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최근 GPS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교통카드 

사용정보나 휴대전화 위치정보, 소셜미디어 이용정보와 

같은 대규모의 시공간 빅데이터가 생성, 유통되며 이전에

는 할 수 없었던 개인화된, 미시적 규모의 연구가 증가하

기 시작했다(Susilo and Kitamura, 2005; Bhaduri et al., 

2007; Martin, 2011; Lee and Kang, 2015). 재난관리와 도시

계획, 공공시설 관리, 소비자 및 시장 분석, 환경 및 공중 보

건 프로그램 등 공간 데이터가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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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미시적 규모의 연구가 증가하며 기존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지만, 현재 접근 가능한

대부분의 공간 데이터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반으로 집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고해상도 공간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존의

공간 데이터를 세밀한 공간 단위로 전환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직장인구를 건물 단위로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개별 통행의 목적지를 건물 단위로 추정하는 건물선택 알고리즘은 영역내

삽법과 대시메트릭 매핑을 기반으로 하며, 보조 데이터를 통해 건물별로 가중치를 정의한 뒤 이를 기반으로 통행의 목적지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통행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내삽법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새로운 인구 추정 모형을 제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고해상도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가구통행실태조사, 직장인구 추정, 공간 데이터 융합, 영역내삽법, 대시메트릭 매핑

Abstract : Recently, individual-level analysis and demand for fine-scale spatial data have increased, but most of
the currently accessible data is aggregated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units.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data procuremen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generate fine-scale spatial data 
by integrating easily accessible open data. The building selection algorithm that estimates the destination of a
trip by building unit is based on areal interpolation and dasymetric mapping. The weights for the building 
selection process are derived from various ancillary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more
accurate than the existing interpolation method. This study suggests a new population estimation model based
on trip records and has a significance in that high-resolution data is generated by combining various easily 
accessible data.
Key Words : Household travel survey, Workplace population, Spatial data integration, Areal interpolation, 

Dasymetric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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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규모의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세밀

한 공간 단위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마이크로데

이터는 각 분야에서 개인에 초점을 맞춘, 더욱 정밀한 의

사결정과 정책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밀한 공간 단위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간 분

석에 활용하는 데 있어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선 현재 접근 가능한 대부분의 공간 데이터는 개인의 사

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구역 단위를 기반으로 집계되어 제

공된다. 최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가 확산되며 정밀한 

공간 데이터를 공개하는 추세지만 그 이용 범위는 매우 제

한되어 있어 연구과제 도출 등 탐색 목적에서의 활용이 어

렵다. 특히 센서스 등 기존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여가 공간 

등 주거지 외의 공간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규모 및 개인 단위의 분석에 필요한 고

해상도 공간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존의 공간 데이터를 세

밀한 공간 단위로 전환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 데이터를 

융합하여 직장 공간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 즉 건물 단위

의 직장인구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기존에 공간 단위를 전환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시메트릭 매핑과 영역내삽법을 조합하

여 건물 단위의 인구 추정을 진행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축한다. 즉 영역내삽법에 필요한 가중치를 다양한 공공 

데이터에서 도출하여 더욱 정확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가구통행실태조사에 적용하여 직장 공간의 분포를 

건물 단위로 추정하고자 한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특정일의 개별 통행 양상을 조사

하는 설문으로써, 가구 정보, 가구원 정보, 통행 정보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영국의 National Travel Survey, 미국의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호주의 NSW State 

Supplementary Survey, 뉴질랜드의 New Zealand Travel 

Survey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국

토교통부 주관으로 5년마다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

행된다. 이는 신뢰성과 규모의 측면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통행 조사 자료이며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

다(추상호 등, 2008; 김현우·김호연, 2011; 조대헌, 2011; 

오병록, 2014). 그럼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구원이

나 통행과 관련된 위치정보를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

동의 단위로 제공하여, 현재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만

큼 미시적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행 관련 연구에 적절

하지 못하다(Deng and Ji, 2010). 따라서 가구통행실태조

사 자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 데이터를 융합하여 건물 

단위 공간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이

론적 배경과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과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점

에 대해 논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

이터와 직장인구의 건물별 분포 추정 절차를 소개하고, IV

장은 이를 서울시에 적용한 결과와 검증과정, 향후 활용방

안에 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 결과

가 갖는 의미와 기여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기존 연구에서 직장인구 추정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

발하지 못했으며, 특정 지역의 인구를 주간인구와 야간인

구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연구가 좀 더 폭넓게 진행되어 있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면, 

직장인구는 주거지가 아닌 근무지로 이동하여 업무를 진

행하는 사업체의 종사자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정의된다. 

즉,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총괄하는 

현주인구 중 근무지에 근로 중인 인구만을 나타낸다. 주간

인구와 야간인구는 주로 시간에 따라 구분되며 주간인구

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동안에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현

주인구, 야간인구는 오후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

지 해당 지역에 머문 현주인구의 수를 나타낸다(Foley, 

1952; Wei et al., 2015).

