별 전체 상위 10위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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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6 Std. Dev.
2.6 - 2.9 Std. Dev.
 > 2.9 Std. Dev.

[그림 9] 2006년 상위 전체 통행량 빈도

2.4 - 2.6 Std. Dev.
2.6 - 2.9 Std. Dev.
 > 2.9 Std. Dev.

[그림 10] 2010년 상위 전체 통행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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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06년에는 지역 간 통행량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고 총 

5,394개의 조합이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5,650개의 조합에서 지역 간 통행

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다. 두 시기에서 발생한 통행량의 평균은 2010년에 

발생한 통행량 평균이 약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시기 모두 가

장 높은 통행 빈도가 나타난 지역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동하는 통행으로 

나타났다.

  [표 7]과 [표 8]은 각각 두 시기의 상위 통행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시기 

모두 가장 높은 통행 빈도로 나타난 것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지역 간의 

통행으로서 2010년에는 강남구에서 서초구로의 통행량이 약간 더 증가하였

다. 또한 2006년에는 상위 10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동대문구·성동구·용산

구·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에서의 중구로의 높은 통행 빈도가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성동구·종로구·강남구에서만 중구로의 높은 통행 빈도가 나타나 

비교적 중구로의 통행 유입이 감소하였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안산 

외에 수원시·성남시 내부 간의 높은 통행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단순한 통행량의 빈도 분석은 수도권의 복잡한 통행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특히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통행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요인분석

  두 시기의 전체 통행을 사례로 하여 요인 회전 없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 시 고유값을 이용하여 요인이 전체에 대하여 얼마

나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지를 이용하여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거나 고

유 값 1이상을 기준점으로 요인을 결정한다. 요인 분석 시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 선택과 주요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나 단순 비교를 

위하여 요인 회전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의 통행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각 변수로 선정된 지역 간의 

통행량의 차이가 커 요인을 추출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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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년 2010년

설명된 분산 누적분산 설명된 분산 누적분산
요인 1 0.17 0.175 0.13 0.0134
요인 2 0.10 0.278 0.099 0.234
요인 3 0.089 0.368 0.080 0.3149
요인 4 0.07 0.438 0.061 0.3767
요인 5 0.0147 0.4238

[표 9] 두 시기의 요인 분석 결과

  [표 9]는 두 시기의 요인 분석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각 요인의 

설명력과 누적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두 시기의 분산의 값을 살펴보면 요

인의 누적 설명력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요

인이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다차원적으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도권 지역의 통행 패턴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지역 간의 뚜렷한 유사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요인의 수를 찾기 위하여 고유치를 이용하지 않고 

스크리 도표를 그려 요인의 급변점을 탐색하였다. 

 
[그림 11] 2006년 전체 통행 요인

분석 스크리도표

    
[그림 12] 2010년 전체 통행 요인

분석 스크리도표

  [그림 11]과 [그림 12]는 두 시기의 요인에 대한 분산의 스크리 도표로 각

각 요인 4와 요인 5에서 급변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서는 각 요인 4와 요인 5까지를 주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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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행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추출된 각 요인에 따라 요인 점수와 요인 부

하량을 이용하게 되면 출발지와 도착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시기에서 요인 부하량 행렬에서 부하량 값에서는 높은 값을 탐색

할 수 없어 도착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반면 요인 점수

를 이용하여 출발지의 유사성은 두 시기 모두 크게 3개의 기능 지역으로 구

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10]와 [표 11]에서 각 시기의 출발지의 유사 지역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13]과 [그림 14]는 각각 2006년과 2010년의 요인 점수를 이용하여  

요인으로 출발지의 유사 지역을 표현한 것이다. 

  먼저 2006년의 요인 1에서는 강남구·송파구·영등포구·동작구·마포구 등이 

포함되며 요인 2에서는 수원과 인천 지역이 주요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0

년의 요인 1에서는 강남구·송파구·영등포구·동작구·마포구 등과 요인 2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원과 인천 지역이 주요 지역으로 탐색되고 있다.

