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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시는 3도심인 종로권역, 강남권역, 영등포권역에 양질의 일

자리가 집중되며 서울시 전체 고용의 절반가량이 3도심의 고용 중

심지역에 밀집해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고용밀도는 지역 간 격차

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교통 혼잡, 직장·주거 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상으로 도시의 효율

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고용밀도의 분산을

통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지역별 고용밀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고용

분포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

인 공간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유의미한 요인을 도출하고

미래의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역별 고용밀도의 예측분석을 진행하고 고용

밀도에 미치는 중요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으로 서울시 고용밀도 예측요인 변수를 구축하고 고용밀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요인을 파악하여, 서울의 고용격차를 완화할 수 있

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역별 고용밀도의 예측분석을 진행하고 고

용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예측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과 2018년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의 고용밀

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이

며, 분석 단위는 서울시 424개의 행정동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

해, 고용 발생의 실증적 관점에서 고용 발생을 설명하는 요인을

종합하여 영향요인을 구축하였다. 크게는 비공간적 요인과 공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밀도의 예측요인으로 20

개의 설명변수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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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시의 고용밀도 분포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고용밀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로·중

구 지역에서 강남·서초, 영등포, 금천 지역으로 고용 중심지가 다

핵화되었으나, 고용 중심지로의 밀집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고용밀도 분포의 예측과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 통계모

형인 다중회귀분석과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기계학

습 모형인 랜덤 포레스트 분석,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분석

을 진행하였다. 일반 통계모형과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성능을 비

교하였을 때, 다중회귀모형 보다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서 21.5%

가량 설명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리적 가중회귀모

형 보다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설명력이 약 23% 개

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일반 통계모형보다 랜덤 포레스트와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의 설명력과 예측 정확도가 모두 향상되었다. 또한 공간

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보다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모형의

설명력과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4개의 모

형 중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가 모형의 정확도와 예측력이 가

장 높으며,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아 2019년의 서울시 고용밀도

를 예측하는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랜덤 포레스트 변수 중요도 분석 결과, 고용 밀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 예측요인은 법인 사업체 수와 토지계획적 요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하철역 접근성 요인의 중요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하철역의 개수는 접근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요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고용이 발생하기 위

한 조건에 있어서 절대적인 교통 정류장의 수가 아닌 접근성의 특

성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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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존도 분석 결과, 주요집객시설 수, 오피스텔 수, 지하철역

의 수, 지하철역 접근성(1km), 법인사업체 수, 지역내 총생산은 상

업 및 공업지역의 면적은 고용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정도가 증가할수록 고용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령인구 비율, 1인 가구의 수, 버스정류장의 수 및 접근성, 강남

도심까지의 거리는 고용밀도와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나 일정 수

준 이상일 때 고용밀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요인

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한양도심(CBD)까지의 거리와 시가화 면적

은 고용밀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고용밀도의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구축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변수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고, 중요 영향요인은 법인사업체수와 주요집

객시설의 수, 지하철역 접근성,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도심까지

의 거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고용 영향

요인으로 도출된 교통접근성, 사업체, 토지이용 관련 요인과 일치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고용 중심지역과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시 고용정책을 수

립할 시에 노동시장이 쇠퇴되는 지역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3

도심의 고용 중심지 접근성을 고려한 고용분산 정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고용밀도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

는 모형을 구축하였고, 고용밀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비공간적

요인과 공간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도시계획적 성격의 요

인이 고용밀도의 분포와 예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고용격차 완화를 위한 공간적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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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발생하여 도시에 2·3차 산업 일

자리가 늘어난 이래 지금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현상

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한 서울시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도심이 형성되며 단핵도시(Mono-Centric)에서 주변

부로 확산된 다핵도시(Poly-Centric)로의 공간구조변화가 이루어졌다.

초기 서울의 단일 도심지역은 사대문안도심1)으로, 정치·행정기능을 중

심으로 형성되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 도심 및 부도심 지역의 설정에 고

용밀도가 반영되었다. 1995년 이후부터는 부도심 지역의 고용밀도가 기

존 도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선권수, 2009), 서울은 기존 단일

도심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고용밀도의 변화로

인한 부도심의 성장과 구도심의 쇠퇴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도심의 기능

을 담당하는 고용 중심지(Employment Center) 지역이 형성되었다. 2012

년 한국교통연구원은 구도심 및 강남권, 영등포권을 중심으로 고용 중심

지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세 곳의 고용 중

심지 지역은 2014년 발표된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한양도

심(종로·중구), 강남도심(강남·서초구), 영등포·여의도도심의 3도심으로

지정되었다.

1)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부터 2006년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까지 수립된 
9개의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지정한 도심이다. 한양도성 4대문(숭례문, 흥인지문, 
숙정문, 돈의문)의 내부지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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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일 도심에서 다핵 도심으로 고용 중심지의 분산이 일어났

지만, 3도심을 비롯한 고용 중심지 지역으로의 고용 집중이 일어나며 서

울시 내 고용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3도심에 해당

하는 구도심 및 강남권, 영등포권의 고용 중심지로 통근하는 서울 시민

은 전체 근로자 대비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 격차와

더불어 자치구들 간 직주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통

연구원, 2012).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

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가 대표적인 베드타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구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비중이 거주지 기

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심 및 부도심에 고용이 집중되

는 현상으로 인해 직주 불균형, 통근거리의 증가, 교통 혼잡의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김재익·권진휘, 2013; 김진유·이호준·정형은, 2016).

서울시는 이러한 현상으로 도시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되

고 있어 적절한 고용밀도의 분산을 통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밀도는 지역의 성장 및 쇠퇴 패

턴을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박병호 외, 2008) 고용밀

도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변화를 파악하는 데

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더불어 고용의 변화는 지역의 기능변화를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

에서의 기능과 입지경쟁력을 반영한다(권진휘·김재익, 2013).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지역별 고용밀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고용분포에 따른 앞으로

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고용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공간

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적 요인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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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같이 복잡하고 과대해진 도시공간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래 도시의 방향성이나 공간구조를 정확히 예

측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선권수,

2009). 국내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고용분포의

상세한 공간적인 예측의 필요성은 해외의 도시계획 문헌에서도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i et al, 2009). 도시의 체계는 다양한 요인 사이

의 유기적인 관계로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분포가 형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유기적 체계로서의 도시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역별 고용밀도의 예측분석을 진행하고

고용밀도에 미치는 중요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

로 서울시의 지역별 특성 변수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 고용밀도에 영향

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서울의 고용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적 측면에서 고용밀도의 분포를 파악

하고 고용밀도를 예측하는 분석을 통해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새로운 고용중심지 및 부도심 지역이 발

생할 가능성에 대해 도시공간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

고 예측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고용밀도에 따른 공간구조에 대한 기

능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시 도심과 고용 중심지를 형성하는 고용밀도의 분포와 변화를 파

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서울시의 중심체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울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분석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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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 고용밀도에 미치는 공간적 요인과 비공간적 요인을

구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고용밀도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다음으

로 영향요인으로 활용될 변수와 고용밀도 변수를 시계열 데이터로 구축

한다. 구축한 변수를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용

밀도의 예측 모형을 구축한다. 시계열로 구축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실험 데이터로 구분하고,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사

용해 교차 검증함으로써 과적합을 줄이고 예측력을 높인 랜덤 포레스트

최종 예측 모형을 도출한다.

최종 모형으로 도출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실험 데이터에

대한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 분포의 예측분석을 실행하고, 예측 정확도

를 검증한다.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변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순열

특성 중요도와 MDI 중요도를 통해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의 중요도를 파악한다. 부분의존도 그래프를 통해 영향요인별 고용밀도

와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고용밀도의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함을 바탕으로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서울시 고용 분포의 예측 지도를

작성하여 서울시 고용밀도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중요 영향요인

을 파악한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랜덤 포레스

트(Random Forest) 기법과,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Geographical

Weighted Random Forest) 기법 기반의 모형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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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 방법으로 랜덤 포레스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측하고자 하는 서울시 고용밀도와 예측요인 사이의 비선형성

을 반영할 수 있는 비모수모형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모수모형은 모수의

결합 형태가 선형, 비선형 등의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가정하는 반면, 비

모수모형은 결합 형태에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가 가진 정보로

부터 함수 형태를 추출하기 때문에 변수 설정에 제약이 적다(이창로·박

기호, 2016).

구분 설명 중심의 모형 예측 중심의 모형

모형 종류
OLS 회귀모형, 공간회귀모형, 
지리적 가중회귀모형(GWR), 
다수준 모형 등의 모수 모형

일반가산모형(GAM), 랜덤 
포레스트, MARS, 서포트 벡터 
머신(SVM) 등의 비모수 모형

분석 목적 이론이나 가설의 검증 신규 관찰값의 예측

주된 위험 1종 오류, 2종 오류 과적합(Over-fitting)

모형의 제약
모형의 형태, 독립변수의 
통계적 가정, 변수의 선정 
등이 이론과 부합해야 함

분석에 활용된 변수만 사용해야 
하고 사후에 확보된 변수는 

사용 불가

모형 성능 
평가

모형의 설명력(R-squared),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p-value) 등

모형의 설명력(R-squared), 
Test data 기반의 오차 정도

(RMSE, MAE)
* 출처: 이창로·박기호(2016)에서 인용 및 연구자 재정리

[표 1-1] 설명 중심 모형과 예측 중심 모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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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모수적 모형의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에 기계

학습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 및 지역분야에서도 이러한

분석방법을 도입한 연구(Credit, K., 2022; Zhou, L. et al., 2020; 박장우·

신창선, 2019; 김영식, 2018; Kamusoko, C. & Gamba, J., 2015;)가 다수

진행되었다.

폴란드의 주택가격을 예측한 Lasota et al.(2011)의 연구는 통계모형

과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비교하여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성능이 상대적

으로 우수함을 밝혔다. 이제승·이현희(2019)는 보행만족도 예측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양한 기계학습 분석방법을 비교했고, 대부분의

예측성능에서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이다연(2021)은 빈집 분포를 예측하는 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랜덤

포레스트를 비교하여,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서 더 좋은 예측력을 가지는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준석·윤상후(2020), 이민우 외(2019), 배성환·유

정석(2018), AM Youssef(2016)의 연구에서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 도시

공간 분야에서 예측 모형으로서의 성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공간적 분포의 예측 분

석방법으로서 적합하고 예측 값에 대한 영향요인의 중요도 파악이 가능

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고용 밀도는 전통적으

로 고용밀도중심지와 같은 공간적 군집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용 분포의 공간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리적 가

중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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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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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고용 연구의 이론적 고찰

1. 고용의 공간구조

지역적으로 고용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고용분포를 통해 도시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고용의 공간적 분포 형

태는 일반적으로 고용의 입지 분산화 및 집중화에 대한 논의와 고용 중

심지를 식별하는 연구로 이루어진다.

