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한 도시 내의 교통흐름은 그 도시의 인구분포 및
토지이용패턴, 교통망및교통체계와 함께그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경제·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한 도시의 교통
흐름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도시
공간구조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러므로지리학을물론지역및교통과관련된다양한

분야에서 교통흐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Hansen, 1958; Alonso, 1964; Boyce, 1980, 1990;
Kim, 1983; Anas and Duann, 1986; Prastacos,
1986; Hieschman and Henderson, 1990; Guiliano,
1995; Shaw and Xin, 2003).
그러나 교통흐름의 공간구조는 고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기능적 연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바뀌어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통흐름의 변화는 도시민
의 통행행태에 변화를 주게 되며, 이는 도시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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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송분담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망 상 통행

흐름의 시·공간적 구조를 밝히고, 그러한 통행흐름과 토지이용의 관계성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이용자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통행거래자료 중 매년 주중 하루치의 통행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지난 4년간 수도권 지하철망 상 통행흐름의 위상학적 구

조를 비교분석하 다. 또한 하루 중 시간대별 통행흐름의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루를 아침 출근시간대, 낮 시

간대, 저녁 퇴근 시간대로 나누어 수도권 지하철망 상의 각 지하철역의 시간대별 출발통행량과 도착통행량을 산출하고,

GIS를 이용하여 그 공간적 패턴을 비교한 결과 시간대별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그리고 지하철 통행흐름

의 위상학적 구조와 토지이용과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하여 각 지하철역의 시간대별 출발·도착 통행량과 그 지하철역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상태를 반 하는 지리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 시간대별

출발 통행량 및 도착 통행량 관계를 설명하는 선형 대수식을 도출하 다.  함수식의 적합성 판명을 위하여 공선성진단과

이분산성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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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교통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도시 토지이
용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시 통행흐름의 공간적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므로
교통흐름과 도시 토지이용의 공간구조는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Rodrigue,
et al., 2006). 
특히 통행흐름은 도시민이 일상생활을 위하기

위하여 그들의 거주지와 통근·통학, 업무, 구매 및
개인용무등과관련된시설들이위치하고있는지점
들을 오가는 통행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일
차적으로인구및도시기능의분포에 향과함께이
들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가능하게 해 주는 교통망의
구조와도 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표현상
의 공간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지리학 연구에서 주어
진 교통망의 위상학적 구조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
어 일찍이 지역의 공간구조 분석을 위하여 도입되었
고(Chorley & Haggett, 1969), 지역 및 교통과 관련
된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통망의 구조와 교통망상의
통행흐름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Hansen, 1958; Alonso, 1964; Boyce, 1980, 1990;
이금숙 1995, Lee and Lee, 1998). 또한 하루 중에도
시간대에 따라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행목적이 달라
지면서 통행흐름의 공간적 양상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 시·공간적 분
석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통행에 대

한 연구는 통근통행에 치중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통근통행과 거주지선택과 통근거리에 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신
상 , 2004; 손승호, 2003, 2005; 신상 , 2003; 윤인
하·김호연, 2003; 전명진·정명지, 2003, 1999: 이
승재외, 2003: 전명진, 1995; 김재익, 1995; 김재익·
전명진, 1996; 허우긍, 1991).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통행행태를 분석하 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으
나, 일상 생활권을 기능적으로 연결해 주는 하나의
교통망 상의 전체 통행흐름의 시·공간 구조는 다루
지못하 다. 또한거의모든연구가표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를이용하고있어서 자료조사가실시된시점에한정
될뿐만아니라도시전체의교통흐름을설명에한계
를지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최근 교통카드 사용

이 활성화되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 자료
는 거의 전수에 가까운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1) 따
라서 이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면 수도권지역에
서실재로움직이는전체통행흐름에대한다양한정
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이금숙·박종수, 2007).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통행흐름과 교통망에 대한 방대
한정보를담고있는교통카드자료에대해데이터마
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구조
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
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송분담율을 차지하고 있
는 지하철망 상 통행흐름의 위상학적 구조를 분석하
고, 이의 토지이용과의 관계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4년 7월 서울시 대중교통
체제 개편 이후 축적되어 온 교통카드데이터베이스
에서 매년 하루치의 통행거래자료를 이용하 으며,
하루 중에도 시간대에 따라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행
목적이 달라지면서 통행흐름의 공간적 양상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를 아침 출근
시간대, 낮 시간대, 저녁 퇴근 시간대로 구분하여 시
간대별 통행흐름의 공간적 특징을 비교분석하 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지하철 통행흐름의 위상학적 구
조와 토지이용과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하여 시간대
별 각 역의 통행량과 지하철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태를 반 하는 42개의 지리적 속성변수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시간대별 출발 통행흐름과
도착 통행흐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함수식을 도출
하 다. 또한 관계식에 선택된 설명변수들의 적합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선성진단과 이분산성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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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지하철망상통행흐름의
위상학적구조

