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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클러스터 탐지 기법의 개발과 적용: 서울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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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교통카드 데이터는 도시 유동 패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지만 유동 클러스터링의

방법론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들은 데이터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유동 클러스터 탐지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데이터에 적용하여 유의미한

유동 통행 클러스터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서울 전체에 걸쳐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통행 클러스터를 도출할 수 

있었고, 특히 공간상에서는 인접하지만 서로 다른 교통수단과 노선 하에서 이루어진 개별 유동들을 하나의 유동 통행 패턴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빈도분석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공간적으로 인접한 여러 다발의 유동이 모였을

때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게 되는 주요 통행 패턴을 포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동 현상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알고리즘은 향후 보다 진보된 유동 클러스터링 기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유동 클러스터, 병합 유동 클러스터링, 벡터 공간적 자기상관, 대중교통 통행, 교통카드 데이터

Abstract : Smart-card data is a high quality data that can be used in analyzing urban flow patterns. However,
due to methodological difficulties of flow clustering, earlier studies have not been abl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smart-card data.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introduces an efficient flow cluster detection 
method based on smart-card data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applies it to public transit trips in Seoul to derive
significant flow clusters of trips. As a result of case study, we identified various clusters of public trasit trips 
in Seoul and could detect significant clusters that are composed of several individual travel flows being adjacent
in space but mostly out of different transport modes and routes. Furthermore,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capture the major travel flow patterns. They have not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flow
patterns in a normal way, but they have significant traffic volume when gathered into a flow cluster.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methodological implications to the analysis of flow patterns, and the suggested algorithm is 
expected to be the basis of more advanced flow clustering techniques in the future.
Key Words : Flow cluster, 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Vector spatial autocorrelation, Public transit trip, 

Smart-card data of public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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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통행은 도시 공간 내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

는 중요한 도시 현상이다. 도시 내 통행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도시 구조나 도시 인구의 사회경제 활동 패턴, 교통 

시스템 등을 탐색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뿐

만 아니라 중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인 도시 교통 혼잡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금숙·박종수, 2006; 김인·박수진, 2011). 도시 통행 

흐름과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교통량 데이터

가 필수적인데 여러 교통수단 중 대중교통 통행량은 시간

에 따른 대규모 인구 이동을 보여줌으로써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역동성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Pelletier et al., 2011; Trépanier et al., 2009). 특히 서울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도시에서의 대중교

통 통행 데이터는 더욱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 최근 

교통카드 기반의 자동요금징수(Automated Fare Collection: 

AFC)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대용량의 전산화된 정보 구

축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집계되는 도시민들

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은 다양한 교통 연구에 활용되기 시

작하였다. 교통카드 AFC 시스템 도입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용 요금 징수 및 관리의 편리성 증대이지만(Morency et 

al., 2007),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통행 데이터

는 도시 및 교통계획 분야 연구자들이나 정책 입안자가 실

제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실증 데이터로 주목받고 있다.

개별 통행의 정확한 출발과 도착 지점들에 대한 내역을 

동시에 생성하는 교통카드 데이터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가지는 벡터(vector)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교통

카드 데이터가 통행 관련 여러 연구 분야 중 특히 통행 흐

름, 또는 유동(flow) 패턴 연구를 위한 데이터로써의 가치

를 가지게 한다. 이 밖에도 초 단위의 시간, 이용객 특성, 이

동거리, 환승 여부 및 환승 지점, 이용 교통수단 등의 정보

를 제공한다는 점 등은 더욱 세분화된 유동 통행의 행태 분

석까지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질의 대용량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 유

동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교통카드 데이터가 가지

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카드 

데이터의 여러 속성들이 유동 패턴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것들이지만 사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

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어 왔다. 이는 일차적으로 유동 현

상이 가지는 특유의 다중위치적 성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 현상이 점, 선, 면과 같은 기하적 차

원을 가지는데 반해, 유동 현상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쌍을 이룬다. 이런 측면에서 유동에 대한 패턴 분석, 특히, 

유의미한 유동 클러스터의 탐지가 쉽지 않다. 유동 현상 

역시 점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점 분포 패턴 분석이 

적용될 수 있지만, 유동의 시작과 끝이 쌍으로 연결되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온전히 고려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동 패턴 연구, 특히 유동 클러스터 측정 및 탐지 관련 연

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유동 현상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도출해내기 위한 효율적

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론적 진보

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Tao and Thill, 

2016).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도시 내 통행 흐름에서 유의

미한 클러스터를 탐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교통카드 데이터의 다양한 유동 속성을 활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통행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군집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 통행

에 기반한 서울시의 시간대별 주요 이동 패턴을 보여줄 것

이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통행 양상을 ‘지점(point)’이 아

닌 ‘유동’의 통행량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통행 패턴 연구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관련 연구 동향