주 요인 지역

요인 1 강남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송파구, 영등포구

요인 2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영통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요인 3 노원구, 도봉구, 안양시 동안구

요인 4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표 10] 2006년 요인 별 주요 요인 점수의 지역

주 요인 지역

요인 1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 중구

요인 2
강서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팔달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요인 3 노원구, 도봉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정부시
요인 4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요인 5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 의정부시

[표 11] 2010년 요인별 주요 요인점수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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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06년 출발지 중심 요인

[그림 14] 2010년 출발지 중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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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인 3에서는 서울과 안양, 의정부가 주요한 지역으로, 요인 4에서는 

인천 지역이 탐색되고 있다. 이처럼 요인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두 시기에 

유사한 지역을 같은 통행의 기능지역으로 묶을 수 있으나 약간의 차이가 존

재하였다. 먼저  두 시기에 서울 내부 지역과 인천-수원의 지역을 각기 다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에 서초구·송파구·중구가 요인 1에 

높은 요인 점수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울 내부의 유사한 통행의 출발지

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반면 두 시기에서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도착지를 그

룹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출발-도착지 사이의 기능 지역을 나타내는 것

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과도한 변수의 투입으로 인하

여 요인 간의 높은 상관성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탁월류분석

  전체 수도권의 7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79×79의 행렬에서 도착지

의 통행량에 대한 비율로써 비율행렬을 생성한 후, 총 3차까지의 간접 행렬

을 이용하여 새로운 인접 행렬을 만들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탁월류분석은 

각 지역의 특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결절지역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에 여기서는 각 노드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하여 탐색을 시도하였다.  제 1 

탁월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노드 내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제 2 탁월류

를 함께 분석에 이용하였다. 

  먼저 2006년의 경우 수도권의 총 79개 시·군·구 지역에서 제 1 탁월류가 

내부 통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47개 지역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 1 탁월류에서 내부 통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서 제 2 탁월류에

서 내부 통행이 포함되는 경우는 11개 지역으로서 제 1, 2 탁월류에서 내부 

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제 1 탁월

류가 내부 통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총 79개 지역에서 63개 지역으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제 1·2 탁월류가 내부 통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75개 지역으로 대부분이 내부 이동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기의 내부 이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탁월류를 분석한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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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5]과 [그림 16]이다. 2006년의 경우 제 1 탁월류의 주요 도착지는 의왕

시·수원시 팔달구·성남시 중원구·안성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등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내부 통행을 제외하고 모든 통행에 대한 출

발지에 해당하는 탁월류를 추출한 것이므로 모든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흐름

이 계산되며 직·간접 영향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통하여 

결절 지역을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제 2 탁월류의 경우에는 

성남시 수정구·양주시·동두천시 등이 많은 통행의 도착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 2006년 탁월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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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0년 탁월류 분석 결과

  이러한 탁월류를 이용하여 지역 연결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인구 밀도와 비교하여야 한다. 특히 인구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

으로의 향하는 통행이 발생하게 되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을 

포괄하는 중심지로써 역할을 하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종속지역으로 파

악된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 제 1 탁월류에서는 각 지역의 인구 밀도에 

따라 중심지와 하위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제 2 탁월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위계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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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출발지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착지로 가

는 통행의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2010년의 경우 제 1 탁월류에서 의왕시가 많은 통행의 도착지로 나

타났으며 제 2 탁월류는 하남시·연천군·인천 동구·부천시 오정구 등이 도착지

로 탐색되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구 밀도를 고려하였을 때 일

관적인 지역 연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두 시기의 통행

에 대한 인접 행렬에서 가장 높은 탁월류가 각 지역의 내부 통행으로 나타나

게 되어 생겨나는 왜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드 내부의 통행의 

양이 가장 큰 경우에는 탁월류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네트워크 자기상관

  2006년과 2010년 두 시기를 대상으로 수도권 전체의 시·군·구와 주요 지

역의 동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강화된 네트워크 공간 가중의 eGij 지수를 이

용한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통행 분석 방법

에서 포착할 수 없었던 통행의 국지적 클러스터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eGij 

지수의 값이 높게 탐색되는 지역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 간의 거

대한 통행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네트워크 군집의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통행의 국지적 클러스터가 탐색되

는 지역은 통행 패턴에서 가장 주요한 지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

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의 과정으로 인접의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자기상관 통

계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eGij 지수를 이용하여 통행 목적과 수단 

및 미시적 스케일 3가지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국지적 네트워크 클러스터 탐색

  이 절에서는 전체 통행량을 대상으로 국지적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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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앞서 제시한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에 대한 유용성을 탐색하기 위

하여 1차 인접, 2차 인접, 3차 인접으로 확장하여 네트워크 자기상관 통계치

의 패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인접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계산된 국지적 

eGij 지수에 대하여 부트스트랩 과정을 거친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며 각 통계치에 따라 이례값을 결정하였다.