처음으로 주간인구를 야간인구와 구별한 것은 Wirth 

(1938)로, 도시에 대한 연구에서 주간인구 개념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도시를 정의할 때 많

은 도시의 경우 야간인구가 부족하여 도시로 정의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술통계, OD 매트릭스, 영역내삽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주간인구와 야간인구의 공간적 

분포가 추정되었다(Foley, 1952; Akkerman, 1995; Roddis 

and Richardson, 1998; McPherson and Brown, 2003; 

Sleeter and Wood, 2006; Wei et al., 2015). 기존 연구에서 

야간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의미하며, 센

서스 데이터 등 이미 구축되어있는 주거인구 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추정되었다. 반면 주간인구의 경우 과거에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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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장인구와 더

불어 활동시간 대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비고용 인구

와 해당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인구의 합으로 정의하거

나(McPherson and Brown, 2003; Sleeter and Wood, 2006 

Wei et al., 2015), 통행 데이터를 통해 주간(오전 7시~오후 

7시)에 해당 지역을 통과한 사람의 수로 나타내었다

(Foley, 1952; Roddis and Richardson, 1998).

국내에서는 도시의 주간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

부터 5년 단위로 12세 이상의 통근 및 통학을 대상으로 주

간인구와 주간인구지수 자료를 시·군·구 단위로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인구의 이동은 그 외 사교적 활동

이나 쇼핑과 비즈니스의 목적에도 발생하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서비스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통근자와 통학자만을 기준으로 한 주간인구 개념에 한계

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경태 등, 2016). 따라서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변미리·서우석(2011)의 연구에서 유동

인구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통계청에서 서울시 유동인구

(보행통행량) 조사 결과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유동인구 

데이터의 경우 크게 공공 데이터로 제공되는 유동인구 데

이터와 통신사에서 통화량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제공하

는 유동인구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조사 지

점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를 그리드로 나눈다고 가정했

을 때 약 60m × 60m 단위로 유동인구를 나타낸다. 통신사

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의 경우 하나의 지점이 담

당하는 면적이 약 5m × 5m로 매우 조밀하지만, 데이터 구

매에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에 직장인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웠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주간인구를 정의

함에 있어 직장인구 개념을 포함하여, 사업체 데이터, 센

서스 데이터 등을 통한 직장인구추정에 대해 다루고 있었

다. McPherson and Brown(2003)의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이름, 주소, 사업 종류, 종사자 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1999년 주별 사업체 데이터와 2000년 주 사이의 통근통행 

데이터를 결합하여 주간의 직장인구 그리드를 작성하였

다. Bhaduri(2008) 역시 센서스 데이터, 주 사이의 통근통

행 데이터, 분기별 종사자 수 데이터 등을 통해 직장인구

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주간인구 정의에 사용하였다. 

Greger(2015)는 개인의 활동공간을 집과 직장으로 이분화

하였으며, 개인의 통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

른 인구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별 사

업체 통계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직장인구 관련 공공 데이

터 중 가장 고해상도의 데이터로, 서울시의 사업체 정보와 

종사자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사업체 데이터의 경우 

사업체가 위치한 행정구역과 조직형태, 주사업분류, 대표

자 성별 및 연령대, 종사자 수, 영업 개월 수 등의 정보를 담

고 있으며, 종사자 수 데이터의 경우 집계구별 산업분류에 

따른 종사자 수를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는 집계구 단위로 

제공되며,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없이 단순히 인구

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사자

의 실제 근무지역과 소속 사업체가 다를 때 데이터의 정확

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기존 연구를 통해 주간인구와 직장인구의 추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토지용도와 같은 보조 데이터와 면적에 가중

치를 주어 인구를 추정하는 영역내삽법이 사용된다는 점

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대시메트

릭 매핑과 영역내삽법을 모두 적용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 

및 통계 자료의 한계점은 인구 추정의 결과가 단순히 건물

이나 그리드와 같은 특정 공간 단위 내에 위치할 것으로 추

정되는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었다. 반

면 본 연구에서 직장인구 추정을 위해 사용한 가구통행실

태조사의 경우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 추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인구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직장인구의 경우 유동인구와 더불어 현주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

았는데, 본 연구는 주간의 상주인구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교통계획, 재난관리, 도시계획과 같

은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정 방법을 활용하면 다양한 공공 데

이터를 융합하여 효과적으로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구축,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 대중교통 데

이터, 건물용도 및 토지용도, 집계구별 사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 단위 직장인구 추정을 진행하였다. 가구통

행실태조사 데이터는 센서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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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적 규모로 시행되는 설문 조사이며, 국내에서는 조

사 결과가 공공 데이터로 공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인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며, 데이터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의 인구학적 현

황, 가구원 특성, 통행 특성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에는 특정 조사일에 발생한 

