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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전염병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탐색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전후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Getis와 Ord의  통계를 공간 네트워크로 확장 및 적용한  통계 값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은 서울시 전체 버스 네트워크의 개별 흐름에 대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연산을 위해 병렬컴퓨팅 방식을 적용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 이후 버스 네트워크가 일부 흐름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둘째, 코로나19이

후의 버스 흐름은 주거지, 농업지로의 이동은 증가하고 상업지역, 교통지역으로의 이동은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심업무

지구 중 여의도 방면의 클러스터,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의 클러스터와 달리, 강남일대는 코로나19 전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전후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변화 특징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코로나19,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대중교통, 공간적 네트워크 자기상관, 시공간 변화, 빅데이터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spatiotemporal changes of bus network clusters before and after COVID-19
with the purpose of exploring areas with high potential for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s the analysis 
method, the  statistic was used,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Getis and Ord   statistic to spatial network
framework. Since statistical calculation is applied for individual flows in the bus transportation network, a parallel
computing method and a supercomputer hardware are applied for the large-scale operation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bus flows in networks are concentrated in limited places during COVID-19. Second, during 
COVID-19, bus uses to residential and agricultural areas increased, and bus uses to commercial and transportation
areas decreased. Third, unlike other CBD clusters, no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bus flow in Gangnam
before and during COVID-19. This study presents the first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bus network cluster 
before and during COVID-19 in Korea.
Key Words : COVID-19, Bus Network Cluster,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Autocorrelation, Spatio-temporal

change,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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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및 목적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SARS-CoV-2, 이하 코로나19)이 공식적

으로 확인되었다(Hiscott et al., 2020). 코로나19의 주요 전

파 경로는 비말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알려져 있다(CDC, 

2021). 기침, 재채기 및 감염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직접 접

촉 또는 감염된 표면을 만진 후의 눈, 코, 입가의 접촉을 통

해 전염이 가능하다(Malik et al., 2020). 이러한 감염 특성

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

이러스 특성상 즉각적인 약물치료가 불확실하여 대규모 

비약물적 중재(NPI: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에 

의존한 전염병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Haushofer and 

Metcalf, 2020).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학교 폐쇄, 증상이 있는 개인과의 접촉을 격리하기 위한 조

치 등을 포함한다(Flaxman et al., 2020).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은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2019년

의 서울시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

철)이 65.6%를 차지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시교통정보). 2019년 서울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명을 넘는데, 일평균 지하철의 승

차인원은 440만명이며, 버스는 380만명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교통에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를 짐작할 수 

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버스, 트램, 지하

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감염병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

다(Musselwhite et al., 2020). Müller et al.(2020)의 연구에

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중교통 시스템에서의 감염을 제

거하면 감염속도가 20% 감소함을 확인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대중교통이 중요함을 밝혔다. 대중교통과 같은 대

량수송시스템은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이용자 밀도로 인

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증폭하고 가속화하므로 코로나19

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는 교통 시스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Browne et al., 2016). 

전국적으로 엄격한 이동제한은 코로나19 감염을 줄이

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

적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맹목적이고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Yechezkel et al., 2021). 실제로 Chang et al.(2021)의 연

구에서는 소수의 특정 관심지점(POI, point of interest)이 

감염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모든 지역의 이동성을 

균일하게 줄이는 것보다 주요한 지점의 최대 점유율을 제

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효과적인 감

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대한 일괄적인 인

구이동 제한이 아닌 지역별 인구이동제한을 다르게 적용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구이동 및 교통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분석하여 주

요한 인구이동 지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중교

통 네트워크 연구가 미미하다. 코로나19와 대중교통 간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연구, 코로나19가 운송 시스템에 미치

는 영향, 코로나19의 발생이 대중교통 인구 이동성에 미치

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Arellana et al., 2020; 

Wielechowski et al., 2020; Carteni et al., 2021). 하지만, 대

중교통의 주요한 인구이동 지점, 대중교통 네트워크 시공

간적 변화 패턴 등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

시의 버스정류장의 수는 11,280개이며, 지하철역의 수는 

324개이다. 정류장의 개수가 많아지면 정류장을 잇는 링

크의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세밀한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버

스는 운행목적에 따라, 지선버스, 간선버스, 마을버스 등

의 여러 노선을 운행한다. 버스유형별 노선에 따른 네트워

크 클러스터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버스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분석하였다.

전염병 통제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위해 주요한 인구

이동 클러스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과 대중교통이라는 메커니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찾

고 이러한 네트워크 클러스터의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한

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서울시 버

스 통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요한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

터를 확인한다. 둘째, 코로나19 전후의 네트워크 클러스

터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버스 노선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국지적인 영향을 확인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통계지표를 통한 수치적인 분석이 아니라 버스지점별 OD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구이동의 시공간적 변화 패턴을 분

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코로나-19연구와의 차별점을 지닌

다.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감염병 확산의 통제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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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문헌연구

코로나19연구는 국제적인 문제인만큼 의학, 보건학, 사

회학 등의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리학 

및 공간분석 분야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코로나19확산 통제의 주요한 대책으로서 인구이동제

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만큼 코로나19 연구에 있어서 인구 

이동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교통량 및 개인 이동성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Lee et al.(2020)은 한국