단일 고용중심지의 도시에서 다수의 고용중심지가 출현하고 성장하는

현상은 전통적으로 논의된 이론인 규모의 경제와 혼잡에 따른 외부 불경

제에 기반을 둔다(Helseley and Sullivan, 1991). 도시 내 인구와 고용의

분산으로 인해 도심은 단핵도시에서 다핵화되고, 도시 외곽으로의 인구

와 고용의 분산은 도시 확산을 초래하며 도시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킨다.

도시공간구조이론에 따르면, 고용중심지는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및 생산성에 대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관련

해서 생겨나고 성장한다(진장익·진은애, 2015). 권진휘·김재익(2013)의 연

구에서는 고용밀도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고용의 집중 및

분산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고용 중심지를 산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이론인 중심지 이론

(Central Place Theory)은 도시에 중심지가 존재하고 이곳에 기업들이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남기찬·김지소, 2013). 고용 중심지를 식

별하는 연구에는 밀도경사함수를 이용한 비모수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가 다수 진행되었다(Small and Song, 1994; McMillen, 2001; 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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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남기찬·김지소(2013)의 연구에서는 지리적 가중회귀방법을 통해

경기도 지역의 인구밀도와 고용밀도 중심지 후보를 선정하고 퓨리어

(Fourier)함수를 이용한 비모수적 방법인 밀도함수추정을 통해 서울로부

터의 거리에 의한 인구 및 고용밀도 분포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외

에도 고용 중심지를 식별하는 방법에는 일반회귀분석과 같은 모수적 접

근방식과 표준화점수(Z-score)가 임계치를 넘는 경우를 고용중심지로 식

별하는 임계치 참조 접근방식(Gordon et al., 1986; 전명진, 1995)과, 기능

적 접근방법으로 통근기종점자료를 활용한 분석(김현철·안영수, 2018)이

대표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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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지역적 변화

고용의 지역적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경제지리학자들과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부터 기계학습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사용해왔다.

먼저 추세 분석(Trend analysis)과 변이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은 변화를 측정하는 일반적이고 간단한 분석방법이다. 추세분석은 과거

의 추세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추세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변

이할당분석은 지역의 산업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역

의 산업구조 분석 등 다양한 경제지리적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역내 산업구성, 정책 등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후 변이할당분석의 한계점

을 보완한 동태적-변이할당분석 기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지역의 고용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세분석방법의 가정은 고용분석에 타당하지

않다. 변이할당분석 방법은 지역차원의 고용변동 원인을 파악하는 데 유

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분석방법의 이론적 기반이 부족하고 사후적

으로 관찰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고용의 지역 간 공간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

는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이라고도 하며 고용(취업)유발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변수의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기 쉽고 추정

치에 편향과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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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선택모형과 셀룰러 오토마타모형(Cellular Automata; CA)을 이용

한 분석도 연구되었다. 이산선택모형은 노동 접근성, 토지이용혼합률, 집

적경제 등의 변수와 같이 효용과 확률 함수를 최대화하는 분석방법이다.

셀룰러 오토마타모형은 격자 공간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법이며 특히 도

시성장과 관련한 토지이용변화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도시성장

분석 및 예측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과 같이 미래의 환

경변화에 대한 복잡한 도시 현상들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지역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모형을 활용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회귀분석과 지리적 가중회귀분

석을 고용의 지역적 변동을 추정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최근에

는 신경망 모형과 같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모형을 이용하여 고

용의 지역적 변화와 예측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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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발생의 영향요인

고용은 도시의 공간구조변화와 도시 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고용이 발생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Li T et al(2009)과 Gutiérrez et al.(2018) 등의 선

행연구에서는 고용 발생의 실증적 관점에서 고용 발생을 설명하는 요인

을 분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

으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의 제도적 효과, 기업의 파급효과와 같은 정성적

요인이다. 이 유형의 요인들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

적 방식으로 그 효과를 정량화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인구밀도, 문화 및 편의시설 수, 교육기관 등 지역사

회적 특성을 반영한 인구사회적 요인이다. 이 요인은 해당 지역에 고용

되도록 유인하는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

세 번째 유형은 일반적인 경제 성장 이론에 기초한 경제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지역의 인적자본, 산업구조, 산업의 다양성 등이 있으며 이러

한 요인은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입지적 이점이 있는 지역의 공간적 요인으로 구성된

다. 이 유형에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 CBD 및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도

시 및 농촌 구분 등의 요인이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의 영향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실제 연구에서 분석되었는

지 파악하기 위해, 고용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고용 분포

의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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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용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선행연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남기찬(2020)의 연구에서

고용 밀도영향중심지 형성에는 지역적 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혔고, 인구밀도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지리적 가중회귀를

이용한 또 다른 연구로는 유의진 외(2019)의 연구가 있으며 수도권 고용

중심지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고용 중심지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인구밀도와 지하철 접근성이 높을수록 고용

중심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특화되면 고용 중심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며,

고속도로 IC까지의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용 밀도 및 중심지 형성에는 지리적 상관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진행한 연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장익 외(2015)의 연구에서는 수정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고용

중심지를 파악하고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고

용접근성의 증가와 지하철망의 확충에 따른 교통접근성의 증가에 따라

고용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지영 외(2021)의 연구에서 또

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고속도로 IC까지의 거리, BRT 정류장까지의

거리, 주요 도로까지의 거리 등 교통접근성을 요인으로 고용밀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분석 결과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지리적 요인 이외의 인구 및 사회경

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박수지 외(2019)의

연구는 유럽연합(EU) 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 정부 요인을

구분하고, 특히 정부 요인이 사회서비스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총부양비가 높을수록, 1인당 GDP 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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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을수록, GDP 대비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고

용보호지수가 낮을수록 고용규모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영

(2019)은 산업단지의 고용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산업단지 면적, 산업단지 내 입주한

대기업의 수, 식･음료 관련 업체 수, 제조업 관련 업체 수, 운송기기 제

작 관련 업체 수, 지역 산업단지 생산액의 규모, 지역 제조업 LQ, 외국

인 비율, 대학 수, 수도권 입지 유무, 고속도로 IC 및 외부 대기업과의

거리 등으로 분석하였다.

저자 영향요인 분석방법 분석결과

남기찬·
임업
(2009)

이격거리
w 국지적 

가중회귀(
LWR)

고용 밀도영향중심지는 강남 
및 잠실 주변을 중심으로 
이격거리에 따른 양(+), 
음(-)의 밀도변화 효과가 
공존함

진장익·
진은애
(2015)

인구밀도, 
CBD까지의 거리,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지하철역의 
개수, 고용접근성 

w Shen 
수정 
중력모형

w 다중회귀
모형

서울시 고용밀도의 증가는 
고용접근성의 증가와 
지하철망의 확충의 영향을 
받음

김지영·
전명진
(2021)

인구밀도, 고속도로 
IC까지의 거리, 

BRT 정류장까지의 
거리, 주요 

도로까지의 거리

w 지리적가
중회귀(G
WR)

w 다항 
로짓 
모형

지하철 노선 확장으로 인한 
지하철 접근성이 고용밀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분석

유의진·
전명진
(2019)

산업생산성 및 
산업특화정도, 

인구밀도, 지하철역 
및 고속도로 

IC로부터의 거리

w 고정효과 
패널 
로짓 
모형

인구밀도, 지하철 접근성,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특화정도가 
고용 중심지 형성에 영향을 
미침

[표 2-1] 관련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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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이소영·
이한나
(2013)

1인당 GDP, GDP 
대비 조세비중, 

중앙집권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보호지수, 

w 다중회귀
모형

유럽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는 총부양비가 
높을수록, 1인당 GDP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을수록, 
GDP 대비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고용보호지수가 
낮을수록 높아짐 

김근영
(2019)

인구밀도, 대기업 
수, 사업체 수, 

생산액, 대학 수, 
재정자립도, 

고속도로 IC거리 등 

w 다중회귀
모형

수도권 내 산업단지의 
고용영향은 생산액, 대학 수, 
재정자립도, 고속도로 
접근성, 대기업의 수가 
결정요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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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선행연구

해외의 고용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

회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편의시설 관련 요인, 경제 및 정책 관련

요인을 바탕으로 고용 중심지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으며, 편의시설, 노동

시장 접근성, 네트워크 접근성, 인프라 및 문화시설 등으로 파악하였다.

Shearmur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

역적 요인이 해당 지역의 인구 및 고용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은 고용성장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 교육수준은 지역의 고용성장과의 연관성

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utiérrez et al.(2018)은 1991년부터 2011년간 스페인 지역의 고용 증

가와 관련한 구조적 요인(위치, 규모 및 지리)의 영향을 밝히고, 공간적

상호작용과 고용 성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지역 고용 성장에 크게 기

여하는 요인을 평가했다. 분석결과 10년 동안 지역의 규모와 도심 근접

성은 고용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20년 간 스페인 더 나은 고용 기회, 경제적 역동성 및 성장을 가진 도시

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Furková, et al.(2021)은 유럽의 지역 고용 분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

과 공간적 이질성 두 가지 모두의 영향이 존재하며 지역의 경제적 변수

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정도와 지역 내 총생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Li et al.(2009)은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의 소매업 고용 예측요인으로

OLS 모형과 GWR 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GWR 모형의 설명력,

AIC 모두 크게 개선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이외의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중회귀분석, 공간회귀분석, 다수준회

귀분석 및 다수준로짓분석 등을 통해 고용 중심지 및 고용 밀도 결정요

인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이상의 해외 연구에서는 고용분포의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공간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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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가정에 기반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

가 다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자 영향요인 분석방법 분석결과

Shearmu
r, et al. 
(2007)

인구, 15세 이상 
대학 졸업생 비율, 
다양성 지수, 평균 

임금, 도시중심

w 다중회귀
분석

1971년부터 2001년간 
캐나다의 고용자 수는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높으며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있음

Gutiérrez 
Posada, 
D.et al. 
(2018)

인구, 산업의 다양성 
정도, 전문화 정도, 
해안까지의 거리, 
행정수도 여부, 
청년인구비율, 

교육수준, 
평균강우량 등

w 공간더빈
모형
(SDM)

w 공간회귀
분석
(SAR, 
SEM)

20년간 스페인의 
고용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은 대도시까지의 
거리, 고등교육인구, 
청년인구 등으로 나타남 

Furková, 
A., 

Chochola
tá, M. 
(2021)

인구밀도, 학력, 
1인당 GDP, 임금

w 지리적 
가중회귀
분석
(GWR)

EU의 고용률은 주변 
지역의 GDP와 근로자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학력, 인구밀도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영향을 미침 

Li T, 
Corcoran 
J, et al. 
(2009)

인구, 인건비, 
서비스업 면적, 
쇼핑센터까지의 

거리, 
숙박·카페·음식점 

노동자수, 
금융·보험·부동산·비

즈니스 노동자수

w 지리적 
가중회귀
분석
(GWR)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의 
소매업 고용 예측요인으로 
인구, 인건비, 
토지이용계획이 유의하며 
숙박·카페·음식점 
일자리의 집적효과가 있음

[표 2-2] 관련 해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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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enkos
ki, 

Charlene 
M., et al. 

