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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위계적 군집 접근법에 기반한 유동 클러스터 추출 알고리즘

인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서울시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에

적용하여 시간대별 서울시 통행 유동 패턴을 분석한다. 알고리즘은 두

유동 쌍의 공간적 인접지수를 계산한 다음, 인접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두 유동 쌍이 속한 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 나가는 과정의 반복으

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통해 공간상에서는 인접하지만 서로 다른 교통수

단과 노선 하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각각의 개별 유동들이 하나의 클러스

터 집합으로 군집화된다.

위의 알고리즘을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반출 받은 2018년 3월 12일

(월)-3월 16일(금) 사이 발생한 실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데이터에 적용

하여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유동 패턴을 도출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알

고리즘 수행결과, 각 시간대별로 60,947(출근), 49,650(퇴근), 26,644(낮),

17,175(야간)개의 유동 클러스터 집합이 추출되었다. 이들 중에서 클러스

터의 총 통행량 Z점수가 2.58이상을 보이는 유의미한 클러스터를 각 시

간대의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선별하였으며 그 결과 659(출근), 507

(퇴근), 278(낮), 229(야간)개의 주요 통행 유동 패턴을 탐지할 수 있었

다. 이들은 각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이동을 약 8%에서 최

대 22%까지를 대표하고 있다. 탐지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간상

에서는 인접하지만 서로 다른 교통수단과 노선 하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각각의 개별 유동들을 하나의 유동 통행 패턴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점

과, 더 나아가, 일반적인 빈도분석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공간

적으로 인접한 여러 다발의 유동이 모였을 때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게

되는 주요 통행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의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주요 통행 유동 패턴 탐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각 시간대별



- ii -

주요 통행 유동 패턴들을 유형화한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별 생

활인구 분포 데이터에 Getis-Ord 통계를 적용하여 각 시간대별로 나

타나는 핫스팟 지역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출발과 도착

지점을 보이는 유동 패턴들끼리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간대별로

핫스팟 지역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유동의 공간 분포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주요 유동 통행 패턴들의 공간 분포에 대한 시간대 간의 비교를

통해 각 지역별 근무지-거주지 분포에 대한 패턴을 해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의 효율적인 시각화를 위해

제시되었던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유동 패턴 탐지를 위한 방법

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유동 클러스터링 분야의 방법론 연구

에 기여한다. 개별 유동 통행량은 적지만 클러스터링 이후 유의미한 통

행량을 가지게 되는 주요 통행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의의

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서울시의 통행 패턴 연구에 ‘유동(flow)’ 패턴

탐지 연구로써 기여한다. ‘지점(point)’의 통행량 혹은 유입 유출량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출발점과 도착점

이 연계된 하나의 유동에 대한 통행량을 분석하고 있어 서울시에 발생하

는 통행의 양상과 패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공한다. 본 연구

를 통한 분석 결과물들은 추후 교통 계획, 노선 선정, 도시구조 연구 등

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다. 4장의 유동 클러스터 유형화 결과를

이용해 근무지-거주지 분포 패턴 해석을 시도한 점은 도시구조 연구에

의 실제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 교통카드 빅데이터, 유동 클러스터, 유동 통행 패턴

학 번 : 2017-2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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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통행은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도시 공간 내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시 현상이다. 도시 내 통

행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도시 구조 연구, 교통 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

에서 필요로 하며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교통계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

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 내 통행은 도시문제 중 하나인 교통 혼잡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어 통행 연구는 도시지리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

심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이금숙·박종수, 2006; 김인·박수

진, 2011). 이러한 통행 연구의 관심과 필요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의

통행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

였다. 기존의 도시 및 교통계획 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행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총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 가구통행실

태조사자료 등의 설문 기반 자료(Survey data)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설

문기반 자료들은 데이터의 OD가 행정구역단위(시군구, 읍면동)로 이루어

져 있다는 점, 표본 특성 전수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하재현·이수

기, 2016), 정보에 편향성과 오류가 존재하기 쉬우며 5-10년 주기로 조사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제약이 존재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한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점

(Zhao et al., 2007) 등의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도시민

들의 통행에 대한 대용량의 전산화된 정보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집계되는 도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데이

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통카드 기반 자동 요금 징수(AFC:

Automated Fare Collection)시스템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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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기술이다

(Pelletier et al., 2011; Trepanier et al., 2009). 교통카드 AFC 시스템 도

입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용 요금 징수 및 관리의 편리성 증대이지만

(Morency et al., 2007), 이의 과정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통행데이

터는 도시 및 교통계획 분야 연구자들에게 연구 수행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실 데이터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 가

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통카드 자료와 통

행실태조사자료의 비교 연구들에 의하면 교통카드 자료는 통행실태조사

자료에서 집계되지 않는 통행행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정밀하며 모

델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자료가 더 적합하다(하재현·이

수기, 2016; Trepanier et al., 2009). 교통카드 자료의 잠재력을 확인한

연구들 또한 교통카드 데이터는 수집을 위한 시간 비용이 적게 들고 모

든 시점에 대해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교통 계획, 교통 수요 예측 등

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박진영·김동준,

2007; 김순관, 2007; Pelletier et al., 2011; Utsunomiya et al., 2006). 국

내의 교통카드 데이터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 관련 초창기 연구인 박진

영·김동준(2007)의 연구는 교통수단별 이용자, 환승 승객 수, 탑승시간,

교통수단별 통행시간을 산출하였고, 이를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교통카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교통

카드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들에 힘입어 도시지리 연

구를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통행 관련 연구의 갈래 중 특히 통행 ‘유동(flow)’

연구를 위한 데이터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개별 통

행의 정확한 출발과 도착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생성한다. 즉, 생

성되는 데이터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가지는 벡터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

다. 이 밖에도 초 단위의 시간, 이용객 특성, 이동거리, 환승 여부 및 환

승 지점, 이용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더욱 세분화된 유동 통행의 행태 분석까지 가능하게 한다. 하지

만 이러한 양질의 대용량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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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행 연구 분석 결과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 유동 연구는

부족하였고, 교통카드 데이터가 가지는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동 패턴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포인

트 패턴 분석 기법에 비해 방법론적 발달이 더디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간 현상에 대한 패턴 및 클러스터 탐지 연구

의 대상은 점(point), 면(polygon)의 현상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

한 공간 분포 분석 기법들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점 혹은

면 사상의 현상들과는 다르게 유동 현상이 지니는 특유의 다중위치적

(multi-locational) 성질은 이들에 대한 패턴 분석, 특히 클러스터 분석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 시킨다. 물론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동 패턴

연구, 특히 클러스터 측정 및 탐지 관련 연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자들은 유동 현상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패턴을 도출

해내기 위한 보편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다양

한 방법론적 발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Tao and Thill, 2016)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유동 클러스터 탐지와 교

통카드 데이터 활용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수정 개발하여 대중교통 통행

의 주요 유동 패턴 탐지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힌다. 유동의 효

율적인 시각화를 위해 제시된 알고리즘을 유동 패턴 탐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며 유동 클러스터링 분야의 방법론 연구에 기여한다.

둘째, 실제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해 서울시의 시간대별 주요 통행

유동 패턴을 탐지하고, 탐지된 패턴들을 공간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통행 양상을 ‘지점(point)’이 아

닌 ‘유동(flow)’의 통행량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통행 패턴 연구로써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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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지역 및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와 서울시 관할 지하철 및 버

스 노선이 통과하는 일부 수도권 지역이다.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교통카드 기반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수도권 대

중교통 이용객의 98%이상이 대중교통 이용 시에 교통카드를 통해 운임

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기연구원, 2011). 대중교통 이

용객들의 통행 내용은 교통카드 데이터 관리 기관에 의해 전산화되며,

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4조에 의거하여1) 대중교통 이용 통

행 관련 연구를 위한 분석 데이터로써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1] 연구 지역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속성자료를 제외한 승하차 자료를 활용하여 교

통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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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가 국내외 타 지역과

비교해 가지는 특별한 차별점은, 2004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덕분에 개별 이용객의 ‘환승’과 ‘하차’ 지점에 대한 정보 구

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의 세부 내용인 ‘수도

권 통합 환승 할인제’란 수도권 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경우 환승을

할 때마다 기본운임을 매번 지불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환승횟수에 상

관없이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을 지불하는 요금 제도이다(서울정책아

카이브, 2014).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개인의 이동 거리 산출과

환승 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 승차 시 뿐만 아니라 하차와 환승 시에도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태깅(tagging)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 데

이터 수집의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용객들의 개별 통행에 대한 최

초 출발지점과 최종 하차지점으로 이루어진 완결된 통행 정보를 담은 데

이터의 생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내외 타 지역들에서는 승차 지점에서만 교통카드 태깅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과 비교되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Cui, 2006;

Zhao, 2007; Morency et al., 2007; Alsger, 2016; Barry et al., 2002;

Munizaga and Palma, 2012; Nasiboglu et al., 2012; Shi, et al., 2014;

Trépanier, 2015). 승차 시에만 교통카드 태깅을 하는 지역에서 생성된

교통카드 데이터에는 하차 지점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하차 지점

에 대한 추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2)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수도

권 외 지역에서는 하차 시 교통카드 태깅 절차가 요구되지 않거나 환승

을 위해서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차 지점에 대한 정보가 부

재한 경우가 많았다(김경태 외, 2017). 이를 통해 승차 시에만 교통카드

태깅이 이루어지는 국내외 지역들의 교통카드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수도권의 교통카드 데이터에서는 최초 출발지점과 최종 도착지점

정보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유동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써 상당한 가치

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선행연구 2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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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동 클러스터링 방법론 연구 중 하나인 Zhu and

Guo(2014)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을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 개발하여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의 주요 유동 패턴을 탐지한다. [그림 1-2]를 통해 유동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설명한다. 공간상에 수십만, 수백만 개의 유동 흐름

들이 분포해 있을 때, 이들 중 출발지점끼리 그리고 동시에 도착지점끼

리 인접해 위치하는 유사한 흐름 트렌드를 보이는 유동들을 하나의 클러

스터로 탐지해내는 과정을 유동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알고리즘은 공간 클러스터링 기법 중 위계적 클러스터링 범주에

해당하는 군집 접근법(agglomerative approach)에 기반하고 있다. 클러스

터링은 가장 낮은 단계의 계층인 단일 항목들에서 시작되고, 각 단계마

다 유사한 쌍의 클러스터 집합들이 병합되어가는 과정이 더 이상 클러스

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상위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된다([그림

1-3]). 본 연구는 이러한 군집분석 접근법 기반 유동 클러스터링 방법론

인 유동 병합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각

시간대별 유의미한 유동 통행 패턴을 파악한다.

[그림 1-2] 유동 클러스터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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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군집분석 접근법 기반 유동 클러스터링의 개념화

클러스터 탐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3장 2절에서 다루고 있

다. 알고리즘의 실행은 Python 3.2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각 역 및 정류장 사이의 거리 계산은 ArcGIS 10.5를 이용하였다.

각 시간대별로 탐지된 주요 유동 통행 패턴에 결과의 시각화와 유형화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인구 핫스팟 도출 또한 ArcGIS 10.5를 이용하고

있다.

제 3 절 연구 구성

본 연구는 [그림 1-4]와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 연구와 유동 클러스터 탐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다.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

점을 파악하고, 본 연구가 관련 논의에서 가지는 기여점을 제시한다. 다

음으로는 유동 클러스터 탐지 연구들의 발전 과정을 확인하고 각 방법론

들이 제시하는 클러스터 탐지 및 클러스터링 기법을 비교한다. 3장에서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교통카드 데이터의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구체적 시간 및 공간적 범위와 데이터 생성 주체 등을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유동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알고리즘의 단계별 설명을 통해 유동

병합 과정의 구체적 이해를 돕는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알고리즘

을 실제 교통카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확인한다. 우선 데이터에 대

한 기초적인 분석과 전처리 과정을 소개하고, 도출된 클러스터 집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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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의미한 통행 유동 클러스터로 선별되기 위한 사전 설정 기준을 설

명한다. 4장의 2절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탐지된 각 시간대별 주요

유동 패턴들을 확인한다. 개별 유동의 빈도분석을 통한 유동 패턴 탐지

결과와의 비교, 그리고 실제 유동 클러스터 활용 예시를 통해 클러스터

링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의 방법론적 의의 또한 제시한다. 4장의 3절에

서는 각 시간대별 생활인구 핫스팟 지역들을 기준으로 유동들들 유형화

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더 나아가 통행 유동 분석의 의의를 제시해 본

연구의 실제적 활용 가치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내용

을 요약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 및 앞으로의 후속 연구의 방안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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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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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제 1 절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내 통행연구

교통카드 시스템의 보편화와 함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데이터가 학술

연구를 위한 데이터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 하는 바는 무엇인지, 도시의 통행 연

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우선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주요

연구 갈래 중 하나인 OD행렬 추정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 다음, 도

시 내 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들 중 특히 도시 내 통행 행태 및 패턴 연

구에 교통카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연구 문헌들을 리뷰하고 이들이

가진 한계점을 분석한다.

1. OD행렬 추정(OD matrix estimation)

OD행렬 추정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통행 분석을 행하는 단계

로 나아가기 이전에, 교통카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부족한 정보

를 추정하는 일종의 전처리의 과정이다. OD란 통행의 출발점(Origin)과

도착점(Destination)을 의미하고, OD행렬이란 데이터에서 추출한 각 OD

에 대한 통행량 정보를 행렬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교통카드 데

이터를 통한 OD행렬 구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의 일차적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징수이며(Morency et al.,

2007) 데이터 수집은 이의 근본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카드 데이

터 활용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중 하나인 하차 지점 정보가 부재하는

경우가 있다(Zhao et al., 2007). 승차 지점에서만 카드 태깅(tagging)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생성된 데이터에는 하차 지점에 대한 정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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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때문에 하차 지점에 대한 추정 과정이 필요하다(Cui, 2006;

Zhao, 2007; Morency et al., 2007; Alsger, 2016; Barry et al., 2002;

Munizaga and Palma, 2012; Nasiboglu et al., 2012; Shi, et al., 2014;

Trépanier, 2015; 김경태 외 2명, 2018).

하차 지점 추정 연구의 시작은 Barry et al.(2002)의 논문으로부터 시

작되었으며 그가 제시한 “대부분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행한 특정 통행

의 도착 지점은 그 다음에 발생한 통행의 승차 지점과 동일하다”, “대부

분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행한 하루 동안의 통행에 있어 최종 하차 지점

은 당일의 최초 승차 지점이 된다.”의 두 가지 가정은 하차 지점 추정

연구의 기본 명제가 되었다. 이는 트립-체인 방법론으로 발전하였고 이

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었다. Cui(2006)는 AFC(Automated

Fare Collection), APC(Automatic Passenger Count),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 데이터를 통해 시카고 내 버스 승객 OD추정 알고리

즘 제시하였다. Wang(2010)은 트립 체인 방법론을 통해 런던의 버스 통

행 OD를 추정하고 정확도를 설문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추정된 OD행렬을 바탕으로 런던의 통행 행태 연구까지 나아갔다.

트립-체인 방법론에 최대 도보 거리(acceptable walikng distance)3),

환승 가능 시간(allowable transfer time)의 매개변수를 반영하여 교통카

드 데이터의 하차 지점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졌

다. Zhao(2007)는 최대 도보 거리의 개념을 포함한 하차 지점 추론 알고

리즘을 제시하면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을 함께 제시하

였다. 해당 알고리즘은 Barry et al. (2002)이 제시한 두 기본 명제를 기

반으로 하는 동시에, 이동 중인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차

량 운행상황 파악하는 기술인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과 GIS

기술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에 Rail to Rail 분석만 이루어졌던 것

에 반해 Rail to Bus 통행의 분석까지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Munizaga and Palma(2012)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동 거리의 값을

3) 승객의 n번째 통행 하차 지점과 n+1번째 통행 승차 지점 사이,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최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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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이동시 소요되는 시간의 최솟값을 활용하는 OD추

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교통카드 데이터와 AVL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

여 도보 시간이 최소화되는 정류장을 하차지점으로 추정한다.

그 외의 트립-체인 방법론 기반 OD추정 연구들에서 도보 거리와 환

승 시간 매개변수들에 대한 다양한 임계치를 제시 한다. Alsger et

al.(2016)은 이에 대한 정확도 판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기존의 임계

값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도보 허용 거리와 환

승 시간 값의 변화에 따른 OD추정 정확도의 변화, 즉 민감도에 대한 평

가 결과 제시한다. 이때 사용된 교통카드 데이터는 승차지점 뿐만 아니

라 하차 지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Brisbane, Queenland,

Australia 교통카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OD추정 연구가 김경태 외(2017)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에

서의 하차 지점 정보 보유의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2004년부

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환승을 할 경우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총 이동

거리에 따라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인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

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수단의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개인의 이동 거리 산출을 위해서 승차 시 뿐만 아니라 하차 시에도 교통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하차 시 카드 태깅 절차가 요구되지 않거나 환승을 위해

서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차 지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

우가 많다(김경태 외, 2017). 해당 연구는 Munizaga and Palma(2012)의

방법론을 일부 수정하여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

해 OD추정 결과 정확도를 검증하고 허용 도보 거리의 변화에 따른 정확

도 변화의 민감도를 파악하였다. 광주광역시의 교통카드 데이터는 하차

지점 정보가 불완전한(하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평균: 39.7%) 지

역과의 비교를 위해 활용되었다.