통행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크게 가구 현황, 가구원 

특성조사, 개인별 통행 특성조사로 구분된다. 가구 현황

은 가구원 수나 가구 월평균 소득 등을, 가구원 특성조사

는 가구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개인별 통행 특성조사

는 통행의 일자, 목적 및 수단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개인

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모든 가구원은 지역 식별자를 포함

한 일련번호로만 구분되며, 주거지나 직장, 학교, 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는 읍·면·동의 단위로 합산되어 제공

된다.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에 있는 통행 정보와 가구원, 

가구 특성을 보조 데이터로 사용하여 통행 형태나 목적지

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기존에 진행되어 왔으며(오병

록, 2014; Deng and Ji,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구

통행실태조사에 포함된 통행목적, 통행수단, 통행목적지 

등의 정보를 통행자의 목적지 건물 추정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정제에는 통행 권역, 조사 당일 통행 여부, 통

행목적, 통행수단 등의 변수가 활용되었다. 통행 권역은 

서울, 통행목적은 출근인 경우에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적용에 사용하였으며, 통행수단도 지하철이

나 버스, 자동차를 통해 목적지에 바로 도달한 경우, 또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목적지까지 이동

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제거한 후 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건물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출근한 경우에도 알고리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서 조사 당일 

한 번 이상 통행을 한 전체 89,139건의 기록 중 출근 목적의 

통행이 50,463건이었으며, 그중 지하철을 이용한 통행이 

10,333건, 버스를 이용한 통행이 10,754건이었다. 자동차 

또는 도보 통행은 타인이 운전한 경우와 택시 이용을 포함

하여 23,362건이었다.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행목적지를 추

정하기 위해 대중교통 데이터와 건물용도, 토지용도, 사업

체 데이터를 보조 데이터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

교통의 범위를 버스와 지하철로 제한하고,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의 위치정보, 승하차 정보를 활용하였다. 넓은 

범위의 대중교통에는 항공과 항운, 철도, 준 대중교통인 

택시까지 포함되지만, 연구 지역이 도시에 한정되므로 일

반적으로 도시 내 이동에서 사용되는 버스와 지하철 데이

터만을 사용하였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위치정보 및 

승하차 정보는 각각을 구분하여 공공 데이터로써 제공되

고 있는데, 지하철역 승하차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서 취득하였으며 역명과 날짜, 승하차 구분, 시간별 승하

차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버스 승하차 데이터는 서울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취득할 수 있었으며, API를 이용하여 원

하는 시점과 노선의 버스정류장 위치정보, 승차 승객수, 

하차 승객 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두 데이터 모

두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의 조사 시점과 일치시키기 

위해 2016년 12월의 자료를 사용했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

해 시간별 하차 인원 정보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나

타내는 공간 데이터와 결합하였으며, 이는 통행자가 이용

한 대중교통 시설을 추정할 때 사용되었다.

건물 단위의 목적지 추정을 위해 사용한 건물 데이터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쉐이프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서울시 건물 위치정보 데이터로, 2015년에 구축된 자료이

다. 건물의 고유번호와 지번, 지하 층수, 건물군 일련번호, 

지상 층수, 건물 일련번호, 시군구 코드, 건물명, 건물용도 

코드, 우편번호, 읍면동 코드 등을 제공하며 대상이 되는 

건물의 수는 659,187개에 해당하였다. 본 데이터에는 건

물용도에 대한 변수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건물별 가중

치를 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건물 데이터는 직장인

구 분포도 작성을 위해 격자와 중첩된 건물의 속성을 결합

하거나 근무지 분포도 작성을 위해 다양한 가중치를 입력

하는 기초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또한, 건물 선택 가중치 

중 하나인 연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지하 층수와 지상 층수

를 더한 값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연면적을 산출하였다.

건물용도와 함께 근무지로 적절한 건물에 대한 가중치

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토지용도 데이터는 서울도시계획

포털의 도시생태현황도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2015년에 

작성된 것으로, 토지 이용을 크게 도시화 지역, 녹지 및 오

픈스페이스 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화 지역의 경우 주거

지, 공업지, 공공용도지, 교통시설지, 도시부양시설지, 나

지, 특수지역 등을 포함한다.

건물용도와 토지용도별 가중치를 산정하며 직장인구 

추정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 데이터로 사용된 

집계구별 종사자 수 데이터는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별 사업체 통계에서 얻을 수 있었

다. 이는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하는 데이터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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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한 데이터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사업체

는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재화

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의미하며, 연구에서는 9차 대분류의 산

업분류별 종사자 수를 모두 합산한 전체 종사자 수를 사용

하였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간 데이터인 2016년 집계구 경계에 집계구 코

드를 사용하여 사업체 통계 데이터를 결합하였고, 이를 다

시 건물 데이터에 결합하여 건물이 속하는 집계구의 전체 

종사자 수를 입력하였다.