(2008)

최저임금, 1인당 
소득, 평균 임금, 

실업률, 인종, 학력, 
농촌비율

w 공간회귀
분석(SAR,
SEM)

청년의 고용은 1인당 
소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평균 임금, 실업률과 
음의 관계가 있음

Giuliano,
Geneviev
e, et al.  
(2012)

고속도로까지의 
거리, 공항까지의 
거리, 네트워크 

접근성, 노동시장 
접근성, 

해안선까지의 거리 
등

w 다중회귀
분석

고용 중심지의 결정요인은 
편의시설, 노동시장 
접근성, 네트워크 접근성, 
해안선까지의 거리로 
파악함

Liu, T.  
et al.  
(2018)

CBD와의 접근성, 
노동시장 접근성, 
공항까지의 거리, 
고속도로까지의 

거리,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w 다중회귀
분석

미국 대도시의 고용중심지 
생성의 결정요인은 
CBD와의 접근성, 
노동시장 접근성,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중요 요인으로 분석됨

Francesc
a Mameli 

et al. 
(2014)

기업의 규모, 공공 
서비스의 공급, 
문화시설의 수, 

생산성 등

w 다수준 
회귀분석

지역의 고용성장 
결정요인은 산업의 다양성 
및 전문성, 인프라 시설의 
영향을 받음

Jang, M., 
& Kang, 

C. D. 
(2016)

녹지지역, 지가, 
용적률, 

CBD·지하철역·도시
간선도로·버스정류장 

근접성, 

w 다수준 
로짓분석

녹지의 1.2km 반경 내 
고용밀도가 43.8% 
증가하여 도심녹화가 
고용밀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 
지하철역·버스정류장과의 
거리도 유의한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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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기존의 문헌과 구별되는 본 연구의 차별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고용의 분포에 따른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국내의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고용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축하고 이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의

방향성과 공간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는 복잡한 도시공간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 분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요인을 공간적 요인과 비공간적 요인으로 구분하

여,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의 예측변수에 활용하고 고용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차별성이라 할 수 있

다.

둘 째, 고용밀도의 영향요인 및 예측 분석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통계분석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예측 요인의 중요도와 상관관계를 파악

하였다.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도와 계수의 부호에 따라

영향요인을 도출하지만, 기계학습의 장점을 이용한 랜덤 포레스트 분석

은 각각의 변수에 대한 중요도 지수를 계산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기존의 연구와 다른 해석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는 머신러닝의 장점과 도시공간을 이해하는 데에 기

본적으로 활용하는 공간분석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공간상의 이점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구별된다.

셋 째, 서울시 내 고용의 분포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모형과 고려하지 않은 모형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예측 및 영향요

인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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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분포가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가중회귀

분석을 통해 고용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였다(Li T. et al, 2007;

Shearmur, R. et al, 2007; Kalenkoski & Charlene M., 2008; Gutiérrez

D. et al, 2018; Furková A. et al, 2021). 반면 국내에서 고용의 분포를

통해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다양한 분석방법론의 적용문제와 각

각의 공간적 연계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남기찬·김지소,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고용분포

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확인한 후, 공간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

은 모형과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모형을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서울시는 고용이 밀집됨으로 인한 인구·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높아지

는 만큼 고용 분포를 예측하고 고용을 원활하게 발생시키는 도시계획 및

공간적 요소를 바탕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

는 것은 앞으로의 도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적 의

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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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방법

제 1 절 분석모형

1.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1) 랜덤 포레스트의 구조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의

학습방법 중 지도학습에 속하는 알고리즘으로 예측 및 분류에 사용된다.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고안한 Breiman(2001)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

으며 의사결정나무를 앙상블 기법으로 결합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예측력

을 높인 방법이다.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찾아낸 의사결정규

칙(Decision rule)을 통해 트리 기반의 분류 또는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이다. 의사결정나무의 분석 방법은 한 개의 데이터 셋에서 하나의

훈련 데이터(train data)를 생성하고 학습하여 하나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으로 예측하는 반면, 랜덤 포레스트는 한 개의 데이터 셋에서 여러 개의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 여러 번 학습함으로써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를 생

성하여 이들을 결합한 최적의 예측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의사결정

나무는 비모수적인 방법의 하나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고 독립변수가 연

속형이나 범주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나무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결정되는 트리의 형태가

크게 달라져 일반화하기 어려운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고, 결과 및

성능의 변동폭이 큰 문제가 있다.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나무의 확장

된 개념으로 앙상블 기법을 통해 여러 개의 결정트리를 모아 숲을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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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앙상블 기법(Ensemble Method)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여러 개의 예측

모형을 만든 후 이러한 모형들을 결합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최종 예측모형을 만드는 기법이다.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랜덤

포레스트는 동일하게 분포된 결정트리를 반복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예측

오차의 분산을 줄일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은 앙상블 기법을 통해 트리의 다양성을 극대화

하여 예측력이 우수하고, 많은 트리의 예측결과를 종합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나무보다 분류 정확도가 높아 예측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는 수학적 가정이 불필요한 비모수적 모형으로 데

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파악하여 예측이 가능하다. 전통적 회귀분석

에서는 독립 변수의 외생성,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 등 통계모형의 기

본가정이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제약조건인 반면, 랜덤 포레스트

는 이와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최필선·민인식, 2018). 또한 회귀모형

에서는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

는 독자적인 영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우종필, 2012).

랜덤 포레스트는 훈련에 사용할 자료와 예측변수를 무작위로 선정하

므로 과적합의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각 변수가 모형을 결정하는데

미친 영향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Archer, & Kimes, 2008; 최필

선, 민인식, 2018).

랜덤 포레스트는 종속변수와 예측변수의 인과관계(causality) 추정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예측인자와 종속변수가 서로 관련되어

(associated) 있다는 가정 하에서 예측인자가 종속변수 예측에 어떤 역할

을 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예측인자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

는 종속변수를 예측하기에 적절하다(최필선·민인식, 2018).



- 23 -

따라서 종속변수와 예측변수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정한다

는 점에서, 원인이 아닌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랜덤 포레스트의 분석 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를 만들기 위해 예측값과 관측

값의 무작위 샘플링을 반복하는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한다(Breiman,

2001).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은 학습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를 복

원 추출해 표본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생성된 표본을 부트스

트랩(bootstrap)이라고 한다. 생성된 부트스트랩별로 의사결정나무를 학

습시키고 각각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평균값을 출력한다. 이러한

방식을 배깅(Bagging, Bootstrap Aggregating)이라고 하며 다수의 의사

결정나무를 학습시키고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랜덤 포레스트의 알고리즘은 [그림 3-1]과 같은 4단계로 요약될 수 있

다.

[그림 3-1]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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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통해 고용 밀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델을 구축하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를 통해 예측한 고용

밀도를 지도상에 매핑하고자 한다.

2) 모형의 예측과 예측 모형의 평가

예측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Train data)를 사용하여 모

형을 학습하고, 실험 데이터(Test data)를 통해 예측분석을 실행한다. 그

러나 학습 데이터로만 학습된 모형은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기 쉽

다. 과적합이란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가 늘어날수록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커지는 반면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말한다.

랜덤 포레스트에서 여러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부트스트랩 샘플링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Out-Of-Bag(OOB) 데이터라고 하며,

OOB 데이터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된다.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생성된 여러 개의 결정트리에 OOB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측을 오

차 비율(Prediction Error Rate)을 계산한 후 예측 오차 비율이 가장 적

은 모형을 선택한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모형의 예측 학습과정에서 하이퍼파라미터

(Hyperparameter)를 설정한다. 주요 하이퍼파라미터에는 max_features,

n_estimater, max_depth 가 있다. max_features는 결정트리에서 사용할

특성의 최대 개수를 말하며, n_estimater는 생성할 결정트리의 개수,

max_depth는 분류의 깊이를 의미한다. max_features는 일반적으로 분류

에서는 sqrt(n_features), 회귀에서는 n_features을 사용한다. n_estimater

는 트리의 개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값이 커지면 모형의 성능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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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Breiman, 2001).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 결과의 평균값을 통해 모형

이 결정되므로 트리가 많을수록 과적합을 줄임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의 ‘SpatialML’ 패키지

를 활용하여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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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Geographical Weighted

Random Forest)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Geographical Weighted Random Forest;

GWRF) 방법은 전통적인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지리

적 가중회귀와 같이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다. 공간적

이질성은 공간데이터로 측정된 변수들 간의 관계가 공간 상에서 일정하

지 않음을 의미하며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설명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공간 상에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함을 의미

한다.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는 기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앙상블 학습방법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지리적 가중회귀모

형과 유사하다(Fotheringham et al. 2003).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은

특정 지역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적게 부여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회귀계수

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전명진, 2003). 기본적인 계산은 식 (3.1)과 같이

표현된다.

  
 



        (3.1)

: i 위치의 종속변수

: i 위치의 추정절편 (상수항)

: i 위치의 k = {1,…, m}번째 독립변수의 계수

: i 위치에서 추정된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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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은 공간적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를 사용한다. 가중치는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관측값들을 거리조락에 따라 산출하며, 지리적 가중회귀 모형은 가중치

를 행렬로 변환한 가중행렬을 이용하여 위치 I에 따른 변수 k에 대한 각

지역별 개별적인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3.2)

: i 위치에 대한 지리가중회귀계수

 : 독립변수 값의 m x n 전치행렬

 : 종속변수 벡터

: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의 n×n 대각 행렬

위치 i 에 대한 지리가중회귀계수 는 두 지역 간 거리로 측정된 공

간가중행렬()과 결합되기 때문에 i 지역에 더 가까운 지역들의 영향이

먼 지역들의 영향보다 크게 고려된다. 가중행렬의 각 요소는 커널에 따

라 계산되며 i 위치에서 주변 지역까지의 거리 차이에 따라 인접할수록

큰 값이 부여된다. 가중치는 대역폭(bandwidth)를 결정함으로써 계산된

다. 대역폭이 커질수록 가중치가 1에 근사하며 공간 데이터의 분포가 일

정하면 고정 커널(fixed kernels)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연산하고, 분포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별 커널(adaptive kernels)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연산

한다.