정확도 높은 OD추정을 통해 구축된 OD데이터는 대중교통 통행 특성

및 패턴의 분석, OD행렬의 구축을 통한 통행 하중 추정, 도시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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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분석 등 여러 방면으로의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OD추정 연구는 계속해서 교통카드 데이터 연구의 중

요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Munizaga and Palma, 2012).

2. 통행 행태 및 패턴 추론 연구

많은 도시 및 교통지리 분야의 연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에 활

용하고 있다. 교통카드 데이터가 활용되는 분야는 도시 내 통행연구, 역

세권 유형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평가, 노선선정 등 아주 다양하다. 이

들 중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되는 분야인 도시 내 통행 연구 측면에서 교

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들을 리뷰하기 전, 우선 연구들을 연구 목적에 따라 통행 ‘행태’

연구와 통행 ‘패턴’ 연구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통행 행태 연구와

통행 패턴 연구는 공간분석의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공간적 분석 없이

단순 통행 시간, 통행 수단, 환승 행태, 성별 및 연령 별 통행 특성 도출

이 목적인 경우 통행 행태연구로, 실제 공간상에 나타나는 통행량에 주

목하고 있다면 통행 패턴 연구로 분류하였다. 통행 패턴 연구는 각 역

및 정류장 지점의 개별 통행량(승·하차량, 환승량)이 분석 대상 변수가

되는 ‘통행 지점 패턴 연구’와, 본 연구와 같이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이

루어지는 유동의 통행량이 분석 대상 변수가 되는 ‘통행 유동 패턴 연구’

로 또 한 번 재분류된다. 통행 연구의 분류 기준을 [표 2-1]를 통해 정

리한다.

통행 행태 연구 통행 패턴 연구

공간 분석

이루어지지 않음

(통행 시간, 통행 수단,

환승 행태 등에 주목)

공간 분석 이루어짐

통행 지점 패턴 연구 통행 유동 패턴 연구

개별 역 및

정류장(point)의

통행량에 주목함

출발점과 도착점을

가지는 유동(flow)의

통행량에 주목함

[표 2-1] 통행 연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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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 행태 연구

Morency et al.(2007)의 연구는 대표적인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한 통

행 행태 분석 연구 중 하나이다. 캐나다 퀘벡 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

한 공간적, 시간적 변동성을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적 통행행태보다는 이용객의 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통행의 변동성(variability)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박종수·김호성·이금숙(2010)은 하루 동안에 발생한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하철 승객들의 지하철 탑승 행태를 발견하고 이를 11

가지의 탑승 패턴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11가지 탑승 패턴

은 각각 크게 왕복-탑승 패턴 집-직장 통근 패턴, 예기치 못한 흥미로운

패턴 카테고리에 속한다. 분석 결과 39%의 승객들이 왕복-탑승 패턴, 즉

처음 출발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통행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32.76%

의 이동이 지하철을 이용한 통근 이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순연·조미정(2011)의 연구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 행태

연구 중 하나로, 특히 교통카드 데이터가 가지는 환승 현황 자료를 통해

환승 통행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하나의 교통수단 내, 두 교통수단 간의

환승의 횟수, 환승 시간의 평균 파악 등 가장 일반적인 통행행태 분석을

행하였다.

2) 통행 지점(point) 패턴 연구

Zhong et al.(2015)의 연구도 위의 Morency et al.(2007)의 연구와 마

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통행이 가지는 개인특성별, 시간대별, 위

치별 변동성에 주목한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도시 내 대중교통 노선

이 구간들에 나타나는 통행에 대한 변동성까지 고려하고 있어 이에 차별

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집화 방법에 의해 클러스터링

된 구역 내의 요일별 통행량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의 연구에

서는 싱가폴을 사례지역으로 하였고 2016년에 행해진 후속연구에서는 베

이징과 런던의 사례를 추가하고 있다.

국내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패턴 연구의 가장 대표적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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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금숙과 박종수이다. 이들은 2006년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교통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의 교통흐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제

시하며,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수도권 내 나타나는 통행흐름의 공간

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연구는 교통카드 데이터가 제공하는 각 승객의

승차와 하차 지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승객이 통과하는 모든 경로를

가지는 통행 시퀀스 정보로 처리한 후, 이를 통행패턴 탐사 데이터마이

닝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있다. 알고리즘 수행 결과를 통해 출발지점의

통행량, 도착지점의 통행량과 통행시퀀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중교통

탑승 상태에서 해당 지역을 지나는 통행량의 총 합을 등치선도의 형식으

로 구현하였다. 동일 년도에 이루어진 후속 연구를 통해 방법론을 더 정

교화 하였으며 동시에 시간대를 나누어 분석하여 각 시간대별 통행패턴

을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연구는 국내에서 통행연구

를 위한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에 행해진

초창기 단계의 연구로, 국내 통행 관련 연구가 설문 데이터 기반에서 빅

데이터 기반 통행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금숙과 박종수는 이후로도 수도권의 통행 패턴과 공간분석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수도권 지하철망의 접근성 기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한 바 있으며, 이때 도출된 지하철망 구조적 특성을

실제 통행패턴과 비교하기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

는 2010년의 연구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 교통망에서의 대중교통 이용객

들의 실제 흐름을 분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2006년의 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통행 시퀀스 데이터를 추출한 후 이를

노선 각 링크의 통행량 계산 알고리즘에 적용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각

지하철역의 개별 통행량을 보았던 것과는 달리 네트워크상의 링크, 즉

출발 및 도착지점이 연계된 통행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동

패턴연구로써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별 승객들의 출발지와 도

착지보다는 각 링크의 통행량에 주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동보다는

네트워크 분석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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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 2017년의 연구에서는 지하철 이용 통행의 요일 간 변이성, 특히

주중과 주말에 나타나는 통행패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자는 교

통카드 데이터 기반 정보 시각화 측면의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으며(김호

성·박종수·이금숙, 2010), 계속해서 수도권의 통행패턴과 대중교통 네트

워크 기반 공간구조 관련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이금숙·김호성, 2018).

한수경·이희연(2015)은 교통카드 기반 고령자의 대중교통 통행 자료와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고령자의 통행 행태와 수도권 시군구 간

의 주요 이동 패턴을 파악하였다. 고령자의 시간대별 통행 특성뿐만 아

니라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지 유인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통행 행태 연구임과 동시에, 고령자 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행 패턴까지 분석한 고령자의 통행에 대한 종합적인 연

구로써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분석단위가 시군구 단위이기 때문에 교통카

드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의 공간적

해상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다는 점과 결과 해석의 측면에서 각 지역

의 유입 및 유출 통행량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등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신임호·이주형(2012)은 대중교통 이용객 연령별 통행의 중심지 파악을

통해 도시 공간구조 특성을 파악하였다. 통행의 중심지는 서울시의 274

개 지하철 역사 각각의 평균 승·하차 건수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

되었다. 승·하차 건수, 즉 통행량을 중심지 파악을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

다는 점에서 중심지로 선정된 역은 일정한 통행량을 지니는 경향성을 가

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행패턴 연구에 속할 수 있다.

3) 통행 유동(flow) 패턴 연구

Nasibouglu et al.(2012)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통행을 출발지와 도착

지간의 유동량을 기반을 표현하기 위한 OD행렬 구축 방법을 제시하였

다. 실제 터키의 이즈미르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이를 적용

하여 도시 내 통행패턴을 OD행렬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개인

의 통행에 대한 출발점과 도착지점을 동시에 고려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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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패턴 연구와도 관련된다. 하지만 구역화 과정으로 인해 교통카드 데

이터가 가지는 해상도 측면에서의 장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김관호 외(2013)는 서울시 지하철 5∼8호선 이용 승객들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도출해낸 존(Zone)간의 이동패턴을 분석한다. 연구자는

존을 ‘공간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동시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들이 가지는 영역’으로 정의하였으며, 병합적 클러스터링 기반 알고

리즘을 통해 존을 발견한 후 이들 간에 나타나는 이동 패턴을 추출하였

다. 더 나아가 이동 패턴이 가지는 설명력과 존 간의 상호 종속성을 평

가하기 위한 정량화 지표를 이동 패턴 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연

구를 통해 5∼8호선 상에 나타나는 가장 설명력과 상호 종속성이 동시에

높은 실제 이동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선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노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흐름들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상욱 외(2015)는 수도권 대중교통 자료를 통해 서울의 대표 중심지

로 선정된 세 업무지구에 대한 통행량과 해당 지역으로 통행하는 흐름들

에 대한 출발지점, 즉 업무 중심 대중교통 이용객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각 업무지구 별 특징적인 주거지 분포의 형태가 나타났

으며 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연구자는 각 업무지구별 주

거 유형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직주근접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직

주근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해당 연구는 서울시

의 공간 체제를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각 지구별 통근자의 주거지 분포는 출근 통행에 대한 주거지-근

무지 통행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내 통근 통행 패턴 연구로써의 의

미도 지니고 있다. 특히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개별 유동의 출발지와 도

착지를 연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유동 연구로써의 의의도 지닌다. 하

지만 분석의 대상이 될 도착지점(근무지)을 미리 선정한 후에 각 도착지

점 별 출발지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개별 유동들을 하나의 객체로 분석한

진정한 의미의 유동 패턴 연구로는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통행 연구 분류 중 유동 패턴 연구의 유형에 속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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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들의 한계점에 주목한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통행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혹은 환승이 이루어지는 역 및 정류장의 실 위치 좌표정보

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 리뷰를 통해 선행 연구

들에서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설정된 존(Zone)이나 시군구 혹은 읍면동

의 구분으로 데이터를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교통카드 데이터가 상당한 고해상도의 공간 위치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장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활용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노선 기반 알

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노선 상에서 이루어진 흐름에 대한

분석만 가능하며 지역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

이 있었다. 본 연구는 노선상의 위치가 아닌 실제 위치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구역 설정에 의한 MAUP(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현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통카드 데이터가 지니는 공간적 위

치의 해상도적 이점과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한다.

제 2 절 유동 클러스터 탐지 연구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 증가, GPS 기술의 발전, 스마트 기기

의 보편화 등에 힘입어 막대한 양의 고해상도의 유동(flow) 현상 데이터

의 구득이 가능해졌다. 스마트폰 통신 위치 기록 데이터, 택시 GPS 위치

추적 데이터,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들이 이의 예시이다(Guo, 2012;

Liu, Tong, and Liu, 2015). 하지만 Tao and Thill(2016)에 의하면, 이러

한 고급 유동 빅데이터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

한 분석에 있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힌다. 가장 근본적

인 어려움은 유동 현상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패턴을 도출해내기 위한

보편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간 현상에

대한 패턴 탐지 분석 연구의 대상은 점(point), 면(polygon)의 사상을 가

지는 위치현상에 집중되어있다. 점과 면 사상의 현상들의 공간 분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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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기법들, 특히 공간 클러스터링 평가의 분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

되었다. 대표적인 기법들로는 Moran’s I(Moran, 1950); Geary’s C(Geary,

1954), K-function(Ripley, 1976); Getis-Ord’s  와 (Getis and Ord,

1992; Ord and Getis, 1995) 등이 있다.

공간상에 점·면 사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들의 위치를 대표하는

단일 지점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유동 현상은 시점

과 종점을 지니는 벡터의 형태를 지니며, 흐름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

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상의 위치를 설명하는 최소 2개 이상의 지

점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유동의 다중위치적(multi-locational) 성질이라고

하며, 점·면 사상을 가지는 현상들과 유동현상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이다. 즉, 이러한 유동의 다중위치적 성질로 인해 유동 분석을 위해서는

두 지점과 흐름의 방향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유동현상의 패

턴분석을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동 현상들 역시 공간통계 기법들

을 통해 분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Berglund and

Karlstorm(1999)으로부터 시작된 유동 현상 패턴 분석, 특히 유동의 클

러스터링에 대한 관심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공간 통계

를 활용하여 유동 현상들의 패턴을 밝히는 연구로는 공간적 자기상관 개

념을 유동 벡터 차원으로 확장한 연구들이 가장 대표적이다(Black, 1992;

Berglund and Karlstorm, 1999; Lu and Thill, 2003, 2008; 이건학, 2008;

Liu, Tong, and Liu, 2015). 이밖에도, 점·면 사상의 패턴을 찾기 위해 고

안된 기존의 공간 클러스터 탐지기법을 유동 사상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연구도 존재한다(Tao and Thill, 2016).

공간적 자기상관 개념을 유동 현상의 분석에 활용한 연구의 시초는

네트워크의 링크 값들에 대한 자기상관 개념을 제시한 Black(1992)의 연

구이지만, ‘네트워크 상’의 흐름이 분석의 대상이며 실제 지리적 공간이

가져다주는 거리와 방향과 같은 요소들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

서 본격적인 벡터 공간적 자기상관 논의의 흐름은 Berglund and

Karlstorm(1999)의 연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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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관분석에 유동의 벡터적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구체

적으로, 유동 현상들 간의 국지적 공간적 연관 정도(locatl spatial

association in flow data)를 도출하기 위해 핫스팟 탐색 기법 Getis-Ord

를 활용한다. 통계는 스칼라 값을 사용하는 공식이지만 해당 연구에

서는 벡터데이터를 활용하는 통계로 일반화하였고 영역(Zone)간의 인

접여부에 따른 바이너리 값을 가지는 공간가중행렬을 사용한다. 이전의

유동 현상에 관한 연구들은 벡터의 방향과 거리 속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Berglund and Karlstorm의 연구는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유동 패턴 분석의 시초 격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

만 해당 연구에서의 유동은 분석 대상지역 내에서 미리 정의된 영역

(Zone)내의 유출과 유입의 총 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점에서

영역의 크기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MAUP(Modifiable

Areal Unit Problem)의 문제가 있으며, 결국 유동 데이터를 각 영역들로

합역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객체들이 가지는 개별 특

성은 무시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Lu and Thill(2003)은 이러한 Berglund and Karlstorm(1999) 연구의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들 사이의 벡터 공간적 자

기상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대응분석(clustering

correspondence analysis)기법을 제시한다. 이는 점 패턴 분석 방법으로

익히 알려진 단 변량 점 패턴 분석 기술을 유동 데이터의 맥락 하에서

활용되도록 고안되었다. 분석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From-point set)의 포인트 간의 근접성을 평가한 후 통계적 유

의수준을  로 나타낸다.

(2) (1)의 과정에서 확인된 와 쌍으로 연결되어있는 를 정의한다.

(3) (To-point set)의 포인트 간의 근접성을 평가한 후 통계적 유의

수준을 로 나타낸다.

(4)  와 를 비교하여 아래 [표 2-2] 내에서 유형을 확인하고, 벡터

공간적 자기 상관 정도를 통해 클러스터의 존재를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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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클러스터 대응/

벡터 공간적 자기상관성 

높음

높음 High

중간 Fair

낮음 None

중간

높음 Fair

중간 Low

낮음 None

낮음

높음 None

중간 None

낮음 None

[표 2-2] 클러스터 대응 분석 결과 유형

(Lu and Thill, 2003 표 재구성)

예를 들어, 출발점(O), 도착점(D)를 가지는 벡터 데이터셋을 O와 D의 데

이터셋으로 각각 치환한 후 O데이터셋의 패턴 분석 결과에서 높은 수준

의 클러스터가 탐색되고, 해당 클러스터를 이루는 O지점들과 쌍을 이루

는 D지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클러스터가 탐색되었다면, 이

는 연계된 두 클러스터를 이루는 벡터들이 강한 양의 공간적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단일 지점 세트에 대한 전통

적 단변량 포인트 패턴 분석 기법(univariate point pattern analysis

techniques)의 이점을 유동 연구에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하지만 1차원의 벡터를 두 세트의 0차원 포인트 데이터로 분할하는

과정은 벡터의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을 손상시킨다. 특히 벡터

요소 중 거리(distance)와 방향(direction)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이 한계점으로 언급된다.

이를 지적한 이건학(2008)의 연구는 벡터의 본래 특성을 유지한 상태

에서 공간적 자기 상관을 가지는 유동을 확인하기 위한 확장된 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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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인 Algorithm for Vector Autocorrelation -Origin

Clustered(AVA-OC)를 소개한다. AVA-OC방법은 벡터들의 O지점들에

대한 클러스터를 탐색하고, 탐색된 클러스터에 속한 벡터들 간의 유사성

(similarity)을 측정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 벡터 공간적 자기 상관을

측정한다. 특정 지점의 객체 분포 개수를 포아송 확률분포 비교를 통해

O지점들에 대한 클러스터 유의수준을 찾는 것은 Lu and Thill 방법의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리와 방향을 결합한 단

일 유사성 측정치로 벡터 간의 유사정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를 보완하고 있다. 벡터 와 의 유사성() 측정 식은 다음과 같다.