  1차 인접의 경우와 2차 인접의 경우를 비교하면 군집이 나타나는 흐름의 

수가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나 1차 인접에 비하여 실제 두 시기의 사

례에서 장거리의 이동을 비교적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다. 이는 간접적 영향

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차 인접은 1차 인접에 비하여 더 복잡

한 네트워크 구조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2차 인접과 3

차 인접의 패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이상의 인접으로 확대

하였을 때는 지리적 인접성 차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

의 간소화의 측면에서 2차 인접까지의 확대가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그림 22]는 2006년과 2010년의 인접성 행렬에 따른 Gij 통계

치의 이례값을 지도화한 것이다. 각 통계치의 분포에 따라 이례치 기준값을 

상이하게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두 시기 모두 1차 인접에서는 크게 네트워크 

군집이 나타나지 않지만 2차 인접에서부터는 확연하게 많은 값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3차 인접은 2차 인접의 패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그 이상의 인접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결과를 통

하여 1차 인접은 인접의 과소화로 인하여 통행 패턴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3차 인접 이상은 2차 인접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접의 과잉화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2차 인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2차 인접에서 각 지역의 위세 중심성의 정도

를 고려한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을 이용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2차 인접의 결과로 2006년에 가장 높은 국지적 통행 클러스터는 강남 3구

이며 그 외 영등포구와 양천구·관악구·동작구 등지가 탐색되었다. 이러한 클

러스터는 서울 한강 이남 지역 간의 높은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외 1차 인접을 적용하였을 때 포함되지 못하였던 종로구와 중구가 국지적 네

트워크 클러스터로 탐색되었다. 그 외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에서의 강남구로

의 이동 등이 포착되었으며 안산시 간의 내부 이동이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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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8 Std. Dev.
 > 2.8 Std. Dev.

[그림 17] 2006년 전체 통행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1차 인접)

1.8 - 2.3 Std. Dev.
 > 2.3 Std. Dev.

[그림 18] 2006년 전체 통행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2차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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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3 Std. Dev.
 > 2.3 Std. Dev.

[그림 19] 2006년 전체 통행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3차 인접)

2.3 - 2.8 Std. Dev.
 > 2.8 Std. Dev.

[그림 20] 2010년 전체 통행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1차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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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3 Std. Dev.
 > 2.3 Std. Dev.

[그림 21] 2010년 전체 통행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2차 인접)

1.8 - 2.3 Std. Dev.
 > 2.3 Std. Dev.

[그림 22] 2010년 전체 통행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3차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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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2010년의 경우 2006년과 비교하여 보면 비교적 강남구와 인접한 지

역의 큰 범위에서 네트워크 군집이 증가하였으며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범

위에서 또한 네트워크 군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제 네트워크 자기

상관 통계치는 2006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0년 통행의 국지적 

클러스터의 정도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통행 시간 및 통행 거리와 비

교하여 보았다. 이 데이터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특정하여 구분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특정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지역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강남 

3구와 종로구·중구의 통행 시간은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 평균 33.5분과 37.2분으로 강남 3구의 평균인 38분 

보다 짧은 통행 시간이 나타났다. 통행 거리의 경우에도 서울 25구 중에서 

강남 3구는 가장 높은 순위로 약 7km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중구와 종로구

는 6km 정도로 보다 중구와 종로구에서 짧은 거리이동이 나타난다. 이는 앞

서 살펴본 결과와는 역전된 것으로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 2차 인접에서 높은 

네트워크 군집이 나타났으므로 더 긴 거리의 이동이 나타나야 적절하다. 하

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분석에서 위세 중심성을 네트워크 연

결성 행렬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위세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

로 강남 3구로, 종로구와 중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세 중심성의 값이 나타

나기 때문에 전체 통계치에서 상대적으로 종로구와 중구의 값이 낮게 측정된 

것이다.

2. 통행 목적별 분석

  앞서 본 것과 같이 통행 패턴을 분석하는 데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할 

때 2차 인접이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부 통행의 패턴을 분석하

기 위하여 통행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하여 2차 인접을 사용한 네트워크 자기

상관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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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5 Std. Dev.
 > 2.5 Std. Dev.