이와 같이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의 방식을 적용한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는 비모수적 특성으로 예측의 성능을 높이는 랜덤 포레스트 모

형의 성능과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다(Credit, K.,

2022). 지리적 가중회귀분석과 같이 공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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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중 랜덤포레스트 분석방법은 특이치의 영향을 받는 선형 모델의 한

계와,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할 수 없는 비공간 모형의 한계, 두 가지 한

계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는 두 가지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랜덤 포레스트 모형과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설명력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모형에서 사용한 지리적 가중치 등을 통

해,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의 ‘spgwr’ 패키지를 이용하여 서울시 424개 행정동

의 위치에 따른 대역폭(bandwidth)을 계산하였고, 가변 커널(adaptive

kernels)을 사용하여 공간적 가중치를 부여한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

트 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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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개요

1. 분석의 틀

서울시 고용밀도 데이터는 지역별 종사자 수를 시가화 면적으로 나눈

값을 통해 예측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독립변수는 서울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공간적 요인과 비공간적

요인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 분포의 예측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매핑한 예측지도를

작성하여 서울시 고용밀도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랜덤 포레스

트 예측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고,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변수 중

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순열특성 중요도와 부분의존도를 통해 고용밀도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한다.

이후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의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지리적 가

중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진행한다. 일반 랜덤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고용밀도 분포의 예측분석을 실행하고, 예측 정확도 검증과 변수 중요도

를 분석하여 고용밀도의 영향요인을 도출한다.

다섯 단계로 요약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고용밀

도 변화를 파악한다. 둘째, 비공간적 요인과 공간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

하여 고용밀도의 공간적 분포와 그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기계학습 방

법을 적용한 고용밀도 분포의 예측과 서울시 내 고용밀도와 영향요인 간

의 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공간적 영향을 고려하여 기계학습 기반의 고

용밀도 분포를 예측하고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최종적으로, 비

공간 및 공간적(도시계획적) 요인이 고용밀도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주

었는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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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수집 및 구성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과 2018년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의

고용밀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이

며, 분석 단위는 서울시 424개의 행정동이다. 서울시 고용밀도 및 지역적

특성 데이터는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활용해 6개의 비공간적 요인과 14개의 공간적 요인의 예측요인을 구성하

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고용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통계청의 전

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였다. 서울시 고용밀도는 행정동별 전체 고용자

수를 해당 지역의 시가화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종사자 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고

용밀도를 계산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전체 면적 중 시가화 면적의 비율

에 차이가 있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실제 고용이 발생하는 공간을 기반으

로 한 밀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에 따른 고용밀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인자로 사용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및 해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모형을 바탕으로

실증연구들에 포함된 고용 영향요인을 구축하였다.

변수의 종류는 공간 관련 변수와 공간에 관련하지 않은 비공간적 변

수로 구분하여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

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공간적 요인에는 지역의 인구와 관련한 변수와, 경제 및 사회 관련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인구 관련 변수에는 지역의 인구밀도, 고령인구비

율, 교육정도를 포함하였고 경제 관련 변수에는 지역의 1인당 GRDP(지

역내 총생산)와 법인세,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급액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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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공간적 요인에는 지역 관련 변수와 교통인프라 관련 변수, 교통 접근

성 관련 변수, 서울시 3도심에 해당하는 고용 중심지 접근성 관련 변수,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토지이용 관련 변수로 구축하였다. 우선 지역 관련

변수로 주요/집객시설 수, 1인 가구의 수, 오피스텔 수, 법인사업체 밀도

를 포함하였다. 교통인프라 관련 변수는 지하철역의 수와 버스정류장 수

를 포함하였고 교통 접근성 관련 변수는 지하철역 반경 1km 및 500m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과 버스정류장 반경 300m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구

성하였다. 고용 중심지 접근성 관련 변수에는 한양도심(CBD) 및 강남도

심(GBD), 여의도도심(YBD)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변수를 구축했으며,

토지이용관련 변수로는 고용 발생 가능성과 생활반경을 고려한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과 시가화 면적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예측요인은 기본적으로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구축하였으나,

비공간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는 행정동 단위로 제공되지 않아 자치구

단위의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변수의 위계가 다른 다층 데이터와 관련하

여 통계모형에서는 위계선형모형 등의 다층모형을 사용해야 하지만, 랜

덤 포레스트는 특성상 변수 간의 종속성이나 독립변수 간의 내생성 등

변수의 제약을 가정하지 않는다. 집단의 변수가 개인의 변수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는 집단 변수

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집단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다층데이

터의 경우에는, 혼합효과(mixed-effect)를 적용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

즘을 사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ICC 값 계

산 결과, 집단변수의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랜덤 포레스

트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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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설명 및 단위 출처

종속변수
고용 
관련 
변수

고용밀도
종사자 
수/시가화 면적, 
명/㎢

통계청
https://kost

at.go.kr/

독립변
수

비공간적 
요인

인구 
관련 
변수

인구밀도
인구 수/시가화 
면적, 명/㎡

서울시 
열린데이터광

장
https://data.
seoul.go.kr/

고령인구 
비율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전체 인구, 
% 

교육정도 대학진학률, %

통계청 
도시정책지표

조사
https://kost

at.go.kr/ 

사회 및 
경제 
관련 
변수

1인당 
GRDP

서울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서울시 
열린데이터광

장
https://data.
seoul.go.kr/법인세 백만원

고용장려금
지급액

사업체 및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 
소재 지역의 
고용안정지원금, 
원

한국고용정보
원

https://www.
keis.or.k

[표 3-1] 변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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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
수

공간적 
요인

지역 
관련 
변수

주요집객시
설 수

관공서, 
금융기관, 병원, 
학교, 문화 
관광시설, 
숙박시설, 
교통관련시설 
등의 주요시설 
및 집객시설 수, 
개수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https://bigd
ata.seoul.go.

kr/
QGIS 분석

1인 가구 
수

개수
통계청

https://kost
at.go.kr/

오피스텔의 
수

개수

국가공간정보
포털

http://www.
nsdi.go.kr/
QGIS 분석

법인사업체 
수

회사 및 
회사이외 
법인사업체 수

통계청
https://kost

at.go.kr/

교통 
인프라 
관련 
변수

지하철역의 
수

개수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https://bigd
ata.seoul.go.

kr/
QGIS 분석

버스 
정류장의 

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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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
수

공간적 
요인

교통 
접근성 
관련 
변수

지하철역 
접근성 
(1km)

지하철역 반경 
1km 해당 면적,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https://bigd
ata.seoul.go.

kr/
QGIS 분석

지하철역 
접근성 
(500m)

지하철역 반경 
1km 해당 면적, 
㎡

버스정류장 
접근성
(300m)

버스정류장 반경 
1km 해당 면적, 
㎡

고용 
중심지 
접근성 
관련 
변수

한양도심
(CBD)까지
의 거리

서울시청까지의 
직선거리, m

QGIS 분석
강남도심

(GBD)까지
의 거리

강남역까지의 
직선거리, m

여의도도심
(YBD)까지

의 거리

여의도역까지의 
직선거리, m

토지이용 
관련 
변수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 국가공간정보

포털
http://www.
nsdi.go.kr/
QGIS 분석

시가화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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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일반 통계분석

1. 서울시 자치구별 고용밀도 분포

먼저 자치구를 기준으로 고용밀도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고용분포를

확인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간 고용밀도

변화와 증가율을 순위별로 나타낸 표는 [표 4-1]와 같다.

서울시 전체의 고용밀도는 13,000-14,000(명/㎢)이며 서울시의 3배 가

까이 되는 고용밀도를 가지는 중구는 시가화 면적 대비 높은 밀도의 고

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구와 함께 고용 중심지를

구성하는 종로구는 강남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초구 다음으로 높은 고

용밀도를 보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단일 고용 중심지에서 강남·서초, 영

등포, 금천 지역으로 고용 중심지가 다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에는 금천구가 영등포구보다 높은 고용밀도를 보이며 금천 지역의 고용

중심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 전체의 고용밀도는 3년 간 약 2.0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각

자치구별 고용밀도 변화는 상이하였다. 고용 중심지인 중구는 1.53%가

증가했고, 고용밀도 상위 5개 지역에 속하는 강남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용밀도 상위 6, 7위 지역에

속하는 종로구, 마포구는 고용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용밀

도 상위 지역 중 하나인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의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동작구에서는 3.86%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며, 관악구,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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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원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동구는 고용밀도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7개 지역을 제외한 18개의 자치구의 고용밀도가 증가하며,

고용밀도가 감소하는 7개의 지역은 대부분 고용밀도 하위 지역에 속하는

현상을 통해,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고용밀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 밀

집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

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2019년 

자치구
고용
밀도

(명/㎢)
자치구

고용
밀도

(명/㎢)
자치구

고용
밀도

(명/㎢)
자치구 증가율

(%)

- 서울시
13,78

0
서울시 14,025 서울시 14,068 서울시 2.09

1 중구 38,859 중구 39,249 중구 39,454 강서구 9.86

2 강남구 25,948 강남구 26,524 강남구 26,704 성동구 6.54

3 영등포구 23,182 영등포구 23,486 금천구 23,981 금천구 6.44

4 금천구 22,530 금천구 23,124 영등포구 23,864 구로구 5.72

5 서초구 21,611 서초구 21,709 서초구 21,721 은평구 5.42

6 종로구 21,042 종로구 20,753 종로구 20,395 송파구 3.57

7 마포구 17,306 마포구 17,805 마포구 17,256 도봉구 3.46

8 구로구 14,250 송파구 14,715 구로구 15,065 강북구 3.00

9 송파구 14,139 구로구 14,557 송파구 14,644 영등포구 2.94

10 성동구 13,417 성동구 14,019 성동구 14,294 강남구 2.91

11 강서구 12,363 강서구 13,091 강서구 13,581 서대문구 2.43

12 강동구 10,733 광진구 10,837 광진구 10,704 성북구 1.85

13 광진구 10,608 강동구 10,695 강동구 10,386 중구 1.53

14 동대문구 10,306 용산구 10,562 용산구 10,115 용산구 1.49

15 용산구 9,967 동대문구 10,155 동대문구 9,986 양천구 1.37

16 중랑구 9,191 중랑구 9,214 중랑구 9,244 광진구 0.91

17 양천구 8,931 양천구 9,182 양천구 9,053 중랑구 0.57

18 노원구 8,089 노원구 8,148 노원구 8,009 서초구 0.51

[표 4-1] 2017년 ~ 2019년의 서울시 자치구별 고용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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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4개 행정동의 2017년, 2018년 2019년 간 고용밀도 변화와 증가율을

순위별로 나타낸 표와 그림은 [표 4-2], [그림 4-1] 와 같다. 고용밀도 증가율

은 [{(2019년 고용밀도)-(2017년 고용밀도)}÷(2017년 고용밀도)] x100으로 계산

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밀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구로구 오류2동

이다. 다음으로 강서구 가양1동과 발산1동, 구로구 수궁동, 송파구 문정2동, 은

평구 진관동, 구로구 개봉3동, 성동구 옥수동, 동작구 노량진2동, 도봉구 방학1

동, 영등포구 신길6동, 성동구 금호1가동 순으로 고용밀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들 지역은 고용밀도를 산정하는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고용밀도가 감소한 지역은 강동

구 둔촌1동이다. 다음으로 중랑구 면목5동, 강동구 고덕2동, 중랑구 면목2동, 강

동구 암사2동, 강동구 천호1동, 중랑구 망우3동, 중랑구 면목본동, 강동구 명일2

동, 중랑구 면목7동, 중랑구 중화1동, 중랑구 망우본동 순으로 고용밀도가 낮았

다.