을 대상으로 전국 일일 교통량 및 교통 동향을 분석하여 코

로나19 발생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였다. 코로

나19 확진자와 교통량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Nouvellet et 

al.(2021)은 전 세계 52개국을 대상으로 Google과 Apple

의 이동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감염과 이동성의 

관계를 특징지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동성이 코로

나19 확산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Chang 

et al.(2021)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

당, 종교시설 등의 특정관심지점 (POI)를 선정하여 시간

당 이동을 매핑하였다. 분석결과 소수의 POI가 감염의 대

부분을 차지하며 식당, 카페와 같은 범주의 POI가 상대적

으로 위험함을 시사하였다. Chen et al.(2020)는 코로나19 

사례에 대한 시간 및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우한에서 이주

한 인구가 다른 도시와 지방의 주요 감염원임을 확인하였

다. Engle et al.(2020)은 GPS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의 평

균이동 거리변화와 코로나19 사례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

인이동성이 지역 질병 유병률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추정하였다.

대중교통이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Zheng et al.(2020)은 중국 춘절로 인해 우

한에서의 대규모 인구이동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연관

성을 분석하였다. 기차, 버스의 일일 빈도와 우한 이외의 

도시에서의 코로나19사례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

여 대중교통을 통한 유입이 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역할

을 했음을 밝혔다. Goscé and Johansson(2018)는 코로나

19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런던 지하철을 이용한 카드데

이터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전염병의 공기 감염 확

산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교통이용

과 전염병 확산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혔으며, 전염

병의 확산에 있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수행하는 역

할을 확인하였다. Carteni et al.(2021)은 코로나19 확진자

와 지역의 교통 접근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바이러스의 전파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

기 때문에 환경조건보다는 운송 시스템이 코로나19 확산

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국내의 코로나19에 관한 이동성 및 대중교통 연구는 다

음과 같다. 빈미영 등(2021)은 대중교통이용의 변화 패턴

을 확인하고자 통행량을 분석하고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및 인구특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대규모의 정류소에 통행변화 영향이 크게 나

타났으며, 코로나19 확진자수의 증감에 따라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심지역과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주변지역의 

통행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하은혜 등(2021)은 이동성 변

화에 영향일 준 사회경제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이용한 Moran’s I와 비공간적 모델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서울 중심부에서 이동성이 크게 감소

하였으며, 특정 연령, 직종, 소득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

다. 그러나 앞의 두 연구 모두, 구체적인 이동성 변화를 확

인하기는 어렵다.

논의된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대중교통 이동성과 코로나19확산의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계량적인 연구가 매우 부

족하다. 둘째, 대중교통 이동성의 패턴변화, 네트워크 클

러스터와 같은 공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수치적인 지표

를 통해 대중교통과 코로나19 확산사이의 상관성에 대해

서는 연구되고 있으나,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통제에 있어 주요한 인구이동 지점을 확인하는 

등의 공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시내버스 통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전후의 주요한 버스 통행 클러스터를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범위 및 데이터

1. 연구범위

이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국내 발생 중 85%를 차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핵심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손성원, 2021).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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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림 1-a와 같이 서울은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 지역의 

경기도23.47%(97,238), 인천광역시17.2%(17,190)에 비해 

확진자 비율이 26.09%(108,135)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21년 10월 12일 기준). 이는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서울시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

나19가 발생한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 중 서울시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b).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지역을 서울시로 한정하여 코로나19 전후

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를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시기별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19년 10월 22일, 2020년 10월 20일, 2020년 12월 22일, 

총 세시기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각 코로나19 전과 

후,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의 한 시기로서 해당 기간에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함이다. 2019년의 버스 일일 승객수를 확인해본 

결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승객수가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각 시기의 하루를 선정하는 것에는 타당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정 기간의 영향을 분석에서 제외시

키고자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날짜를 선정하였

다.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은 2019년 10

월 22일로, 코로나19 이후는 2020년 10월 20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① 버스 노선별 O/D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간

② 평일이면서 공휴일 또는 연휴가 아닌 기간

③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야간 감축 운영기간에 해

당하지 않는 기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른바 ‘대유행’이 총 4번 발생하였다(그림 1-b).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4차 대유행은 아직 진행 중 이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차 대유행과 3차 대유행 중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발생한 3

차 대유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가까운 날짜인 2020년 12월 22일을 선정하였다.

2. 데이터

1) 버스 O/D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버스 통행 데이터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월간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스마트카드(KSCC)사의 

교통카드 거래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동별 데이터

는 구체적인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별이 아닌 출발지(Origin)와 목적지

(Destination)가 표시된 버스 노선별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데이터는 노선정보, 승･하차 정류장의 ARSID, 정류장

명, 순번, 승객수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노선 중 각 구간별

로의 승객수 데이터가 존재하며, 한 버스 정류장에는 여러 

그림 1. 코로나19 확진자 수(2021년 10월 12일 기준)

a)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b)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및 대유행 시기

출처 : 코로나19 확진자 수 데이터(http://ncov.mohw.go.kr)를 기반으로 저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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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이 지나가는데(그림 2 참고) 이를 행렬로 나타낼 때에

는 여러 노선의 승객수를 모두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중 기점(또는 종점)으로 출발(또는 도착)하는 흐름은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서울시 내부의 버스 흐름(flow)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서울시 

내부에 있는 경우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2) 노선유형

버스노선의 유형별 분석을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버스 운행노선 현황정보’를 사용하였다. 