[그림 23] 2006년 통근 목적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2.5 - 2.8 Std. Dev.
 > 2.8 Std. Dev.

[그림 24] 2010년 통근 목적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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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3 Std. Dev.
 > 2.3 Std. Dev.

[그림 25] 2006년 통학 목적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2.2 - 2.7 Std. Dev.
 > 2.7 Std. Dev.

[그림 26] 2010년 통학 목적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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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8 Std. Dev.
 > 2.8 Std. Dev.

[그림 27] 2006년 쇼핑 목적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1.8 - 2.3 Std. Dev.
 > 2.3 Std. Dev.

[그림 28] 2010년 쇼핑 목적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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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5 Std. Dev.
 > 2.5 Std. Dev.

[그림 29] 2006년 여가/친교/오락 목적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2.2 - 2.5 Std. Dev.
 > 2.5 Std. Dev.

[그림 30] 2010년 여가/친교/오락 목적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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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통학·쇼핑·여가/오락/친교 총 4가지의 통행 목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으며 두 시기의 패턴 변화 및 통행 목적에 따른 통행 패턴을 분석하였다. 

각 목적과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표준화를 통하여 일정 표준편차 이상

의 값을 이례값(outlier)으로 측정하여 이를 네트워크 군집으로 탐색하였다. 

  통근 통행은 [그림 24]과 [그림 2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두 시기의 뚜렷

한 차이가 탐색되지 않는다. 하지만 먼저 2006년의 통근 통행 패턴은 강남구

로 이동하는 통행에서 가장 높은 네트워크 군집이 탐색되고 있으며 그 외 인

천 내부에서 인천 남동구로 이동하는 통행이 다음 높은 네트워크 군집으로 

탐색되었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통근 통행의 패턴이 나

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에서 2006년 기준 서울 내부 

간의 출근 통행의 비율은 85.7%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이다. 또한 인천

도 출근 통행에 대한 지역 내부 이동은 75.2%의 높은 비율로, 탐색된 패턴

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천 지역의 자족성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2010년의 통근 통행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주

변 지역에서 강남구로 이동하는 통행이 가장 높은 값으로 탐색되었으며 송파

구·서초구·관악구·강동구·노원구·광진구·성남시 분당구에서 출발하는 통행에서 

높은 유사 통행 클러스터가 나타났다. 이는 강남구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통근 통행이 발

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제 통계치로 살펴보면 2006년과 비교

하여 유사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값이 약 20% 가량 증

가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남구로 유입되는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실제 중구로 이동하는 높은 통근 통행량이 나

타나지만 네트워크 군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인접한 지역에서의 통행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낮은 위세 중심성의 값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통근 통행 패턴은 이동하는 방향이 주로 강남구와 영등포구, 인

천 남동구 등의 지역으로 다른 통행 패턴에 비하여 한정적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주변 지역에 비하여 탐색된 지역이 업무적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통학 목적의 통행은 앞선 통근 통행과 확연히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통학 패턴의 특징적인 것은 종로구·성북구·동작구 등이 높은 통행 이동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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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지로 탐색되었다는 것이며,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높은 네트워크 군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많은 통행 네트워크 군

집이 발생하였다. 두 시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10년에는 강북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통행 클러스터가 탐색되었으나 여전히 종로구와 성북구 등의 지

역이 높은 통행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통학 목적 자체에 학교 등

교 외에도 학원 등원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상업·업무 지역에서 높은 클러스

터가 탐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학 통행의 경우 도보를 이용

한 노드 내부 이동이 상당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만을 분

석에 이용하게 되어 다른 통행 목적에 비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학 패턴은 각 지역의 학생 수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특

히 많은 통학 통행의 네트워크 군집 중에서 도착지의 역할을 하는 지역은 전

체 지역의 학생 평균 수에서 약 20% 정도로 나타나지만 출발지의 역할을 하

는 지역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학생 수 비율이 나타난다. 

  쇼핑 통행과 여가/오락/친교 통행의 경우 기존의 다른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던 부분이다. 이는 전체 통행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통근·통학과는 달리 비일상적인 통행이므로 쉽게 패턴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비중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6년의 쇼핑 통행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의 경우 중구로 이동하는 통행

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영등포구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특히 쇼핑 

통행의 경우에는 다른 통행과 비교하여 강남구의 통계치가 확연히 떨어졌다. 