3년간 고용밀도가 가장 크게 상승한 상위 12개의 지역은 구로구, 강서구에

주로 분포하며 고용밀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하위 12개 지역은 모두 강동구, 중

랑구에 속한 행정동이다. 이를 통해 고용밀도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

역의 밀집이 존재하며, 고용의 지역 격차에 따라 서울시 노동시장의 과밀 또는

축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19 동작구 7,809 동작구 7,961 동작구 7,508 관악구 -0.05

20 관악구 7,340 도봉구 7,552 도봉구 7,413 마포구 -0.29

21 도봉구 7,165 관악구 7,248 관악구 7,336 노원구 -1.00

22 서대문구 7,069 서대문구 6,965 서대문구 7,240 종로구 -3.07

23 강북구 6,378 강북구 6,437 강북구 6,569 동대문구 -3.11

24 성북구 5,979 성북구 5,935 성북구 6,089 강동구 -3.24

25 은평구 5,590 은평구 5,667 은평구 5,892 동작구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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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7년~2019년 서울시 행정동별 고용밀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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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7

~

2019년

증가율(%)

자치구 행정동

2017년

고용밀도

(명/㎢)

2018년

고용밀도

(명/㎢)

2019년

고용밀도

(명/㎢)

- 2.1 서울시 13,780 14,025 14,068

1 74.55 구로구 오류2동 2,414 2,450 4,214

2 60.84 강서구 가양1동 22,136 30,845 35,603

3 57.09 강서구 발산1동 6,575 7,379 10,329

4 51.57 구로구 수궁동 4,902 4,851 7,429

5 45.02 송파구 문정2동 25,091 32,410 36,386

6 42.73 은평구 진관동 4,036 4,479 5,760

7 30.35 구로구 개봉3동 15,430 17,045 20,113

8 29.84 성동구 옥수동 2,844 3,302 3,693

9 26.58 동작구 노량진2동 12,912 15,651 16,345

10 26.57 도봉구 방학1동 11,033 13,804 13,965

11 24.16 영등포구 신길6동 6,387 6,655 7,931

12 23.46 성동구 금호1가동 3,824 4,449 4,721

··· ··· ··· ··· ··· ··· ···

413 -49.21 중랑구 망우본동 8,347 8,148 4,239

414 -51.27 중랑구 중화1동 8,015 7,766 3,906

415 -52.08 중랑구 면목7동 5,947 6,066 2,850

416 -54.33 강동구 명일2동 6,223 5,590 2,842

417 -54.33 중랑구 면목본동 9,135 9,284 4,172

418 -54.85 중랑구 망우3동 6,358 6,292 2,871

419 -55.66 강동구 천호1동 9,347 8,420 4,145

420 -56.61 강동구 암사2동 99,577 78,570 43,206

421 -56.63 중랑구 면목2동 10,020 9,888 4,346

422 -56.90 강동구 고덕2동 4,869 3,004 2,099

423 -57.40 중랑구 면목5동 6,018 6,573 2,564

424 -72.62 강동구 둔촌1동 602 380 165

[표 4-2] 2017년 ~ 2019년 서울시 행정동별 고용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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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랜덤 포레스트 모형 예측에 앞서 랜덤 포레스트 모형과 일반통계모형과의 비

교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이용하여 잔차

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통계모형을 구축하며, 1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

립변수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는 다층자료로, 통계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

수준의 다층모형(Multi-level Model, 다수준 모형)을 이용한 자료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층모형은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이라고

도 불리며 변수들 간에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하는 통계모

형이다. 서로 다른 수준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집단 내와

집단 간의 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위계선형모형 분석에 앞서 먼저

ICC(집단 내 상관, Intraclass correlation)을 확인하여야 한다. ICC 값은 총 분

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 비율 판정을 통해 위계선형모형 설정의 타당성을 알려

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5~25% 수준의 ICC 값이 나타나며, 만일

ICC 값이 5%미만으로 매우 낮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단일수준의 선형회귀모델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희연·노승철, 2013).

 


  





(4.1)


 : 2수준의 집단 간 잔차 분산


: 1수준의 개인 간 잔차 분산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 단위로 구축된 공간적 요인 데이터와 자치구 단위로

구축된 비공간적 요인 데이터를 각각 1수준, 2수준 집단으로 구분하여 ICC 값

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ICC 값은 0.0055(0.55%)로, 집단 간 분산이 개인 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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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비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위계선형모형이 아닌 다중회귀

모형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의 VIF 측정을 통해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

였다. 측정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2017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하여, 2019년 데이

터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요인에 의해 종

속변수인 고용밀도가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R-squared 값은 0.7025로 나타

났으며 고용밀도의 70.25%가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먼저 OLS 잔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브레슈 페이건(Breusch-Pagan) 검정은 잔차의 등분산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결과 값이 유의할수록 잔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고 이분산성, 즉 이질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의 검정 결과 99% 유의수준에서 매

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상관성 검정은 다른 관측치와 완전히 독립적인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자기상관성 검정 방법이 더빈 왓슨(Durbin-Watson) 검정인

데, 2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없고 0이나 4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정 결과, 통계량은 2.0392이나 p-value가 0.4803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Moran’s I 값을 통해 서울시 행정동의 위치를 고려하여

고용밀도의 값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Moran’s I 통계량

이 0에 가까울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없고 1에 가까울수록 공간적 자기상관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검정 결과, 0.456으로 공간적인 자기상관

성이 존재하며 유의수준 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잔차가 이분산성을 가지기 때문에, 변수의 연관성이 모든 공간에

OLS

모형 성능 지표
RMSE MAE R-squared

Adjusted

R-squared

2019년 데이터 8631.066 5365.138 0.7025 0.6877

[표 4-3] 다중회귀모형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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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Capellan & Porter, 2014). 또한

더빈 왓슨 통계량과 Moran’s I 통계량을 통해 공간적인 자기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잔차검증

Breusch-Pagan

Statistic

(이분산성, 이질성)

Durbin-Watson

Statistic

(자기상관성)

Moran’s I

Statistic

(공간적 자기상관성)

OLS 123.09*** 2.0392 0.456***

*** p<0.01 ** p<0.05 * p<0.1

[표 4-4] 다중회귀모형 잔차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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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고용밀도의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지리적 가중회귀

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OLS 통계모형보

다 설명력이 향상되었고 RMSE 오차는 줄어들어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앞서 분석한 다중회귀분석(OLS)의 결과와 지리적 가중회귀분석(GWR) 결과

를 [표 4-6]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통계적을 유의한 요인은 인구밀도, 1인당 지역 내 총생

산(GRDP), 주요집객시설의 수, 법인사업체의 수, 상업 및 공업지역의 면적, 시

가화 면적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에 따르면, 각 변수의 회귀계수는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도심(GBD)까지의 거리 요인은

최소 –0.0498의 음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최대 0.009293의 양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형과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모형과 비

교를 위해 선행적으로 통계모형인 다중회귀모형과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분석

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지역별 계수 및 국지적인 해석보다는 모형의 설명력과

정확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GWR

모형 성능 지표
RMSE MAE R-squared

Adjusted

R-squared

2019년 데이터 8413.471 5231.712 0.717 0.701

[표 4-5]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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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LS
GWR

VIF
min median max

(Intercept) -1013 -3042.1 -2036 -23.202 -

인구밀도 70730* 49916 63981 78094 1.78

고령인구 비율 12560 11338 13458 13938 1.28

교육정도 5378 4336 6110.7 7902.9 2.22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0.03292*** 0.031594 0.03271 0.033908 2.72

법인세 -0.00084 -0.0009 -0.00086 -0.00083 1.83

고용장려금 0.2682** 0.26194 0.27608 0.28345 3.18

주요집객시설의 수 107.7*** 101.77 113.35 119.28 1.83

1인 가구의 수 0.03073 0.031601 0.035511 0.041383 1.66

오피스텔의 수 -40.63 -64.809 -54.474 -36.171 1.48

법인사업체의 수 11.84*** 11.466 11.803 12.145 2.52

지하철역의 수 155 116.56 202.05 235.75 2.06

버스정류장의 수 -85.56 -88.863 -82.715 -77.71 3.18

지하철역 접근성(1km) -0.00105 -0.00142 -0.00112 -0.00088 5.32

지하철역

접근성(500m)
0.004256 0.003622 0.003908 0.004633 5.28

버스정류장

접근성(300m)
0.002301 0.001991 0.002163 0.002572 4.61

상업 및 공업지역의

면적
0.006076* 0.00526 0.007509 0.008634 2.40

시가화 면적 -0.0088*** -0.00924 -0.00905 -0.0086 3.53

한양도심(CBD)까지의

거리
-0.2054 -0.24939 -0.21521 -0.183 3.03

강남도심(GBD)까지의

거리
-0.02496 -0.0498 -0.02015 0.009293 2.48

여의도도심(YBD)까지

의 거리
0.1672 0.1497 0.17782 0.19273 2.16

[표 4-6] 다중회귀모형과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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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랜덤 포레스트 분석

1.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고용밀도 예측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성능은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대표적인 성능 지표에 해당하는 RMSE, MAE, R-square를통해 모형의 성

능을 확인하였다.

회귀모델의 주요 손실함수를 의미하는 RMSE(Root Mean of Squared

Errors)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인 오차들의 제곱 평균으로 정의되며 계산식

은 수식 (4.2)와 같다.

 





  








(4.2)

MAE(Mean of Absolute Errors)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오차들의 절댓

값 평균을 의미하며 계산식은 수식 (4.3)과 같다.

 


  






(4.3)

R2(R-squared)는 결정계수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계산식은 수식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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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랜덤 포레스트의 모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10번의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2017년 데이터 중 1/10을 검증

데이터인 2018년 데이터로 치환하여 10번의 교차 검증을 거친 후, 종합적인 모

형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학습 데이터로 구축한 여러 개의 모형 중 모형의 성능을 RMSE를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R2로 파악하였다. 최적의 모형으로 판단하는 기준

은 모형의 RMSE가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최적의 랜덤 포레스트 모

형은 RMSE가 8315.13이며 하이퍼 파라미터는 트리의 개수를 3890개, 분류의

깊이를 30으로 설정한 모형이었다.