노선별 OD 데이터의 노선번호에 따라 간선, 지선, 마을버

스로 구분하였다. 각 노선유형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OD데이터에 광역버스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나 광역버스

는 서울시의 도심과 수도권을 연계하는 버스이다. 이 연구

는 서울시 내부의 주요 통행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광역버스의 노선은 제외하였다.

IV.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자기상관(Network Autocorrelation)

을 이용하여 주요한 버스 통행의 흐름을 분석한다. 기존의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통계값을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네

트워크 자기상관을 측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공간자기상

관은 주어진 링크에 대한 변수 값과 연결된 다른 링크의 값

에 대한 상관성이다(Black, 1992). 네트워크는 링크로 연

결된 노드(node)로 구성되며, 방향성을 고려하므로 링크

와 링크는 다른 흐름을 나타낸다. 지역간의 인구이동

의 흐름, 지하철을 이용하고 출퇴근 하는 집단의 흐름 등

을 이러한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 있다(Tao and Thill, 

2016). 본 연구에서는 Getis-ord의 를 사용하여 네트워

크로 확장시킨 통계값을 사용하였다(Berglund and 

Karlström, 1999).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부의 공간적으

로 유의미한 버스흐름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찾고, 코로

나19의 발생에 따른 변화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데이터의 전처리 및 실질적인 분석과정은 모두 

‘R’(http://www. r-project.org)의 ‘rgdal’, ‘raster’, ‘spdep’, 

‘foreach’, ’doParallel’ 등을 변형 조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연

구결과의 시각화에는 ArcGIS Pro 2.8.0을 사용하였다.

1. 병렬처리 및 연산의 효율성

공간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증가할 때 이에 

따른 연산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컴퓨팅 

측면에서 컴퓨터 자원 부족, 연산시간의 증가 등 여러 어려

움을 일으킨다(최창락 등, 2018). 특히 공간통계 중에서도 

국지적 공간통계 기법은 각 공간 단위마다 연산이 이루어

지므로 연산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충

분한 전산 자원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통계값의 연

산과정에서는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1만개 이상의 버스

정류장을 연결한 네트워크 인접행렬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대 112,084,569개의 네트워크 링크가 분석대상이 될 수 

있으며, 112,084,569 × 112,084,569 크기의 네트워크 인접

행렬이 개별 링크의 통계값을 연산할 때마다 고려된

다. 이러한 대규모 연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 고려하였다. 

표 1. 노선유형별 특성

노선 유형 특성

간선
주요 지점을 가급적 직선으로 연결하여 빠른 운행을 목적으로 하며 노선의 길이가 길다. 시외곽･도심･부도심 등 

지역간을 연계한다.

지선
간선버스･지하철과의 연계 환승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내 여러 지점을 운행한다. 간선에 비해 노선의 길이가 

짧은 편이다.

마을 지역에서 가까운 정류소, 지하철역 연계한다.

그림 2. 1113노선(지선)과 121(간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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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슈퍼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충

분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였다. R은 모든 데이터를 메모

리에 불러들여 작업하는 In-memory방식이다. 따라서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행과 열이 제한적이며, 기본적으로 충분

한 메모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슈퍼컴퓨팅센터(https://www.ksc.re.kr)에서 제공

하는 KI-Cloud를 이용하였다. KI-Cloud는 슈퍼컴퓨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Server버전의 

R-studio를 사용하여 로컬컴퓨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분석

이 가능하다. 연구에 사용된 슈퍼컴퓨터는 카이로스(KAIROS)

이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은 40개의 CPU core와 

400GB의 메모리이다.

두 번째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병렬처리 방

법을 이용하였다. 병렬컴퓨팅(Parallel Computing)이란 

알고리즘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한 장치 내에 

있는 다수의 CPU코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

식과, 다수의 CPU 또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연산하는 방법

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멀티코어(Multi core)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R에서 스크립트를 실행시

키면 멀티코어 CPU여도 단일한 코어만 사용하게 되어 주

어진 컴퓨팅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R언어 자체로

는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으나, 다양한 병렬 패키지를 

통해 병렬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다. 병렬 패키지에는 

doSMP, snow, parallel, foreach 등 다양한 패키지가 존재

하나, 본 연구에서는 foreach 및 doParallel를 사용하였다.

 통계값의 연산은 각 공간단위에 대해 순차적, 독립

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CPU 코어에 분산하여 처리하

기에 효과적이다. 병렬처리 이전에 사용할 코어 수 만큼 

클러스터를 만들어 준 후, 등록하는 간단한 백엔드 설정이 

선행된다. 이후 등록된 코어에 연산을 나누어 처리하고 최

종적으로 연산결과를 수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 네트워크 인접행렬(Network Link Matrix)

네트워크 공간자기상관은 네트워크상의 인접성에 기초

하여 해당 값들의 군집을 찾으므로, 네트워크 통계값

을 계산하기에 앞서 인접성을 정의해야 한다. 네트워크에

서의 인접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접행렬

(Network Link Matrix)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 Matrix)의 

경우 관심있는 지점에서 특정거리 이내이면 인접하다고 

정의한다(그림 3-a 참고). 네트워크인접행렬의 경우 식(1)