2. 분석방법

직장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건물 단위로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별 직장인구

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별 직장인구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보조 데이터가 사용된다. 개별 

통행에 대한 목적지 추정은 알고리즘에 통행 데이터를 입

력한 뒤 보조 데이터를 통해 정의된 건물별 가중치를 기반

으로 통행의 목적지가 되는 건물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현재 직장인구 및 통근통행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공공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결합하

여 신뢰도 높은 직장인구 추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알고리즘 방식의 인구 추정은, 단계별로 목적지 

후보 건물을 추정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추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건물선택 알고리즘에 적용한 내삽 기법은 

크게 영역내삽법과 대시메트릭 매핑이 있다. 영역내삽법

은 속성값을 이미 알고 있는 상위 구역 단위를 기반으로 하

위 구역 단위의 속성값을 추론하는 방법이며(Hawley and 

Moellering, 2005), 일반적으로 보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상위 구역과 하위 구역 사이의 비례면적을 통해 내삽

이 진행된다(Lam, 1983; Flowerdew and Green, 1994). 대

시메트릭 매핑(dasymetric mapping)은 다양한 보조 데이

터를 활용하여 본래 자료의 구역보다 세밀하며 등질적인 

하위구역 단위로 인구의 분포를 재현하는 기법이다. 대시

메트릭 매핑의 과정은 본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이와 관

련된 보조 데이터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보조 데

이터는 통상적으로 명목형의 데이터이며 범주형의 균질 

영역을 나누는 형태를 한다. 본래 데이터의 관측값과 보조 

데이터의 범주형 변수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정량화함으

로써 대시메트릭 존(dasymetric zone)이 형성되며 이는 본

래 데이터의 하위 지역과 보조 데이터의 하위 지역에서 모

두 중첩된다. 따라서 본래 데이터가 가진 수치가 둘 사이

의 관계에 기반하여 대시메트릭 존으로 할당된다.

기존의 건물 단위로 인구 추정을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

면, 주로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영역내삽

법과 대시메트릭 매핑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건물 단위로 인구를 추정하는 만큼 대부분의 연구가 건물

의 면적, 층수와 같은 건물 자체에 대한 속성 데이터를 기

반으로 인구 추정을 시행하였으며 LiDAR, DTM, DSM, 항공

사진 등의 보조 데이터가 사용되었다(Lwin and Murayama, 

2009; Lu et al., 2010; Ural et al., 2011; Sridharan and Qiu, 

2013; Bakillah et al., 2014; Greger, 2015). 국내의 대시메

트릭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해외 연구와 유사하게 주로 

주거인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장인구에 대한 연

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이상일·김감영, 2007; 

최돈정 등, 2011; 이석준 등, 2014; 이건학·김감영, 2016). 

또한, 건물용도, 토지용도 등의 보조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선행연구를 통해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 건물용도, 토지

용도 등의 속성이 건물 내 위치하는 인구와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건물의 면적, 층수를 반

영한 연면적과 건물용도, 토지용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1. 가구통행실태조사 내 통근통행 목적지의 추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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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직장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해 그 밖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보조 데이터를 추가

하고, II장에서 언급한 직장인구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센

서스 데이터가 아닌 통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를 분배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직장인구의 건물별 분포 추정 알

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통행목적지를 추정한다. 첫 

번째로 가구통행실태조사에 기록된 목적지 정보를 바탕

으로 후보 건물군을 선정한다. 통행목적지는 행정구역 단

위로 나타나며, 따라서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건물이 후보

군으로 선정된다.

다음으로 건물별 가중치를 통해 통행목적지 건물을 추

정한다. 이때 가중치 w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식 1).



 


×


×


×


 (1)

여기서 ai, di, li, bi는 각각 건물 i의 연면적, 대중교통 시설

로부터 건물 i까지의 거리, 건물 i의 토지용도 가중치, 건물 

i의 건물용도 가중치를 의미한다. 건물선택 가중치의 경우 

건물을 선택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되며, 각 변수를 0

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모두 같은 단위로 곱한 

것이다. 이러한 승법적 접근은 사용된 변수가 모두 건물에 

대한 속성값이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하

에 사용되었다. 또한, 만약 가중치를 가법적으로 산출한

다면 연면적과 같은 특정 변수의 값이 매우 큰 경우 다른 

변수와 무관하게 높은 가중치가 할당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승법적 접근이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

각각의 변수를 살펴보면, 연면적 ai은 건물의 규모를 나

타내는 변수이며, 건물에 상주하는 인구는 건물의 연면적

과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건물의 연면적은 다양한 연구에서 보조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영역내삽법에서는 비례면적을 주로 

사용하여 내삽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석준 등, 

2014; Lu et al., 2010).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건

물 단위의 인구 추정에서 건물의 면적과 층을 고려하는 것

이 일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건물의 사용 가능한 총 면적을 나타내는 연면적의 개

념을 사용하였다. 연면적은 건물 바닥 면적의 총 합을 의

미하며 건물의 층수와 면적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 di는 해당 통행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일 때에만 해당하며, 자동차 혹

은 도보로 통행한 경우에는 건물별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통근시 교통

수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김재

익·권진휘, 2013; 성현곤, 2013; 이경환, 2013), 따라서 출

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직장에서 대중교통까

지의 접근성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중교통 시설로

부터 건물까지 거리의 역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기준

이 되는 대중교통 시설은 통행이 발생한 시간에 해당 대중

교통 시설을 이용한 승객의 수를 확률로 하여 결정된다. 