통행 관련 연구는 크게 통행 행태 연구와 통행 패턴 연구

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행 패턴 연구는 각 역 및 정류장 지

점의 개별 통행량(승하차량, 환승량)이 분석 대상 변수가 

되는 통행 지점 패턴 연구와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이루어

지는 유동의 통행량이 분석 대상 변수가 되는 통행 유동 패

턴 연구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통행의 유동 패턴을 분석

하는데 있어 자동차 교통량, 화물 운송량, 주간인구 분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교통카드 데이터는 개

인의 실시간 이동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

상도가 매우 높은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교통카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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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활용한 국내의 통행 패턴 연구는 교통카드 데이터

가 이용가능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금숙·박종수(2006)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수도권 내 나타나는 통행 흐름의 공간적 특징을 파

악하고 있고, 박종수‧이금숙(2008)은 수도권 지하철망의 

구조적 특성을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

다. 이와 유사하게 이금숙 등(2017)은 지하철 이용 통행의 

요일 간 변이성, 특히 주중과 주말에 나타나는 통행 패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수경·이희연(2015)은 고령자의 

통행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교통카드 기반 고령자의 대중

교통 통행 자료와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수

도권 시군구 간의 주요 이동 패턴을 파악하였다. 한편, 좀 

더 포괄적인 연령대별 통행 행태를 이용하여 신임호·이

주형(2012)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연령별 통행 중심지 파

악을 통해 도시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통행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혹은 환승이 이루

어지는 역 및 정류장의 실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통카드를 이용

한 통팽 패턴 분석 연구는 대체로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설

정된 구역이나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구분으로 구역화한 

후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해상도의 

공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의 장점

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행 유동을 분석하는 방법론 측면의 연구를 살펴

보면, Nasiboglu et al.(2012)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통행

을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유동량을 기반을 표현하기 위한 

OD 행렬(Orgin-Destination matrix)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구역화 과정으로 인해 교통카

드 데이터가 가지는 해상도 측면에서의 장점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관호 등(2013)은 서울시 지하철 

5~8호선 이용 승객들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통해 도출해낸 

구역 간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선 기반 알

고리즘을 통해 특정 교통 구역 간의 이동 패턴을 추출하고 

있는데, 노선 기반 알고리즘은 동일 노선상에서의 통행에 

대한 분석만 가능할 뿐 서로 다른 노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통행의 흐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

진다. 한상욱 등(2015)은 수도권 대중교통 자료를 통해 서

울의 대표 중심지로 선정된 세개의 업무지구에 대한 통행

량과 해당 지역으로 통행하는 흐름들에 대한 출발 지점, 

즉 업무 지구로의 대중교통 이용객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의 대상이 될 도착 지점(근무지)을 미리 

선정한 후에 각 도착지점별 출발지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개별 유동들을 하나의 객체로 분석한 진정한 의미의 유동 

패턴 연구로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존 통행 유동 패턴 

연구들의 한계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노선상의 위치가 

아닌 실제 위치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행 유동을 분

석하고자 한다. 이는 교통카드 데이터가 가지는 상세한 공

간 해상도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점 위치를 특정 구역

으로 합역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공간 단위의 문

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동 현상이 지니는 다중위치적 성질은 관련 데이터를 

통한 유동 패턴 분석 및 클러스터링을 무척 복잡하게 만든

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동 현상 패턴 

분석 및 클러스터링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유동 데이터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쌍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출

발점과 도착점이 유사한 벡터들의 공간적 군집은 벡터 공

간적 자기상관(vector spatial autocorrelation)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유사한 지역에서 출발한 흐름이 유사

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유동들은 정적으

로 연관되어 있는 벡터이다. 반면 유사한 지역에서 출발한 

흐름들이지만 유사하지 않은 벡터 특성을 보인다면 부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Lee, 2008). 따라서 정적

으로 자기상관된 벡터는 유동 클러스터 패턴으로 인식될 

수 있다. 유동 데이터의 공간적 자기상관에 대한 논의는 

Berglund and Karlstorm(1999)의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의 유동은 미리 정의된 영역 내의 유

출과 유입의 총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임의적 공간 단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Lu and Thill 

(2003)은 단변량 점 분포 패턴 분석을 유동 데이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 대응분석(clustering correspond-

ence analysis) 기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쌍으로 존재하

는 벡터 데이터를 두 세트의 포인트 데이터로 분할하는 과

정은 벡터의 데이터 무결성을 손상시키며 특히 벡터의 거

리와 방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Lee(2008)는 벡터의 본래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간

적 자기상관을 가지는 유동을 탐지할 수 있는 확인하기 위

한 확장된 알고리즘(Algorithm for Vector Autocorrelation

–Origin Clustered)을 제시하고 있다. 거리와 방향을 결합

한 단일 유사성 측정치로 벡터 자체의 유사 정도를 직접 확

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이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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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 and Thill(2016)도 점이나 면 데이터에 적용되던 기존

의 공간 클러스터 탐지 기법에 주목하여 유동 데이터에 적

용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Liu et 

al.(2015)은 전통적인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치인 Mo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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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벡터의 공간적 자기상관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탐

색할 수 있는 측정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크다.