최적의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기반으로 2018년과 2019년의 예측값을 분석했

고 예측 성능 지표에 따른 모형의 예측 성능은 [표 4-6]와 같다. 2017년 데이터

를 학습하여 구축한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 검증 데이터인 2018년 데이터로

검증한 예측모형의 R-squared 값은 0.954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실험

데이터인 2019년 데이터의 예측모형에서는 R-squared 값이 0.917로 나타나, 검

증 데이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차검증 과정에서 검증 데이터로 사용한 2018년의 데이

터에 최적화된 모형을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 기반의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의 예측값을 1:1: 산점도

그래프로 나타낸 값은 [그림 4-2]와 같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 기반의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의 예측값을 지도 위에 매핑하여 실제값과 예측값의 분포를 시

각화한 그래프는 [그림 4-3], [그림 4-4]와 같다.

2017년의 서울시 행정동별 고용밀도를 학습데이터로 하여 2018년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모형으로 2018년과 2019년의 행정동

별 고용밀도를 예측하고 이를 분포로 나타냈다. 검증 데이터에서 대부분의 행정

동에 대해서는 실제 고용밀도와 유사한 값을 예측하였다. 반면 실험 데이터인

2019년의 고용밀도 예측값은 2018년의 예측에 비해 예측력이 낮은 결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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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다만 앞선 결과와 같이 대부분의 행정동에 대해서 실제 고용밀도에 가깝

게 예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실제 고용밀도와 비슷하게 고용밀

도를 예측하고 있었고, 고용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다소 낮게 예측한 것

으로 보아 미세한 정확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분포를 예측하는 데에는

오차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성능 지표
2018년

(Validation Data)

2019년

(Test Data)

RMSE 3523.752 4880.748

MAE 1892.989 2977.209

R-squared 0.954 0.917

[표 4-7] 랜덤 포레스트 예측 모형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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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서울시 고용밀도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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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2018년 서울시 고용밀도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분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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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2019년 서울시 고용밀도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분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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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고용밀도 영향요인 도출

머신러닝의 해석을 위한 ‘해석가능한 기계학습(Explainable AI)’ 기법 중 중

요변수를 도출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인 순열특성중요도와 부분의존도를 이용

해 고용밀도의 예측에 사용된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함으로써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1) 순열특성중요도

순열특성중요도(Permutation Feature Importance: PFI) 측정은 랜덤 포레스

트에 대하여 Breiman(2001)이 도입한 개념으로, 변수들을 순열로 만든 후 모델

의 예측 오차 증가량을 계산하여 변수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모

델의 예측을 위해 특정 변수에 의존했을 경우, 그 변수를 포함했을 때 모델 오

차가 증가한다면 해당 변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모델의 예측을 위

해 특정 변수를 제외할 경우, 모델에 그 변수를 섞었을 때 모델 오류가 변경되

지 않는 경우 해당 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예측인자들과 종속변수의 상호적인 영향관계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측인자들은 고용밀도와 영향관계가 있음

을 가정하였으며, 고용밀도와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로 예측인자 또한 고용

밀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고용밀도 예측 인자로 사용된 20개 변

수들의 순열특성중요도 순위와 정도를 다음과 같은 순위 기반의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다.

순열특성중요도가 가장 높은 변수는 해당 지역의 법인사업체 수로 나타났으

며,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체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인력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고용밀도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체수를 제외하였을 때 다른 변수들로 예측한 모형의

오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순열특성중요도가 높은 비공간적 요인은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과 고

용장려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지역의 생산액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

급액에 따른 경제적 관련 요인이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사업체수 이후 중요도가 높은 공간적 요인으로는 주요집객시설의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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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 면적, 강남도심(GBD)까지의 거리, 지하철역 접근성(500m), 상업 및 공업지

역의 면적, 버스정류장 접근성(300m), 지하철역 접근성(1km)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시가화 면적과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의 토지계

획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이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주요집객시설의 수인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 문화관광시설, 교통관련시설 등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

고용밀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지하철역 접근성 요

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교통접근성이 매우 큰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지하철역의 개수는 접근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요도 값

을 보였다. 버스정류장 또한 300m 범위의 접근성의 중요도가 버스정류장의 개

수의 중요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에 있어서 절

대적인 교통 정류장의 수가 아닌 접근성의 특성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역의 고용밀도가 높은 것은 강남도심(GBD)까지의 거리에 다소 중요한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도심인 한양도심(CBD)까지의 거리와 여의도

도심(YBD)까지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오피스텔의 수와 1인 가구 수는 낮은 중요도 값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1

인 가구는 고용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비슷하게

인구밀도와 고령인구 비율의 인구관련 요인은 고용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의 법인세, 교육정도 요인이 인구관련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순위 요인특성 변수 순열특성중요도

1 공간적 법인사업체 수 135981623

2 비공간적 1인당 GRDP 20904399

3 비공간적 고용장려금 17131525

4 공간적 주요집객시설 수 16376606

5 공간적 시가화 면적 16131397

6 공간적 GBD까지의 거리 12073946

7 비공간적 법인세 10902495

[표 4-8] 랜덤 포레스트 기반 서울시 고용밀도 영향요인의 순열특성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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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적 지하철역 접근성(500m) 9035261

9 공간적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8884921

10 비공간적 교육정도 7903324

11 공간적 버스정류장 접근성(300m) 7236971

12 공간적 지하철역 접근성(1km) 7094830

13 비공간적 인구밀도 6793222

14 공간적 CBD까지의 거리 6708747

15 공간적 오피스텔의 수 4102237

16 공간적 1인 가구 수 3418014

17 공간적 버스정류장의 수 2881849

18 공간적 지하철역의 수 2777146

19 공간적 YBD까지의 거리 2730348

20 비공간적 고령인구 비율 217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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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랜덤 포레스트 기반 서울시 고용밀도 영향요인의 순열특성중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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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DI 중요도

MDI(Mean Decrease in Impurity) 중요도는 노드 불순도(Impurity)에 따른

중요도를 의미하며, 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MDI 값이 클수록 고

용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고용밀도 예측 변수로

사용된 20개 변수들의 MDI 기반 중요도 순위와 정도를 다음과 같은 순위 기반

의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다.

MDI 중요도가 가장 높은 변수는 순열특성중요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법인사업체 수이며 순열특성중요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공간적 요인의

중요성이 높았다.

MDI 중요도에 따르면 공간적 요인 중 법인사업체수, 상업 및 공업지역, 시가

화면적은 다른 공간적 요인과 모든 비공간적 요인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주로 토지계획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고용을 발

생시키는 도시계획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비공간적 요인에 해당하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인구밀도,

고용장려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순열특성중요도와 다른 점은 인구

밀도의 중요도가 상승했다는 점이며 고령인구 비율 또한 중요도 순위가 상승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공간적 요인에는 주요집객시설의 수, 강남도심(GBD)까지의 거리, 한양도심

(CBD)까지의 거리, 지하철역 접근성(500m), 버스정류장의 수, 지하철역 접근성

(1km)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계획적 특성을 제외한 공간적 요

인으로는 주요집객시설의 수와, 고용 중심지 접근성이 고용밀도의 중요 예측요

인이며, 지하철과 버스정류장과 같은 교통체계에 접근이 수월한 지역에 따라 고

용밀도 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순열특성중요도와 마찬가지로 여의도도심(YBD)까지의 거리는 상대적

인 중요도가 낮았으며 1인 가구의 수와 오피스텔의 수, 절대적인 교통 환승센터

수를 나타내는 버스정류장의 수와 지하철역의 수 모두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종합하면, 두 변수 중요도 척도 모두 법인사업체의 수, 주요집객시설의 수,

토지계획적 요인, 고용장려금이 중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구도심보다 강

남도심까지의 거리가 고용밀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 환승센터의 절대적인 양보다 교통 접근성이 고용밀도에 더욱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고령인구 비율은 고용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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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순위 요인특성 변수 MDI 중요도

1 공간적 법인사업체 수 28736434309

2 공간적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6683683210

3 공간적 시가화 면적 6553857736

4 비공간적 1인당 GRDP 6552227660

5 공간적 주요집객시설 수 6360943616

6 비공간적 인구밀도 5593052631

7 비공간적 고용장려금 5548195435

8 공간적 GBD까지의 거리 4774928813

9 공간적 CBD까지의 거리 4136827053

10 공간적 지하철역 접근성(500m) 4071163682

11 비공간적 교육정도 2732870332

12 공간적 버스정류장의 수 2692624043

13 비공간적 법인세 2622567202

14 공간적 지하철역 접근성(1km) 2386904049

15 비공간적 고령인구 비율 2278514327

16 공간적 지하철역의 수 2034762644

17 공간적 오피스텔의 수 1963314647

18 공간적 버스정류장 접근성(300m) 1902216419

19 공간적 YBD까지의 거리 1635117869

20 공간적 1인 가구 수 1433966892

[표 4-9] 랜덤 포레스트 기반 서울시 고용밀도 영향요인의 MDI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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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랜덤 포레스트 기반 서울시 고용밀도 영향요인의 MDI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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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의존도(Partial Dependence Plot)

중요한 변수를 찾는 것은 주요 동인을 발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입력

변수와 예측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 부분 의존도

(Partial Dependence Plot: PDP)을 이용해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와 블랙박스

(black-box) 모델의 예측 사이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부분의존도는 기계학습 모형의 예측 결과에 대한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성들

이 갖는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보여준다(J. H. Friedman 2001). 부분의

존도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인지, 변화가 없는지, 혹은 복

잡한지를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존도를 활용하여 예측 대상인 고

용밀도와 예측변수들 간의 관계의 선형성과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의 서울시의 고용밀도를 예측한 후, 부분의존도를 이용해 랜

덤 포레스트 모형이 학습한 고용밀도와 예측인자 간의 영향관계를 [그림 4-7],

[그림 4-8], [그림 4-9], [그림 4-10]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부분의존도 그래프를 통해 고용밀도 예측인자로 구축한 비공간적·공간적 요

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비공간적 요인에 해당하는 인구밀도, 교육정도,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법인세, 교육정도, 고용장려금 요인은 지역의 고용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며, 해당 요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고용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교육정도를 의미하는 대학진학률은 지역의 학력이 증가하더라도 고용밀도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

용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은 지역의 고용밀도와

일정 수준 이하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외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고용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고령인구가 많은

종로구 및 중구의 구도심에서 높은 고용밀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

다.