반면 2010년에는 경기도 지역까지 확장된 유사 통행 클러스터 패턴이 탐색

되었다. 특히 새롭게 탐색된 지역은 평택과 남양주시·광주시 등으로 이 지역

은 최근 아울렛의 입점으로 인한 효과로 추측된다.

  2006년의 여가/친교/오락 목적의 통행은 강남구·중구·종로구·노원구를 도착

지로 하는 통행에서 클러스터가 탐색되었으며 경기도 지역에서는 부천시 원

미구·수원시 영통구가 발견되었다. 반면 2010년의 경우 비교적 경기도로 확

장되어 나타났으며 성남시 분당구와 인천 남동구가 통행 클러스터의 새로운 

도착지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오락/친교 통행의 경우 쇼핑복합·관람 활동·자

연/휴양 등 다양한 목적으로의 이동과 개인의 사적인 통행이 복합적으로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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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어 패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주로 쇼핑과 여가/오락/친교의 

통행은 자연휴양과 같은 형태보다는 쇼핑복합, (영화)관람 등의 목적으로 역

세권 지역의 대형 복합 상업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이라는 특징이 있

다. 또한 2010년에 증가한 경기도 외부로의 패턴은 쇼핑 통행과 유사하게 최

근 급증하고 있는 외곽지의 아울렛 형태로 교외형 대형 복합 상업시설의 증

가로 인한 장거리 이동의 증가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쇼핑과 여가/

오락/친교의 목적 이동은 통행 수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승용을 이용한 비율이 전체 통행 수단에서 약 평균 60% 가량을 차지하

고 있어 승용차 소유가 높은 지역과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복합 상업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의 통행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 

3. 통행 수단별 분석

  앞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eGij 지수를 이용하여 승용·버스·지하철 3가

지의 통행 수단에 대하여 네트워크 군집에 따른 유사 통행 클러스터를 탐색

하였다. 

  먼저 승용 수단을 이용한 2006년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가 탐색된 지역은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강남 3구와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 및 수원과 인천 

내부로 탐색되었다. 반면 2010년에는 여전히 상위 지역에 강남 3구가 포함

되어 있으며 안산과 시흥과의 유사성 증가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원·인천·성남 내부의 유사 통행 정도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2006년에 비하여 네트워크 자기상관 통계치가 전반적으로 감소

하였다. 이는 두 시기에 통행의 유사성이 탐색된 지역에서 2010년에는 비교

적 승용 통행량의 절대적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는 경기도 전역으로 통행 패턴이 확대된 현상과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승용 수단을 이용한 통행 패턴은 주로 통행자의 연령과 승용차 

소유유무 및 면허소지여부, 통행 시간과 통행비용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승용차 소유에 관한 것으로 이는 각 지역의 가

구당 승용차보유대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2006년과 2010년 각각 평

균 가구당 승용차보유대수는 각각 0.76과 0.85로, 승용차 보유 비율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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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점차 가구당 승용차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 

통행 클러스터 정도가 감소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특정 지역을 벗

어나 경기도 전역으로 통행량의 분포가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에 

승용 수단을 이용한 주요 출발지에서 성남 분당구는 1.05, 인천 남구와 남동

구는 각각 0.99, 서초구는 0.91로 평균에서 훨씬 웃도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

다. 또한 2010년에는 성남 분당구 1.14, 서초구 1, 고양시 1.01 등지에서 높

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높은 승용 통행의 출발지이지만 낮은 가구

당 승용차보유대수를 기록한 지역은 강동구·동작구·영등포구·관악구 등으로 

이 지역은 실제로 높은 거주 인구 때문에 승용차 보유 인구 절대치는 높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승용차 보유수의 절댓값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높

은 승용 수단 통행의 주요 출발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대중교통으로 대표되는 버스와 지하철 수단을 이용하여 통행 패턴 분

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버스 통행의 경우 2006년과 2010년 사이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2006년의 버스 통행 패턴은 승용 통행과 비교하여 봤을 때 

서울 내부에서 높은 유사 통행 클러스터가 탐색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버

스 수단을 이용한 높은 통행 클러스터의 비율보다 2010년의 비율이 더 증가

하였으며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패턴이 퍼져나가고 있다. 반면 지하철 통행의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의 한계로 인하여 이동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 통행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장 연결성이 높은 서울 내부에

서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가 탐색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의 경우에는 서울 

내부에서 뚜렷한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승용 수단과 달리 버스와 

지하철은 대중교통으로서 승용 수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통행시간이 길어질수

록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행시간은 승용<버스<지하철의 

순으로 수단에 따라 증가하게 되며 이는 특히 지하철의 시간에 대한 안정성

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주변 지역

의 통행량을 포함하여 패턴을 분석하게 되는데 실제 지하철에 접근 가능한 

지역과 아닌 지역의 분명한 차이로 인하여 분석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또한 

버스의 경우에도 일반 시내버스 외에도 시외버스와 같은 다른 종류의 버스를 

포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이 섞여 있어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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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7 Std. Dev.
 > 2.7 Std. Dev.