수도권 지하철망은 1974년 1호선이 개통된 이후
거듭 확장되어 1984년까지 2,3,4호선의 1기 지하철
망이 구성되었고, 다시 1995년 5,6,7,8호선의 2기 지
하철망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신도시 지역
들을 연결하는 부분노선들이 확충되고 9호선의 일부
구간이 개통되면서, 현재 수도권 전체 통행의 1/3이
상을 실어 나르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되었다.2) 또
한 수도권 지하철망은 도로교통망과는 달리 다른 도
시를 연결하는 도로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온전히 하나의 독립된 교통망을 이루므로 이의 위상
학적 구조와 통행흐름의 분석은 수도권의 기능적 연
계의공간구조이해의측면에서의미있는작업이될
것이다. 
앞서 그래프이론을 적용하여 수도권의 1기 지하철

망과 2기지하철망의연결도를바탕으로하는위상학
적 구조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으나(Lee, K. and

Lee, H., 1998), 그 연구 시점 이후 수도권 지하철망
이확충되어 위상학적 구조도달라졌을 것이며, 이를
실재로그지하철망상의통행흐름과함께분석한연
구는통행흐름 자료의 미비로시도되지 못하 다. 그
러나 2004년 7월 서울시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교
통카드를 이용한 환승제도 도입으로 수도권 교통카
드 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축적되기 시작하 으
며, 2007년 7월에이르러서는그도입 역이경기도
버스까지 확장되어 수도권 모든 교통카드 이용자의
통행내역을 담고 있는 실재 통행흐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매일매일 축적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지
난 4년 동안 매년 하루치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해 데
이터마이닝기법을 적용하여 수도권 지하철망 상 통
행흐름의 위상학적 구조와 시간대별 통행흐름의 특
성을분석하 다.3)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에서 승객들의 교통 카드 거
래로 저장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망을 그래프(graph)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그래프의 정점(vertex 또는 node)은 버스 정류
장이나지하철역을나타내고, 간선(edge 또는 link)은
버스 노선에서 두 버스 정류장이 연결되었는지 또는
지하철 노선에서 지하철역이 연결되었는지를 나타낸
다. 그래프의 정점과 간선의 표현은 인접행렬
(adjacency matrix) 방식으로 나타낸다. 해시 테이블
을이용하여모든버스정류장과모든지하철역을정
점으로입력하고, 버스노선과지하철노선의연결도
를사용하여간선을입력한다.
다음 단계로 각 승객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거

쳐 가는 정류장이나 지하철역들로 구성되는 승객 시
퀀스를 찾아내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루 10,000,000건 이상의 통행트랜잭션을 포함하는
대용량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승객이 통과
한정류장시퀀스에대한정보를찾아내기위해앞서
개발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박종수·이금숙,
2007) 적용하 다.4) 특히본연구에서는지하철승객
의 승객시퀀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트랜잭
션 자료에 주어진 승차역과 하차역의 정보를 바탕으
로그사이통과하게되는지하철역들에대해서는지
하철 노선에서 최단 거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출
하 다. 전체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골라내어 그들의 통행 사슬을 만들
기위해서는지하철이용자의 ID와승차정거장과하
차 정거장 사이에 통과하는 지하철역의 ID를 찾아내
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카드의 트랜잭션데이터에는
중간에서 다른 지하철 노선을 사용하는 환승 지하철
역에관한정보는주어지지않기때문에본연구에서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0개의 지하철 노선과 400