 



∥∥∥∥ 



 
   


 벡터 의방향∥∥ 벡터 의길이

Liu, Tong, and Liu(2015)는 전통적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기법인

Moran’s I 와 Anselin’s LISA를 벡터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

시킨다. 우선 전역적 벡터 Moran’s I 기법은 벡터들이 공간적으로 연관

되어있는 정도를 벡터의 거리와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하는데, 이때

벡터 객체들이 지니는 방향성의 유사성은 두 벡터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통해 측정되며 이에 벡터의 크기를 함께 고려하여 계량화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Anselin’s LISA를 발전시켜 고안한 국지적 벡터 Moran’s I 측정

지표로 공간적으로 연관된 벡터들이 위치하는 핫스팟을 탐지한다. 연구

에서는 상하이의 택시 GPS 위치데이터에 대한 전역적 벡터 공간적 자기

상관 정도 측정하고 국지적 벡터 핫스팟을 탐지하였다. 그 결과 도시민

들의 일시적 여행패턴들이 약하게 연관되어있음(weakly correlated)이 도

출되었고, 국지적으로 유사한 유동 패턴을 가지는 핫스팟 장소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는 잘 알려진 전역적/국지적 공간 자기상관 측

정 기법을 확장한 벡터 공간 객체 패턴 분석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벡터 공간적 자기상관 연구에 기여하고 있지만, Tao and

Thill(2016)은 이들의 접근방식이 여전히 벡터 전체가 아닌 벡터의 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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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한다. 앞서 Lu and Thill(2003)

연구에 대해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벡터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의 유지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o and Thill(2016)은 포인트 패턴 핫스팟 탐색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리플리‘s K함수(Ripley’s K-funciton)의 확장버전인 Getis and

Franklin(1987)의 로컬 K-함수를 유동 데이터에서 활용하여 핫 유동(hot

flow) 탐색 기법으로 확장시킨 공간 통계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잘 알

려져 있듯이 리플리‘s K함수 알고리즘은 공간상의 포인트 객체들 간의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동 현상은 특유의 다중 위치적 성질로

인해 이들의 공간적 인접성을 측정하는 것은 단일 지점을 가진 데이터에

비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해당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유동의 O와 D 지점 좌표 쌍이 만드는 4개의 지점을 동시에 활용하여 두

유동 간 공간적으로 인접한 정도를 나타내는 ‘유동 거리(Flow Distance)’

와 이의 변형인 ‘유동 비유사도(Flow Dissimilarity: 유동 길이의 영향을

반영)’를 측정하기 위한 4차원 접근법을 제시한다. 유동간의 공간적 인접

성 정의가 가능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포인트

클러스터 탐지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중요한 연구의의를 지닌다.

Murray(2011)의 연구는 벡터의 거리 및 방향 패턴확인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원형 분할 히스토그램을 제시한다. 이동의 거리 및 방향에

대한 패턴을 통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

동 패턴 연구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원형 분할 히스토그램은 공간상

에서 나타나는 유동 현상들의 거리와 방향의 분포를 하나의 원형 그래프

에 동시에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각 유동들이 가지는 물리적인 거리와

방향 분포의 통계치를 시각화한 것일 뿐, 유동들이 배치되어있는 실제

공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흐름인 거주지 이동

OD데이터를 활용한 패턴 연구이기는 하나 공간적 함의는 가질 수 없다

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 분석 연구의 갈래로 보

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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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의 패턴 및 클러스터 탐지 기법에 주목하는 것은 공간 통계분야

뿐만이 아니다. 정보 시각화, 지리적 시각화 및 매핑 분야에서 또한 유동

에 대한 패턴 및 클러스터 탐지 기법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

을 통해서 유동의 클러스터링 관련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다(Murray,

2011). 시각화 및 매핑 분야에서 이에 주목하는 것은 최근의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고급의 유동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방대한

양의 유동을 유선도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기인한다. 지도위에 표현하고자 하는 유동 객체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흐름을 나타내는 선들이 겹치고 교차하여 폐색(occlusion)과 중첩

(cluttering)의 문제가 발생하는데([그림2-1]), 이는 지도 가독성을 떨어뜨

려 정보 전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킨다(Zhu and Guo. 2014; Cui et

al., 2008; Andrienko, 2011; Woods, 2010; 김지우·이건학, 2017).

[그림 2-1] 유동 폐색 및 중첩으로 인한 가독성 저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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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동 시각화의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여

러 연구를 통해 제안되었다. Tobler(1987)가 강조한 선택적 정보수집 및

제거의 중요성이 위 연구들의 방법론적 기저를 이루고 있다. 위의 연구

들은 관찰된 유동들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클러스터로 군집화 한다

는 하나의 원리로 일반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이라고 명명된다. 이들은 탐색적 분석(exploratory

analysis)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앞서 제시한 공간 통계적 접근방식을

통한 클러스터의 탐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Tao and Thill, 2016).

Andrienko and Andrienko(2011)의 연구는 데이터의 집합화

(aggregation)를 기반으로 중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유동데이터 중에서도 이동의 경로에 대한 속성을

지니는 유동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으며, 각 이동 현상들의 경로를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영역 구분을 기준으로 집합된 유동으로 표현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집합화는 원본 객체의 속성을 요약하여 더 적은 수의 구

성으로 일반화되도록 변환하는 과정이기에 단순히 항목을 수를 줄여 데

이터를 생략하는 방식에 비해 원본 데이터의 대표성이 손상되지 않는다

는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 고안된 방법은 구분된 영역에서의 통행

량을 중첩의 문제없이 시각화하고 있다. 다만, 유동의 이동 경로와 각각

의 경로 당 통행량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선도를 통해

표현되는 현상의 시종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동 경로를 확인

가능한 유동 데이터인 GPS 데이터 등에 대해서만 활용 가능하며, 출발

점과 도착점만을 가지는 유동 데이터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유동의 시각화 방법을 제시한 연구임을 연구 목표를 밝히

고 있지만 궤적 클러스터링 연구(Rinzivillo, 2008; Chen, 2011; Lee,

2007)의 한 갈래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로를 가지는 유동 또한 중요

한 분석 대상 이동 현상 중 하나이기에 이들에 대한 시각화를 시도하였

다는 점과, 데이터 집합화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연구

의의를 가진다.

Cui et al.(2008)는 노드와 에지를 가지는 그래프에서 발생하는 에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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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교차로 인한 그래프 레이아웃의 중첩 문제에 주목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클러스터링의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에지 번들링(edge

bundling)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번들링의 기준이 될 메쉬(mesh) 부분을 도출해내고, 마치 여러개의 전선

을 정리하기 위해 하나의 번들로 병합하듯이, 연관되는 에지들을 하나의

번들로 묶어나가는 클러스터링을 행한다. 이는 유선도에서 나타나는 중

첩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

가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비슷한 방향성의 패턴을 가지는 그래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

는 데이터에서라면 적절한 메쉬가 탐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알

고리즘의 활용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위의 Andrienko and Andrienko(2011) 연구가 가졌던 한계점과

마찬가지로 시각화 결과물을 통해서 각 개별 데이터의 출발과 도착 지점

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선도를 통해 전달

하고자하는 바가 출발과 도착지점의 표현이라면 활용 가치가 낮다(Zhu

and Guo, 2014).

Zhu and Guo(2014)는 대규모 유동 데이터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

데이터에서의 유의미한 유동 패턴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위계적 클러스

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이 방법 또한 데이터

의 집합화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어 집합 클러스터링 방법론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은 공간적 인접 여부와 거리를 계산하

여 인접하다고 판단되는 유동 쌍을 차례로 병합해 나가는 과정을 모든

유동 쌍에 대해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병합된 유동을 지도에 표현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국

선전 지역의 243,850개의 택시 유동 데이터를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그 결과 데이터의 크기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주요 통행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알고리즘은 데이터 병합의 기

준이 되는 공간적 인접성 정의를 위해 -최근접 이웃 개수를 변수로 사

용하는데, 분석 대상 데이터의 특성과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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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거리 등 다른 변수들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있다는 점이 장점

으로 제시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실제 데이터의 종류 및 이에 대한 방법론 적

용 결과 등을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Zhu and Guo(2014)에서 소개하

고 있는 유동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중국의 선전 지역에서 발생한 택시 GPS 데이터에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행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라

는 특성뿐만 아니라 유동 데이터의 발생 건수 및 연구 지역의 공간적 범

위의 측면에서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연구 목적은 빅데이터 유동에 대한 효율적인 시각화 방법론

의 제시이기 때문에, 결과로 추출되는 유동 클러스터들의 실제 공간적

분포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특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당 연

구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동시에, 이를 발전시켜 통행 패턴에 대한 실제

공간적 해석을 시도한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동 데이터의 효과적

시각화가 알고리즘 개발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본 연구는 알고리즘의 발

전과 활용을 통해 유의미한 공간적 유동 클러스터의 추출 및 실제 공간

에 대한 패턴 해석까지 행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유동 병

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유동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군집화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유동의 시각화를 위한 도구로써의 기능을

넘어, 도시에서 발생하는 통행 흐름들의 다양한 패턴들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유동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발전

시켜 도시에서 발생하는 통행을 유동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유

동 클러스터링 분야와 도시의 통행 연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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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중교통 유동 데이터

클러스터링 방법론

제 1 절 데이터

1. 데이터 개요

본 연구는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5일간의 서울시 대중

교통 이용 내역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2018

년 3월 12일(월)부터 2018년 3월 16일(금)까지이다. 해당 기간은 공휴일

및 연휴, 계절의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관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이다. 지

하철역은 605개, 버스정류장은 14,718개로 총 15,323개의 역 및 정류장에

서 발생한 통행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1장의 [그림 1-1]에 표

현되어있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범위에서의

통행을 행한 이후 범위 외의 노선으로 환승한 경우에는 환승 전까지의

데이터만 유효하며 환승 이후의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스마트카드사의 데이터 정산 범위에 의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 중 경기

도와 인천광역시 관할 노선에서 발생하는 통행 데이터는 ㈜이비카드사에

서 정산되고 있다.

데이터의 생성 주체는 교통카드를 통해 운임을 지불한 대중교통 이용

객이다. 이는 버스 이용객 중 현금으로 운임을 지불한 경우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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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간적 범위 2018년 3월 12일(월) - 2018년 3월 16일(금)

공간적 범위
서울시 관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버스정류장:14,718개, 지하철역: 605개)

데이터 생성 주체 교통카드를 통해 운임을 지불한 대중교통 이용객

[표 3-1] 데이터 개요

데이터 구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에 공문 발송을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 제공 허

가를 신청하였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에서 이에 대

한 내부 회의를 진행한 후, 연구 목적 데이터 제공에 승인하였다. 승인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데이터를 반출 받을 수 있었

다.

[그림 3-1] 데이터 구득 과정

2. 데이터의 형태 및 구조

교통카드데이터의 형태는 가공 여부에 따라 원 데이터(Raw Data)와

트립-체인 데이터(Trip Chain Data)로 나눌 수 있다. 원 데이터는 대중

교통 이용객의 출발 지점 카드 태깅과 도착 지점 카드 태깅에 의해 발생

하는 한 번의 이동에 대한 내역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형태이

다. 만약 환승이 발생한 경우, 교통카드 번호와 트랜잭션 ID가 동일한



- 30 -

데이터가 환승한 횟수+1개 생성된다. 반면에 트립-체인 데이터는 원 데

이터의 2차 가공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로, 환승 기준 시간(하차 후 30분

이내(7:00-21:00)/하차 후 1시간 이내(21:00-익일7:00)) 내에 환승이 이루

어진 경우 이를 하나의 연속된 통행으로 통합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말한

다(김순관, 2015). 즉, 하나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자가 환승

기준 시간 내에 환승을 하였을 경우 통행의 최초 출발 지점에서 최종 도

착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사용한 개별 수단을 체인으로 연결한다. 따라서

최종 생성된 OD경로에 이용자의 환승이 반영되어있다는 점이 원 데이터

와의 차이이다. 원 데이터는 ‘대중교통 개별 OD’, 트립-체인 데이터는

‘대중교통 통합 OD’ 라고 불린다. 두 데이터 형태 간에 우위가 있는 것

은 아니며,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알맞은 가공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최초출발지와 최종도착지로 이

루어진 하나의 완성된 통행에 의한 유동 패턴을 분석하고자하기 때문에

환승 과정이 포함되도록 가공한 트립-체인 형태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3-2] 원 데이터와 트립-체인 데이터의 형태 비교

(김순관 외. 2011 그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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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명 예시 비고

1 카드번호
ocTfG9E2DJ54ic9

CsW17lvS2m~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조

합된 암호(30자리)

2 트랜잭션 ID 47

3 환승횟수 1

4 교통카드 발행사 ID 2000700

5 총 이용객수 1

6
교통카드 사용자

구분
1

1:일반, 2:초등학생, 3:중고

생, 4:청소년, 5:대학생, 6:

경로, 7:장애인, 8:국가유공

자, 9:생활보호자, 10:복지

카드, 11:직원, 12:상근, 15:

테스트, 99:기타

7 최초승차일시 20180312073337 y y y y (년 ) /mm (월 ) / d d

(일)/hh(시)/mm(분)/ss(초)8 최종하차일시 20180312083125

9 최초승차역ID 1816 버스정류장 혹은 지하철역

의 고유ID10 최종하차역ID 9485

11 총 이용금액 1550 원

12 총 수집건수 2 환승횟수+1

13 총 통행거리 24313 m

14 총 탑승시간 54
교통수단 내에 탑승하고

있는 시간(분)

15 총 소요시간 58
최초승차일시~최종하차일

시 사이 시간(분)

[표 3-2] 트립-체인 데이터의 구조

트립-체인 교통카드 데이터의 구조는 [표 3-2]와 같다. 본 연구는 대

중교통 이용객의 최초 승차와 최종 하차 지점을 기준으로 유동패턴을 분

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역 및 정류장 ID 내용을 담고

있는 7, 8, 9, 10번 컬럼 정보를 활용한다. 최초 승차 지점과 최종 하차

지점 정보가 누락되어 0으로 표현되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사용한다. 또

한, 총 이용객 수를 나타내는 5번 컬럼을 데이터 구축에 통행량 정보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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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트립체인 완료코드 Y Y/N

17 교통수단ID1 202

-100~151: 버스

(100:버스, 101:도시형버스,

102:일반좌석버스, 103:고급

좌석버스, 104:구순환버스,

105·151:마을버스, 106:공항

버스, 110:주간선버스, 115:

간선버스, 120·121·122:지선

버스, 130·131:광역버스,

140:순환버스

-201~235: 지하철

(201 :서울교통공사(1~4호

선,9호선2~3단계), 202:한국

철도공사, 203:서울교통공

사(5~8호선),204:인천교통공

사, 205:지하철9호선, 206:

공항철도, 208:신분당선,

등)

18 노선ID1 20000000

19 차량ID1 -

20 승차일시1 20180312073337 y y y y (년 ) /mm (월 ) / d d

(일)/hh(시)/mm(분)/ss(초)21 하차일시1 20180312082146

22 승차역ID1 1816 버스정류장 혹은 지하철역

의 고유ID23 하차역ID1 1032

24

31

38

45

교통수단코드2,3,4,5 115

환승이 있었을 경우

2~5번째 통행에 대한 기록

25

32

39

46

노선ID2,3,4,5 11110039

26

33
차량ID2,3,4,5 11174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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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7

27

34

41

48

승차일시2,3,4,5 20180312082439

28

35

42

하차일시2,3,4 20180312083125

29

36

43

49

승차역ID2,3,4,5 9001569

30

37

44

50

하차역ID2,3,4,5 9485

제 2 절 유동 데이터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추출한 수백만의 공간상의 유동

들 중 유의미한 유동 클러스터를 탐지하기 위한 위계적 군집 접근법 기

반 유동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틀은

Zhu and Guo(2014)에서 제시한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을 활용하였으며 교통카드

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알고리즘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유동 클러스터의 기본 단위가 되는 유동 객체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이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동 간의 공간적 인접성 측정 방법을 정의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간적 인접성이 확인된 두 유동을 하나의 클러스터

로 병합하는 절차의 반복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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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전처리

유동 집합 를 구성하고 있는 유동 객체 에 포함되어있는 속성정보

는 데이터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차량의 GPS

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는 운전자가 이동한 경로의 승하차 위치, 일시,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 운전자 구분 정보(성별, 나이 등)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주택 거래(판매-구입)데이터에서는 판매와 구입이 이루어

진 각 지점의 주소뿐만 아니라 학군, 거래 금액 등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가 가진 다양한 정보들 중 유동의 공간 분포

분석이라는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클러스

터링의 기본 단위인 유동 객체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유

동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정보는 각 유동 객체의

출발점(Origin)과 도착점(Destination) 각각의 ID와 위치정보이다. ID는

특정 지점을 다른 지점과 구분해주는 일련의 식별 기호()이고, 위치정

보는   로 표현되는 공간 좌표이다. 집합  내 유동들의 모든 출

발점의 집합을 , 모든 도착점의 집합을 라고 할 때 하나의 유동 객체

의 와 는 ID와 위치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동 객체 에 대한 추가 속성정보 없이, ID와 위치정보만으로도 유

동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 Zhu and Guo의 연구에

서도 ID와 위치정보로만 이루어진 유동 객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동

객체들의 경우 특정 유동을 통행한 승객 의 수, 즉 ‘통행량’ 속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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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의 발생 빈도 값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승

차와 하차는 위치가 고정되어있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에서만 발생하

고, 동일한 정류장 OD 조합의 통행을 행한 이용객의 수만큼 해당 유동

객체에 발생 빈도 값(통행량)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를 구성하는 요소로 유동의 발생 빈도 값 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다.