[그림 31] 2006년 승용 수단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2.2 - 2.7 Std. Dev.
 > 2.7 Std. Dev.

[그림 32] 2010년 승용 수단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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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8 Std. Dev.
 > 2.8 Std. Dev.

[그림 33] 2006년 버스 수단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2.2 - 2.5 Std. Dev.
 > 2.5 Std. Dev.

[그림 34] 2010년 버스 수단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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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3 Std. Dev.
2.3 - 2.7 Std. Dev.

지하철

[그림 35] 2006년 지하철 수단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2.3 - 2.7 Std. Dev.
 > 2.7 Std. Dev.

지하철

[그림 36] 2010년 지하철 수단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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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시적 스케일의 네트워크 자기상관 분석

  강남구·서초구·송파구 3구는 두 시기의 통행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높은 네트워크 자기상관 값이 측정된 

것을 보아 세 구와 인접한 지역 간의 통행량 또한 높은 값으로 나타난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통행량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세부적으로 이 지역 내부의 통행 패턴을 분석하기 위

하여 미시적 스케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높은 네트워크 자기상관이 

측정된 것은 내부 통행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함께 고려한 

것이므로 주변 지역 까지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으나 3구간의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내부의 이동 또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

며 데이터 구축의 한계로 지리적 범위를 3구로 한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미시적 스케일의 분석에서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2차 인접을 이용한 

eGij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높은 네트워크 군집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해석

을 위하여 각 동별 우세토지이용과 비교하였다. 지도 상의 각 토지 이용에 

대한 범례는 서울시에서 구축한 2006년 토지이용자료로서 2010년 자료의 부

족으로 인하여 비교 자료는 두 시기 모두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토지이

용에 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주요 토지이용으로 이용하였으

며 이를 통행 클러스터와 비교하였다. 통행 클러스터는 2.3 표준편차 이상과 

1.8-2.3 표준편차 이상의 값을 이상치로 탐색하였다. 

  먼저 2006년의 경우 역삼 1동이 가장 높은 통행의 도착지로, 양재 2동·문

정 2동·반포 본동·서초 3동·방배 3동·양재 1동·가락 본동·삼성 2동·오금동 등

으로 이동하는 통행에 대한 네트워크 군집이 탐색되었다. 토지이용과 비교하

여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결절지역인 역삼 1동은 상업 및 업무 시설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통행은 주변의 주택지 및 혼합

지에서의 통행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주변 지역에서 역삼 1동이 주변 지역

에서 상업 및 업무의 중심지로써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년의 경우 2006년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고른 패턴이 탐색되

었다. 이는 2006년의 전체 통행량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전체 통행량의 분포

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3구 지역 내부 간의 이동이 감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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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이용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주택지가 우세한 지역 간의 

통행 이동이 주로 포착되었다. 이는 높은 주택지의 비율을 가진 지역에서 다

른 주택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는 토지이용 자료에 대

한 시기의 차이가 나타나 오류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그 외에 토지 이용 

패턴이 단순 비율로 표현한 것이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형태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1.8 - 2.3 Std. Dev.
 > 2.3 Std. Dev.

상업 및 업무시설지

주택지

혼합지

[그림 37] 2006년 미시적 스케일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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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3 Std. Dev.
 > 2.3 Std. Dev.

상업 및 업무시설지

주택지

혼합지

[그림 38] 2010년 미시적 스케일의 유사 통행 클러스터

제 3 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사례 분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통행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통행 패턴 분석 방법인 빈도분석, 요인분

석, 탁월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

한 해결 방안으로서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4가지 분

석 방법의 결과를 비교한 것은 [표 12]와 같다. 