또한, 거리가 1.5km보다 멀 때 di를 0으로 설정하여 목적

지 후보에서 제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자가 대중교

통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통행하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5km의 기준은 가구통행

실태조사에서 추론한 것으로 전철이나 버스로 통행한 사

람들의 거주지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까지의 최대 거

리가 도보 20분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 사람의 도보 시

속을 분속 75m로 가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건물용도와 토지용도는 건물의 주사용 목적 및 특성을 

나타내므로, 인구 추정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보조 데이터로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Akkerman, 

1995; Sleeter and Wood, 2006; Lwin and Murayama, 2009; 

Wei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건물용도와 토지용도를 

건물선택 알고리즘의 가중치로 사용하기 위해 각 건물용

도와 토지용도가 직장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으며,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집계구별 종사자 수 

데이터와 건물용도, 토지용도 간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

여 li, bi를 설정하였다. 집계구별 종사자 수 데이터는 이후 

추정 결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서 다시 사용되므로 데이

터의 순환 문제를 막기 위해 전체 집계구 중 70%에 해당하

는 13,407개의 집계구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가중치 산정

에 사용하였고, 검증 절차는 나머지 30%의 집계구를 사용

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계구의 지역적 분포는 고

려하지 않았으며, 각 집계구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

문에 실험군이 되는 집계구 역시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건

물용도는 크게 29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토지용도는 46개

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변수를 모두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

되어 1차로 군집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계구

별로 각 건물용도와 토지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의 면적 합

을 입력한 뒤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연구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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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변수는 제외되어 건물용도는 22가지 변수, 

토지용도의 경우 45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1)

건물용도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여러 군집으로 분리되기 보다는 하나의 군집으로 모이

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도시 내 건물용도 중 상대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

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과 

숙박시설을 서로 다른 군집으로 분리하기 위해 군집의 개

수를 18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휴게시설, 동·

식물 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수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숙박시설이 하나의 군집(군집 1)으로 형성되

었다.

다음으로는 군집 1과 나머지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집계구별 종사자 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

하였다. 이에 앞서 각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

하였으며, 이때 모든 변수의 VIF가 2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약 75.5%의 설

명력을 보였으며, 의료시설과 업무시설의 회귀계수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의료시설의 경우 주

택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시설의 경우 사무소, 금

융업소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기

타 업무시설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건물의 수가 

적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수 및 최솟값에 해당하는 창고시설에는 매우 작은 수

(0.1×10-7)로 가중치를 설정하였으며 그 외에 결과로 얻은 

각 회귀계수는 지수함수로 계산하며 이를 다시 0에서 1 사

이의 값으로 표준화한 후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토지용도의 군집분석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건물용도

와 같은 맥락에서 산림과 연구기관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

의 개수를 19개로 설정하였다. 이때 형성된 군집 2에 해당

하는 토지용도는 대부분 도시부양시설지, 나지, 특수지역,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하천 및 호소에 속하였다.2)

기타 토지용도와 군집 2를 설명변수로 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건물용도와 동일한 방

법으로 토지용도 변수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설명력은 71.7%이며 회귀계수

가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철도 및 관련시설, 대규모 운동

시설, 고궁에 해당한다. 더불어 군집2에 포함된 도시부양

시설지, 나지, 특수지역,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하천 및 호

소에 해당하는 토지용도가 직장인구와 관련성이 떨어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유의한 결과를 보인 각 토

지용도 별 회귀계수를 지수함수로 연산한 뒤 표준화하여 

토지용도별 가중치를 설정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은 변수

와 최솟값에는 건물용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값을 부

여하였다.

표 1. 건물용도와 집계구 별 종사자 수 회귀분석 결과 및 가중치

Building use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 (＞|t|) bi

(Intercept) -5.32534 9.18333 -0.58 **

단독주택 -0.04006 0.00236 -17.01 ** 0.083

공동주택 -0.01823 0.00394 -4.63 ** 0.120

제1종근린생활시설 0.03571 0.00465 7.68 ** 0.214

제2종근린생활시설 0.31619 0.00380 83.17 ** 0.800

문화및집회시설 0.02391 0.00446 5.36 ** 0.193

종교시설 0.06841 0.00182 37.62 ** 0.274

판매시설 0.19244 0.00792 24.29 ** 0.519

운수시설 0.03536 0.00190 18.57 ** 0.213

의료시설 0.00889 0.00757 1.17 0.1×10-7

교육연구시설 0.39853 0.00454 87.88 ** 1.000

노유자시설 0.28156 0.01157 24.34 ** 0.715

운동시설 0.22019 0.00235 93.71 ** 0.578

업무시설 -0.00542 0.01157 -0.46 0.1×10-7

위락시설 -0.03341 0.00851 -3.93 ** 0.094

공장 0.07475 0.00267 2.80 * 0.286

창고시설 -0.09115 0.00289 -3.15 * 0.1×10-7

군집 1 0.03563 0.00602 5.92 ** 0.214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를 의미함                  결정계수(R2): 0.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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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건물의 연면적, 거리의 역, 건물용도 가중