    

[그림 3-3] 교통카드 데이터 유동 객체의 예시

2. 유동 데이터 공간적 인접성 정의

단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점, 선, 면 사상의 객체와는 달리, 유동 현

상이 가지는 다중위치(multi-locational) 성질은 유동 객체들 간의 공간적

인접성을 정의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유동 사이의 공간적

인접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면 점, 선, 면 사상의 클러스터 탐지에 활용

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 프로세스 실행이 가능해진다(Tao and T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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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유동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

법이 고안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각자의 연구 조건에 맞는 유동의 공

간적 인접성의 정의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

의한 두 유동 객체가 공간적으로 인접하다고 여겨지기 위한 조건(A)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 쌍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인접한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방법(B)을 차례로 제시한다.

A. 유동의 공간적 인접 조건

Zhu and Guo의 연구에서는 각 지점의 -최근접 이웃( nearest

neighbor)의 임계 거리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유동 객체간의 인접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해당 방법에서는 지점들의 분포에 의한 밀도의 공간적

차이가 인접성 판단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역

및 정류장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개의 지점을 포함하기 위한 값

이 작아지며 반대로 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서는 값이 커진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기반으로 한

공간적 인접 조건을 사용한다. 유클리드 거리를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모든 지점이 동일한 인접성 거리 기준을 가지게 되므로 역 및 정류장 분

포 밀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동 객체 의 출발점 에서 주어진 유클리드 거리 의 범위 내에 위

치한 다른 유동 객체들의 출발점들의 집합을 에 대한 ‘점의 유클리드

거리 이웃(Euclidean Neighborhood of a Point)’으로 표현한다. 도착점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그 다음,   와   의 교집합을 취하여 와 인접한 유

동 객체 를 식별해낸다. 의 출발점 가   에 속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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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착점 또한   에 속하는 경우 와 를 공간적으로 인

접하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유동 객체들의 집합을 에

대한 ‘유동의 유클리드 거리 이웃(Euclidean Neighborhood of a Flow,

ENF)’으로 표현한다.

   ∈ ∈  ∩∈  

B. 유동 쌍 와  사이의 거리(인접 정도의 측정치)

공간적 인접성 조건에 부합하는 두 유동 객체(유동 쌍)를 찾아 이들 사

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공간적 인접 정도를 측정한다. 이는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인 클러스터 병합 과정에서 하나의 유동객체가 둘 이상의 유동

쌍에 속해 있을 때 인접성이 높은 순서로 유동 쌍에 병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앞서 제시된 유동의 특성인 다중위치성으로

인해 유동 쌍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점 선 면 객체의 거리를 구

하는 것보다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유동 쌍의 거리 측정은 연구자들

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Zhu and Guo의 연구에서는 에 의해

결정되는 버퍼의 교집합이 공유하는 지점들의 ‘개수’를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넓이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두 유동

의 출발점과 도착점 각각에 유클리드 거리 만큼 가해지는 버퍼 영역이

공유하는 구역의 넓이를 기반으로 한 거리를 측정한다.

[그림 3-4] 공유된 버퍼 영역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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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유동의 모든 출

발 및 도착 지점에 대한 유클리드 거리 의 버퍼 영역을 만들고, 출발

및 도착점 각각에 대해 서로의 버퍼 영역이 교차하는 구간의 넓이를 계

산한다. 두 점 , 사이의 넓이를   로 표현한다.

   =   ∩  

= 


×sin

 

  는 두 점 ,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즉 공

간적 인접성이 높아질수록 값이 증가한다. 최댓값인 ( )로

나누게 되면 0∼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되며 이를 표준 포인트 인접지수

(point contiguity,  )으로 정의한다. 표준 포인트 인접

지수 두 점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림 3-5]와 같은 증가 추이를 보인

다.

  :  ≤


  
≤ 

[그림 3-5]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따른 표준 포인트 인접지수



- 39 -

유동 쌍의 인접성은 출발점과 도착점 쌍 각각의 표준 포인트 인접지수

( ,  )의 곱이며, 이를 표준 유동

인접지수,  으로 정의한다.

   ×  

표준 유동 인접지수는 유동 쌍의 출발점간의 거리와 도착점간의 거리를

인접성의 평가에 동시에 반영한다. 출발점 쌍 혹은 도착점 쌍 중 한 경

우라도 교차 영역이 없는 경우 유동 쌍 전체의 인접지수는 무조건 0의

값을 가지며, 반대로 유동 쌍의 출발점과 도착점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

하는 경우 인접지수는 최댓값인 1이 된다. [그림 3-6]은 출발점과 도착

점 쌍의 인접 지수 조합에 의한 표준 유동 인접지수의 분포이다. 세로축

(출발점 표준 포인트 인접지수)은 아래로 향할수록, 가로축(도착점 표준

포인트 인접지수)은 우측으로 향할수록 쌍을 이루는 두 지점 사이의 거

리가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그림 3-6] 표준 유동 인접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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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 데이터 병합 클러스터링

공간상에서 인접하다고 판단되는 두 유동이 속해있는 클러스터를 병합

해 나가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유동 객체 세트에 대한 유동 클러스터 세

트가 결과물로 추출된다. 이 과정을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

투입 변수는 공간적 인접성의 기준이 되는 유클리드 거리 로, 해당 변

수의 설정에 따라 클러스터의 공간적 구성이 달라진다. 본 연구의 값

설정에 대한 내용은 실제 분석 결과 제시 단계인 4장에서 보여주고자 한

다. 유동 클러스터 병합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때, 과정의 1∼3단계는 Zhu and Guo의 연구에서 제시된 병합 과정과 동

일하나 4∼6단계에서는 유동 병합 과정에 교통카드 데이터의 특성이 반

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수정 및 개발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투입

   ≤ ≤ :유동 객체 세트

 :공간적 인접의 기준이 되는 유클리드 거리

과정

1. 모든 유동 객체가 각각 하나의 유동 클러스터가 되도록 설정한다.

2. 유동 객체들 중 공간적 인접성 조건 A를 충족하는 유동 쌍(, )을

모두 식별한다.

3. 각 유동 쌍들의 표준 유동 인접지수를 방법 B를 통해 계산하고, 결과

값이 큰 경우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4. 표준 유동 인접지수가 높은 유동 쌍의 경우부터 순차적으로, 유동 쌍

(, )에 대해서 와 가 각각 속해있는 클러스터 와 

( ⊂  ⊂)를 찾아 두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클

러스터 간의 거리 계산은 위의 B에서 제시된 유동 쌍 간의 표준 유동

인접 지수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 이때, 유동 클러스터 이 두 개 이



- 41 -

상의 유동을 포함하는 경우, 거리 계산의 기준이 될 O와 D의 지점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O와 D 지점들의 센트

로이드를 각 클러스터의 대표 O와 D의 위치로 설정한 후 계산한다.

이 방법은 두 클러스터 사이 만들어지는 모든 유동 쌍들의 평균거리

를 구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마련되었지만, 매번 클러스터의 O와 D 지

점의 센트로이드를 계산하는 것 또한 병합 수행 시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의 특성상 각 유동 객체에

발생 빈도(통행량) 값이 부여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가장 발생 빈도

값이 큰 유동 객체를 클러스터의 ‘대표유동’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O와

D 지점을 거리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즉, 두 클러스터의 대표유동 간

의 표준 유동 인접지수가 두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

는 병합 과정에서 클러스터 그룹들이 가지는 각각의 O와 D의 센트로

이드 지점을 계속해서 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여 계산의 복잡성

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의 대표유동 < > : 
⊂  max ≤ ≤

 
      

유동 클러스터 와  사이의 거리:

   = 
 

 × 
  



5. ≠일 때, 4에서 계산된 와  사이의 인접지수가 0보다 크고 1

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두 클러스터를 병합한다. 더 이상 병합 가능한

클러스터 쌍이 남지 않은 경우에 도달할 때 까지 절차를 반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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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단계의 수행 과정에서, 공간적 인접 기준을 만족하는 두 유동 쌍

이 무조건적으로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적 인접 기준을 만족하

는 유동 쌍의 각 유동이 속한 클러스터의 대표유동들이 공간적 인접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두 클러스터는 병합 되지 않는다. [그림

3-7]의 예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유동 a와 유동 b는 공간적으

로 인접하지만 각각의 유동이 속해있는 클러스터의 대표유동인 A와

B는 공간적으로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두 클러스터 집합은 병합되지

않는다. 인접지수가 높은 순서부터 병합이 이루어지므로 유동 a와 b

가 각각에 대해 인접 지수가 더 높았던 유동 A와 B가 속한 클러스터

에 우선적으로 병합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두 유동의 공간적 인

접의 정도에 의한 병합의 순서가 전체적인 클러스터링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동 a와 b는 각각의 대표유동의 공간적 영

향력 하에 있으며 이가 클러스터링 과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림의 예시에서 만약 대표유동 A와 B 또한 공간적으로 인접한 것으로

조건을 변경한다면 두 클러스터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병합된다.

[그림 3-7] 공간적으로 인접한 유동 쌍이 병합되지 않는 경우

6. 클러스터 의 부분집합을 이루는 모든 유동객체들의 출발점 위치와

도착점 위치의 가중평균중심점을 계산한다. 이때 각 유동객체들의 발

생빈도 가 가중치로 설정된다. 도출된 결과를 클러스터 의 ‘중심

출발점’과 ‘중심도착점’으로, 그리고 둘을 함께 ‘중심유동’으로 명명한

다. 이때 중심출발점의 좌표(
)와 중심도착점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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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

결과물

       :유동 클러스터 세트

최종적으로 도출된 유동 클러스터세트는 세 가지의 부분집합으로 구성되

어진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내로 병합된 모든 유동객체의 나열이다. 두

번째 부분집합은 ‘대표유동’과 ‘대표통행량’이다. 대표 유동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클러스터 내에 속한 모든 유동객체 중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유동객체를 의미하고, 대표 통행량은 이 대표유동이 가지는 통행량

을 의미한다. 세 번째 부분집합은 과정 6에서 도출해낸 ‘중심출발점’, ‘중

심도착점’과 클러스터 내 속한 모든 유동객체들이 지니는 통행량의 총

합인 ‘총 통행량’이다. 교통카드데이터의 경우 대표유동의 출발점과 도착

점은 역 및 정류장ID로 표현되지만 중심유동의 중심출발점과 중심도착

점은 좌표 값으로 표현된다. [표 3-3]은 실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후

도출된 유동 클러스터 예시를 통해 유동클러스터의 구성을 보여준다.

클러스터 내 전체 유동

(O1,D1,통행량1/ O2,D2,통행량2/

O3,D3,통행량3/ … )

대표유동

(대표O, 대표D,

대표통행량)

중심유동

(중심O, 중심D,

총 통행량)

예시

2611,4202,7/ 2611,2627,879/ 2611,1262,6/
2611,9034964,9/ 9311,2627,16/
9002924,2627,39/ 9002922,2627,34/
9002924,72486,5/ 9002928,2627,10/
5000020,2627,19/

2611,2627,879
(126.914807, 37.598682),
(126.951599, 37.544038),

1,034

[표 3-3] 유동 클러스터 의 구성 예시

4) 
를 예시로 설명하는 식이며, 

 또한 같은 원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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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유동 분석

본 장에서는 실제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유동병합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분석한다. 1절에서는 데이터

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전처리 과정 등을 소개한다. 2절에서 실제

알고리즘 수행 결과를 확인한다. 주중의 네 가지 시간대 (출근

(7:00-9:00), 낮(12:00-14:00), 퇴근(17:30-19:30), 야간(22:30-0:30))별로 나

타나는 서울시 내의 유의미한 통행 유동 클러스터 탐지 결과를 제시하

고, 더 나아가 해당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활용이 가지는 의의를 예시

를 들어 설명한다. 3절에서는 2절에서 확인한 유의미한 통행 패턴에 대

한 실제적인 공간 분석과 유형화를 시도한다. 각 시간대별 핫스팟과 통

행 유동 패턴간의 연계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지역별 통행 유형 해석까

지 나아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제적 활용 의의를 제시하며 연구

를 마무리한다.

제 1 절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현황

1. 데이터 기초 집계 및 분석 대상 시간대

1)요일 및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통행량

[그림 4-1]은 3월 12일(월)-3월 16일(금) 기간 동안의 요일 및 시간대

별 통행량을 30분 단위로 집계한 결과로, 개별 통행들의 최초승차일시가

집계의 기준이 된다. 단, 1일의 시간 범위는 당일 오전 4시부터 익일 오

전 3시 59분까지이다. 이는 데이터 제공 기관에서 오전 4시를 일일단위

통행량 집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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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요일 및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통행량

전체적 경향을 살펴보면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쌍봉구조의 통행량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

적이다. 아침 출근시간대에 급격한 통행량 첨두가 나타난 후 9-10시 사

이에 통행량이 감소한다. 통행량은 퇴근 시간 이전 낮 시간동안 다소 증

가하다가 퇴근시간대에 또 한 번 급격히 증가하는데, 통행량이 출근시간

대보다 짧은 시간 범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퇴

근시간대가 지나면서 통행량은 서서히 줄어들지만 22시 부근에 발생하는

소폭의 통행량 상승 또한 하나의 특징이다. 요일별 차이를 살펴보면, 아

침 출근시간대인 7-9시 사이에는 요일별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일

정한 통행량이 유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대가

마무리되는 9-10시 이후부터는 요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

는데, 특히 금요일의 경우 나머지 요일에 비해 통행량이 증가하는 현상

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대도시권의 요일별 지하철 승객수를 분석한 이

금숙 외(2017)의 연구에서 확인한 2011년 4월 10일(일)-4월 16일(토) 사

이의 분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의 분포가 발견된다. 다만 해당 연구

에서는 출근시간대의 첨두량이 퇴근시간대의 첨두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금요일의 경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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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퇴근시간대의 첨두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석 대상 교

통수단의 차이 혹은 분석 대상 데이터의 시기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00 8,891 9,737 9,923 9,124 9,955

4:30 20,723 21,226 21,609 19,191 21,739

5:00 50,238 48,931 49,867 43,948 50,094

5:30 80,391 76,716 76,884 69,613 76,417

6:00 109,922 104,876 103,912 99,016 102,359

6:30 177,124 169,633 166,252 162,191 163,613

7:00 341,219 333,919 329,011 320,262 322,688

7:30 467,767 470,284 464,444 457,785 454,922

8:00 491,658 500,855 502,196 499,389 484,642

8:30 345,085 354,273 355,385 358,203 344,366

9:00 275,577 285,014 282,074 280,666 276,196

9:30 212,282 218,998 221,788 211,451 213,058

10:00 179,702 185,519 188,483 173,273 185,343

10:30 168,195 173,338 174,478 161,293 175,171

11:00 174,649 177,771 180,370 165,560 180,835

11:30 171,998 171,426 176,575 160,179 180,646

12:00 180,281 183,938 189,725 171,801 192,912

12:30 177,798 182,773 188,497 172,285 194,349

13:00 197,575 205,271 211,047 192,750 217,177

13:30 187,014 192,324 200,993 180,866 205,594

14:00 192,497 195,090 203,581 187,410 216,559

14:30 197,307 199,732 203,616 190,330 220,219

15:00 230,115 226,692 237,602 219,197 255,850

15:30 228,581 224,378 239,120 216,966 252,276

16:00 270,224 282,278 284,191 270,307 290,881

16:30 276,946 288,159 285,927 272,282 294,880

17:00 308,905 318,736 331,691 300,770 342,370

17:30 315,490 328,869 346,583 319,293 361,237

18:00 506,647 516,236 549,818 513,957 565,066

18:30 397,343 399,979 418,542 379,410 438,373

19:00 326,969 326,683 333,212 304,926 357,993

19:30 230,222 230,088 233,172 215,389 256,734

20:00 218,836 222,107 223,507 211,001 228,958

20:30 186,863 194,354 199,048 187,999 210,869

21:00 203,963 215,041 215,316 210,168 211,314

21:30 183,386 196,768 204,402 194,096 200,389

22:00 204,945 219,037 227,198 221,784 235,440

22:30 126,251 139,204 146,295 141,857 167,173

23:00 95,899 105,809 113,379 111,873 141,405

23:30 49,260 55,620 60,847 60,539 84,259

0:00 23,707 26,867 28,673 29,963 42,521

0:30 6,789 7,768 8,612 8,783 13,693

1:00 2,610 3,128 3,248 3,489 5,500

1:30 1,700 1,849 1,990 1,965 3,080

2:00 1,477 1,568 1,581 1,556 2,391

2:30 1,080 1,193 1,187 1,197 1,770

3:00 846 975 972 1,018 1,409

3:30 1,117 1,168 1,081 1,140 1,268

총 합계 8,808,064 8,996,198 9,197,904 8,687,511 9,455,593

[표 4-1] 요일 및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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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시간대 선정

본 연구는 전체 유동 데이터 중 통근통행(출·퇴근)시간대와 비통근통

행(낮·야간)시간대에 각각 나타나는 통행 클러스터 집합들의 탐지를 목

표로 한다. 따라서 데이터 추출 단계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될 시간대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통근통행에 대한 분석 기

준이 될 시간대를 선정하기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통근

통행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은 6시부

터 9시 사이, 퇴근 시간은 17시부터 20시 사이의 두 시간 내외의 시간대

로 정해지는데, 구체적 시간은 연구자의 임의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2]). 한상욱 외(2015)의 연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시

간을 바탕으로 출근시간대를 6-8시, 퇴근시간대를 17-19시로 설정하였음

을 밝힌다. 신임호(2012)의 연구에서는 출근 시간대가 6-8시, 퇴근 시간

대가 17-19로, 하재현·이수기(2016), 김순관(2007)의 연구는 출근 시간대

를 7-9시로 설정하고 있다. 김관호(2013)의 연구처럼 통근 시간대를 각

각 1시간씩 설정한 경우도 있지만(출근 시간대 8-9시, 퇴근 시간대

18-19시), 일반적으로 통근 시간대는 2시간씩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선행연구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한상욱 외 2인(2015) 6-8시 17-19시

신임호(2012) 6-8시 18-20시

하재현·이수기(2016) 7-9시 -

김순관(2007) 7-9시 -

김관호(2013) 8-9시 18-19시

[표 4-2] 선행 연구들의 통근 시간대 설정 현황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뚜렷한 통근통행 시간대를 확인

할 수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요일 및 시간대별 통행량

데이터 상에서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통행량이 가장 많은 연속된

2시간을 각각 출근 및 퇴근 시간대로 선정하기로 한다. [표 4-3]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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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주중의 각 요일별 통행량을 전부 합한 값과 전체 통행량 중 특정

시간대의 통행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오전(출근)과 오후(퇴근)

중 연속되는 2시간 동안의 통행량 비율 값이 제일 큰 구간을 확인한 결

과 출근 시간대는 7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는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에 가장 많은 통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근 통행

분석의 시간대로 최종 선정하였다.