한편, 지도학 및 지리적 시각화(geographic visualization) 

분야에서 또한 유동에 대한 패턴 및 클러스터 탐지 기법들

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의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고급의 

유동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방대한 양의 유동

을 유선도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폐색(occlusion)

과 중첩(cluttering)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

도 가독성을 떨어뜨려 정보 전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

시킨다(Zhu and Guo. 2014; Cui et al., 2008; Andrienko, 

2011; Woods, 2010; 김지우·이건학, 2017). 대규모 유동 

데이터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 Zhu and Guo(2014)는 

위계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을 

통해 유의미한 유동 패턴을 추출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유동의 공간적 인접 여부와 거리를 계산하여 인접하다고 

판단되는 유동 쌍을 차례로 병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복

잡한 유동 데이터를 단순화하여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반면, Tennekes and Chen(2021)은 대량 유동의 시각

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색과 중첩을 막기 위한 데이터 병

합 및 군집 등의 방법이 오히려 중요 정보의 생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중심의 분

류 체계를 도입하여 특정 종류의 정보에 초점을 맞춘 유동 

시각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동 패턴 및 클

러스터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논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상품, 정보, 사람 등의 이

동은 현대 도시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도시 이동성에 대한 효율

적인 탐색 방법의 모색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잡한 유동 빅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유동 클러스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러 기존 연구들 중 최근 소개된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기반의 시각화 연구인 Zhu and 

Guo(2014)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

절한 방법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대부분의 연구

와 달리, 지점간 쌍으로 구성된 유동 데이터의 선형적 구

조에 기반하여 이들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실제 통행 흐름 현상을 잘 재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로 중국의 선전 지역의 택시 GPS 데이터를 사용

하였는데 교통 통행에 의한 유동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매우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유동 데이터의 발생 건수 및 연구 지역의 공간적 

범위 측면에서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데이터와 상당히 유

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II. 유동 클러스터 탐지 방법론

1. 교통카드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제공한 5일간(2018년 

3월 12일~2018년 3월 16일)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행 유동 클러스터링을 시도하였다.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데이터 

범위 내의 서울시 관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이며 데이

터의 생성 주체는 교통카드를 통해 운임을 지불한 대중교

통 이용객이다. 시간별로 통행 데이터가 모두 이용 가능하

지만 분석의 편의상 주중의 시간을 출근시간(7:00-9:00), 

낮시간(12:00-14:00), 퇴근시간(17:30-19:30), 야간시간(22:30- 

0:30)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최초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성된 통

행에 의한 유동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환승 기준 

시간(하차 후 30분 이내(7:00-21:00), 하차 후 1시간 이내

(21:00-익일7:00)) 내에 환승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하나의 

연속된 통행으로 통합하여 구축한 데이터인 트립-체인 데

이터를 사용한다(김순관, 2015).

2. 유동 클러스터 탐지 알고리즘

Zhu and Guo(2014)에서 제시한 병합 유동 클러스터링 

알고리즘(Agglomerative Flow Clustering Algorithm)은 본

래 유동 데이터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유동 클러스터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으로 확장하기에 좋

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병합 클러스터링은 유

사한 유동을 군집화하는 기본 원리로 사용할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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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병합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교통

카드 데이터의 통행 유동 클러스터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

을 소개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동 클러스터 탐지 알고리즘은 교통카드 데이터를 유동 

클러스터의 기본 단위인 유동 객체로 변환하는 과정, 유동 

간 공간적 인접성 측정, 공간적 인접성이 확인된 유동에 

대한 클러스터링의 세 단계로 수행된다. 유동 클러스터 탐

지 알고리즘은 Python 3.2를 통해 구현하였며 공간적 인접

성, 거리 연산 및 시각화를 위해서 ESRI사의 ArcGIS 10.5를 

이용하였다.

1) 유동 객체 변환 과정

알고리즘에서 사용될 유동 객체 는 유동 클러스터링

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인 각 유동 객체의 출발

점(O)과 도착점(D), 각각의 ID와 위치 정보, 그리고 통행

량()의 값으로 구성된다(그림 2). ID는 특정 지점을 다른 

지점과 구분해주는 일련의 식별 기호이고, 위치 정보는 

( )로 표현되는 공간 좌표이다.