공간적 요인 중 주요집객시설의 수와 오피스텔의 수, 법인사업체 수의 경우,

고용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의 수는 그

수가 적을 경우, 고용밀도와 음의 상관관계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수

가 증가하더라도 고용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통 관련 요인에 해당하는 지하철역의 수, 버스정류장의 수는 그 관계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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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나타났으며 버스정류장 수의 경우 고용밀도와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

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하철역의 경우, 역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밀도

는 증가하며 지하철역 반경 1km 지역보다 500m 지역에서 더욱 뚜렷한 관계를

가진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반경 500m에 해당하는 면적이 큰 지역일수록 고용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버스정류장 반경 300m에 해당하는 면

적이 큰 지역은 고용밀도와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용 중심지 접근성 요인의 경우, 한양도심(CBD)까지의 거리와 강남도심

(GBD)까지의 거리는 고용밀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두 도심까지의 거리

가 가까울수록 고용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관계가 뚜렷하지 않

았다. 반면 여의도도심(YBD)까지의 거리는 다소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며 여의도도심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고용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가화면적과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은 반대되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업

및 공업지역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시가화 면적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화 면적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이 차

지하는 면적이 큰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시가화 면적은 곧 높은 주거

지역 면적을 의미하고, 시가화 면적이 매우 높은 지역의 경우 고용밀도보다는

주거 밀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주요집객시설 수, 오피스텔 수, 지하철역의 수, 지하철역 접근성

(1km), 법인사업체 수, 지역내 총생산은 상업 및 공업지역의 면적은 고용밀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정도가 증가할수록 고용밀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인구 비율, 1인 가구의 수, 버스정류장의 수 및 접근성, 강남도심

까지의 거리는 고용밀도와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나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고

용밀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요인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한양도심(CBD)

까지의 거리와 시가화 면적은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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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서울시 고용밀도에 대한 변수의 부분의존도 (인구밀도, 고령인구 비

율, 교육정도, 1인당 GRDP, 법인세,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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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서울시 고용밀도에 대한 변수의 부분의존도 (주요집객시설 수, 1인

가구의 수, 오피스텔 수, 법인 사업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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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서울시 고용밀도에 대한 변수의 부분의존도 (지하철역의 수, 버스정

류장의 수, 지하철역 접근성(1km), 지하철역 접근성(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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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서울시 고용밀도에 대한 변수의 부분의존도 (버스정류장 접근성

(300m), CBD까지의 거리, GBD까지의 거리, YBD까지의 거리, 상업 및 공업

지역 면적, 시가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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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분석

1.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고용밀도 예측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GWRF) 모형을 통해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가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기반으로 예측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모델의 주요 손실함수를 의미하는 RMSE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인 오

차들의 제곱 평균으로 정의된다. MAE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오차들의

절댓값 평균이며, R2(R-squared)는 결정계수를 의미하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

낸다.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 2018년과 2019년 두 데이터 모두에

대하여 모형의 설명력이 일반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설명력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예측 정확도 또한 향상되었다.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모델 기반의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의 예측값을

1:1: 산점도 그래프로 나타낸 값은 [그림 4-11]와 같다. 또한 서울시 지역별 고

용밀도의 예측 값을 지도 위에 매핑하여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분포를 시각화한

그래프는 [그림 4-12], [그림 4-13]과 같다. 일반 랜덤 포레스트 모형과 비교하

였을 때, 상대적으로 고용밀도의 공간적 편차가 적으며 공간적 밀집 정도가 더

욱 뚜렷한 예측 분포를 보였다.

모형 성능 지표
2018년 데이터

(Validation Data)

2019년 데이터

(Test Data)

RMSE 1694.039 3705.515

MAE 749.534 1510.681

R-squared 0.989 0.947

[표 4-10]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예측 모형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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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서울시 고용밀도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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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 2018년 서울시 고용밀도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분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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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 2019년 서울시 고용밀도 실제

값과 예측 값의 분포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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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영향요인 도출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GWRF) 모델 기반의 서울시 지역별 고용밀도의

예측요인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별로 나타낸 표는 [표 4-10]와 같다.

변수의 중요도는 예측오류를 나타내는 MSE의 증가정도에 기반한 순열특성

중요도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노드 불순도(Node Impurity)에 기반한 MDI 중

요도를 통해 고용밀도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순열특성중요도(PFI)는 MSE 증가정도에 따른 정확도(Mean decrease

accuracy)로 변수의 중요도를 측정하며, 변수가 모형의 분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순서대로 법인사업체의 수, 시가화 면

적, 1인당 GRDP, 인구밀도, 버스정류장 접근성(300m), 고용장려금, 법인세, 지

하철역 접근성(1km)이 주요집객시설 수, 여의도도심(YBD)까지의 거리, 지하철

역의 수, 버스정류장의 수, 1인 가구 수, 교육정도, 한양도심(CBD)까지의 거리,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고령인구 비율, 강남도심(GBD)까지의 거리, 지하철역

접근성(500m)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일반 랜덤 포레스트

모형과 다른 양상을 띄나, 법인사업체 수와 시가화 면적, 1인당 GRDP 변수는

여전히 중요도가 높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는 공간적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으로, 고용밀도

영향요인 변수들이 고용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를 나타낸다. 중요도 분석 결과, 일반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중요도

에 비해 인구밀도와 버스정류장 접근성(300m), 여의도도심(YBD)까지의 거리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주요집객시설의 수,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지하

철역 접근성(500m), 강남도심(GBD)까지의 거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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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요인특성 변수 순열특성중요도

1 공간적 법인사업체 수 110.162121

2 공간적 시가화 면적 46.9746049

3 비공간적 1인당 GRDP 25.3195531

4 비공간적 인구밀도 16.2501315

5 공간적 버스정류장 접근성(300m) 6.9235608

6 비공간적 고용장려금 6.5393412

7 비공간적 법인세 5.4747365

8 공간적 지하철역 접근성(1km) 4.6337449

9 공간적 주요집객시설 수 4.5623847

10 공간적 YBD까지의 거리 3.4885404

11 공간적 지하철역의 수 3.43463

12 공간적 버스정류장의 수 3.1781373

13 공간적 오피스텔의 수 2.4729259

14 공간적 1인 가구 수 2.0898871

15 비공간적 교육정도 2.0591477

16 공간적 CBD까지의 거리 0.2695985

17 공간적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0.5888285

18 비공간적 고령인구 비율 -1.4786052

19 공간적 GBD까지의 거리 -1.8664371

20 공간적 지하철역 접근성(500m) -2.3379599

[표 4-11]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 서울시 고용밀도의 영향요인의

순열특성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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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 서울시 고용밀도의 영향요

인의 순열특성중요도

노드 불순도에 따른 중요도(Mean decrease Gini)는 변수의 MDI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값이 클수록 고용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순서대로 법인사업체 수, 시가화 면적, 1인당 GRDP, 주요집객시설 수, 고용

장려금, 한양도심(CBD)까지의 거리,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버스정류장 접근성

(300m), 고령인구 비율, 여의도도심(YBD)까지의 거리, 지하철역 접근성(1km), 1

인 가구 수, 버스정류장의 수, 지하철역 접근성(500m), 강남도심(GBD)까지의 거

리, 오피스텔의 수, 법인세, 교육정도, 지하철역의 수가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일반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MDI 중요도와 다른 점은 한양도심(CBD)까지의

거리의 중요도가 증가하였으며, 지하철역 접근성(500m)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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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대신 지하철역 접근성(1km)의 중요도가 상승하였다. 또한 순열특성중요

도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서 여의도도심(YBD)까지의

거리의 중요도가 상승했으며, 반면에 강남도심(GBD)까지의 거리가 낮은 중요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요인특성 변수 MDI 중요도

1 공간적 법인사업체 수 70823292006

2 공간적 시가화 면적 14485883513

3 비공간적 1인당 GRDP 6847793956

4 비공간적 인구밀도 3368940899

5 공간적 주요집객시설 수 1276040430

6 비공간적 고용장려금 1147831107

7 공간적 CBD까지의 거리 837744145

8 공간적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742771139

9 공간적 버스정류장 접근성(300m) 718179642

10 비공간적 고령인구 비율 705102364

11 공간적 YBD까지의 거리 651223523

12 공간적 지하철역 접근성(1km) 532848178

13 공간적 1인 가구 수 500586547

14 공간적 버스정류장의 수 470627711

15 공간적 지하철역 접근성(500m) 465962437

16 공간적 GBD까지의 거리 446092227

17 공간적 오피스텔의 수 429090312

18 비공간적 법인세 349048733

19 비공간적 교육정도 310970635

20 공간적 지하철역의 수 273159667

[표 4-12]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 서울시 고용밀도의 영향요인의

MDI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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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기반 서울시 고용밀도의 영향요

인의 MDI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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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서울시 고용밀도의 분포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OLS, GWR, 랜덤 포레스트

(RF),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GWRF)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통계모형인 OLS와 GWR은 회귀분석의 결과 값으로, 2019년의 데이터로 회

귀분석하여 모형의 오차로 계산된 RMSE, MAE와 모형의 설명력인 R-squared

값을 나타냈다. 기계학습 모형인 RF와 GWRF는 예측분석의 결과 값으로, 2017

년의 데이터로 학습하여 2018년 데이터로 검증한 최종적인 랜덤 포레스트 모형

을 기반으로 2019년 데이터를 예측하여 실제 값과의 오차로 계산된 RMSE,

MAE, R-squared 값을 나타냈다. 모형의 설명력과 예측 정확도는 [표 4-11]와

같다.

먼저 통계적 분석 기반의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다중회귀분석(OLS)은 모형

의 설명력(R-squared)이 0.702로 나타났으며 OLS 모형을 사용했을 때, 2019년

고용밀도 분포의 70.2%가 영향요인으로 사용된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가중회귀분석(GWR)은 모형의 설명력이 0.717로 나타났고, 이

것은 공간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2019년 고용밀도 분포의 71.7%가 GWR로

구축된 모형의 영향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모형을 비교하면

일반적인 회귀분석보다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모형이 고용밀도의 분포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예측모형을 살펴보면, 일반 랜덤 포레스트(RF)는 모형

모형 성능 지표 OLS GWR RF GWRF

2019년

데이터

RMSE 8631.066 8413.471 4880.748 3705.515

MAE 5365.138 5231.712 2977.209 1510.681

R-squared 0.7025 0.717 0.917 0.947

[표 4-13] 통계 기반의 회귀모형과 랜덤포레스트 기반의 예측모형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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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력이 0.917로 나타났으며 RF 모형을 사용했을 때, 2019년 고용밀도 분포

의 91.7%가 영향요인으로 사용된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

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GWRF)눈 모형의 설명력이 0.947로 나타났고, 이것은

공간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2019년 고용밀도 분포의 94.7%가 GWRF로 구축

된 모형의 영향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모형을 비교하면 일

반적인 랜덤 포레스트보다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이 고용밀

도의 분포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수적 방법인 통계분석과 비모수적 방법인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비교하였

을 때, RF와 GWRF가 OLS와 GWR 모형의 설명력과 정확도보다 모두 향상되

었다.