비통근시간대인 낮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는 출근 및 퇴근시간대의 시

작 시점으로부터 5시간이 지난 이후부터의 2시간씩을 분석 시간대로 선

정하였다. 따라서 낮 시간대는 오후 12시부터 14시, 야간 시간대는 22시

30분부터 익일 0시 30분 사이 생성된 데이터가 분석 대상이 된다. 낮 시

간대의 경우 출근 시간대가 끝나는 시점과 퇴근시간대가 시작하는 시점

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근을 끝마친 대중교통 이용자는 일반적으

로 퇴근시간대까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

기 때문에(한상욱 외 2인, 2015), 해당 시간대는 하루 중 통근통행과의

연관성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야간 시간대의 경우 지

하철 노선 대부분의 운행종료 시간인 0시 30분 기준 2시간 전부터 나타

나는 통행으로, 퇴근 이후의 여가 및 친교활동, 혹은 저녁 업무 등의 영

향으로 나타나는 통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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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중(월-금)

통행량
통행비율 시간

주중(월-금)

통행량
통행비율

4:00 47,630 0.1% 16:00 1,397,881 3.1%

4:30 104,488 0.2% 16:30 1,418,194 3.1%

5:00 243,078 0.5% 17:00 1,602,472 3.5%

5:30 380,021 0.8% 17:30 1,671,472 3.7%

6:00 520,085 1.2% 18:00 2,651,724 5.9%

6:30 838,813 1.9% 18:30 2,033,647 4.5%

7:00 1,647,099 3.6% 19:00 1,649,783 3.7%

7:30 2,315,202 5.1% 19:30 1,165,605 2.6%

8:00 2,478,740 5.5% 20:00 1,104,409 2.4%

8:30 1,757,312 3.9% 20:30 979,133 2.2%

9:00 1,399,527 3.1% 21:00 1,055,802 2.3%

9:30 1,077,577 2.4% 21:30 979,041 2.2%

10:00 912,320 2.0% 22:00 1,108,404 2.5%

10:30 852,475 1.9% 22:30 720,780 1.6%

11:00 879,185 1.9% 23:00 568,365 1.3%

11:30 860,824 1.9% 23:30 310,525 0.7%

12:00 918,657 2.0% 0:00 151,731 0.3%

12:30 915,702 2.0% 0:30 45,645 0.1%

13:00 1,023,820 2.3% 1:00 17,975 0.0%

13:30 966,791 2.1% 1:30 10,584 0.0%

14:00 995,137 2.2% 2:00 8,573 0.0%

14:30 1,011,204 2.2% 2:30 6,427 0.0%

15:00 1,169,456 2.6% 3:00 5,220 0.0%

15:30 1,161,321 2.6% 3:30 5,774 0.0%

합계 45,145,635 100%

[표 4-3] 주중(월-금) 통행량과 통행비율

2. 데이터 전처리 및 기초통계

각 시간대에 주중(월·화·수·목·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통행들의 출발점(O)과 도착점(D) 조합, 그리고 해당 유동을 통해 이동한

승객의 수(통행량)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근시간대 중 하나인 출근

시간대의 경우 통행량은 7,980,994회이었으며, 1회 이상의 승객 통행이

발생한 출발점과 도착점 역 및 정류장의 OD조합의 수는 총 1,223,692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분석 단계에서는, 출근 통행은 주중 매

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임을 감안하였을 때 통행량이 5회 미

만인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통행량 5회 미만의 경

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통행량이 5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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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20,118개의 OD조합에서 발생한 6,374,325회의 흐름이 실제 분석 대

상이 된다. 퇴근시간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조건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총 대중교통 이용은 7,851,169회, 1회 이상의 승객 통행이 나

타난 OD조합의 수는 1,386,050개였으나, 출근 시간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인 6,083,393회의 흐름과 5회 이상의 승객 통행이

나타난 264,204개의 OD조합이 실제 분석 대상이 된다. 비통근시간인 낮

과 야간시간 데이터의 경우도 통근통행시간 분석 데이터와의 데이터 스

케일을 맞추기 위한 축소과정을 거쳤다. 낮 시간대의 경우 통근통행 시

간대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통행량이 5회 이상인 경우를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146,214개의 OD조합과 2,679,191회의 통행량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야간 시간대의 경우는 통행량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간대임

을 고려하여 통행량이 2회 이하인 경우만을 제외하였다. 129,086개 OD조

합에서의 1,286,440회 통행량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표 4-4]를 통해 위

의 내용을 요약하고, 추가로 각 시간대별 발생한 통행량에 대한 기초통

계(평균, 표준편차, 최댓값)값을 제시한다.

출근

(7:00-9:00)

퇴근

(17:30-19:30)

낮

(12:00-14:00)

야간

(22:30-0:30)

통행 조합 320,118 264,204 146,214 129,086

전체 통행량 6,374,325 6,083,393 2,679,191 1,286,440

통

행

량

평균 19.91 23.02 18.32 9.96

표준편차 52.29 63.92 38.06 22.59

최댓값 3,700 5,388 1,799 2,051

[표 4-4] 시간대별 전체 통행량 기초통계

기초통계 값을 기반으로 각 시간대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

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통근시간대의 경우, 출근시간대의 통

행 조합 수와 전체 통행량 모두가 퇴근시간대보다 더 높지만 통행량 평

균과 표준편차는 퇴근시간대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출근시간대에 비해 퇴근시간대에 특정 OD조합에 대한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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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중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근시간대의 통행량이 퇴근시간

대의 전체통행량보다 약 30만회 더 많은데, 출근시간대 특정 OD조합이

가지는 통행량의 최댓값이 3,700인 것에 비해 퇴근 시간대의 통행량 최

댓값이 약 1,700회 더 높은 5,388회라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비통

근시간대간의 비교에서도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낮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의 경우 총 통행 조합의 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

체통행량은 낮 시간대가 2배 이상 많다. 표준편차 또한 낮 시간대가 더

높기 때문에 특정 OD조합에 대한 통행량의 집중도가 낮 시간대가 야간

시간대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행량 최댓값의 경

우는 야간시간대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데이터를 구체적

으로 살펴본 결과, 강남역-신림역(2,051회)과 강남역-서울대입구역(1,878

회)의 두 통행 OD 조합에서 낮 시간대 통행량 최댓값(1,799회)보다 더

큰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통행 집중도는 낮 시간대가

높지만, 극 최상위권(1,2위)에 해당하는 특정 통행에 대한 집중도는 야간

시간대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5∼8]은 각 시간대별 통행량 순서가 가장 높은 상위

20까지의 유동을 추출한 것이다. 모든 시간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

장 두드러진 특징은 2호선에 위치한 지하철역간의 통행의 발생빈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출근시간대 15/20, 퇴근시간대 18/20,

낮 시간대 17/20, 야간시간대 17/20). 특히 한강 이남의 동-서 구간 사이

의 통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호선 다음의 통행 분담 비중을 보

이고 있는 노선은 7호선이지만 총 3개의 통행만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은 2호선의 높은 통행 분담 비중을 알 수 있게 한다. 노선 혹은 수단

간의 환승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으며 모든 통행이 하나의 노선 하에서

의 통행이라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출근 및 퇴근시간대에는 버스를 통

한 통행은 전체 통행량의 20위 순위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지만 비통

근시간대의 경우 낮 시간대의 회기역 정류장–경희대의료원 정류장 간의

통행과 야간시간대의 서울대입구역 정류장-관악사삼거리 정류장 간의

통행이 여타 지하철 이용 통행들과 비슷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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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출발점 도착점 통행량 순위 출발점 도착점 통행량

1 서울대입구역 강남역 3,700 11 낙성대역 역삼역 2,221

2 신림역 강남역 3,667 12 잠실새내역 강남역 2,085

3 광명
사거리역

가산
디지털단지역

3,354 13 신림역 구로
디지털단지역

2,063

4 낙성대역 강남역 2,948 14 까치산역 여의도역 2,062

5 서울대입구역 역삼역 2,772 15 봉천역 강남역 1,995

6 신림역 역삼역 2,672 16 부평구청역 가산
디지털단지역

1,969

7 신림역 삼성역 2,561 17 가양역 여의도역 1,969

8 신림역 선릉역 2,553 18 낙성대역 선릉역 1,899

9 서울대입구역 삼성역 2,350 19 연신내역 안국역 1,873

10 서울대입구역 선릉역 2,229 20 구의역 삼성역 1,862

[표 4-5] 출근시간대 통행량 상위 20위 유동

순위 출발점 도착점 통행량 순위 출발점 도착점 통행량

1 삼성역 강남역 5,388 11 가산
디지털단지역

광명
사거리역 2,677

2 선릉역 강남역 4,370 12 잠실역 잠실새내역 2,541

3 강남역 신림역 3,629 13 잠실역 건대입구역 2,467

4 강남역 잠실역 3,414 14 교대역 강남역 2,399

5 잠실역 강남역 3,323 15 신촌역 홍대입구역 2,339

6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3,249 16 역삼역 서울대입구역 2,333

7 을지로입구역 홍대입구역 3,085 17 역삼역 잠실역 2,304

8 강남역 사당역 2,990 18 여의도역 신논현역 2,236

9 삼성역 잠실역 2,908 19 삼성역 신림역 2,219

10 구로
디지털단지역

신림역 2,678 20 선릉역 잠실역 2,192

[표 4-6] 퇴근시간대 통행량 상위 20위 유동

순위 출발점 도착점 통행량 순위 출발점 도착점 통행량

1 선릉역 강남역 1,799 11 연신내역 불광역 1,102

2 강남역 삼성역 1,555 12 강남역 교대역 1,097

3 강남역 선릉역 1,534 13 역삼역 교대역 1,072

4 삼성역 강남역 1,343 14 강변역 잠실역 1,056

5 강남역 잠실역 1,325 15 서울역 종각역 1,044

6 교대역 강남역 1,179 16 역삼역 선릉역 1,041

7 신촌역 홍대입구역 1,157 17 회기역* 경희대의료원* 1,024

8 잠실역 강남역 1,137 18 이대역 홍대입구역 1,022

9 선릉역 역삼역 1,115 19 신림역 강남역 1,018

10 서울대입구역 강남역 1,111 20 잠실새내역 잠실역 1,000

(*: 버스정류장)

[표 4-7] 낮시간대 통행량 상위 20위 유동



- 53 -

순위 출발점 도착점 통행량 순위 출발점 도착점 통행량

1 강남역 신림역 2,051 11 강남역 봉천역 750

2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1,878 12 사당역 신림역 747

3 강남역 낙성대역 1,336 13 강남역 신대방역 724

4 서울대입구역* 관악사삼거리* 1,195 14 홍대입구역 신도림역 689

5 강남역 사당역 1,095 15 강남역 선릉역 686

6 홍대입구역 신림역 1,077 16 신촌역 홍대입구역 659

7 강남역 잠실새내역 855 17 강남역 구로
디지털단지역 609

8 강남역 잠실역 848 18 강남역 구의역 570

9 홍대입구역 신촌역 844 19 강남역 방배역 570

10 강남역 건대입구역 808 20 명동역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544

(*: 버스정류장)

[표 4-8] 야간시간대 통행량 상위 20위 유동

제 2 절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유동 패턴의 탐지

본 절에서는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수행 결과와 이를 통한

유의미 통행 클러스터 탐지 결과를 확인한다. 우선 본격적인 알고리즘의

실행 이전에, 공간적 인접성 변수인 유클리드 의 기준과 주요 통행 클

러스터 선별 기준에 대한 사전 설정을 진행한다. 이후 실제 알고리즘 수

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중 유의미하게 높은 통행량을 지니는 주요 통행

클러스터 선별 기준에 의해 탐지된 통행 유동 클러스터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해당 알고리즘이 가지는 이점을 실제 클러스터 집합 예시를 통

해 제시하여 방법론이 가지는 활용 의의를 설명한다.

1. 유동 클러스터링을 위한 사전 정의

1)공간적 인접성 설정 기준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수행

이전에 공간적 인접의 기준이 되는 유클리드 거리 을 설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은 두 개의 유동에 대해서 이들의 공간적 인접성을 판단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두 유동 쌍의 출발점 간의 거리와 도착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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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두 경우 모두 값 이내인 경우 이 둘을 공간적으로 인접한 유동

쌍인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두 지점이 공간적으로 인접하다고 판단하

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 연구 목

적 등에 맞게 을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의 개념을 활용한다. 역세권이란 특정 역을 중심으로 ‘보행자의 접

근성’과 ‘토지이용’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김대

웅 외, 2002; 이재영·송태수, 2004; 이정우 외, 2015). ‘보행자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역세권의 범위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해당 지점을 이용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최대 거리인 ‘도보의향 거

리’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역 및 정류장 지점을 기준으로 부터 또 다

른 특정 지점 간의 거리가 도보의향 거리 임계값 m 내에 위치할 때,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이 두 지점은 공간상 인접한 것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인식하는 인접의 범위를 바탕

으로 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특정 지점으로부터의 보행자

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공간적 범위에 대한 개념적 정의인 역세권을  설

정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한다.

역세권의 범위에 대한 실증적 설정에 대한 논의는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주요한 연구 갈래 중 하나이지만, 본 연구의 흐름에서는 벗어나는 논의

임으로 국내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역세권 범위를 본 연구

에서의 의 값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법(도시철도법)과 도시계획

관련 조례5), 수도권 역세권 설정 및 유형화 연구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역세권의 범위인 500m를 의 값으로 설정하였다(김남주,

2012; 김태호 외, 2008; 김대웅 외, 2002; 성현곤·김태현, 2005). 다만 야

간시간대의 경우 예외를 두었는데,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야간버스

이용수요를 분석한 선행 연구(김민주·이영인, 2017)에서는 야간시간의 경

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도보의향 거리가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일반적 역세권 500m의 두 배 거리인 1km를 지하철역의 공간

적 영향권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선행연구의 논의를 차용해 본 연구

5)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 16조의 2



- 55 -

에서도 야간시간대의 값을 1km로 설정한다.

[그림 4-2] 서울대입구역(예시) 기준 반경 500m, 1km 범위

2) 주요 통행 유동 클러스터의 선별 기준

클러스터링 수행의 결과물로 추출된 클러스터 집합들은 각 시간대에

발생한 모든 통행 유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클러스터 집합 유

동들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며, 안정적으로 높은 통행량을 보이는 경우에

만 주요 통행 패턴으로 선별된다. 선별 기준이 되는 총 통행량 임계치

(threshold value)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유동 클러스터들을 각 시

간대별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동 클러스터 집합이 가지는 총통행량에 대한 자연

로그변환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Z점수 2.58 이상의 범위에 속

하는 유동 클러스터들을 해당 시간대의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선별한

다. 이때 총통행량 값들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연로그변환 값을 사

용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통카드 데이터 유동의 통행량은 멱함수



- 56 -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출근시간대의 유동 클러스터별 총통행량 분포를

예시로 살펴보면([그림 4-3]), 통행량이 많은 OD조합일수록 이의 개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우하향의 그래프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로그변환은 멱함수 분포를 정규분포로 변환하는 방법 중 하나

로 총통행량 값들 간의 편차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지닌다([그림 4-4]).