2) 유동 간 공간적 인접성 측정

유동 객체가 서로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 것은 공간

적 인접성에 기반하여 정의할 수 있다. 두 유동 객체의 공

간적 인접성은 다음 조건에 따라 정의된다. 먼저 유동 객

체 의 출발점 에서 주어진 유클리드 거리 의 범위 내

에 위치한 다른 유동 객체들의 출발점들의 집합을 에 대

한 ‘점의 유클리드 거리 이웃(ENP)’으로 표현한다. 도착점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다음, 
 

와 
 의 교집합을 취하여 와 인접한 유동 객

체 를 식별해낸다. 의 출발점 가 
 에 속

하는 동시에 도착점 또한 
 에 속하는 경우 

와 를 공간적으로 인접하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조

건을 만족하는 유동 객체들의 집합을 에 대한 ‘유동의 

그림 1. 병합 유동 클러스터링 개념

승차지점 하차지점

통행량( )정류장 ID

( )

X좌표

()

Y좌표

()

정류장 ID

( )

X좌표

()

Y좌표

()

 5523 127.02… 37.23… 235 127.01… 37.22… 5

 341 127.02… 37.22… 999284 127.01… 37.22… 78

그림 2. 교통카드 데이터 유동 객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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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 거리 이웃(ENF)’으로 표현한다(식 1).


   ∈ ∈

 

∩∈
       (1)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 쌍이 실제로 인접한 정도에 

대한 측정은, 공간적 인접성 조건에 부합하는 두 유동 객

체(유동 쌍)를 찾아 이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

로 측정한다. 이는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인 클러스터 병합 

과정에서 하나의 유동 객체가 둘 이상의 유동 쌍에 속해 있

을 때 인접성이 높은 순서로 유동 쌍에 병합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두 유동의 출발점과 도착점 각각에 

유클리드 거리 만큼 가해지는 버퍼 영역이 공유하는 구

역(INTERSECT)의 넓이를 기반으로 수치화한다(그림 3).




 는 두 점  ,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즉 공간적 인접성이 높아질수록 값이 증가

한다. 최댓값인 ()로 나누게 되면 0~1 사이

의 값으로 표준화되며 이를 포인트 인접 지수(




)로 정의한다.

유동 쌍의 인접성은 출발점과 도착점 쌍 각각의 포인트 

인접 지수(


, 


)

의 곱이며, 이를 유동 인접 지수(


)로 

정의한다(식 2).




 




    ×


    (2)

3) 인접 유동 클러스터링

인접 유동의 클러스터링은 공간상에서 인접하다고 판

단되는 두 유동이 속해 있는 클러스터를 ‘병합’해 나가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수행된다. 이를 통해 유동 객체 세트

에서 유동 클러스터 세트의 새로운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

다. 이때 클러스터링의 중요한 패러미터는 공간적 인접성

의 기준이 되는 유클리드 거리 로, 해당 변수의 설정에 따

라 클러스터의 공간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 유동 객체 세트

: 공간적 인접의 기준이 되는 유클리드 거리

유동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1. 모든 유동 객체가 각각 하나의 유동 클러스터가 되도

록 설정한다. 

2. 유동 객체들 중 공간적 인접 조건을 충족하는 유동 

쌍( ,  )을 모두 식별한다. 

3. 각 유동 쌍들의 유동 인접 지수를 계산하고, 결과 값

이 큰 경우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4. 유동 인접 지수가 높은 유동 쌍의 경우부터 순차적으

로, 유동 쌍 ( ,  )에 대해서 와 가 각각 속해 

있는 클러스터 와 ( ⊂
  ⊂ )를 찾아 

두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클러스터 간

의 거리 계산은 위의 B에서 제시된 유동 쌍 간의 유동 

인접 지수 계산 방법과 동일하다. 이때, 유동 클러스

터 이 두 개 이상의 유동을 포함하는 경우, 거리 계

산의 기준이 될 O와 D의 지점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

요하다. 교통카드 데이터의 특성상 각 유동 객체에 

통행량 값이 부여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가장 값

이 큰 유동 객체를 클러스터의 ‘대표 유동’으로 설정

하여 이들의 O와 D 지점을 거리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

5. ≠일 때, 4에서 계산된 와   사이의 인접 지수

가 0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두 클러스터

를 병합한다. 더 이상 병합 가능한 클러스터 쌍이 남

지 않은 경우에 도달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적 인접 기준을 만족하는 두 유동 쌍

이 무조건적으로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적 인

접 기준을 만족하는 유동 쌍의 각 유동이 속한 클러

스터의 대표 유동들이 공간적 인접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두 클러스터는 병합 되지 않는다. 그림 4의 