  먼저 전통적인 통행 패턴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통행 패턴을 분석 하는 데

에 분석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분석 결과 해석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

다. 특히 요인 분석의 경우 실제 수도권 지역의 사례에서 기능지역 구분이 

어려웠으며 통행량 그 자체의 결과 값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행 패턴 분

석의 차이가 있었다. 반면 탁월류 분석의 경우 높은 노드 내부 통행의 비율

로 인하여 결과 값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각각의 탁월류가 

탐색되므로 보다 탁월류 간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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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석

주요 

탐색 

지역

· 강남구·서초구·송파구

· 인천·성남·수원

한계 ·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지 않음

요인분석

분석 

결과

· 2006년과 2010년 각 4개와 5개의 요인이 추출

· 요인 부하량이 탐색되지 않음

· 두 시기 모두 유사한 지역이 전출지로 탐색됨

주요 

탐색 

지역

- 출발지 기준: 서울 내부 지역

 인천과 수원

- 도착지 기준: 분석 불가

한계
· 많은 변수의 수로 변수 간 상관성 탐색의 어려움

· 통행의 결절지 판단이 불가능

탁월류

분석

분석 

결과

· 1·2 탁월류는 내부 통행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인구 밀도와 비교 불가

주요 

탐색 

지역

· 인천 동구/수원시 팔달구

· 경기 외곽(동두천시/연천군/하남시 등)

한계 · 모든 통행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네트워크 

자기상관

분석 

결과
· 통행 패턴 분석에는 2차 인접 사용이 필요

주요 

탐색 

지역

· 강남구·서초구·송파구

· 중구·종로구

· 영등포구

[표 12] 통행 패턴 분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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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

하였으며 강화된 공간 가중 행렬을 이용한 eGij 지수가 사용되었다. 이 지수

는 통행량 간의 관련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군집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사 통행 클러스터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통행 지역을 파악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자기상관 분석 방법에서 유

사하게 강남 3구가 탐색되었으며 그 외에 중구와 종로구·영등포구 등이 서울 

내부에서 탐색되었다. 그 외에 경기도 지역에서 높은 네트워크 자기상관 값

이 나타난 지역은 인천과 수원 및 성남 등 주요 도시들이 탐색되었다. 이는 

탐색된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 사이에서도 높은 

통행량이 나타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결국 전체 통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행 패턴 분석의 탐색적 연구 중 하나로서 통행 패턴을 분석하

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

크 자기상관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행이라는 특성 상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 지역의 중요성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에 대한 중요

성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성 행렬을 제시

하였다. 또한 제시한 가중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

이션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력을 고려한 2차 인접이 

가장 적절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세 

중심성 개념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가중치를 각 지역의 중요도에 따른 비율로 

두고 네트워크 자기상관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이는 통행이 발생하는 보다 

중요한 지역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강화된 공간 가중의 

네트워크 자기상관 지수를 이용한 통행 패턴 분석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전통적인 통행 패턴 분석인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탁월류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하지만 요인분석과 탁월류분석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분석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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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요인 분석의 경우 서울 내부 지역과 인천과 수

원 지역으로 출발지를 구분할 수 있었으나 도착지의 경우 특정 지역으로 그

룹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탁월류 분석의 경우 낮은 인구 밀도 지역

으로 탁월류가 발생하게 되어 일반적이지 않은 도시 위계가 발견되었으며 이

는 실제 수도권 지역의 체계를 설명하기보다는 노드 내부에서의 이동으로 인

하여 왜곡된 결과가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강화된 공간 가중의 네트워크 자기상관 통계치를 이용한 통행 패턴 분석에

서는 강남 3구 지역과 영등포구·중구·종로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국지적 

통행 클러스터가 탐색되었다. 이는 각 중심 지역에서부터 주변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 지역들이 통행에서 중요한 지위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하여 통행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하여 세부 

통행을 분석하였다. 통행 목적은 크게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오락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통행 수단은 승용·버스·지하철 3가지로 구분하였다. 통행 목적

의 경우 통근과 통학은 일상적인 통행이며 쇼핑과 여가/친교/오락은 비일상

적인 통행으로 각각 상이한 패턴이 탐색되었다. 특히 비일상적인 통행의 경

우 대체로 대형 복합 상업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탁월하게 나타나

며 통근과 통학의 경우 업무 중심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높은 

값이 탐색되었다. 반면 통근 수단은 크게 승용과 대중교통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특히 버스와 지하철은 대체재 관계이므로 패턴의 차이를 예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의 경우 2차 인접을 사용하였을 때 지하철이 다

니지 않는 지역과의 단절로 인하여 분석 결과의 왜곡과 버스는 여러 종류의 

버스 통행의 수를 이용하여 두 수단의 특성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탐색할 수 

없었다. 