이에 따라 각 유동 클러스터의 총통행량에 대한 자연로그변환 값이 주요

통행 유동 클러스터 선별 기준을 위한 항목이 된다.

[그림 4-3] 출근시간대 유동 클러스터별 총통행량 분포

[그림 4-4] 출근시간대 유동 클러스터별 총통행량의

자연로그 변환 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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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 패턴 탐지 결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실행을 통해 공간적 인접성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들을 하나의 클러스터 집합으로 군집화 할 수 있었다. 산출된 유동

클러스터 집합들의 결과물은 [표 4-9]의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세 가지의 부분집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내 병합된 모든 유동의 나열이다. 두 번째 부분집합은 대표유동과 대표

통행량을 나타낸다. 대표 유동은 클러스터 집합 중 가장 통행량이 많은

OD조합을 의미한다. 대표 통행량은 해당 대표 유동의 통행량이다. 세 번

째 부분집합은 중심유동의 좌표와 클러스터 내 속한 모든 유동의 통행량

총 합인 ‘총 통행량’으로 이루어져있다.

클러스터 내 전체 유동

(O1,D1,통행량1/ O2,D2,통행량2/ O3,D3,통행량3/…)

대표유동

(대표O,대표D,

대표통행량)

중심유동

(중심O,중심D,

총 통행량)

예

시

1

2611,4202,7/ 2611,2627,879/ 2611,1262,6/ 2611,9034964,9/
9311,2627,16/ 9002924,2627,39/ 9002922,2627,34/
9002924,72486,5/ 9002928,2627,10/ 5000020,2627,19/
5000018,2627,6/ 9030016,9001984,5

2611,2627,
879

(126.914807,
37.598682),
(126.951599,
37.544038),
1,034

예

시

2

13610,8001744,33/ 74931,8001744,9/ 10670,8501577,5/
10670,8000991,9/ 10670,76283,34/ 10670,8001744,78/
10634,8000991,5/ 10665,8001744,100/ 71879,75871,10/
10593,75871,18/ 10631,75871,64/ 9008948,9035005,14/
9008942,9035005,27/ 9008942,9035007,15/
9008991,9035005,40/ 9008991,9009081,12/ 9008948,9008856,6/
10631,75851,12/ 10631,8501746,24/ 8002081,8001744,25/
10601,8001744,40/ 10621,8001744,69/ 10634,8001744,15/
9008856,9035007,20/ 9008872,9035007,37/
9008888,9035007,52/ 9008933,9035005,10/
9008919,9035005,26/ 9009604,9035005,43/
9008897,9035005,37/ 9008856,9035005,6/ 9008872,9035005,29/
9008888,9035005,36/ 32731,32733,6/ 32731,32734,20/
32731,32735,29/ 9008919,9035007,10/ 9009604,9035007,18/
9008897,9035007,21/ 10621,8501577,7/ 10621,76283,19/
9008872,9009081,23/ 9008888,9009081,30

10665,8001744,
100

(126.894073,
37.47483),
(126.883008,
37,447215)
1,143

*O(출발점), D(도착점)는 해당 역 및 정류장에 부여된 ID로 표기한다.

[표 4-9] 유동 클러스터 집합의 구성 예시

1)기초통계

실제 데이터의 알고리즘 수행 결과, 통근통행 시간대 중 출근시간대의

경우 320,118개의 유동 조합이 총 60,947개로, 퇴근시간대의 경우 264,204

개의 유동 조합이 총 49,650개의 집합으로 군집화 되었다. 비통근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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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낮시간대의 경우 146,214의 유동조합이 26,644개로, 야간시간대의 경

우 129,086개의 유동조합이 17,175개로 군집화 되었다.

출근

(7:00-9:00)

퇴근

(17:30-19:30)

낮

(12:00-14:00)

야간

(22:30-0:30)

클러스터 집합 개수 60,947 49,650 26,644 17,175

총

통

행

량

평균 80.24 93.75 72.72 74.60

표준편차 143.15 174.57 116.29 184.20

최댓값 3,800 5,660 2,290 4,700

[표 4-10]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결과 기초통계

위의 선별 기준(총 통행량 Z점수 2.58 이상)을 통해 각 시간대별로 추

출된 주요 유동 클러스터로 내 속한 모든 유동의 총 통행량을 합한 값의

전체 통행량에 대한 비율을 [표 4-11]을 통해 보여준다. 그 결과 출근시

간대와 퇴근시간대 추출된 주요 유동 클러스터들은 전체 통행량 중 10%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출근 및 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

을 한 승객들의 10명 중 1명이 본 연구에서 탐지된 주요 유동 통행 패턴

하에서의 통행을 행한다는 의미가 된다. 낮 시간대는 8.82%로 출근 및

퇴근 시간대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이는 출근 및 퇴근시간대와 같이

특별히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야간시간대의 경우 전체 통행량 중 22.5%가 주요 클러

스터에서의 통행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요 유동 클러스터 내

통행량의 총합
전체 통행량 비율(%)

출근시간대 681,274 6,374,325 10.68%

퇴근시간대 653,950 6,083,393 10.74%

낮시간대 236,478 2,679,191 8.82%

야간시간대 290,052 1,286,440 22.54%

[표 4-11] 주요 유동 클러스터 내 통행량 총합과 전체 통행량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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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각 시간대별 주요 통행 유동 패턴들의 개수와 총통행량, 대표통

행량에 대한 기초통계는 [표 4-12]와 같다.

출

근

시

간

대

주요 통행 유동(Z≥2.58) 개수 659개

총통행량

(N=659)

평균 1,033.79

최댓값 3,854

최솟값 669

중간값 896

대표통행량

(N=659)

평균 655.57

최댓값 3,700

최솟값 28

중간값 620

퇴

근

시

간

대

주요 통행 유동(Z≥2.58) 개수 507개

총통행량

(N=507)

평균 1289.84

최댓값 5,660

최솟값 822

중간값 1,103

대표통행량

(N=507)

평균 926.31

최댓값 5,388

최솟값 51

중간값 844

낮

시

간

대

주요 통행 유동(Z≥2.58) 개수 278개

총통행량

(N=278)

평균 850.64

최댓값 2,290

최솟값 576

중간값 767

대표통행량

(N=278)

평균 511.14

최댓값 1,799

최솟값 36

중간값 486

야

간

시

간

대

주요 통행 유동(Z≥2.58) 개수 229개

총통행량

(N=229)

평균 1266.603

최댓값 4,700

최솟값 752

중간값 997

대표통행량

(N=229)

평균 251.81

최댓값 2,051

최솟값 25

중간값 178

[표 4-12] 시간대별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결과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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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시간대별 주요 통행 클러스터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을 통해 추출된 각 시간대별 유의미한 통행 클러

스터의 실제 위치를 유선도 형식으로 제시한다. 총통행량의 Z점수에 따

라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이때, 각 시간대별 [그림 4-.]에 해당하는 지도는 주요 통행 유동 클

러스터를 모두 표현한 것이고, [그림 4-.]와 [그림 4-.]는 [그림 4-.

]의 클러스터를 각 유동 클러스터의 대표통행량이 가지는 값에 따라 두

경우로 분류한 것이다. 분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각

시간대별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선별되기 위한 임계치에 해당하는 총

통행량의 최솟값이 존재한다([표 4-12]의 각 시간대별 총통행량의 최솟

값). 해당 값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 클러스터의 대표통행량이 총통행량

임계값보다 높을 경우 [그림 4-.]로, 반대로 임계값보다 낮을 경우 [그

림 4-.]로 분류하였다. 이는 대표통행량이 높은 값을 지니면서(총통행

량 임계값 이상) 총통행량 또한 높은 경우와, 대표통행량은 작지만(총통

행량 임계값 이하) 클러스터링 결과 총통행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많아

진 경우를 분류해서 표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다. 둘 중 특히

후자의 경우([그림 4-.])는 클러스터링 이전에는 개별 통행들이 주요

통행 패턴으로 탐지되기에 어려운 통행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클러스터링

을 통해서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게 된 유동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그림의 N값은 그림에 표현된 유동의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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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근시간대

[그림 4-5.]N=659

[그림 4-5.]N=294, [그림 4-5.]N=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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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퇴근시간대

[그림 4-6.]N=507

[그림 4-6.]N=264, [그림 4-6.]N=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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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낮시간대

[그림 4-7.]N=278

[그림 4-7.]N=101, [그림 4-7.]N=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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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야간시간대

[그림 4-8.]N=229

[그림 4-8.]N=13, [그림 4-8.]N=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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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 클러스터링의 방법론적 의의

유동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한 주요 통행 유동 패턴 탐지 알고리즘의

활용은 다음의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1) 공간상에서는 인접하지만 서로 다른 교통수단과 노선 하에서 이루어

진 각각의 개별 유동들을 하나의 유사한 유동 통행 패턴으로 탐지한

다.

(2) 일반적인 빈도분석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간적으로 인접한 여러

다발의 유동이 모였을 때 유의미한 통행량을 보이게 되는 주요 통행

유동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개별 유동들의 통행량과 클러스터링 후 탐지된 유동 클러스터의 총통

행량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표 4-13]은 통행량 1,000을 기

준으로, 개별 유동들 중 통행량이 1,000 이상인 유동의 개수와, 유동 클

러스터링 후 추출된 클러스터들 중 총 통행량이 1,000 이상인 클러스터

의 개수를 각 시간대별로 확인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

해보면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는 약 2배 정도, 낮시간대의 경우는 3

배 이상, 그리고 야간시간대의 경우는 19배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개별 유

동과 유동 클러스터 모두 하나의 ‘유동 패턴’이라고 간주할 때, 클러스터

링 전과 후에 포착되는 통행량 1,000 이상의 유동 패턴의 개수에 최소 2

배∼최대 19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별 유동에

대한 통행량 빈도분석에서는 공간상에서 인접하지만 서로 다른 교통수단

과 노선 하에서 이루어진 유동들을 각각 별개의 유동 패턴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클러스터링을 통해 이러한 유동들이 하나의 유동 클러스터로 군

집화 되고 난 후에는 이들의 통행량을 전부 합한 값이 유동 패턴의 총

통행량이 되기 때문이다. 유동 클러스터링을 통해 개별 유동의 빈도분석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유동 패턴들에 대한 탐지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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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이전 클러스터링 이후
클러스터링

후/전
개별 유동

통행량 1,000 이상(개)
유동 클러스터

총통행량 1,000 이상(개)

출근시간대 131 254 1.9
퇴근시간대 173 320 1.8
낮시간대 20 66 3.3
야간시간대 6 114 19

[표 4-13] 통행량 1,000 이상의 유동 패턴 개수 비교

유동 클러스터링은 특히 교통수단의 측면에서, 특정 OD 사이를 이동

하기 위한 지하철노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행 패턴을

탐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버스의 경우 지하철에 비해 노선이 다양하고 정

류장 간의 거리 또한 지하철 역간의 거리 보다 훨씬 짧다. 이는 공간상

에서 인접한 통행을 하는 승객들 간에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O와 D

의 정류장 조합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정 지역 사이의 이동에 버스가 주로 이용되는 경우, 지하철을 통한 유동

들에 비해 훨씬 다양한 유동 OD 조합의 경우의 수로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개별 유동의 통행량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별 유동

의 통행량 빈도 분석에서 버스 기반 유동들은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는

유동 패턴으로 탐지되기 어렵다.

하지만 유동 클러스터링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각 클

러스터의 주 교통수단에 따른 대표통행량/총통행량(%) 값의 차이 비교

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통행량은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유동

들의 통행량 수준을 나타낸다. 대표통행량/총통행량(%)의 값이 작을수록

개별 유동들의 통행량 수준에 비해 클러스터링 후의 총 통행량 값이 증

가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러스터의 주 교통수단은 대표유동

의 교통수단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유동은 클러스터에서

가장 통행량이 큰 유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두 교통수단의

특성상 클러스터에 지하철을 통한 유동이 포함되어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하철 기반 유동이 가장 큰 통행량을 가지는 대표유동이 된다. 하지만

어떤 클러스터의 대표유동이 버스 기반 유동이라면 해당 클러스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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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을 이용한 흐름이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포함되어있더라도 영향력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유동이 버스기반 유동일 경우

주 교통수단이 버스인 흐름이라고 간주하여 분석한다.

[표 4-14]의 각 시간대 및 교통수단 별 대표통행량/총통행량(%)의 평

균값 도출 결과, 모든 시간대에서 유의미한 값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

다. 특히 출근·퇴근·낮 시간대의 경우 주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경우 대표

유동의 통행량 단일 값이 클러스터 총 통행량 값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버스가 주 유동인 경우에는 대표유동 외에도 다양한 유동

OD조합의 유동들이 총 통행량 값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버스 기반 개별 유동들이 가지는 통행량 수준은 작더라도 이들의

군집은 유의미한 수준의 통행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유동의 통행량만을 분석하였을 때의 한계를 유동 클러스터링을 통해 극

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버스를 통해서만 이동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유동 패턴을 탐지하는 것에 있어 본 연구의 클러스터링

방법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총통행량/대표통행량(%) 평균값

주요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출근시간대 62.5 (N=200) 8.0 (N=49)

퇴근시간대 71.4 (N=296) 14.9 (N=24)

낮시간대 62.5 (N=61) 19.2 (N=5)

야간시간대 15.3 (N=77) 7.2 (N=37)

*N은 유동 클러스터의 개수이다.

*대표유동의 O와 D의 교통수단이 경우가 다른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 4-14] 교통수단별 대표통행량/총통행량(%) 비교

실제 유동 클러스터 예시를 통해 유동 클러스터링의 방법론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예시 1은 출근 시간대 응암 일대에서 공덕

일대로 향하는 유동 클러스터이다. [그림 4-9]는 위에서 나열한 클러스

터 내 속한 모든 유동과 이의 통행량을 반영하여 지도에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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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대표 유동은 응암역(6호선, ID:2611)이 출발점, 공덕역(6호선,

ID:2627)이 도착점이며 대표 통행량은 879회이다. 클러스터에 속한 대표

유동을 제외 나머지 유동은 총 11개, <응암역(6호선)-공덕역(공항철도):7

회, 응암역(6호선)-공덕역(경의선):5회, 응암역(6호선)-아현동주민센터정류장

(7013A번버스):9회, 신사동고개.은평지역자활센터정류장(7022번버스)-공덕역

(6호선):16회, 우남교통정류장(751번버스)-공덕역(6호선):39회, 서울기독대학

교입구정류장(751번버스)-공덕역(6호선):34회, 우남교통정류장(751번버스)-신

덕성결교회(463번버스):5회, 상신초등학교(751번버스)-공덕역(6호선):10회, 농

수산할인마트(은평10번마을버스)-공덕역(6호선):19회, 보람슈퍼.산새마을종점

(은평10번마을버스)-공덕역(6호선):6회, 신사사거리(7212번버스)-동도중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110A번버스):5회>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4-9] 응암-공덕 일대 클러스터 내 전체 유동(예시 1)



- 69 -

일반적 빈도분석에서는 클러스터의 대표 유동인 응암역-공덕역 유동

과 그 주변의 유동 다발들은 별개의 유동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유동 병

합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 통행 패턴의 유사성이 확인된 주변의 유

동 다발들은 하나의 집합을 이루게 되었다. 클러스터 안에 포함된 모든

유동의 총 통행량은 1,034회이다. 대표 유동의 통행량 879회에 주변의 다

발 유동들이 155회의 통행량을 더해주고 있다. 공간상에서는 인접하지만

서로 다른 각각의 개별 유동들을 하나의 유사한 유동 통행 패턴으로 탐

지할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더욱 정확한 지역 간의 유동량 또한 확

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알고리즘의 방법론적 의의 1번을 뒷받침해준

다.

다음으로, 예시 2를 통해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의 두 번째 의의를 확

인한다. 예시 2는 출근시간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가산디지털단지

일대에서 일어나는 유동들의 클러스터이다. [그림 4-10]은 해당 클러스

터 내 속한 모든 유동의 위치와 통행량을 시각화 한 것이다. 클러스터의

대표 유동은 독산사거리앞정류장(ID:10665, 5536번 버스)에서 디지털3단

지사거리정류장(ID:8001744, 653번 버스)로 향하는 유동이다. 대표 통행

량이 100회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에 속한 모든 유동들의 통행량은 100이

하이다. 가장 통행량이 높은 유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는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인식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치이다. 하지만 해당 클러스

터 내 속한 모든 43개 유동의 통행량을 합한 결과인 총 통행량은 1,143

로, 대표 유동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값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대표유동의 길이가 1.8km 수준인 다소 짧은 흐름이지만 통행량의 측

면에서는 전체 클러스터 총통행량 분포에서 총 통행량 누적 비율 상위

5.45%, Z점수 3.07의 값을 보이는 유의미한 주요 유동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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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가산디지털단지일대 클러스터 내 전체 유동(예시 2)

해당 흐름이 나타나는 지역 일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발점들이

위치한 지역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접하게 입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이며

도착점들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명명된 여러 산업 및 서비스업의 시설들이 위치한 지역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출근시간대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통행 유형인 주거지역

에서 산업지역으로 향하는 흐름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빈도분석으로는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탐지될 수 없었던

개별 유동들이 군집화를 통해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는 하나의 유동 클

러스터가 되어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탐지되는 경우를 위의 가산디지

털단지 내 흐름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특

히 버스만을 통해 이동 가능한 지역 간에 발생하는 통행 패턴을 탐지하

기에 효과적이라는 점 또한 뒷받침해준다. 예시 2의 클러스터 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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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은 버스를 통한 이동이었으며 지하철을 통한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

다. 대표통행량/총통행량(%) 값은 8.7%로 나타나 대표유동이 총 통행량

을 구성하는데 있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별 유동들이 가지는 통행량의 수준은 작지만 클러스터링을 통해 군집화

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통행량이 탐지되었다.