여개의 지하철역을 하나의 그래프로 간주하여 승차
역과하차역사이의최단거리를찾는알고리즘을적
용하여 승객이 통과하는 지하철역을 찾아내는 과정
을 거치게 된다. 다음 <표 1>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탐사된 수도권 통행흐름과 지하철망의 위상학적 구
조를정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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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망의 정점 수는 2004년 401개에서
2007년 421개로 20개가늘어나면서지하철망의연결
선수도 447개에서 467개로늘어났으며, 이러한지하
철망상의하루총통행흐름은 2004년 4,819,015에서
2006년 5,297,030으로 10%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지하철망 상의 통
행흐름이 전해에비해다소감소하는데, 이는분석에
사용된 2007년 5월 16일교통카드이용하루총통행
자수가 2006년 5월 17일 통행자수에 비해 50만 이상
줄어들어 그 여파가 지하철망 상의 통행흐름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각 년도 주중 하

루치 교통카드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교
통흐름에 특정일의 변화요인이 다소 작용하 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수치를 통해 교
통흐름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있지만
절대적의미는지니지않는다. 
통행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개 통행의

속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지난 4년간 수도권 지하철 망 상 통행흐름의 1회 통
행 당 통과 정류장 수와 이동시간에 따른 승객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1회 통행에 통과
하는 정류장 수는 5개에서 9개 사이에 집중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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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도권 지하철망 상 통행흐름의 위상학적 구조

교통카드이용 총
지하철 지하철망 지하철망 최대통과역 평균통과역

년도 하루총 통행시퀀스
트랜잭션수 수

통행자수 정점수 연결선수 수 수

2004 10,088,158 7,463,638 4,819,015 401 447 59 13.62

2005 10,667,519 7,651,578 4,909,316 409 455 58 13.83

2006 11,364,178 7,872,963 5,297,030 421 467 59 14.17

2007 10,856,338 7,729,563* 5,160,510 421 467 59 13.40

* 2007년자료로사용한 5월 16일교통카드트랜잭션데이터에는버스노선정보중일부불완전한부분이있어총통행시퀀스탐사과
정에일부통행시퀀스가누락되었음.

그림 1. 통행별 통과 정류장 수의 빈도 분포



며, 최빈값은 4년모두 7개로나타나고있다. 또한지
하철 통행흐름에서 최대 통과역 수는 58-59개 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빈도분포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평균값은 13.40-14.17로 나
타나고 있는데,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다소 늘어
나는추세를보이다가 2007년들어감소를보인다. 
<그림 2>에나타난것과같이최근 4년간수도권지

역에서 통행흐름에서 통행 당 통행시간의 빈도분포
는 전반적으로 통행 당 통과역수의 빈도분포와 유사
한 양상을 보이지만, 최빈값 20분이 초과하면서 좀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4년 이후
통행당통행시간이다소증가하는추세를보여왔으
나, 2007년 들어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의 경우 전체 트랜잭션 수가 크게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시간 20분 이전까지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그 이
후 통행시간이 길어지면서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
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4년 모두 통행시간이 10

분이상에서 20분이내의경우승객수의비율이가장
높고, 30분정도까지통행시간을들여통행하는승객
수가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며, 60분 정도까지 되
면 전체 통행의 90%이상까지 포함되고, 120분 이상
소요하는승객수는 1만명이하로줄어들게된다.  

3. 수도권지하철망통행흐름의
시·공간적구조

1) 통행흐름의시간적구조
도시 내의 통행흐름은 하루 중에도 시간대에 따라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행목적이 달라지면서 통행흐름
의 시·공간적 구조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시간대별 통행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통
행 당 통행시간의 빈도분포 비교해 보았다. <그림 3>
은 2006년 5월 17일 하루의 통행흐름에서 시간대별
로 통행에 들이는 이동시간별 승객수의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모든 시간대에서 통행시간 10분-20분 구
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그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은 유사하지만 시간대별 집중시간대의
분산구간에차이를보인다. 특히출근시간대의 집중
구간이가장넓어통행시간 40분까지도높은빈도분
포를 보이며, 그 이후 1시간 구간까지도 다른 시간대
에비해감소율이 낮게나타나고 있다. 퇴근시간대는
우선통행량자체가다른시간대보다많아가장상단
에 놓이지만, 그 중에서도 통행시간 20-30분대에 특
히 집중되며, 그 이후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인다. 즉 출근시간대에 비해 퇴근시간대의 통행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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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행시간별 승객 수 분포