에 따라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서 각각 특정거리 이내의 

이웃을 정의한다(그림 3-b 참고). 이를 매트릭스로 표현할 

때는 각 버스정류장을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링크에 대한 인

접성을 나타낸다. 특정 링크의 인접성은 한 행을 통해 나

그림 3.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 Matrix)과 네트워크 인접행렬(Network Link Matrix)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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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수 있으며, 동일한 개수의 포인트 객체를 가진다고 

할 때 공간가중행렬의 총 벡터가 네트워크 인접행렬에서

는 한 행으로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모두 고려하여 식 (1)

과 같이 인접행렬을 정의하였다. 가 에서 출발하여 

로 도착하는 링크와, (와 인접한 지점)에서 (와 인접

한 지점)로 도착하는 링크의 연결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때,

(1)

수식의 c(j,s)와 c(i,r)은 일반적인 공간가중행렬의 값을 

말한다. 즉, 출발지가 동일하면서 도착지가 이웃한 경우

와 도착지가 동일하면서 출발지가 이웃한 경우를 인접한 

링크로 간주한다(김영호, 2010; 김영호, 2012; Chun, 2008; 

LeSage and Pace, 2008). 

본 연구에서는 인접성을 정의할 때 버스정류소(point)

간 거리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특정 거리를 선정한 기

준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행정동은 일종의 생활권으로도 

볼 수 있으며, 넓게 봤을 때 한 동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모두 인접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마다의 버스정류

장 개수를 일일이 고려하여 연산할 수 없으므로, 평균 버

스정류장의 개수를 고려하였다. 2019년과 2020년의 동별 

평균 버스정류장의 개수는 각각 26개, 27개로 나타났다. 

이를 k-최근접(k-nearest neighbors: KNN) 알고리즘의 파

라미터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2019년은 평균거리는 372m, 

2020년에는 378m로 나타났다. 기존의 버스 접근성 등의 

관련연구에서 버스정류장의 영향권을 300~500m 사이로 

정의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만호 등, 2019; 조성진 등, 2019). 최종적으로 2019년, 

2020년 모두 버스정류장에서 380m 이내를 인접하다고 정

의하였다.

3. 네트워크 자기상관 측정 모델

네트워크 자기상관은 기존의 공간자기상관 모델과 수

학적으로 동일하나, 단지 분석되는 객체가 링크로 바뀌고 

인접행렬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다(Black, 

1992). Black(1992)은 네트워크자기상관의 개념을 소개

하였으며, Berglund and Karlström(1999)은 Getis와 Ord

의 통계값을 통계값으로 확장하여 흐름 데이터에서 

국지적 공간 연관성을 식별하였다.

먼저 모델은,  × 의 크기를 가지는 공간가중행렬

을 로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Ord and Getis, 

1995).

(2)

통계값은 공간 단위 와 그 이웃한 관측 값의 합과 전

체 기댓값의 차이로 계산되며, 평균 0, 분산 1에 근사하는 

표준정규분포에 따라 국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을 판단

한다. 통계값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높은 값들의 군집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값이 낮으면 낮은 값들의 군집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값은 기존의 통계값에서 라는 개별 공간단

위를 네트워크 상의 라는 링크로 확대한 것이다. 는 

개별 링크를 나타내며 는 전체 네트워크의 개수일 때 공

식은 다음과 같다.

(3)

결국, 라는 해당 링크와 그 인접한 링크를 전체 네트워

크의 평균값과 비교함으로써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을 식

별한다. 출발지와 도착지로 이루어진 링크에 대한 통

계값도 높은 값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와 낮은 값으로 이

루어진 클러스터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버

스 통행량이 높은 클러스터를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양의 

클러스터만을 분석하였다.

통계량의 정규분포 가정에 대한 문제점은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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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트스

트랩 치환법(Bootstrap permutation)을 사용하였다. 이는 

관심 있는 추정 통계량의 분산을 추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

는 재추출(Resampling) 방법 중 하나로서, 통계값의 분포

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어진 관찰값에서 반복적인 재추출을 

통해 표본의 분포를 구하는 과정이다(Tibshirani and 

Efron, 1993; Templ, 2016).

각 값마다 10,000번의 치환(permutation)을 적용하

여 개별적인 분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새롭게 형성된 분포에서 각 값이 상위 상위 100

번째, 50번째, 10번째 보다 큰 경우 각각 0.01, 0.005, 0.001

의 유의성에서 유의미한 값으로 선정하였다.

V. 연구결과

1. 서울시 버스의 상위 통행량 흐름과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비교

그림 4는 서울시의 버스 OD 데이터에서 통행량(즉, 승

객수)이 상위 0.5%인 흐름을 시각화한 것이다. 지도를 보

면 통행량이 많은 상위 흐름을 시각화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상위 흐름들이 서울시 곳곳에 분포해 있어 주요한 통행

지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버스가 지하철에 비해 정류

장이 많아 버스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좋음을 의미하므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a.첫 번째 시기(2019.10.22.)와 b.두 번째 시기(2020. 