모형의 정확도 측면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형 보다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

트 모형이 2019년 서울시 고용 밀도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는 RMSE와 MAE가 더 낮아 랜덤 포레스트보다 향상된 예측 정

확도를 보이며, 일반 랜덤 포레스트보다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

로, 4개의 모형 중 2019년의 서울시 고용밀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모형은 지리

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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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랜덤 포레스트 및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서울시 고용밀도의 예측분포를 시각화하고, 고용밀도에 예측에 영향을 미치

는 공간적·비공간적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분석인 모수적 추정방법과

기계학습 방법의 비모수적 추정방법을 비교했다. 모수적 방법인 통계분석과 비

모수적 방법인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비교하였을 때, OLS와 GWR 모형보다

RF와 GWRF의 설명력과 정확도가 모두 향상되었다. 또한 공간적 영향을 고려

하지 않은 OLS와 RF 모형보다 GWR, GWRF의 설명력과 정확도가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OLS)은 모형의 설명력(R-squared)이 0.702로 나타났으며 지리

적 가중회귀분석(GWR)은 모형의 설명력이 0.717로 나타났다. 두 모형을 비교하

였을 때 일반적인 회귀분석보다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모형이 고용밀도의 분포

를 약 1.5%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랜덤 포레스트(RF)는 모형의 설명력이 0.917로 나타났으며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GWRF)는 모형의 설명력이 0.947로 나타났다. 두 모형을 비교하

였을 때 일반적인 랜덤 포레스트보다 공간적 영향을 고려한 랜덤 포레스트 모

형이 고용밀도의 분포를 약 3%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모형과

기계학습모형을 비교하면, OLS 모형보다 RF 모형에서 21.5% 가량 설명력을 높

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WR 모형보다 GWRF 모형의 설명력이 약 23%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가 모형의 RMSE와 MAE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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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확도와 예측력이 가장 높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가 가장 높아

4개의 모형 중 2019년의 서울시 고용밀도를 예측하는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채

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 분포가 공간적 상관성을 가지며, 공간회귀분석으

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한 선행연구(Furková, A., Chocholatá, M.,

2021; 김지영·전명진. 2021; Gutiérrez Posada, D.et al., 2018; 남기찬·임업, 2009;

Corcoran J, et al., 2009)와 상응하는 결과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고용밀도의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구축한 변수의 중요도

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고, 중요도가 높은 고용밀도

예측요인은 법인사업체 수, 주요집객시설의 수, 지하철역 접근성, 상업 및 공업

지역 면적, 도심까지의 거리 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고용 영향요인으로 주로 도출된 교통접근성, 사업체, 토지이용 관련 요인과 일

치하였다(김지영·전명진, 2021; 김근영, 2019; 유의진·전명진, 2019; Liu, T. et al,

2018; 진장인·진은애, 2015).

비공간적 요인의 경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인당 지역내총생

산(GRDP), 고용장려금 지급액, 법인세로 나타났고, 인구 밀도와 고령인구 비율

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GDP,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역의 경제적 요인이 고용밀도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선행연구(김근영, 201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학진학률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

로 나타났다.

공간적 요인의 경우, 시가화면적과 상업 및 공업지역의 면적, 지하철역 접근

성, 오피스텔의 수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

을 갖는 요인은 버스정류장 수, 대학교 접근성, 지하철역의 수로 분석되었다. 공

간적 요인 중 지하철 접근성이 고용밀도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것은 다

수의 앞선 선행연구(김지영·전명진, 2021; 유의진·전명진, 2019; Liu, T. et al,

2018; 진장인·진은애, 2015)와 부합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심 및 고용 중

심지까지의 거리가 중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결과도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1인 가구를 영향요인으로 포함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1인 가구 요인이 고용 밀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한 것은 이전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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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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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서울시 지역별 고용 격차 완

화를 위해 공간적 관점에 대한 두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울시의 고용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용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 지하철역과 같은 고속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요인 중 지하철역 접근성이 고용밀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지하철역의 수와 버스정류장의 수의 요인보

다 훨씬 큰 영향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서

울시는 지역의 고용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별 교통 환승역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별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지원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통근거리를 축소하고, 교통혼잡의 심화를 완화함으

로써, 1장과 2장에서 연구의 문제로 분석되었던 고용밀도의 상승으로 인

한 도시의 효율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둘째, 서울시의 고용 밀도 분포는 대표적인 고용 중심지인 3도심(한양

도심, 강남도심, 여의도도심)과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서

울시의 고용성장은 고용 중심지의 위치 및 고용 중심지까지의 거리(접근

성)를 고려함으로써 지역적 고용 격차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

체적으로 한양도심(CBD)과 강남도심(GBD)이 서울시 전체 고용밀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중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지만, 두 도심과의 거

리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 고용밀도와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의도도심(YBD)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용밀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3도심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고용분산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용밀도는 1인 가구의 수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부분의존도 분석 결과, 고용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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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수가 점차 증

가함에 따라 고용밀도가 상승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고용밀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1인 가

구 밀집 지역의 적절한 고용정책 또는 고용 중심지 및 인접 지역에 역세

권 청년주택, 1인 가구의 주거지원과 같은 적절한 주거정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두 가지 시사점은 고용 중심지역과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시 고용정책을 수립할

시에 노동시장이 쇠퇴되는 지역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3도심의 고용

중심지 접근성을 고려한 고용분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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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던 것

에서 더 나아가 실제 고용 정도에 대한 예측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수리 또는 계량적 모형을 사용하여 종속변

수와 설명변수의 관계를 추론하는 연구는 폭넓게 진행되었으나, 예측 분석에 초

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이창로·박기호, 2016). 본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형이 통계모형보다 설명력과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모수

적 방법인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머신러닝 분석방법의

가능성을 시험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고용밀도 분포의 공간적 영향(이질성)을 고려한 지리

적 가중 분석방법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모형과 지리적 가중

모형의 차이는 통계적 분석방법과 머신러닝 분석방법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으

며, 지리적 가중분석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고용밀도의 분포의 설명력과 예측도

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고용밀도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고,

고용밀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비공간적 요인과 공간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

으로써 각 예측요인이 고용밀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고용밀도와 어떠

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역의 특성과 교통적 요인을 고

려하여 공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계획

적 요인과 사업체 요인이 고용밀도를 상승시키는 보편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고용 밀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

장과 같은 교통 환승역의 접근성 요인과 고용 중심지와의 접근성 요인의 중요

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의 행정동별

고용밀도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나, 기간이 1년 단위로 고용밀도의 변화

정도가 크지 않아 복잡하고 편차가 큰 시공간적 변동에 대한 예측 정확



- 81 -

도를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보다 넓

은 범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여 3년 이상의 기간의 예측 분석을 시

행하다면 더욱 뚜렷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더욱 정확한 예측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과 지리적 가중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게 추정되는 독립변수의 계수 값

을 통해 서울시 고용밀도 분포의 국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한다면 고용밀도 예측요인이 각 지역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울시 내 지역의 고용 성장의 공간적·비공간적 두

가지 관점의 요인을 반영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서

울시의 불균형적 발전을 시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요인으로 활용하여 바람직

한 도시구조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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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quality employment is concentrated in the three central areas of

Seoul (Jongno, Gangnam, and Yeongdeungpo) and about half of total

employment of Seoul is concentrated in these areas. Seoul has a regional

disparity in employment density, resulting in serious problems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unbalanced running distances. As this phenomenon hinders

the efficiency of the city, it is necessary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use the urban space through

the dispersion of appropriate employm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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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dict changes i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changes in employment density by

region in Seoul and deriving significant factors for effective spatial policy

and urban planning establish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predictive analysis on employment density of regions in Seoul and

to derive important factors. Specific purpose i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employment density of Seoul by establishing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in Seoul,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ease the employment

gap in Seoul.

This study conducted a predictive analysis of employment density by

region in Seoul and derived important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density. The temporal rang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employment density in 2019 using data from 2017 and 2018.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s the enti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analysis units are 424 administrative dongs in Seoul.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influencing factors were constructed by synthesizing factors

explaining employment occurrence from an empirical point of view of

employment occurrence. Largely, it was divided into non-spatial and spatial

factors, and based on this, 20 explanatory variables that affect employment

density were constr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stribution of employment density in

Seoul from 2017 to 2019 was multi-nuclearized from the traditional single

employment centers to the areas of Gangnam, Seocho, Yeongdeungpo, and

Geumcheon. The overall employment density in Seoul is increasing, and the

degree of employment density is intensifying.

As a result of the random forest analysis, the influence factor on the

employment density was the largest in the number of corporate businesses

and land planning factors, and the accessibility factor of subway stations

was the largest thereafter. Through this, it can be expected that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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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acts as a very large predictor of employment density.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subway stations has a significantly lower

importance value than accessibility, suggest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ccessibility are more important in the conditions for employment to occur

than the absolute number of transportations stops.

As a result of the partial dependence analysis, the number of major

attraction facilities, officetels, subway stations, accessibility (1km), corporate

enterprises, and gross regional product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loyment density, and as the degree increases, employment density also

increases.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number and accessibility of bus stops, and the distance to

downtown Gangnam are not clear, but the employment density increases

when it is above a certain level. Unlike other factors, as an exception, the

distance to Hanyang City Center (CBD) and the urbanization area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hen comparing parametric method statistical analysis and nonparametric

method random forest analysis, both explanatory power and accuracy of RF

and GWRF were improved compared to OLS and GWR model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xplanatory power and accuracy of GWR and GWRF

considering spatial influences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OLS and RF

models without considering spatial influences. Finally, the geographic

weighted random forest has the highest accuracy and predictability of the

model an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so it was adopted as

the best model to predict the employment density of Seoul in 2019.

The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of this study were deriv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random forest model, which was built in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ing factors of employment density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se were found to be the number of corporate businesses and major

attraction facilities, accessibility to subway stations, and area of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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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dustrial areas. These factors were consistent with factors related to

traffic access, business, and land use, which were mainly derived as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in previous studi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blem of job separation corresponding to the separation of employment and

hous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judged that when

establishing an employment policy in Seou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raffic

accessibility in areas where the labor market is declining and to distribute

employment in consideration of accessibility to the employment center in the

third c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in predicting changes in employment density, and proposed spatial

employment policies and housing policies by simultaneously considering

non-spatial and spatial factors.

keywords : Employment Density, Influencing Factors, Spatial

Prediction Analysis, Random Forest, Geographically Weighted Random

Forest,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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