에는 이동시간이 짧은 통행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낮 시간대의 통행은 출근시간대나 퇴근
시간대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낮
시간대에는 전체적인 통행량도 현격히 적지만 통행
시간의 빈도분포에서 다른 시간대에 비해 전반적으

로통행시간이짧아 10분이내와 10분에서 20분사이
에집중적으로치우쳐분포하나그이후감소율은다
른시간대에비해다소완만하게하여감소하는양상
을보인다. 
<표 2>는지난 4년간시간대별통행시간빈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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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간대별 통행시간 승객 분포율

이동시간 아침출근시간대 낮시간대 저녁퇴근시간대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2004   2005 2006 2007

그림 3. 시간대별 통행시간 분포도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1-110

111-120

121-130

131-140

141-150

151-160

161-170

171-180

14.21

19.46

19.12

16.73

12.49

8.10

4.78

2.60

1.33

0.62

0.29

0.13

0.06

0.03

0.02

0.01

0.01

0.01

13.11

19.74

19.58

16.97

12.54

8.14

4.72

2.51

1.30

0.64

0.33

0.17

0.09

0.06

0.04

0.02

0.01

0.01

11.85

18.99

19.20

17.08

12.99

8.61

5.19

2.86

1.53

0.78

0.39

0.21

0.12

0.07

0.04

0.02

0.02

0.01

18.83

21.09

18.36

15.05

10.92

6.94

4.10

2.24

1.21

0.60

0.29

0.15

0.09

0.05

0.03

0.02

0.01

0.01

20.27

21.44

17.19

14.04

10.38

6.68

4.13

2.50

1.47

0.80

0.45

0.25

0.15

0.09

0.05

0.03

0.03

0.02

19.08

21.39

17.17

14.14

10.51

6.88

4.27

2.62

1.56

0.91

0.54

0.32

0.20

0.13

0.08

0.05

0.04

0.03

18.16

21.29

17.36

14.19

10.63

7.10

4.44

2.73

1.63

0.97

0.57

0.34

0.21

0.13

0.08

0.05

0.04

0.02

24.19

22.88

16.27

12.57

9.17

5.83

3.66

2.22

1.31

0.77

0.44

0.26

0.16

0.10

0.06

0.04

0.02

0.02

15.43

20.14

18.59

15.88

11.85

7.81

4.68

2.64

1.41

0.73

0.37

0.20

0.11

0.06

0.03

0.02

0.02

0.01

14.37

20.32

18.40

15.77

11.90

7.92

4.83

2.82

1.57

0.87

0.48

0.28

0.17

0.10

0.07

0.04

0.03

0.02

13.75

20.25

18.47

15.83

12.12

8.10

4.96

2.88

1.58

0.88

0.47

0.28

0.16

0.10

0.06

0.04

0.03

0.02

17.70

21.26

17.98

14.86

11.15

7.28

4.36

2.48

1.34

0.71

0.37

0.20

0.12

0.07

0.04

0.03

0.02

0.01



율을 비교한 것이다. 통행시간 빈도 분포율4년 다소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포율의 양상
을같은구조를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통행시간
10분대와 20분대에분포율이높아두구간에전체통
행의 40%정도가 집중된다. 그러나 30분대부터 감소
하여 통행시간이 50분 이상 되면 분포율이 한 자리
수가되면서급격히감소하고, 90분이지나면분포비
율이 아예 1% 미만으로 떨어져 결과적으로 60분 이
내의 통행시간 구간에 전체 통행의 90%가 분포하고
있다. 물론 낮 시간대의 경우 10분이내의 구간에 다
른시간대에비해분포비율이높으며, 20분까지구간

에 누적분포율이 40%까지 이르고 2007년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집중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2007년
의 경우 통행시간이 짧은 구간에 좀 더 집중 분포하
는양상을나타낸다.  