10.20)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곳에서 상위 통행량 흐름

이 나타나지만 통행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

유행에 해당하는 c.세 번째 시기(2020.12.22)에는 더 큰폭

의 통행량 감소를 보인다. 서울시 전역에서 대부분의 흐름

의 통행량이 감소하였으나, 특히 종로구 일대의 통행량 감

소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통행량이 감소할 뿐, 특정 지역

의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어렵다. 상위 흐름들이 버스정류

장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상위 통행량 흐름을 시각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전후의 주요한 통행지점의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 네트워크 공간자기상관을 이용하여 분석한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앞의 결과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5는 시기별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결과를 보

여준다. 부트스트랩 치환법을 사용하여 값이 상위 

0.5%에 속하는 유의미한 흐름을 각각 지도화한 것이며, 각 

그림 4. 시기별 서울시 버스 통행량 상위 0.5%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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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통행량에 따라 흐름의 굵기를 다르게 나타내었다. 

그림 5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로 분석된 지점들을 그림 4의 

상위 통행량 지도와 비교해보면 흐름들의 밀집도가 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강남일대나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지점

이 주요한 버스 네트워크 지점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그림 4의 상위 통행량 지도는 종로구에도 흐름이 밀집되

어 나타나는 반면 그림 5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결과에서

는 해당지역에 클러스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점 등

을 보인다. 즉, 단순히 네트워크 공간자기상관을 이용한 

상위 통계값의 흐름은 상위 통행량을 시각화한 결과와

는 달리 주요한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확인가능하다. 

이는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가 개별 흐름의 단순 통계량

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흐름을 같이 고려하여 전

체 버스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통행 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주요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표2와 같다. 

지도에 나타는 흐름들은 모두 유의미한 흐름들로 이러한 

흐름들이 밀집되어 나타난 곳, 시기에 따라 새로운 클러스

터를 나타나는 곳 모두 주요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로 표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클러스터를 표 2와 같이 정의

하며, 이후의 설명에서도 해당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림 6

은 각 시기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를 보여준다. 

파란색은 이전에 비해 약화된 클러스터를 나타내며, 빨강

색은 이전에 비해 강화된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이전(첫 번째 시기)과 코로나19 이후(두 번째 시기)를 비

교했을 때 두드러진 변화가 보이는 클러스터가 있다. ①홍

대역 방면, ③길음 미아사거리 수유역 방면, ④청량리역, 

회기역 방면, ⑥여의도 방면, ⑦노량진역 방면, ⑨신림역 

방면, ⑩고속버스터미널 방면, ⑫잠실역 방면, ⑭수서역 

방면 클러스터가 코로나19 이후에 클러스터의 흐름이 감

소하였다. 반면, ②쌍문역 방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오히

려 클러스터의 흐름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⑧구로디지

털단지역 방면, ⑪강남일대 방면, ⑬양재역 방면의 클러스

터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에 해

당하는 두 번째 시기와 대유행에 해당하는 세 번째 시기를 

비교했을 때, ①홍대역 방면, ③길음 미아사거리 수유역 

방면, ④청량리역, 회기역 방면은 클러스터의 흐름이 대유

행 시기에 더 감소하였다. 반면, 두 번째 시기에 흐름이 감

소한 경향을 보였던 ⑥여의도 방면, ⑦노량진역 방면, ⑫

잠실역 방면 클러스터는 세 번째 시기에는 흐름이 다소 증

가하였다. 그러나, ⑪강남일대 방면 클러스터는 여전히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주요한 클러스터의 변화를 자세히 확인해보면, ①홍대

역 방면의 클러스터는 코로나19 이후(두 번째 및 세 번째 

그림 5. 시기별 서울시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상위0.5%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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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지속적으로 클러스터의 흐름이 감소하였다. 해당 

클러스터는 다수의 상업지가 분포해 있는 홍대입구역 인

근과 대학교 인근 사이의 흐름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코

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클러스터가 약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쌍문역 방면 클러

스터는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클러스터가 강화되었다. 

해당 클러스터는 쌍문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흐름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확인해보면 대

부분 쌍문역인근과 주거지 사이의 이동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면서 상대적으

로 주거지로 향하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⑤중

랑구 방면 클러스터, ⑫잠실역 방면 클러스터도 이와 비슷

한 변화가 나타났다. ⑤중랑구 방면 클러스터는 첫 번째 

시기와 달리 두 번째 시기에 주거지 방면의 일부 정류장으

로 흐름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⑫잠실역 방면 클

러스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해당 클

러스터를 형성하는 흐름의 길이가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세 번째 시기에 서울시 외곽으로 향하는 원거리의 흐

름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주거지 방면의 흐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⑥여의도 방면 클러스터, ⑧구로디지털단

지역 방면 클러스터, ⑪강남일대 방면 클러스터 모두 중심

업무지구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이다. 이 중 ⑥여의도 방면

의 클러스터, ⑧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의 클러스터는 코

로나19 이후에 클러스터가 약화된 경향을 보였다. 다만 ⑥

표 2. 서울시 주요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① 홍대역 방면 홍대역과 남가좌동, 홍은동으로 이어지는 클러스터

② 쌍문역 방면 쌍문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부채꼴형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③ 길음 미아사거리 수유역 방면 4호선의 길음역, 미아사거리역, 수유역을 따라 나타나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④ 청량리역, 회기역 방면 청량리역과 회기역 중심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⑤ 중랑구 방면 면목동과 신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클러스터

⑥ 여의도 방면 여의도 내부와 마포구 또는 대방동 방면으로의 흐름이 나타나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⑦ 노량진역 방면 노량진역 중심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⑧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금천구로 이어지는 클러스터