사례처럼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유동 a와 유동 b는 

공간적으로 인접하지만 각각의 유동이 속해 있는 클

러스터의 대표 유동인 A와 B는 공간적으로 인접하

지 않기 때문에 두 클러스터 집합은 병합되지 않는

다. 인접 지수가 높은 순서부터 병합이 이루어지므

로 유동 a와 b가 각각에 대해 인접 지수가 더 높았던 

그림 3. 공유된 버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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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A와 B가 속한 클러스터에 우선적으로 병합되

었기 때문이다. 유동 a와 b는 각각의 대표 유동의 공

간적 영향력 하에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위계성이 클

러스터링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유동

의 공간적 인접의 정도에 의한 병합의 순서가 전체적

인 클러스터링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클러스터 의 부분집합을 이루는 모든 유동 객체들

의 출발점 위치와 도착점 위치의 가중평균중심점을 

계산한다. 이때 각 유동 객체들의 통행량 가 가중치

로 설정된다. 도출된 결과를 클러스터 의 ‘중심출발

점’과 ‘중심도착점’으로, 그리고 둘을 함께 ‘중심 유동’

으로 명명한다. 이때 중심출발점의 좌표(
 )

와 중심도착점의 좌표(
 )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식 3).






  






  





 




  






  




1) (3)

최종적으로 도출된 유동 클러스터 세트는 클러스터 내

로 병합된 모든 유동 객체의 나열로 구성된다. 두 번째 부

분 집합은 ‘대표 유동’과 ‘대표통행량’이다. 대표 유동은 앞

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클러스터 내에 속한 모든 유동 객체 

중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유동 객체를 의미하고, 대표 통

행량은 이 대표 유동이 가지는 통행량을 의미한다. 세 번

째 부분집합은 과정 6에서 도출해낸 ‘중심출발점’, ‘중심도

착점’과 클러스터 내 속한 모든 유동 객체들이 지니는 통행

량의 총합인 ‘총통행량’이다. 교통카드 데이터의 경우 대

표 유동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역 및 정류장 ID로 표현되지

만 중심 유동의 중심출발점과 중심도착점은 좌표값으로 

표현된다(표 1).

III.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유동 

클러스터링

1. 공간적 인접 기준 설정

본격적인 알고리즘의 실행 이전에, 공간적 인접성 변수

인 유클리드 의 기준과 주요 통행 클러스터 선별 기준에 

대한 사전 설정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세권의 

개념을 활용한다. 역세권의 범위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해

당 지점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인식되

는 최대 거리인 ‘도보의향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역 및 정류장 지점을 기준으로부터 또 다른 특정 지점 간의 

거리가 도보의향 거리 임계값  내에 위치할 때,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이 두 지점은 공간상 인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임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도

시철도법)과 도시계획 관련 조례(｢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 16조의 2), 선행 연구들에서 가장 일반적으

그림 4. 공간적으로 인접한 유동 쌍이 병합되지 않는 경우

표 1. 유동 클러스터 의 구성

클러스터 내 전체 유동

(O1,D1,통행량1/ O2,D2,통행량2/

O3,D3,통행량3/ … )

대표 유동

(대표O, 대표D,

대표통행량)

중심 유동

(중심O, 중심D, 

총통행량)

예시

2611,4202,7/ 2611,2627,879/ 

2611,1262,6/ 2611,9034964,9/ 

9311,2627,16/ 9002924,2627,39/ 

9002922,2627,34/ 9002924,72486,5/ 

9002928,2627,10/ 5000020,2627,19/  

2611,2627,879

(126.914807, 

37.598682),

(126.951599, 

37.54403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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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는 역세권의 범위인 500m를 의 값으로 설정하

였다(김남주, 2012; 김태호 등, 2008; 김대웅 등, 2002; 성현

곤·김태현, 2005). 다만 야간시간대의 경우, 관련 선행 연

구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도보의향 거

리가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일반적 역세권 500m의 두 

배 거리인 1km로 제시하는 있는 바(김민주·이영인, 2017)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차용하였다.

2.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유동 패턴 탐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실행을 통해 공간적 인접성 조

건에 부합하는 유동들을 하나의 클러스터 집합으로 군집

화하여, 각 시간대별로 60,947개(출근), 49,650개(퇴근), 

26,644개(낮), 17,175개(야간)의 유동 클러스터 집합을 추

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클러스터 집합들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며 안정적으로 높은 통행량을 보이는 경우에만 

주요 통행 패턴으로 선별하였다. 선별 기준이 되는 총통행

량 임계치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유동 클러스터들을 

각 시간대별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간주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유동 클러스터 집합이 가지는 총통행량에 

대한 자연로그변환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Z점수 

2.58 이상의 범위에 속하는 유동 클러스터들을 각 시간대

의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선별하였다. 표 2는 각 시간대

별 주요 통행 유동 패턴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주고 있으

며, 그림 5~8은 실제 지도상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총통

행량의 Z점수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현하였으며, 

N값은 그림에 표현된 유동의 개수를 의미한다.