치, 토지용도 가중치를 모두 곱한 값을 해당 건물의 가중

치로 설정하여 후보 건물 중 최종 목적지 건물을 선택한다. 

알고리즘 시행의 결과로 건물의 식별번호(FID)가 기록되

며, 각 통행별로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전체 통행에 대한 

건물선택 알고리즘이 진행되었다.

알고리즘을 구축한 이후에 실제 가구통행실태조사 데

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건물별로 할당하였고, 그 결

과로 나타난 건물별 직장인구를 시각화하였다. 버스 통행 

10,330건, 지하철 통행 10,754건, 자동차 혹은 도보 통행 

23,362건에 대하여 건물선택 알고리즘이 각각 시행되었

으며, 각 시행 결과를 합산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더불

어 건물선택 알고리즘에 확률을 통해 무작위 선택을 진행

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그 결과가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

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각 통행별로 500번씩 알고리즘

을 시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교통수단별 통행을 모두 

합산한 수는 약 4만 4천 건인데, 실제 서울시의 직장인구

의 수는 약 4백 92만 명으로 통행 수의 110배 정도에 해당

한다. 알고리즘 시행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연의 개

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직장인구와의 비인 110보다 

많은 500번을 알고리즘 시행 횟수로 정한 뒤 모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직장인구를 추정

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건물선택 알고리즘은 통행을 중심으

로 인구를 분배하므로 기존의 내삽 방법과 차별점을 가진

다. 영역내삽법, 대시메트릭 매핑의 경우 기존의 인구자

료를 대상 공간 단위에 분배하므로 건물의 층, 면적, 용도 

등 사용될 수 있는 보조 데이터가 제한적이다. 반면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건물선택 알고리즘은 대시메트릭 매핑과 

영역내삽법을 모두 적용하여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통행 장소와 

시간, 수단 등의 정보와 함께 이와 관련한 대중교통 데이

터를 추가로 고려한 직장인구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분석 결과는 특정 건물에 위치한 직장인구 수와 더불어 

통행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므로 추정 결과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건물선택 알고리즘의 시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별 직장인구 수를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하였다. 앞서 건물

선택 알고리즘을 각 통행에 대하여 500번씩 시행한 결과

로 얻은 건물별 통행자의 수를 모두 합산하였으며 모든 건

물에 입력된 직장인구 수의 합이 실제 직장인구 수와 대응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특정 

표 2. 토지용도와 집계구 별 종사자 수 회귀분석 결과 및 가중치

Land use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 (＞|t|) li

(Intercept) -109.83676 8.81010 -12.47 **

단독주택지 0.01085 0.00230 4.72 ** 0.128

공동주택지 0.02212 0.00411 5.38 ** 0.141

주거 상업 혼합지 0.04128 0.00209 19.75 ** 0.163

행정기관 0.27599 0.00745 37.06 ** 0.478

교육시설 0.03427 0.00246 13.91 ** 0.155

도로 및 관련시설 0.14595 0.00381 38.33 ** 0.295

상업 업무시설지 0.23012 0.00180 127.47 ** 0.411

조경수목식재지 0.09941 0.00922 10.78 ** 0.235

병원 및 요양기관 0.20479 0.00916 22.36 ** 0.375

고궁 0.01282 0.01995 0.64 0.130

건설현장지역 0.04391 0.00389 11.28 ** 0.167

철도 및 관련시설 0.00208 0.00608 0.34 0.1×10-7

연구기관 0.06168 0.01703 3.62 ** 0.187

대규모 운동시설 -0.00210 0.00533 -0.39 0.1×10-7

기존 공업지 0.09224 0.00352 26.22 ** 0.226

농수산물 시장 -0.10636 0.00749 -14.20 ** 0.1×10-7

공항 및 관련시설 0.11207 0.00357 31.41 ** 0.251

아파트형 공장 0.57346 0.00705 81.38 ** 1.000

군집 2 -0.00596 0.00824 -0.72 0.108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를 의미함                          결정계수(R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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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 내에 위치한 모든 건물의 직장인구 추정치 합은 실

제 해당 법정동의 직장인구 수와 일치한다.