⑨ 신림역 방면 신림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악구내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⑩ 고속버스터미널 방면 고속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하는 방사형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⑪ 강남일대 방면 좌우로는 강남대로부터 영동로까지, 상하로는 압구정로부터 도곡로까지, 강남구 내부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⑫ 잠실역 방면 잠실역을 중심으로하는 긴 방사형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⑬ 양재역 방면 양재역 중심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⑭ 수서역 방면 수서역 중심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그림 6. 서울시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

왼쪽) 첫 번째 시기(2019.10.22.)와 두 번째 시기(2020.10.20)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

오른쪽) 두 번째 시기(2020.10.20.)와 세 번째 시기(2020.12.22)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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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방면의 클러스터는 두 번째 시기에 약화되었으나 

세 번째 시기에 다시 증가한 경향을 보였고, ⑧구로디지털

단지역 방면의 클러스터는 두 번째 시기에는 큰 변화가 없

다가 대유행에 해당하는 세 번째 시기에 흐름이 감소하였

다. 상업지 중심의 홍대역 방면 클러스터에 비해 코로나19 

이후에 극적으로 흐름이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중심

업무지구 특성상 출･퇴근 목적의 이동이 많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⑪강남일대 클러스터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다른 중심업무지구에 비해 클러스터가 약화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해당지역이 수도권의 주요한 

표 3. 서울시 주요 간선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B① 서북 방면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연결되는 서울의 구도심 중심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B② 동북 방면
서울시 전체 클러스터로 확인되었던 길음, 미아사거리, 수유역 클러스터에서 더 규모가 확장된 네트워크 

클러스터

B③ 여의도 방면 마포구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B④ 고속버스터미널 방면
고속터미널 중심의 방사형 클러스터로 서울 전체 버스 네트워크에서 보였던 클러스터보다 더 장거리의 

흐름으로 확장된 형태로 나타남

B⑤ 강남일대 방면
서울 전체 네트워크에서 보였던 강남일대 방면의 네트워크 클러스터가 간선버스위주의 클러스터임을 

확인가능

그림 7. 서울시 노선별 및 시기별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a)~(c): 시기별 간선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d)~(f): 시기별 지선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g)~(i): 시기별 마을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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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거점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⑩고속버

스터미널 방면의 클러스터는 코로나19 이전에 고속터미

널 중심의 뚜렷한 방사형 클러스터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

나19 이후인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에서 클러스터가 

약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터미널의 특성상 코로

나19로 인한 인구이동제한의 여파로 해당 고속터미널 방

면의 흐름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서울시 노선별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

1) 간선버스

그림 7의 (a), (b), (c)는 각 시기의 상위1%의 간선버스 네

트워크 클러스터를 시각화한 것이다. 간선버스는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통행하는 버스로서 서울의 주요지

점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이다. 따

라서 네트워크 클러스터도 다른 버스에 비해 중장거리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가 나타난다. 주요한 간선버

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표3과 같다.

시기별 변화를 확인해보면, B①서북 방면 클러스터는 

서울시 전체 버스 네트워크(그림 5)에서는 확인되지 않았

던 클러스터이다. 코로나19 이후(두 번째 및 세 번째 시기)

에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이어지는 장거리의 흐름이 다

소 약화된 것 이에외는 두드러진 변화는 없다. B②동북 방

면 클러스터는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세 번째 시기에 성

북구 종암동 방면의 흐름 대신 주거지 방면의 흐름으로 변

화하였다. 앞서 서울시 전체 버스 네트워크에서 확인한 것

처럼 B③여의도 방면, B④고속버스터미널 방면의 클러스

터는 코로나19 이후에 약화되었으며, B⑤강남일대 클러

스터는 코로나19 전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렇듯 중장거리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간선버스 네트

워크는 코로나19 전후의 변화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간선버스의 클러스터가 중요한 이유는 간선버스가 

중장거리의 운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원

거리 확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간선버스의 네트워크 클

러스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2) 지선버스

그림 7의 (d), (e), (f)는 각 시기의 상위1%의 지선버스 네

트워크 흐름을 시각화한 것으로 간선버스 네트워크 클러

스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지선버스의 목

적이 주요 지점에서 다른 버스로 환승 또는 인근 지하철역

과의 연계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 클

러스터를 보인다. 지선버스의 주요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확인해보면 표 4와 같다.

G①홍대역 방면의 클러스터는 서울시 전체 버스 네트

워크에서처럼 코로나19 이후에 클러스터가 약화된 경향

표 4. 서울시 주요 지선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G① 홍대역 방면 서울시 전체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에서 확인했던 클러스터로 해당 클러스터가 지선버스 위주임을 확인 가능

G② 경복궁역 방면 경복궁역 방면에서 홍지동, 평창동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G③ 영등포역 방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G④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금천구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G⑤ 신림역 방면 신림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악구내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G⑥ 서울대 입구역 방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관악구의 서림동 및 대학동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G⑦ 잠실역 방면 잠실역 중심의 방사형 네트워크 클러스터

표 5. 서울시 주요 마을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T① 쌍문역 방면 쌍문역에서 방학동, 쌍문동 사이의 통행이 나타나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T② 구의동, 자양동 방면 건대입구역 및 구의역과 자양동, 구의동 사이의 통행이 나타나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T③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금천구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T④ 신림역 방면 신림역을 중심으로하는 관악구내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T⑤ 낙성대 방면 낙성대역에서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T⑥ 양재역 방면 양재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초구내의 네트워크 클러스터