  또한 노드 내부의 이동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통행의 

국지적 클러스터로 탐색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내부에서 동별 분석을 시행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분석 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토지 이용의 결과와 비교

하였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주변 주택지에서 상업업무 지구인 역삼 1

동으로의 높은 통행 클러스터가 탐색되었다. 이는 강남 3구내에서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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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지구로의 이동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전체 통행량에서 

통근과 통학 통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한 통행 패턴 분석의 결과는 특히 통행량에 대하

여 국지적으로 어떠한 지역이 클러스터되어 나타나는 지 탐색될 수 있다. 이

는 특히 교통 시설과 교통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본 분석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자기상관의 방법

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공간적 인접성을 정의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비율화된 가중치의 이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통행 패턴 분석에서 특히 탐색적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므로 통행이 발생하는 원인 탐색이 불가능하다. 이는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

여 각 통행 패턴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모델 설계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추후의 연구에서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한 통행 모델링은 새로운 연

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많은 네트워크 자기상관 지수에

서 단일의 G 통계량만을 사용하여 통행의 국지적 네트워크를 측정하였다. 하

지만 실제로 자기상관 측정 지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각 지수들 간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 또한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마지막으로 I 지수와 C 

지수 등을 이용하여 통행의 국지적 유사성을 탐색하는 것 또한 새로운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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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tivity-travel pattern analysis 

using network auto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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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ivity-travel behaviour are moving at places and composed in the 

form of the spatial interaction with geographic phenomena connected the 

two regions. However, in a number of study analyzing activity-travel 

patterns, traditional statistical method such as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has been used mainly ignoring geographic context. But it is not 

easy to intuitively understand travel patterns because the movement 

between regions have a very complex 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by converting the movement phenomenon simpler network 

structure. Because travel patterns within network structure is related to 

adjacent areas, there is similarity in volume of traffic. 

  In this study network autocorrelation is used to measure relationships 

with traffic that occur in geographical neighborhoods and it is tried to 

detect locally similar traffic clust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raffic flow that occur in the spatial interac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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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in terms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d detect similar traffic cluster 

by using network autocorrelation. Network autocorrelation is 

dependencies of links values that occur between nodes, in other words, it 

is dependencies of volume of traffic that occur between regions.  

Particularly, Local autocorrelation index can be usefully used since it can 

detect clusters of similarly high-low traffic. 

  To measure the network autocorrela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define 

the geographical neighborhood. These spatial proximity should be 

considered connection with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therefore, 

suggested in the form of a secondary proximity. Also, network link 

matrix is composed of row standardized-weight using prestige centrality. 

There are various indices to measure the spatial autocorrelation, which 

can be readily converted into a form to measure the autocorrelation over 

a network structure. Among them, the index that was used in this study 

is the local Gij statistics, by using this index, because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similarity of volume of traffic of high and low, locally similar 

traffic cluster can be found with the positively high Gij values. Local 

traffic cluster was detected by using enhanced eGij and bootstrapping 

was used in order to 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statistic in the 

process of resampling.

  It is tried to analyze travel patterns to target the city districts of seoul 

metropolitan area for empirical analysis of network autocorrelation, in 

two periods of 2006 and 2010. Results of traditional travel patterns 

analysis such a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dominant flow 

analysis is compared and verified with usefulness of network 

autocorrelation.

  Huge traffic cluster was detected with Gangnam, Seocho, Songpa Gu 

as the center in analysis using the eGij. This means that there are 

similarly high traffic in  adjacent Seoul like Seongnam, Gwachoen. Also 

it is tried to analyze detailed travel pattern by travel purpose and modes, 

further movement of internal node.

  In this study, as exploratory study of analysis of travel pattern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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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wo parts contribute to the methodological studies of network 

autocorrelation, in that new network link matrix is suggested, and the 

analysis studies of travel pattern in seoul metropolitan area. Furthermor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traffic in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policy.

   ………………………………………

   keywords : network autocorrelation, spatial autocorrelation, 

activity-travel pattern, spatial interaction

   Student Number : 2013-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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