예시 1과 예시 2의 비교를 통해 방법론이 가지는 이점을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1]는 두 유동 클러스터를 동일한 스케일에서

표현한 것으로, 좌측 그림은 클러스터 내 속한 유동 전체를 나타내며 우

측은 각 지점들의 통행량을 기반으로 한 평균중심점과 총 통행량을 보여

준다. 두 유동 클러스터의 대표 통행량은 각각 879, 100으로 예시 1이

8.7배 이상 높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클러스터 내 모든 유동의 통행량을

합친 총 통행량은 각각 1,034와 1,143으로 오히려 예시 2의 클러스터가

더 높은 통행량을 보인다. 두 예시의 대표통행량이 8.7배의 차이를 보임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슷한 수준의 통행량을 가지는 통행 패턴이었

다는 점은 개별 통행 유동의 통행량 분석만으로는 공간상에 나타나는 실

제 유동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유동 병합 클러스

터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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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예시 1과 예시 2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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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유동 패턴의 유형화

본 절에서는 탐지된 주요 통행 패턴들의 공간 분석과 유형화를 시도하

였다. 실제 분석 결과의 공간적 단위는 좌표정보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점으로 이루어졌으나, 주요 유동 클러스터로 탐지된 클러스터의 개수

가 많아 클러스터들 각각의 개별 위치 분석은 쉽지 않다. 보다 용이한

해석을 위해 각 유동 클러스터들의 출발 혹은 도착 지점이 유사한 유동

클러스터들을 지역별로 유형화하여 해석한다. 유형화는 각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서울시내 생활인구 핫스팟 지역 구분에 따라 행해진다. 구체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한 시간 간격의 집계구

단위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시간대별 인구의 핫스팟을 탐색한

다. 다음으로, 개별 유동 클러스터들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각각의 위치

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동들을 핫스팟 지역별로 분류한다. 이를

기준으로 각 시간대별 유동 패턴들을 핫스팟 지역별로 분석한다. 각 시

간대 간에 나타나는 주요 통행 패턴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포착한 서울시 내 주요 근무지-거주지 분포 형태의 유형화 결과를 제시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실제적, 정책적 활용 의의를

확인한다.

1. 서울시 생활인구 핫스팟을 통한 유형화 기준 설정

생활인구란 서울의 특정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유동인구를 뜻한

다(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에서는 KT에서 제공하는 통신 빅데이터

와 대중교통 이용 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건물 DB등의 서울시 보유 빅

데이터를 활용해 통해 생활 인구를 추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집계의 최소 공간 단위는 집계구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집계구 수준의 지역 구분 단위에 대한 각 시간대

별 생활인구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해낸 서울의 유동인구에 대한 핫스팟을 탐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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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동의 공간 분포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시기는 교통카드 데이터와 동일한 일자인 2018년 3월 12

일~3월 16일이며, 집계구 별 생활인구의 각 시간대 내의 총 합을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 이때 출근시간대와 낮시간대는 각각 7:00-9:00,

12:00-14:00으로 동일한 시간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

었으나, 퇴근시간대와 야간시간대의 경우는 시간 범위가 17:30-19:30,

22:30-0:30이기 때문에 생활인구 데이터 제공 시간 범위와 일치하지 않

는다. 따라서 퇴근시간대와 야간시간대의 경우 각각의 시간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17:00-20:00, 22:00-1:00시의 3시간 단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동인구 핫스팟을 탐색하기 위해 공간패

턴의 통계적 분석 기법 중 하나인 Getis-Ord 통계를 적용한다. 통

계는 속성 값을 가진 격자 형태(혹은 일정하지 않은 형태의 구역 구분)

의 데이터에서 각 객체 가지는 속성 값과 이와 이웃하는 객체의 속성 값

간의 관계의 비교를 통해 클러스터링 정도를 판단한다. 유의미한 핫스팟

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특정 객체가 높은 속성 값을 보이는 것과 동시

에 이의 이웃들 또한 유의미하게 높은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

리에 따라, 하나의 객체에 이웃한 객체들의 국지적 속성 값의 합계를 지

역 전체에 나타나있는 객체들 속성 값 합계와 비교한다. 결과적으로 각

객체들에 대한 클러스터 유의수준 값이 도출되며 해당 값에 의해 각

객체의 핫스팟 (혹은 콜드스팟) 여부 및 강도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집계구의 크기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집계구

별 각 시간대 생활인구밀도 값(생활인구/집계구 넓이)을 클러스터 측정

을 위한 속성 변수로 활용한다. 이에 Getis-Ord 통계를 적용하고, 도

출된 결과에서 핫스팟에 대한 90% 신로수준을 보이는 경우까지를 유의

미한 생활인구 핫스팟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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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생활인구 핫스팟 기반 시간대별 통행 유동 패턴의 유형화 결과

1) 출근시간대

출근시간대의 생활인구 핫스팟의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의 대표

업무활동 중심지인 종로, 강남, 여의도 업무 중심 지구(한상욱 외, 2015)

로 핫스팟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종로업무지구의 경우 종로와

여의도 사이를 잇는 마포·신촌·홍대 일대와 왕십리 일대로 까지 핫스팟

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있는 형태를 보이며, 동북쪽으로는 안암·길음, 회기

까지 핫스팟이 뻗어져 나가고 있다. 여의도 또한 인접한 영등포·당산 일

대와 노량진 부근에 나타나는 핫스팟으로 이어진다. 강북 쪽에는 이 밖

에도 성수·강변 부근, 노원에 생활인구 핫스팟이 나타나며 응암 부근에

도 작은 규모의 핫스팟이 발생하고 있다. 한강 이남에서는 강남업무지구

에 나타나는 대규모의 생활인구 핫스팟이 가장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

밖에도 신림에도 서울대입구·상도 쪽으로 이어지는 넓은 범위의 핫스팟

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천호·암사, 잠실·가락시장 일대에도 생활인

구 핫스팟이 발견되고 있다.

[그림 4-12] 출근시간대 핫스팟 탐지(Getis-Ord )



- 76 -

출근시간대 도출된 주요 유동 통행 패턴의 분석 결과, 총 659개의 통

행 흐름 중에서 524개의 흐름이 핫스팟에 위치하는 흐름이었으며 이들

중 485개의 흐름은 도착점이 핫스팟에 위치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출발지 또한 핫스팟에 위치한 경우는 250개였으며 나머지 235개의

흐름은 출발지가 핫스팟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대로 출발점

은 핫스팟에 위치하지만 도착점은 핫스팟 외 지점에 위치한 경우는 39개

에 불과했다.

핫스팟
통행 수

출발점 도착점

O X 39

O O 250
485

X O 235

X X 135

[표 4-15] 출근시간대 주요 유동 패턴과 핫스팟 연계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출발시간대 흐름은 각 통행 흐름의 도착지

점이 통행 유형화의 지역 분류 기준이 되었다. 이는 각 핫스팟 지역으로

향하는 통행 유동의 출발지점이 분석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

활인구 핫스팟을 크게 종로업무지구, 강남업무지구, 여의도업무지구, 마

포·신촌·홍대, 왕십리, 동대문일대, 안암·길음·회기, 성수·강변, 노원, 신

림, 천호·암사, 잠실·가락시장, 용산·공덕 총 13개로 분류하였다. 각 핫스

팟으로 향하는 흐름들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결과는 [그림 4-13]과 같다.

각 그림에서의 N값은 해당 유형 내에 속한 주요 유동 클러스터의 개수

를 의미한다.

출근시간대의 시간적 특성상, 각 유동의 출발지점은 통행자의 주거지

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역 혹은 정류장일 확률이 높다. 이를 전제로 출

근시간대 통행 유동 패턴에 대한 해석은 각 업무지구로의 출근자들의 주

거지 위치 분포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우선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업

무지구인 종로, 강남, 여의도 업무지구로 흐름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종로업무지구로의 출근자들의 거주지는 서울의 전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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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업무지구(N=191) 강남업무지구(N=131)

여의도업무지구(N=45) 잠실·가락시장(N=10)/마포·신촌·홍대

(N=9)/노원(N=20)/동대문(N=16)

왕십리(N=9)/신림(N=8)/성수·강변(N=9)/

안암·길음·회기(N=17)/천호·암사(N=5)

핫스팟 외 지역(N=174)

[그림 4-13] 출근시간대 주요 통행 유동 패턴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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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반면에 강남과 여의도 업무지구로 향하는 출근자들의 거주

지는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다. 강남으로 향하는

흐름들은 한강 이남의 2호선 신림~잠실 일대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고, 일부 강서, 왕십리, 노원에서 시작하는 흐름들도 존재하였지

만 전체 흐름들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특히 서울의 북서부 주거지역

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흐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여의도로 향하는

흐름들은 주변의 영등포, 신림 지역과 강서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한상욱

외(2015)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주요 역세권별 대중교통 이용 통

근 통행자의 주거지 분포 연구에서 제시한, 강남지역으로 출근하는 대중

교통 이용자들의 주거지가 한강 이남의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 주로

분포해 있다는 점과 여의도 업무지구로 출근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주거지가 영등포와 강서구 서쪽, 그리고 일부 9호선 라인 등의 일부 지

역으로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해주며,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하여 각 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 분포를 도출해낼 수 있다.

주요 업무지구 이외에 나타나는 핫스팟 지역인 잠실·가락시장, 마포·신

촌·홍대, 동대문, 노원 지역으로 향하는 흐름들의 경우 각각의 배후 주거

지로 인식되는 특정 지역들에 집중해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포·

신촌·홍대로의 출근자들의 거주 지역은 대부분 가까운 서울 북서부의 주

거지역인 은평구 일대인 경우가 많았으며, 왕십리·동대문 지역으로 향하

는 흐름들은 북동부 방향을 따라 위치한 1·4호선 라인 내의 주거지역들

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4호선 수유역을 기점으로 이

보다 더욱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서울의 도시 내부로 향하는 방향

성의 흐름이 아닌 북동부의 주요 부도심인 노원 일대로 향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노원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의 직주가 연계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잠실 지역 또한 인근의

주거지구인 잠실 내의 주거지구와 강남 송파 일대로부터 시작하는 흐름

이 많았는데, 지하철 2호선을 통해 해당 지역으로 약 30분 이내의 통행

이 가능한 신림에서도 흐름 일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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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천호·암사, 신림, 성수·강변, 안암·길음·회기 지역들로 향하는

흐름들은 통행의 출발지점이 해당 지역과 상당히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고, 지하철 역 간의 통행 보다는 버스를 통한 짧은 유동들의

클러스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들로의 출근자들은

근무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주거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원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들 또한 하나의 직주 연계 생

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퇴근시간대

퇴근시간대의 생활인구 핫스팟은 출근시간대에 나타나는 핫스팟의 공

간적 양상과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은

종로업무지구로부터 마포·신촌·홍대 부근을 지나 여의도업무지구까지 뚜

렷하게 이어지는 대상의 핫스팟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동대문, 안암·길

음의 동북쪽으로 나타나는 핫스팟 또한 종로 업무지구 핫스팟과의 연결

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잠실·가락시장 일대 핫스팟의 경우 잠실

부근의 핫스팟 범위는 넓고 뚜렷해졌지만, 가락시장부근의 핫스팟은 사

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4] 퇴근시간대 핫스팟 탐지(Getis-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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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대 주요 유동 통행 패턴 또한 출근시간대 13지점과 연계된 통

행 그리고 핫스팟 외 통행으로 구분한다(종로업무지구, 강남업무지구, 여

의도업무지구, 마포·신촌·홍대, 왕십리, 동대문, 안암·길음·회기, 성수·강

변, 노원, 신림, 천호·암사, 잠실, 용산·공덕). 다만 퇴근시간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507개의 통행 흐름 중 439개의 흐름이 핫스팟과 연계된

흐름이었는데, 이 중 396개의 흐름이 출발점에 핫스팟이 위치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시간대에서는 도착지점이 핫스팟인 통행 패턴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퇴근시간대에는 출발지점이 핫스팟인 통행 패턴이 더

욱 많다. 두 시간대 간의 통행 양상이 공간상에 반전되어 나타난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통근이라는 이동 현상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퇴근시간대에는 출근시간대와는 반대로

각 통행 흐름 패턴의 출발지점을 통행 유형화의 기준으로 한다. 즉, 지도

에 표현되는 것은 각 핫스팟으로부터의 시작된 통행의 도착지점들이 된

다.

핫스팟
통행 수

출발점 도착점

O X 122
396

O O 274

X O 43

X X 68

[표 4-16] 퇴근시간대 주요 유동 패턴과 핫스팟 연계 현황

종로업무지구(N=109) 강남업무지구(N=126)



- 81 -

여의도업무지구(N=30) 잠실(N=20)/마포·신촌·홍대(N=23)/

노원(N=14)/동대문(N=13)

왕십리(N=4)/신림(N=25)/성수·강변(N=14)/

안암·길음·회기(N=12)/천호·암사(N=4)/

용산·공덕(N=3)

핫스팟 외 지역1(N=110)

[그림 4-15] 퇴근시간대 주요 통행 유동 패턴 유형화

퇴근시간대의 종로, 강남, 여의도 세 주요 업무지구에서 향하는 흐름들

의 도착지점의 분포는 출근시간대 통행 유형화 결과에서 볼 수 있었던

결과의 역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출퇴근자의 거주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출발지점이 곧 퇴근 후의 목적지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

론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동 클러스터의

개수(N) 자체는 출근시간대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출근시간대에 비해 퇴근시간대에 특정 OD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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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행량의 집중도가 더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 주요 업무지구를 살펴본다. 종로 업무지구에서의 흐름은 출근

시간대에 나타난 경향과 마찬가지로 도착 지점이 서울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강남 업무지구의 경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마포·신촌·홍대

일대로 향하는 흐름이 포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의도 업무지구에

서 출발하는 흐름들의 경우도 마포나 종로 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포착된

것을 알 수 있다. 출근시간대의 경우는 오전이라는 특성상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향하는 통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퇴근 후에는 저녁시간

을 이용한 다양한 친교 및 여가 활동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이 이러한 통행 패턴이 형성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즉, 강남 업무지구에서의 여가 생활권은 서

울의 주요 관광지구인 홍대인근으로까지,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의 여

가 생활권은 홍대와 종로 지역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처럼 퇴근시간대 나타나는 통행의 경우 곧바로 거주 지역으로 귀가하는

흐름과 저녁 여가 활동을 위한 이동 흐름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퇴

근시간대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출근시간대와 야간시간대에 나타나

는 흐름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출근시간대 나타났던

흐름의 역방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예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마포·홍대·신촌 일대의 경우 출근시간대에서는 북서부(연신

내·응암)으로부터 출근을 시작해오는 흐름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퇴근시

간대에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흐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신림의 경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강남으로 향하는 흐름들이 나

타나고 있어 신림 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도시민들의 여가 생활권이 강

남 인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용산 공덕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당으로 향하는 흐름도 포착 되고 있는데, 사당이 서울 이남

의 경기 지방으로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지

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향하는 유동의 목적지가 되는 철도역(용산역)으

로부터 경기도 이남으로 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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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시간대

낮시간대의 경우에는 다른 시간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왕복 형태의

유동패턴 쌍들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그림 4-16]은 발견된

왕복 형태의 유동패턴 쌍들 중 한 가지의 사례이다.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교내로 향하는 흐름과, 반대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향하는 두 흐름이 동시에 주요 유동 클러스터로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추출된 주요 유동 클러스터 278개 중 예시와 같은 왕복의 형태를 보

이는 흐름은 총 176개로, 88개의 왕복 흐름 쌍이 발견되고 있다. 다른 시

간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 패턴이기 때문에 낮시간대의 공간적 특

징 해석은 왕복 흐름 쌍들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림 4-16] 왕복 흐름 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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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낮시간대 왕복 유동 쌍(88쌍)

낮시간대의 생활인구 핫스팟과 왕복 유동 쌍 패턴들을 연계해서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핫스팟 지역과 일치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

북쪽의 경우 종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동대문 일대, 마포·신촌·홍대 일

대, 용산 일대 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왕복 유동패턴들이 형성된다. 또한

4호선 라인을 따라서 노원까지도 짧은 왕복 패턴들이 이어져 나타난다.

강남의 경우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위치한 역들을 따라 왕복 흐름들이 형

성되어 있다. 왕복 흐름은 신림 일대부터 시작되어 주요 강남 업무지구

내 지하철역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잠실, 성수 지역까지 뻗어간다. 핫스팟

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왕복 흐름 쌍 중에서는 서북쪽의 경우 연신내 부

근 3호선 라인에 나타나는 이어지는 4개의 왕복 흐름 쌍이 특징적이다.