T⑦ 수서역 방면 수서역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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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 G③영등포역 방면 클러스터는 세 시기 중 코로

나19 대유행 시기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의 

클러스터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부 주거지

로 향하는 흐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G⑦잠실역 방

면의 클러스터는 전체 버스 네트워크를 확인했을 때,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중장거리 노선의 흐름이 증가하여 클러스

터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지선버스의 이용은 감

소하여 지선버스 네트워크에서는 잠실역 방면의 클러스

터는 약화되었다. 이는 지선 버스 네트워크 특성상 상대적

으로 중장거리의 이동이 적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지

선버스 네트워크는 주요 클러스터 모두 지하철역 중심의 

클러스터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에 클러스터의 흐

름들이 특정역 중심으로 더 집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마을버스

그림 7의 (g), (h), (i)는 상위1%의 마을버스 네트워크 흐

름들을 나타낸다. 마을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

로 이동하여 인근 역과 버스정류장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여 지선버스의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클러스터

의 규모가 다른 버스에 비해 작다. 마을버스의 주요 네트

워크 클러스터는 표 5와 같다.

마을버스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는 시기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다. 이는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주거

지 방면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여서 마을버스 운행 특성상 

시기별 클러스터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T②구의동, 자양동 방면, T④신림역 방면의 일부 마을버

스 클러스는 두 번째 시기에 흐름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마을버스의 특성상 노선의 흐름이 다른 버스유형에 비해 

짧으며, 코로나19 이후(2020.10.20, 2020.12.22)에 네트워

크 흐름이 더 밀집되는 경향을 보인다.

3. 서울시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 

특징

서울시 전역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의 시기별 변화

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로, 서울

시 버스의 네트워크 클러스터의 흐름이 짧아진 경향을 보

이며, 일부 흐름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서울시 전역의 클러스터를 비교해보면 원

거리의 흐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각 시

기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로 분석된 흐름의 길이(m)를 측정

하여 흐름길이의 구간별 빈도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단, 해당 데이터의 측정길이는 실제 버스 이동거리가 아

닌 OD데이터 상의 길이를 나타낸다). 자세히 살펴보면, 

400~600m, 800~1000m, 1400~1600m 구간에 해당하는 흐

름은 두 번째 시기에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상

대적으로 더 장거리에 해당하는 3400m 이상의 길이를 가

지는 흐름은 코로나19 이후인 두 번째 시기에 대부분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기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로 

분석된 흐름의 평균 길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첫 번째 시기

에는 1,953.4m이고 코로나19 이후인 두 번째 시기는 

1,839.7m로 평균 100m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동일한 코

로나19 이후인 세 번째 시기에 평균 1,801m로 분석된 것을 

보아 코로나19 전후의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강을 가로지르는 흐름이 감소하였으며, 기존의 

중심 클러스터로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외출

을 줄이고, 재택근무, 재택수업 시행 등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김영롱 등, 2021). 실제로, 표6의 2019년과 2020년의 

통근･통학 목적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통학, 통근의 비율

표 6. 서울시 통근･통학 통계

연도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지역

통학을 한다 통근을 한다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다른 구 다른 시도

2019 11.5 62.2 21.3 32.2 40.7 5.9

2020 9.9 60.3 22.3 31.2 39.6 6.9

그림 8. 첫 번째 시기(2019.10.22)와 두 번째 

시기(2020.10.20)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흐름 길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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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구로의 이동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이동의 변화가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Schlosser et al. (2020)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이동성의 흐름이 더 로컬해진다는 선행연구가 있어, 이러

한 특징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이동성 네트워크 변화

중 하나로 보여진다.

둘째, 주거지 방면으로 향하는 클러스터가 강화되었다. 

코로나19 이후에 해당하는 두 번째 시기(2020.10.20)와 세 

번째 시기(2020.12.22)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쌍문역 

방면의 클러스터가 강화되었다. 해당 클러스터는 쌍문역

에서 출발하여 주거지로 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신내

동, 면목동을 중심으로 한 중랑구 방면의 클러스터도 주거

지 중심의 클러스터이며 두 번째 시기에 이 클러스터가 강

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환경부에

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이

전과 이후를 비교하였다(정고은･김영호, 2021). 각 시기

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로 분석된 흐름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각 380m의 버퍼를 주어 해당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토지피복도 분류를 산출하였다(앞

서 버스 네트워크 분석 시 인접성을 정의하는 기준거리로 

380m를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버스가 주로 주거지에서 이동하였는지 또는 상업지에서 

이동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된 네트워크 흐름

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주변이 어떠한 토지피복 분류

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표 7). 