2) 통행흐름의공간적구조
수도권 지역 지하철망 상 통행흐름에 있어서 통행

시간대별로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6년 5월 17일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아침 출근시간대, 낮 시간대,
저녁퇴근시간대의 3시간대별로각지하철역의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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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대별 통행흐름 분포

<아침- 출발> <낮- 출발> <저녁- 출발>

<아침- 도착> <낮- 도착> <저녁- 도착>



통행량과 도착 통행량을 산출한 후 GIS를 이용하여
그분포도를작성하 다 (그림 4 참조). 
<그림 4>에나타나는것처럼수도권지하철망상의

통행흐름은 시간대에 따라 그 공간적 구조에 뚜렷한
차이를보인다.  아침출근시간대의 출발통행량의 분
포는연구자들이앞서 2004년과 2005년자료를바탕
으로분석한결과와유사하게5) 대단위거주지역들이
분포하는 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부천. 송내, 부평, 역곡, 동암 등 지하철 1호선의
경인지역의 역들과 사당, 신도림, 총신대입구 등 지
하철 환승역, 그리고 강변, 잠실, 대림, 광명, 노원,
봉천, 범계, 구의, 창동등도심외곽의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집되어 있는지역들에서 높게 나타나있다.
이에 반해 오전 도착통행량은 강남의 업무지역을 통
과하는 강남, 선릉, 역삼, 삼성, 교대에 이르는 지하
철 2호선 상의 지하철역들에 집중되며, 다음으로 강
북의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시청, 을지로입구, 서울
역, 충무로, 종각, 종로3가, 을지로3가, 광화문으로
집중되고, 그 뒤를 이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등포일대의 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또한 동대
문, 동대문운동장, 양재, 회현, 명동, 고속터미널, 남
부터미널 등 대형 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이 위치하
고있는지역들과, 신촌, 혜화, 홍대입구등대학들이
집되어있는지역들도국지적집중을보인다. 
한편 낮 시간대의 출발통행량과 도착통행량 모두

강남의 업무지구와 강북의 도심지역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들을 연결해 주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그
리고 3호선 상의 지하철역들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남의강남, 선릉, 삼성, 교대등업무시설이 집되
어 있는 지역과 고속터미널, 사당역, 등 지하철 환승
역들, 그리고시청, 서울역,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3

가, 을지로3가 등 강북의 중심업무지역에서 많은 통
행량이발생하고있다. 
그러나 저녁 퇴근시간대의 출발통행량은 전반적으

로는 오전 시간대의 도착통행량의 분포와 유사한 패
턴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강남지역의강남, 삼성, 선릉, 역삼등의지하철

역들은 통행량의 정도가 오전 도착통행보다 월등히
증가하며, 강북의 을지로입구, 시청, 종로3가, 종각
등의 도심지역과 여의도, 동대문운동장, 명동, 서울
역, 충무로 등도 통행량이 증가한다. 또한 대학과 문
화시설 및 유흥시설들이 집되어 있는 신촌, 혜화,
홍대입구, 건대입구와 서울역, 용산역,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의 터미널 지역도 통행량의 집중이 나
타나고 있다. 또한 저녁 도착통행량의 경우 여전히
강남지역에 높은 집중을 역이며, 건대입구, 신촌역,
홍대입구 등 저녁 출발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착
통행량도 집중되는 양상을보인다. 물론대단위거주
지역들이 분포하여 오전 출발통행량이 집중되었던
부평, 부천, 상계, 역곡, 동암등경인지역의 1호선지
하철역들도 통행량이 집중되어 전반적인 공간구조는
아침 출근시간대의 출발 통행량의 분포와 유사하지
만그집중정도가약화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특징은

아침 출발통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대의
출발통행량과 도착통행량에 있어 강남역이 단연 우
세한집중을보이며, 강남역을 포함한삼성역과 선릉
역, 그리고 역삼역 등 강남역과 삼성역 사이의 2호선
역들에집중되고, 그다음순위로강북의도심지역에
해당하는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그리고 종로3가와
서울역들이 우위를나타내고 있다. 그러나아침출발
통행량과저녁도착통행량에서높게나는지역은 4호
선과 2호선이교차하는사당역의경우를제외하면모
두부천역, 부평역, 송내역과같은 1호선상의경인지
역과 2호선의신림역, 강변역, 잠실역등대단위아파
트단지가위치하고있는지역들이다. 