출근시간대의 경우 시간적 특성상 각 유동의 출발지점

은 통행자의 주거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역 혹은 정류

장일 확률이, 도착지점은 업무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서

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종로, 강남, 여의도 업

무지구로 향하는 흐름 특성을 살펴보면, 종로 업무지구로

의 출근자들의 거주지는 서울의 전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남과 여의도 업무지구로 향하는 출근자들의 거주지는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다. 강남으

로 향하는 흐름들은 한강 이남의 2호선 신림~잠실 일대로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강서, 왕십리, 

노원에서 시작하는 흐름들도 존재하였지만 전체 흐름들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특히 서울의 북서부 주거지역에

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흐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여의도

로 향하는 흐름들은 주변의 영등포, 신림 지역과 강서에 

집중되어있다. 퇴근시간대에서의 유동들은 대체로 출근

표 2. 시간대별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결과

출

근

시

간

대

주요 통행 유동(Z≥2.58) 개수 659개

낮

시

간

대

주요 통행 유동(Z≥2.58) 개수 278개

총통행량

(N=659)

평균 1,033.79

총통행량

(N=278)

평균 850.64

최댓값 3,854 최댓값 2,290

최솟값 669 최솟값 576

중간값 896 중간값 767

대표통행량

(N=659)

평균 655.57

대표통행량

(N=278)

평균 511.14

최댓값 3,700 최댓값 1,799

최솟값 28 최솟값 36

중간값 620 중간값 486

퇴

근

시

간

대

주요 통행 유동(Z≥2.58) 개수 507개

야

간

시

간

대

주요 통행 유동(Z≥2.58) 개수 229개

총통행량

(N=507)

평균 1289.84

총통행량

(N=229)

평균 1266.603

최댓값 5,660 최댓값 4,700

최솟값 822 최솟값 752

중간값 1,103 중간값 997

대표통행량

(N=507)

평균 926.31

대표통행량

(N=229)

평균 251.81

최댓값 5,388 최댓값 2,051

최솟값 51 최솟값 25

중간값 844 중간값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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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통행의 역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유동 클

러스터의 개수(N) 자체는 출근시간대에 비해서 줄어든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출근시간대에 비해 퇴근시간대에 특

정 출발지-목적지(OD) 조합에 대한 통행량의 집중도가 더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종로 업무지구에서의 흐름은 출근

시간대에 나타난 경향과 마찬가지로 도착 지점이 서울 전

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강남 업무지구의 경우 기존에는 존

재하지 않았던 마포·신촌·홍대 일대로 향하는 흐름이 

그림 5. 출근시간대(N=659)

그림 6. 퇴근시간대(N=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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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되고 있다. 여의도 업무지구에서 출발하는 흐름들의 

경우도 마포나 종로 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포착된다. 퇴근 

후에 저녁시간을 이용한 다양한 친교 및 여가 활동 시간들

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민들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낮시간대에는 다른 시간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왕복 형태의 유동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뚜

렷한 통행 목적이 존재하는 시간대가 아니므로 통행의 상

호 연관성이 높은 두 지역 간에 두 방향의 통행이 동시에 

그림 7. 낮시간대(N=278)

그림 8. 야간시간대(N=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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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동의 목적을 달성한 후 

출발지로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의 짧은 왕복 통행이 다량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

간시간대에 나타나는 통행들은 시간대의 특성상 거주 지

역으로의 귀가를 위한 이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퇴근시

간대의 흐름 특성과도 유사하지만, 퇴근시간대의 경우에

는 귀가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을 위한 움직임도 상당수 포

함되어있다. 반면에 야간시간대의 경우는 절대적인 통행

의 발생 수는 낮지만 도착지점이 거주 지역일 가능성이 상

당히 높다. 이는 전체적인 통행 패턴 양상을 지역 유형별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대 나타나는 흐름들의 비

교분석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한 주요 통행 유동 패턴 탐

지 알고리즘의 활용은 공간상에서는 인접하지만 서로 다

른 교통수단과 노선 하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개별 유동들

을 하나의 유사한 유동 통행 패턴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점

과 일반적인 빈도분석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간적으

로 인접한 여러 다발의 유동이 모였을 때 유의미한 통행량

을 보이게 되는 주요 통행 유동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보여준다. 개별 유동들의 통행량과 클러

스터링 후 탐지된 유동 클러스터의 총통행량을 비교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통행량 1,000을 기준으로, 개

별 유동들 중 통행량이 1,000 이상인 유동의 개수와 유동 

클러스터링 후 추출된 클러스터들 중 총통행량이 1,000 이

상인 클러스터의 개수를 각 시간대별로 확인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출근시간대와 퇴근시