항목별 개수는 네트워크 흐름의 각 지점의 버퍼 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토지피복 유형을 각각 산출하

였을 때, 그 유형별 개수를 합산한 것이며, 이를 전체에 대

한 비율로 비교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 비해 두 번째 시기

에 주거지역이 가장 큰 폭(+2.54%)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교통지역(-2.75%), 상업지역(-2.0%), 공공시설(-2.25%)

로 향하는 버스의 이동은 감소하였다. 또한, 농업지역

(+0.06%)과 산림지역(+0.1%)도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

다. 즉 이를 넓은 관점에서 봤을때 코로나19 이후에 주거

지, 농업지, 산림지로 향하는 버스 이동은 증가하고 상업

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로 향하는 버스 이동은 감소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심업무지구(CBD)의 클러스터를 비교해본 결

과 여의도 방면,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의 클러스터는 약

화된 경향을 보였으나, 강남일대는 코로나19 전후의 유의

미한 변화가 없다(그림 5의 ⑥, ⑧, ⑪참고). 서울의 중심업

무지구 중 상위 0.5%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로 나타나

는 곳은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 강남일대 방면이 있다. 

여의도는 마포구에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흐름과 대방역 

인근과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클러스터였으나 코로

나19 이후 매우 약화된 양상을 보였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중심의 클러스터는 세 시기에서 모두 주요한 클러스터로 

확인되나 대유행 시기에 해당하는 세 번째 시기(2020.12.22)

에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강남일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강남일대 

주변에서 나타나는 산발적인 흐름이 약화되어 강남일대

의 제한된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여의도 방

면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 모두 클러스터가 약화된 양

상을 보였으나 강남일대는 다른 중심업무지구에 비해 코

로나19 전후의 차이가 미비하다. 이는 강남일대가 수도권

의 환승거점의 역할을 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강남대로는 경기도 등 외곽으로 나가

는 광역버스의 환승거점이 위치해 있다. 또한 강남일대 클

표 7.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의 토지피복 분류 변화

토지피복도

분류항목 및 코드

첫 번째 시기(2019.10.22) 두 번째 시기(2020.10.20)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주거지역(110) 1769 64.51% 1746 67.05%

상업지역(130) 593 21.63% 558 21.43%

교통지역(150) 226 8.24% 143 5.49%

공공시설(160) 12 0.44% 5 0.19%

농업지역(220) 13 0.47% 14 0.54%

산림지역(310) 72 2.63% 71 2.73%

기타분류 57 0.02% 67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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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에는 대규모의 사무지구가 분포해 있으며, 서울시

에서 가장 사업체수가 많은 자치구이다. 코로나19 이후 사

회적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이동이 감소하여 클러스터의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강남일대 방면은 통근목

적의 이동으로 클러스터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VI.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위해 서울시

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 전

후 버스운행의 시공간적 패턴 변화를 확인하였다. 현재 코

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더욱더 실효성있는 방역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

적인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Chang et al., 2021). 따라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주요 인구이동지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

에서는 밀폐된 공간에 인구가 집중되는 특성을 가진 대중

교통, 그 중에서도 상세한 클러스터 분석이 가능한 버스이

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에 통행량이 급감하였으며, 시기별, 지역별, 버스유형별

로 서로 다른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변화를 확인하였다.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의 변화 특징으로는 첫째, 코로나

19 이후, 네트워크 클러스터의 흐름이 짧아지며, 네트워크

가 일부 흐름으로 더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코로

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는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둘째, 코로나19이후 주

거지 방면으로 향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중분류 토지피

복도를 이용하여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흐름의 출발지, 

도착지 인근의 토지피복 분류유형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주거지, 농업지 등 비도심으로의 버스 이동은 증가하고 상

업지역, 교통지역 등 도심으로의 버스 이동은 감소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심업무지구 중 여의도 방면의 클

러스터,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의 클러스터는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경향을 보였으나, 강남일대는 코로나19 전후

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강남일대가 수

도권의 환승거점의 역할을 하며, 대규모의 사무지구가 분

포해 있기 때문에 다른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에 비해 비

교적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처음으로 

코로나19전후의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분석 및 비교

하여 변화된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구조를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통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단순히 상

위 통계량을 시각화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인구이동의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 네트워크 자기상관을 이용

하여 서울시 버스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의 버스 네트워크의 다양한 시공간적 패턴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코로나 19전후의 변화된 버스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결과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토대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 중 중심업무지구인 강남일대 클러스

터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약화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오히

려 주변지역의 산발적인 흐름이 강남일대로 모여 일부흐

름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강남일대가 출퇴근 

등의 목적으로 중요한 환승거점에 해당하여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의 인

구이동 밀집도를 줄이고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제

시 할 수 있다.

셋째,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버스 정류장 단위의 공간

단위를 사용하여 상세한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을 진행

하였다. 기존에는 분석방법의 한계 및 데이터의 한계로 행

정동 단위나 임의의 교통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세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버스

정류장만 1만개 이상이며, 한 공간단위마다 네트워크 인

접행렬을 고려하게 되므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슈퍼컴퓨터 및 병렬처리의 방식

을 사용해 버스정류장 기반의 OD데이터를 이용하여 세밀

한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지

역을 서울시로 한정하여 서울시 내부의 통행만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을 이동하는 통행이 높은 만

큼 서울시 내부의 통행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통행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비율을 보면 서울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인천시 순으로 높다. 따라서 더 효과적인 방역정

책 수립을 위해 연구지역을 넓혀 수도권 전체의 시공간 네

트워크 클러스터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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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환경적 변수와 정량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진 흐름데이터

를 사용하여 분석결과 또한 흐름데이터로 이루어진 네트

워크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흐름데이터의 

타당한 합역(aggregate)방식을 찾아 분석된 버스 네트워

크 클러스터와 사회･환경적 변수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임창민･김영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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