4. 통행수요와토지이용과의관계분석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통

행흐름과 토지이용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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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카드 트랜잭션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지하철
이용자의 전수 통행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도권
각 지하철역의 통행량과 그러한 통행유발에 향력
이크다고여겨지고있는지리적변수들사이의상관
관계분석을실시하여보았다.6)

통행량을 시간대별 출발 통행량과 도착통행량으로
세분하여 시간대별 교통량과 인구분포를 대변하는
인구 도, 인구수, 주간인구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오전도착, 낮시간, 저녁출발의경우각역의통행수
요와 주간인구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 오전도착,
낮 시간, 저녁 출발 통행량과과 인구 도와 인구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오전출발과 저녁도
착 통행량과 인구 도와 인구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 5>과
<그림 6>은 각각 아침 출발 통행량과 접한 연관을
나타내는 인구 도의 분포와 아침 도착 통행량과
접한 연관을 보이는 사업서비스업의 분포를 중첩시

켜본것이다. 
아침 출발통행의 집중 지역은 인구 도가 높은 지

역과 거의 그 분포가 일치하며, 아침 도착 통행량은
사업서비스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과 그 분
포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시간대간대
별 출발통행량과 도착통행량과 사업체 분포와 상관
관계를분석한결과다음<표 3>과같다.7)

전반적으로 아침 출근시간대의 도착 통행량과 저
녁 퇴근 시간대의 출발 통행량은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 숙박, 통신,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 보건,
오락, 기타 공공수리 사업들에 대해 비교적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내며, 역으로아침출발의경우이러한
변수들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낮 시간대의 통행흐름의 경우 출발통행량과 도착통
행량 모두 숙박 및 음식점 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
설업, 사업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등과 상대적으로
높은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아침과저녁통행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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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침 출발통행량과 인구 도 분포 그림 6. 아침 도착통행량과 사업서비스업체 분포



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부동산, 기타
의경우사업체수보다종사자수의경우상관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낮 시간대의 경우
는 사업체수가 종사자수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낸다.

2) 다중회귀분석
수도권 지하철망 상의 각 지하철역의 시간대별 출

발통행량과 도착통행량과 지하철 역 주변지역의 토
지이용상태와의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시간
대의 통행량과 지하철 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를 반 하는 42개의 지리적 속성변수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으로 도출할 경우 결정계수 R2의 값이 낮
으며, 잔차분석에서 이분산성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

에서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여선형대수함수식을도출하 다. 
다음 <표 4>와 <표 5>는각각다중회귀분석에서독

립변수에 토지이용을 대변하는 산업들의 사업체수를
적용한 경우와 종사자수를 적용한 경우에 얻어진 함
수식을 정리한 것이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이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선형대수 함
수식들은전반적으로 50~60%의설명력나타내고있
으나, 저녁퇴근시간대의 도착통행의경우를 제외하
면 사업체수보다는 사업체 종사자수를 적용할 때 좀
더설명력이높아짐을알수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단계적

변수선택방법(Stepwise Regression Method)이 적용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후진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Method)을 채택하 다. 이런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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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행수요와 토지이용 변수와의 상관관계

도매
숙박및

금융 부동
사업 공공 교육

보건
오락 기타

사업 제조 전기, 건설 및
음식

운수 통신 및 산및
서비 행정, 서비

및
및 공공

체수 업 가스 업 소매
점업

운수 통신 보험 임대
스업 국방 스업

사회
문화 수리

업 업 업 복지

`아침-출발 -0.12 -0.01 -0.02 -0.10 0.02 0.02 -0.10 -0.08 -0.02 -0.06 -0.12 0.05 0.07 0.09 0.03

아침-도착 0.36 0.31 0.50 0.33 0.62 -0.04 0.68 0.62 0.64 0.69 0.41 0.09 0.53 0.51 0.51

낮-출발 0.28 0.20 0.34 0.28 0.51 -0.07 0.48 0.43 0.48 0.51 0.29 0.08 0.44 0.43 0.41

낮-도착 0.33 0.21 0.32 0.32 0.52 -0.07 0.50 0.43 0.47 0.50 0.31 0.08 0.43 0.43 0.43

`저녁-출발 0.36 0.28 0.45 0.32 0.61 -0.05 0.62 0.55 0.59 0.64 0.38 0.11 0.50 0.51 0.49 

저녁-도착 0.10 0.06 0.16 0.09 0.27 -0.05 0.19 0.15 0.24 0.23 0.08 0.10 0.24 0.27 0.23