간대에는 약 2배 정도, 낮시간대의 경우는 3배 이상, 그리

고 야간시간대의 경우는 19배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개별 유동에 대한 통행량 빈도분석에서는 공간상에서 인

접하지만 서로 다른 교통수단과 노선 하에서 이루어진 유

동들을 각각 별개의 유동 패턴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클러

스터링을 통해 이러한 유동들이 하나의 유동 클러스터로 

군집화되고 난 후에는 이들의 통행량을 전부 합한 값이 유

동 패턴의 총통행량이 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링 이전에

는 주요 통행 패턴으로 탐지되기에 어려운 통행량을 가지

고 있었으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

지게 된 유동 흐름들에 대한 탐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유동 클러스터링은 특히 교통수단의 측면에서, 특정 출

발지-목적지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지하철 노선이 존재하

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행 패턴을 탐지하는데 효과

적이다. 버스의 경우 지하철에 비해 노선이 다양하고 정류

장 간의 거리 또한 지하철 역간의 거리 보다 짧다. 공간상

에서 인접한 통행을 하는 승객들 간에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O(출발지)와 D(도착지)의 정류장 조합이 상당히 다

양하게 나타나, 지하철을 통한 유동들에 비해 훨씬 다양한 

유동 OD 조합의 경우의 수로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개별 유동의 통행량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별 

유동의 통행량만을 분석했을 때는 버스 기반 유동들은 유

의미한 통행량을 가지는 유동 패턴으로 탐지되기 어렵다. 

유동 클러스터링은 이들에 대한 탐지를 가능하게 한다. 

표 4는 각 클러스터의 주 교통수단별로 총통행량에 대한 

대표통행량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이 값이 작을수

록 개별 유동들의 통행량 수준에 비해 클러스터링 후의 총

통행량 값이 증가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러스

터의 주 교통수단은 대표 유동의 교통수단이 무엇이었는

지에 따라 결정하였다. 각 시간대 및 교통수단별로 대표통

행량 비율의 평균값을 도출한 결과, 모든 시간대에서 유의

미한 값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출근·퇴근·낮 

시간대의 경우 주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경우 대표 유동의 

통행량 단일값이 클러스터 총통행량 값의 60~70%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에, 버스가 주 유동인 경우에는 대표 유동 

외에도 다양한 유동 OD 조합의 유동들이 총통행량 값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버스 기반 개별 유

동들이 가지는 통행량은 적더라도 이들의 군집은 유의미

표 3. 통행량 1,000 이상의 유동 패턴 개수 비교

클러스터링 이전 클러스터링 이후

클러스터링 후/전개별 유동 

통행량 1,000 이상(개) 

유동 클러스터

총통행량 1,000 이상(개)

출근시간대 131 254 1.9

퇴근시간대 173 320 1.8

낮시간대 20 66 3.3

야간시간대 6 1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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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의 통행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유동의 통행량만을 분석하였을 때의 한계를 유동 클러스

터링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버스를 통해

서만 이동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유동 패턴을 탐

지하는 것에 있어 본 연구의 클러스터링 방법론이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유동 클러스터 예시를 통해 유동 클러스터링의 방

법론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예시

는 출근 시간대 응암 일대에서 공덕 일대로 향하는 유동 클

러스터이다. 그림 9는 위에서 나열한 클러스터 내 속한 모

든 유동과 이의 통행량을 반영하여 지도에 표현한 것이다. 

클러스터의 대표 유동은 응암역(6호선)이 출발점, 공덕역

(6호선)이 도착점이며 대표 통행량은 879회이다. 클러스

터에 속한 대표 유동을 제외 나머지 유동은 총 11개이며 이 

11개 유동만의 통행량 값의 합은 155회이다.

일반적 빈도분석에서는 클러스터의 대표 유동인 응암

역-공덕역 유동과 그 주변의 유동 다발들은 별개의 유동으

로 존재한다. 하지만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

과, 통행 패턴의 유사성이 확인된 주변의 유동 다발들은 

하나의 집합을 이루게 되었다. 클러스터 안에 포함된 모든 

유동의 총통행량은 1,034회이다. 대표 유동의 통행량 879

회에 주변의 다발 유동들이 155회의 통행량을 더해주고 

있다. 공간상에서는 인접하지만 서로 다른 각각의 개별 유

동들을 하나의 유사한 유동 통행 패턴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더욱 정확한 지역 간의 유동량 또한 확

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개별 유동들이 가지는 통행량의 수준은 작지

만 클러스터링을 통해 군집화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수

표 4. 교통수단별 총통행량에 대한 대표통행량 비율값 비교

대표통행량 비율(%) 평균값 

주요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출근시간대 62.5 (N=200) 8.0 (N=49)

퇴근시간대 71.4 (N=296) 14.9 (N=24)

낮시간대 62.5 (N=61) 19.2 (N=5)

야간시간대 15.3 (N=77) 7.2 (N=37)

*N은 유동 클러스터의 개수이다.