연구 지역인 서울시 전체를 살펴볼 때 건물의 수가 

659,187개로 직장인구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직장인구 분포의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출근 목적의 통행 데이터가 많으며 도심에 해당하는 종로

1·2·3·4가동 지역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지

도에서 짙은 색의 건물일수록 직장인구가 많이 분포함을 

의미하며, 단계구분도를 나타내기 위해 계급의 수는 다섯 

개로 하였고, 자연구분법(Jenks, 1967)를 사용하여 계급이 

분류되었다.

종로1·2·3·4가동(이후 ‘종로’로 표기)은 중심업무지

구(central business districts; CBD)에 해당하여 서울에서 

두 번째로 통근통행이 많았던 지역이다. 총 4,256개의 건

물이 위치하며 약 110,342명의 직장인구가 분포하여 있어 

건물별 평균 직장인구 수는 약 25.93명, 표준편차는 

187.11로 나타났다. 표 3을 통해 건물별 직장인구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직장인구의 최댓값이 6,290명인 것으로 

보아 이상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의 직장인

구를 지도에 시각화하였을 때, 지하철역 주변에 많은 직장

인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역

은 종각역과 종로3가역, 광화문역이다(그림 2). 종각역은 

출근시간대 하차 인원이 394,704명, 종로3가역이 250,118

명, 광화문역이 422,573명에 이르렀다. 특히 가장 하차 인

원이 많은 광화문역 인근 지역에는 연면적이 큰 건물이 위

치하여 직장인구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의 북

편, 동편에는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 등이 위치하여 건물

의 밀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와 근접하여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주택 혹은 소규모의 상가에 해당하여 직장인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직장인구 추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역의 하차 인

원이 많은 지역, 자동차 통행이 높은 대로가 위치한 지역

에 직장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지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현상을 통해 지하철역 접

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동시에 자동차 혹은 도보 접근성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인구의 분포

가 선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

의 도로나 경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V. 결과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직장인구의 건물별 분포 추정 알고

리즘의 실행 결과가 실제 직장인구의 분포를 얼마나 정확

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계구별 사업체 통

계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을 시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건물 단위의 직장인구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현재 접근 가능한 공공 데이터 중 가장 미세한 

공간 단위로 직장인구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집계구별 

종사자 수 데이터를 검증에 활용하게 되었다. 알고리즘 시

행의 결과로 얻은 직장인구 추정 데이터는 건물 단위로 형

성되므로 이를 집계구 단위로 합산한 뒤 집계구별 종사자 

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Ural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검증이 진행되었는데, 건물 단위로 주거인

구를 추정한 뒤 추정 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센서

스 블록에서 센서스 그룹 단위로 인구를 합산하였다. 이때 

직장인구가 없거나 근무지로 예상되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집계구의 경우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두 데이터의 비교를 위해 

다음 식과 같이 오차율의 개념을 적용하였다(식 2).

오차율  실제값

실제값추정값 × (2)

표 3. 건물별 직장인구 분포(종로1·2·3·4가동)

구분 최솟값 중위수 평균 최댓값

직장인구 0 5 25.93 6,290

그림 2. 건물별 직장인구 분포(종로1·2·3·4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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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제값은 집계구별 실제 종사자의 수를 의미하며 

추정값은 직장인구 추정치를 의미한다. 앞서 건물용도와 

토지용도의 가중치를 설정하는데 집계구별 종사자수 자

료가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중복 사용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30%의 집

계구를 별도로 검증하였다.

서울시의 집계구별 오차율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평균은 약 157%에 해당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이상치가 

나타나고 있었다(표 4). 중위수는 약 72.79%로 평균보다 

낮은 것을 통해 왜도가 높은 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대부분 지역에

서 오차율이 150%가 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기존에 건물용도와 토지용도의 가중치 정의에 사용하

지 않은 5,746개 집계구의 오차율을 살펴보면, 건물용도 

가중치 산정에 제외된 집계구의 오차율 평균이 161.15%, 

토지용도 가중치 산정에 제외된 집계구의 오차율 평균이 

158.52%로 기존의 오차율 평균 156.76%와 비교했을 때 두 

경우 모두 기존의 전체 집계구 오차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 순환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기존의 방법

보다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피크노필랙틱 내삽법을 통해 직장인구를 

추정한 뒤, 같은 방법으로 오차율을 산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피크노필랙틱 내삽법은 단위 지역 내 인구를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여 인구 내삽을 진

행하는 기법으로, 영역내삽법에서 가정하는 지역 내 인구

밀도의 균질성을 부인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인구분포

도를 작성한다. 이는 대시메트릭 매핑과 달리 다른 보조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추정이 수월하여 연구에

서 제시하는 건물선택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직장인구 자료

를 사용하여 피크노필랙틱 내삽을 진행하고, 그 결과인 직

장인구 밀도표면을 다시 집계구 단위로 합산하여 오차율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

선택 알고리즘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5). 피크노필랙틱 내삽법의 오차율 지도(그림 4)를 