낮시간대의 왕복 유동패턴은 통행의 거리가 평균 2.36㎞로 대체적으로

짧으며, 88쌍의 왕복 흐름 중 8쌍을 뺀 나머지 80쌍의 흐름들의 대표 유

동의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것 또한 특징적이다. 왕복흐름이 3개 이상 만

나는 지하철은 총 23개: <홍대입구역, 신촌역,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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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역, 교대역, 고속터미널역, 강남역, 선릉역, 삼성역, 잠실역, 건대입구역,

청량리역,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종로3가역, 종로5가역, 서울역, 동대문

역, 성신여대입구역, 수유역, 노원역, 연신내역>가 있다. 8쌍의 버스 기반

유동 중 4쌍의 경우 대학생들의(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그

림 4-17]), 중앙대학교) 버스를 이용한 통학과 관련된 흐름이었다.

낮시간대 데이터에서 왕복의 형태를 지니는 흐름들이 다량으로 포착된

다는 점은 해당 시간대가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의 중간 시점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서울대입구역과

서울대학교 간 통행의 양상을 보면, 출근시간대에는 서울대입구에서 서

울대학교로 향하는 통학목적 흐름만, 반대로 퇴근시간대에는 서울대학교

내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향하는 귀가(혹은 여가)목적 흐름만 각각 포착

되고 있다. 낮시간대는 뚜렷한 통행 목적이 존재하는 시간대가 아니므로

통행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 두 지역 간에서 이러한 통행 양상이 동시에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동의 목적을 달성한 후 출

발지로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의 짧은 왕복 통행의 발생 또한 이러한 패

턴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이 2시간 내에 두 번의 통행 기록을

만든 경우들을 의미한다. 두 현상 모두가 패턴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4) 야간시간대

야간시간대의 생활인구 핫스팟은 출발, 도착, 낮 시간대와는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요 업무지역에서 발생하는

데, 기존에 핫스팟이 형성되어 있었던 종로업무지구에 넓은 콜드스팟이

형성되었다는 점과 강남 업무지구의 핫스팟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다. 여의도의 경우에도 핫스팟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노원, 천

호·암사, 잠실·가락시장의 핫스팟 면적은 넓어졌으며, 길음·미아 부근의

핫스팟은 이전보다 더욱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핫스팟

이 나타나지 않았던 강서구 쪽에서 가양 일대에 새로운 핫스팟이 생겨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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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야간시간대 핫스팟 탐지(Getis-Ord )

이러한 생활인구 핫스팟의 공간적 양상 변화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경

우 다른 시간대에서 사용하였던 분류 기준을 몇 가지 수정한 후 유동패

턴을 분석하였다. 우선 종로업무지구, 동대문, 용산, 여의도업무지구를 제

거하고 응암, 가양, 영등포를 추가하였다. 또한 안암·길음·회기 일대는 핫

스팟 구역 위치의 이동에 따라 안암·길음·미아로 항목을 변경하였다. 따

라서 야간시간대의 경우 총 12개의 핫스팟 구역 분류 (강남업무지구, 영

등포, 안암·길음·미아, 노원, 성수·강변, 신림, 마포·홍대·신촌, 잠실, 천호·

암사, 왕십리, 응암, 가양)로 유동패턴을 분석하였다.

야간시간대에 나타나는 통행들은 시간대의 특성상 거주 지역으로의 귀

가를 위한 이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퇴근시간대의 특성과 유사하다.

다만 퇴근시간대의 경우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움직임도 상당수 포함되

어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흐름들이 포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야간시간대의 경우는 퇴근시간대에

비해 절대적인 통행의 발생 수는 낮지만 도착지점이 거주지역일 가능성

이 상당히 높다. 이는 전체적인 통행 패턴 양상을 지역 유형별로 파악하

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대 나타나는 흐름들의 비교분석을 통한 해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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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퇴근시간대 흐름 양상과의 비교를 위해,

각 흐름의 출발지점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하여 제시한다. 각 출발지점

으로부터의 도착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9]와 같다.

강남업무지구(N=34)/

안암·길음·미아(N=10)/노원(N=7)

성수·강변(N=7)/신림(N=15)/

마포·홍대·신촌(N=11)

잠실(N=7)/왕십리(N=3)

천호·암사(N=10)/가양(N=2)

핫스팟 외 지역1(N=131)

*도착점이 핫스팟인 경우 포함

[그림 4-19] 야간시간대 주요 통행 유동 패턴 유형화

야간시간대 추출된 주요 유동 클러스터의 전체적인 개수는 적지만 해

당 시간대에 나타나는 통행량의 약 22%가 포함되고 있어 각 포착된 패

턴들이 가지는 해당 시간대 통행의 대표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

적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업무지구로부터 시작되는 흐름들의 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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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출근시간대에 강남업무지구로 향하는 흐름들의 출발지점과 유사하

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어 강남지역에서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는 흐름

들이 포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포·홍대·신촌 일대에서는 출근시간대

통행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배후 주거지역인 북서부(연신내·응

암)으로 향하는 역방향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흐름은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퇴근시간대에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퇴근시간대보다 더 늦은 시간대인 야간시간대에는 포착이 되고 있다. 출

근·퇴근·야간 시간대에 나타나는 흐름들의 양상 비교 분석을 통해, 마포·

홍대·신촌과 배후 주거지역인 연신내·응암 북서부지역 생활권 내의 도시

민들의 귀가는 일반적인 퇴근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밖에, 안암·길음과 노원, 신림 지역의 도착지점

은 전체적으로 출근시간대 나타난 흐름의 출발지점으로 향하는 흐름이

발견된다.

5) 소결

각 시간대별로 나타난 주요 유동 통행 패턴을 핫스팟 지역별로 분류하

고, 각 지역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유동의 공간 분포를 서술하였다. 그 결

과, 동일 지역에서 출근·퇴근·야간시간대의 세 시간대 간에 나타나는 주

요 유동 통행 패턴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각 지역별 거주지-근무지

분포에 대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포착된

서울시 내 주요 거주지-근무지 분포 형태의 유형화 결과를 [표 4-17]와

같이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동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적용 결과를 도시구조 해석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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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근무지) 거주지 분포

종로

업무지구

서울 전역에 분포한다. 타 지역들에 비해 강남·서초 지

역과의 연계는 다소 적은 편이다.

강남

업무지구

한강 이남의 지하철 2호선 신림-잠실 라인에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강서, 왕십리, 노원지역에도 분

포하지만, 전체 흐름들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여의도

업무지구

영등포와 강서구 서쪽, 신림 그리고 일부 지하철 9호선

라인에 위치한 역 등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분포하

고 있다

잠실

잠실 내의 주거지구와 강남 송파 일대, 그리고 지하철 2

호선을 통해 통행이 가능한 범위의 신림 지역에 분포한

다.

마포·

신촌·홍대

서울 북서부의 주거지역인 은평구 일대에 분포하고 있

다. 귀가 흐름이 퇴근시간대보다 야간시간대에 포착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동대문·

왕십리

북동부 방향을 따라 위치한 지하철 1·4호선 라인 내의

주거지역에 분포한다.

노원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을 기점으로 북쪽에 위치한 주거 지구

에 분포한다.

안암·길음,

신림,

성수·강변,

천호·암사

거주지가 상당히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

고, 버스기반 짧은 거리의 유동 패턴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해당 지역들로의 출근자들은 근무지로부터 가

까운 곳에 주거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주 연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7] 지역별 근무지-거주지 분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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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 유동 분석의 의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유동 통행 패턴의 탐지 및 유형화 결과물

들은 학술적 성과를 넘어 실제적 활용 또한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교

통 정책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민들의 통행 특성을 분석하여 반영하

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 특성 분석은 대표성을 지니는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

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 유동 패턴 도출을 위해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사

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의 약 98%를 대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대표성을 지닌다(경기연구원, 2011). 이는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분석의 결과물들이 교통 정책의 수립 과정에 있어 유의

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활용 의의를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및 결과는 교통 복지적 관점을 견지한 노

선 선정 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탐지된 주요 통행 유동 패

턴들과 이들의 주 교통수단 분석 결과는 특정 구간에 대한 통행 수요와

교통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대중교통 노선

선정 과정의 오랜 문제인 교통 소외와 수익성이 충돌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행해진 유동 클러스터 탐지 결과에 대한 해석 부

분에서, 버스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발생하는 주요 유동 패

턴을 탐지하는 것에 있어 본 연구의 알고리즘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기반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

해 도출된 유동 패턴들 중 주 교통수단이 버스인 구간은 수요 및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하나의 구간으로 획정될 가능성

이 충분한 구간들이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의 주요 대중교통 정책 중 하나인 경전철 사업

의 노선 선정 과정을 볼 수 있다. 경전철 사업에서 노선 운영의 수익성

확보 및 철도 교통 음영 지역 해소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목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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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준호, 2015). 기존에 철도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교통 소외 지역

의 인프라 차이를 해소하고자하는 복지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영의 측면에서 수익 및 운임 효율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선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에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소외되었던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는 통행 패턴

들과 교통 인프라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전

철 등 대중교통 노선 신설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시간대에 나타는 대중교통 통행 패턴을 확인 가능하게

하여 관련 교통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주요 통행 유동 패

턴의 유형화를 통해 각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통행 패턴들의 공간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의 통행 패턴의 양상은 하루 동안 계

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정 시간대의 통행 특성

이 반영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해당 시간대의 통행 패턴 양상

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시의 심야버스 정책이 있다. 서울시는 KT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빅데이터의 0:00∼5:00시 정보를 이용하여 도시민들

의 심야 통행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N버스 노선 선정에 활용하였다.

해당 정책은 빅데이터 분석을 교통 정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다(손정수, 2019). 이러한 예시처럼 특정 시간대를 목표

로 하는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 유동 클러스터 탐지 및 유형화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시간 간격의 네 가지 시간대에 발생한

통행을 분석하고 있지만, 데이터 제공 가능 범위 하에서 시간 간격 혹은

시간대와 같은 요소들은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기

존 논의들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간대에 나타나는 통행 유동 패턴들을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세부적인 시간 스케일의 주요 통행 유

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분석의 결과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이용자 친화적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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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기반 한 유동 클러스터 추출 알고리즘인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서울시 통행 유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클러스터링으로 추출된 모든 클러스터 집합 중 유의

미한 통행 유동을 탐지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각 시간대별 통행 유동 패

턴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 연구 분야의 기존 선행연구들을 분석

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유동이 아닌 지점의 통행량에 주목하고 있으며

유동 패턴을 연구한 경우에도 교통카드가 지니는 고해상도의 위치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분석의 대상이 노선의 일부나 특정

업무지구 등으로 한정되어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유동 시각화를 위한 유동 클러스터 탐지 기법

인 Zhu and Guo(2014)의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교통카드 데

이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 및 보완하여 대중교통 유동 데이터 클러

스터링의 방법론으로 활용한다.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절차

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유동들에 대한 공간적 인접성을 정의하고 인접

기준을 설정한다. 이때 인접 기준이 되는 변수 은 데이터의 특성과 연

구 목적에 맞게 설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지점으로부터의 도

보 이동 가능 거리로 인식되는 일반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정할 때 쓰이

는 500m를 사용하고 있다. 공간적 인접 기준 설정 및 데이터 전처리를

마친 후에는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알고리즘은 두 유동 쌍의 공간적 인

접성을 계산한 다음 인접성이 높은 두 유동 쌍부터 하나의 집합으로 묶

어 나가는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져있다. 기준에 따른 군집화의 반복

수행 후 더 이상 클러스터링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클러스터링이 종료되

고, 각 클러스터는 대표통행량과 총통행량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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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알고리즘을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반출 받은 2018년 3월 12일

(월)-3월 16일(금) 사이 발생한 실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데이터에 적용

하여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유동 패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의 대상

이 되는 시간대는 크게 통근시간대와 비통근시간대로 나누었으며 구체적

으로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낮시간대와 야간시간대로 나누었다. 위의

데이터에 대한 알고리즘 수행결과 각 시간대별로 60,947(출근), 49,650(퇴

근), 26,644(낮), 17,175(야간) 개의 유동 클러스터 집합을 추출할 수 있었

다. 이들 중에서 클러스터의 총 통행량 Z점수가 2.58이상을 보이는 유의

미한 클러스터를 각 시간대의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659(출근), 507(퇴근), 278(낮), 229(야간)개의 통행 유동 패턴을 탐

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각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약 8%에

서 최대 22%까지를 대표하고 있다. 결과분석을 통해 유동 병합 클러스

터링이 가지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공간상에서는 인접하지만

서로 다른 교통수단과 노선 하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각각의 개별 유동들

을 하나의 유동 통행 패턴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빈도분석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공간적으로 인접한 여러 다발

의 유동이 모였을 때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게 되는 주요 통행 패턴을

포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탐지된 각 시간대별 주요 통행 유동 패턴들에 대한 유형화

를 시도하였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별 생활인구 분포 데이터를

통해 각 시간대별 핫스팟을 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출발과 도

착 지점을 보이는 유동 패턴들끼리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각

시간대별로 핫스팟 지역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유동의 공간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주요 유동 통행 패턴들의 시간대 간 비교를 통

해 각 지역별 근무지-거주지 분포에 대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서울시의 통행 패턴 연

구에 ‘유동(flow)’ 패턴 탐지 연구로써 기여한다. ‘지점(point)’의 통행량

혹은 유입 유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

에서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연계된 하나의 유동에 대한 통행량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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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서울시에 발생하는 통행의 양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공한다. 둘째, 유동의 효율적인 시각화를 위해 제시되었던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교통카드 데이터를 대상으로 유동 패턴 탐지를 위

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링 결

과 분석을 통해 개별 유동 통행량은 적지만 클러스터링 결과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게 되는 주요 통행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물

들은 추후 교통 계획, 노선 선정, 도시구조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써 활

용 가능하다. 4장의 유동 클러스터 유형화를 통해 도시구조 연구에의 실

제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

통카드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버스와 지하철 노

선에 한정되어 있다. 서울시 내 발생하는 통행들은, 특히 통근시간에 발

생하는 통행들은 서울시 외곽 지역과 연계하여 발생한다. 하지만 데이터

가 수집되는 공간적 범위와 노선의 한계에 의해 경기도의 버스로부터 출

발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서울시내

통행 유동 패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가용,

택시 등 사적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행 또한 서울시 도시민들의 이동수단

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행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시로의 통근이

가능한 일부 강원도 지역으로부터의 대중교통 통행 자료, 그리고 자가용

및 택시, 그밖에 자전거 이동 경로 데이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 해당 데

이터들을 구득할 수 있게 되어 교통카드 데이터와 함께 분석된다면 더욱

광범위한 통행 패턴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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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vel Flow Cluster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ransport Smartcard Big Data in Seoul

Seungmin Lee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troduces the 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 which is a flow cluster extraction algorithm based on a

hierarchical clustering approach and analyzes the travel flow pattern

of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by analyzing the smartcard big data.

The algorithm consists of calculating the spatial similarity indexes

within a flow pair and grouping subsets of flow pairs into one set. It

allows each similar individual flow in space but under different modes

and routes of transportation to be grouped into a flow cluster set.

The algorithm was applied to smartcard usage data in Seoul,

Korea, which occurred from March 12 (Mon) to March 16 (Fri), 2018.

Flow cluster sets were extracted for each time slot of 60,947

(7:00-9:00), 49,650 (17:30-19:30), 26,644 (12:00-14:00), and 1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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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0:30), respectively. Of these, significant clusters with a total

Z-score of 2.58 or higher were selected as the main flow patterns for

each time slot, resulting in travel flow patterns of 659 (7:00-9:00), 507

(17:30-19:30), 278 (12:00-14:00), and 229 (22:30-0:30), respectively.

They represent approximately a minimum of 8% to a maximum of

22% of transit passengers in each time slot. The analysis shows

that individual travel flows that are adjacent in space but under

different modes and routes of transportation could be grouped to form

a single travel flow cluster. Furthermore,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capture the major travel flow patterns that

have significant traffic volume when spatially adjacent multiple flows

are gathered, although the traffic volume of each flow is small.

Next, the analyzed major travel flow patterns for each time slot

were characterized based on the locations of the departure and arrival

point. The Getis-Ord  statistics were utilized to the living

population data to derive hot spot regions appearing in each time slot.

As a result,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ravel flows

appearing under the hot spot areas for each time slot is revealed.

Furthermore, the pattern of residence-workplace distribution in each

region of Seoul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ajor flow patterns within each time slo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 which was proposed for efficient

visualization of flows, is developed to be methodologically used for

travel flow pattern detection for smartcard big data, contributing to

the methodolog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flow clustering. The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s identified by capturing the major travel

flow patterns, which are small in individual traffic but have

significant traffic volume after clustering. Second, it contribute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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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Seoul’s travel flow pattern research.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inflows and outflows of a locational “point”, this

study analyzed the traffic volume of a ”flow“ which contains both a

starting point and an arrival point simultaneously, thereby providing

new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s of travel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transportation planning and urban structure

research.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residence-workplace distributions using the travel flow pattern

characterization in Chapter 4 show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to the

studies in terms of urban structure.

keywords : 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 smartcard

big data, flow cluster, flow pattern

Student Number : 2017-2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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