*대표 유동의 O와 D의 교통수단이 다른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림 9. 응암-공덕 일대 클러스터 내 전체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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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통행량이 탐지되는 사례이다. 그림 10은 출근시간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가산디지털단지 일대에서 일어

나는 유동들의 클러스터이다. 클러스터의 대표 유동은 독

산사거리앞정류장(5536번 버스)에서 디지털3단지사거리

정류장(653번 버스)로 향하는 유동이다. 대표 통행량이 

100회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에 속한 모든 유동들의 통

행량은 100 이하이다. 가장 통행량이 높은 유동을 기준으

로 하더라도 이는 주요 통행 유동 패턴으로 인식되기에는 

그림 10. 가산디지털단지 일대 클러스터 내 전체 유동

그림 11. 응암-공덕 일대와 가산디지털단지 일대 클러스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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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부족한 수치이다. 하지만 해당 클러스터 내 속한 모

든 43개 유동의 통행량을 합한 결과인 총통행량은 1,143

로, 대표 유동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값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유동의 길이가 1.8km 수준인 다소 짧

은 흐름이지만 통행량의 측면에서는 전체 클러스터 총통

행량 분포에서 총통행량 누적 비율 상위 5.45%, Z점수 3.07

의 값을 보이는 유의미한 주요 유동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클러스터 내 모든 유동은 버스를 통한 이동이었으

며 지하철을 통한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총통행량에 

대한 대표통행량 비율값은 8.7%로 나타난다.

그림 11은 예시로 제시한 두 유동 클러스터를 동일한 스

케일에서 표현한 것으로, 좌측 그림은 클러스터 내 속한 

유동 전체를 나타내며 우측은 각 지점들의 통행량을 기반

으로 한 평균중심점과 총통행량을 보여준다. 두 유동 클러

스터의 대표 통행량은 각각 879, 100으로 예시 1(응암-공

덕 일대)이 8.7배 이상 높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클러스터 

내 모든 유동의 통행량을 합친 총통행량은 각각 1,034와 

1,143으로 오히려 예시 2(가산디지털단지)의 클러스터가 

더 높은 통행량을 보인다. 두 예시의 대표통행량이 8.7배

의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슷한 수준의 통

행량을 가지는 통행 패턴인 것이다.

IV. 결론

통행 유동은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이며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역동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

표이다(조대헌, 2011). 이러한 통행 유동은 복잡한 도시 활

동을 반영하며 점차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해지

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 유동 패턴을 분석하고 유의미한 

유동 클러스터를 탐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유의미한 통행 유동을 도

출하는 것은 도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

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통카드 데

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유동 클러스터 추출 알고리즘인 

유동 병합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기법을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데이터에 적용하여 실제 유

의미한 여러 유동 통행 클러스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활용성이 높은 유동 현상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학

술적, 방법론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제시된 알고리즘은 

향후 보다 진보된 유동 클러스터링 기법을 개발하는데 필

요한 기초 결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경험 데이터를 통해 실제 도출된 주요 유동 통행 클

러스터는 학술적 성과를 넘어 교통 서비스 정책 측면에서 

실제적 활용 가치가 있다. 예컨대 탐지된 주요 통행 유동 

패턴들과 이들의 주 교통수단 분석 결과는 이용자들의 수

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기반 교통 인프라가 갖춰

지지 않은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유동 패턴들 중 주 교통수단이 버스인 구간은 추후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하나의 구간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충분한 구간들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요 대중교통 정책 중 

하나인 경전철 사업의 노선 선정 과정에는 운영의 수익성 

확보 뿐 아니라 철도 교통 소외 지역 해소라는 복지적 요소 

또한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준호, 2015). 하지만 운영의 측

면에서 수익 및 운임 효율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노

선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유의미한 통행량을 가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패턴이 드

러나지 않아 소외되었던 기존의 통행 흐름들과 교통 인프

라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전철

과 같은 대중교통 노선 신설 과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대중교통 통행 패턴들

은 관련 교통 서비스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도시민들

의 통행 패턴의 양상은 하루 동안 계속해서 변하는데, 특

정 시간대의 통행 특성이 반영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해당 시간대의 통행 패턴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출근, 퇴근, 낮, 야간시간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시간 간격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논의들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간대에 나타

나는 통행 유동 패턴들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더욱 세부적인 시간 스케일의 주요 통행 유동 패턴을 확

인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이용자 친화적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註

1) 
 를 예시로 설명하는 식이며, 

  

또한 같은 원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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