건물선택 알고리즘 오차율 지도(그림 3)와 비교하였을 때, 

건물선택 알고리즘의 오차율이 높았던 지역은 피크노필

랙틱 내삽법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사례지역인 

서울시의 외곽지역에서 오차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지역은 직장인구 밀도가 낮거나 직장에 해당하는 건

물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 혹은 산간지역 등으로 여겨지며 

피크노필랙틱 내삽법의 경우 이러한 지역 특성에 대한 고

표 4. 집계구별 오차율 분포

구분 최솟값 중위수 평균 최댓값

오차율 0.008 72.80 156.76 786.44

그림 3. 집계구별 오차율

표 5. 집계구별 오차율 분포(피크노필랙틱 내삽법)

구분 최솟값 중위수 평균 최댓값

오차율 0.01 100 263.96 19,555.09

그림 4. 집계구별 오차율(피크노필랙틱 내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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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없이 내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하여 정

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인구의 분포

를 건물 단위로 추정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 융합 모형을 

제시한다. 기존에 주거인구 추정에 주로 사용되어 온 영역

내삽법과 대시메트릭 매핑을 결합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보조 데이터를 사용

하여 통근통행의 목적지를 건물 단위로 추정하였다. 인구 

분배를 위한 기초 데이터는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이

며 통행목적, 통행지, 통행수단 및 시간 등에 따라 단계별

로 보조 데이터를 결합하여 통행자의 목적지 건물의 범위

를 좁혀가는 방식의 알고리즘이 구축되었다. 보조 데이터

로는 대중교통 접근성 및 하차 인원, 건물용도, 토지용도

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물별 직장인구 추정 방법을 통한 

결과가 실제 직장인구의 분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집계구별 사업체 통계 자료와 

건물별 직장인구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서울

시 전체 집계구에서 오차율은 평균 약 150%정도로 나타났

으며 이는 기존의 인구 추정 방법 중 하나인 피크노필랙틱 

내삽법과 비교했을 때 개선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검증결과를 전역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시의 외

곽지역이면서 기존 직장인구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추정

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에 따

른 정확도를 살펴보면, 집계구의 수가 적고 눈에 띄는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로의 경우 비교적 오차율이 

낮아 추정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은 

우선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의 

공간 데이터를 건물 단위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고해상도 데이

터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에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되어 제공되는 공간 데이터는 연구 지역의 규

모 설정에 제한을 주게 되므로, 개인화되어가는 연구 동향

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미세한 스케일

의 공간 데이터는 대부분 기업에서 생성 및 제공하여 높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아, 기존 데이터의 공간 

단위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공간 데이

터 융합 모형을 통해 얻은 건물 단위 데이터는 연구자가 원

하는 방식으로 공간 단위를 지정하여 다양한 공간 단위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공간 

데이터 기반의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 단위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를 최소화하

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 추정 방법을 이용하는 

한편, 통행을 기반으로 인구를 분배하는 건물별 직장인구 

추정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주

거인구 추정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영역내삽법, 대시메트

릭 매핑 등을 통근인구의 목적지 건물선택 알고리즘에 적

용함으로써 건물 단위 인구추정 기법을 직장인구 대상으

로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에 사용되어온 내삽법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통행을 기반으로 목적지를 추정하므로 알고리

즘에 사용한 통행의 수단, 목적, 시간, 도착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여타 데이터도 동일하게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닌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출근 목적의 

통행뿐만 아니라 기타 등교, 쇼핑, 여가 등의 목적을 지닌 

통행을 활용하여 여가인구, 통학인구 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장인구 추정 및 통행 기반 

인구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 제안하는 기여

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통행 가운데 통근통행

에 집중함으로써 직장인구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개인의 

근무지는 주거지만큼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

에 개인의 공간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주간

의 도시 인구 분포를 살펴보는데에도 직장인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직장인구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인구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보다 사업체에 초점

을 맞추어 구축되어있다(Sleeter and Wood, 2006; Wei et 

al., 2015).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구의 분포에 대해 건물 

단위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통

행조사 데이터에 담긴 통행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보

를 통해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각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 방법의 한계점은 실제 직

장인구의 분포를 단순화한다는 것인데, 연구 결과의 시각

화를 통해 직장인구의 분포가 대중교통 시설 및 도로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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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크게 받으며 선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알고리즘의 특성상 각 변수 및 가중치의 

정의에 따라 연구 결과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내에서 사용되는 가중치를 구성하거나 각 변수를 정의하

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민과 논리적 설계가 요구된다. 특

히 자동차 및 도보 통행의 목적지 추정에 있어, 대중교통 

관련 변수를 대체할만한 데이터가 보완되어야 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검증에 있어서 집계구별 종사자 수 데이터

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건물 단위의 연구 결과를 합역된 

공간 단위에서 검증하므로 한계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의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있어 영역내삽법에 해

당하는 피크노필랙틱 내삽법을 비교군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를 통해 정확도가 얼마나 향

상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각 변수가 직장인

구 추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

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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