도매 숙박 금융 부동
사업 공공 교육

보건
오락 기타

종사자 제조 전기, 건설 및 및 운수 통신 및 산및
서비 행정, 서비

및
및 공공

수 업 가스 업 소매 음식 운수 통신 보험 임대
스업 국방 스업

사회
문화 수리

업 점업 업 업 복지

아침-출발 -0.09 -0.06 -0.04 -0.11 -0.03 -0.08 -0.02 -0.10 -0.03 -0.05 -0.12 -0.03 -0.08 -0.07 -0.04

아침-도착 0.54 0.28 0.61 0.56 0.70 0.29 0.59 0.56 0.66 0.67 0.37 0.23 0.35 0.32 0.60

낮-출발 0.35 0.18 0.48 0.43 0.54 0.15 0.43 0.37 0.48 0.46 0.25 0.19 0.26 0.19 0.44

낮-도착 0.37 0.20 0.46 0.45 0.54 0.16 0.43 0.36 0.46 0.44 0.26 0.18 0.26 0.20 0.43

저녁-출발 0.50 0.27 0.56 0.52 0.66 0.24 0.55 0.48 0.60 0.60 0.33 0.24 0.32 0.29 0.55

저녁-도착 0.15 0.04 0.20 0.16 0.26 0.00 0.23 0.10 0.23 0.20 0.06 0.10 0.09 0.06 0.18



선택된 설명변수들과 회귀식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진단과 이분산성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12개의 선형대

수함수식은 다중공선성진단과 이분산성분석에서 모
두적합한것으로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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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도권 지하철 망 상 통행흐름과 토지이용과의 관계식 (사업체 수 적용)

종속변수 R제곱값 모형식

LogY= Log 3.385 + 0.126LogX1 - 0.056LogX2 - 0.123LogX3 - 0.071LogX4

+0.165LogX5 -0.064LogX6 - 0.133LogX7 +0.178LogX8
아침출발 0.29

(X1: 인구 도, X2: 주간인구, X3 :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
업, X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X7: 교육서비스업, X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LogY= Log3.628 - 0.263LogX1 - 0.130LogX2 - 0.099LogX3 + 0.198LogX4 -0.176LogX5

+ 0.232LogX6 - 0.137LogX7 +0.245LogX8
아침도착 0.59

(X1: 인구수, X2: 제조업, X3: 전기가스및수도사업, X4: 도매및소매업, X5: 운수업, X6:
통신업, X7: 금융및보험업, X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LogY= Log3.436 + 0.098LogX1 - 0.235LogX2 - 0.176LogX3 - 0.090LogX4 +0.194LogX5

- 0.097LogX6 + 0.092LogX7 +0.182LogX8
낮출발 0.50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운수업, X7: 통신업, X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LogY= Log3.402 + 0.106LogX1 - 0.249LogX2 - 0.172LogX3 - 0.080LogX4 +0.216LogX5

- 0.119LogX6 + 0.107LogX7 + 0.178LogX8
낮도착 0.53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운수업, X7: 통신업, X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LogY= Log3.727 - 0.264LogX1 - 0.151LogX2 - 0.098LogX3 + 0.233LogX4 -0.184LogX5

+ 0.179LogX6 - 0.129LogX7 + 0.259LogX8
저녁출발 0.59

(X1: 인구수, X2: 제조업, X3: 전기가스및수도사업, X4: 도매및소매업, X5: 운수업, X6:
통신업, X7: 금융및보험업, X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LogY= Log3.735 + 0.096LogX1 - 0.186LogX2 - 0.113LogX3 - 0.084LogX4 +0.212LogX5

- 0.078LogX6 - 0.097LogX7 + 0.182LogX8
저녁도착 0.30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운수업, X7: 금융및보험업, X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LogY= Log4.399 + 0.103LogX1 - 0.227LogX2 - 0.145LogX3 - 0.084LogX4 +0.164LogX5

- 0.089LogX6 + 0.103LogX7 + 0.171LogX8
총합 0.49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운수업, X7: 통신업, X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5. 결론

본연구에서는 통행과교통망에대한방대한정보
를담고있는교통카드자료에대해데이터마이닝기
법을 적용하여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서 가장 높은 수송분담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망

상통행흐름의 위상학적 구조를분석하고,  토지이용
패턴과의 관계성을 분석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난 4년동안축적된 1일통행흐름전수자료를분석
하여 통행흐름의 위상학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수도권 지하철망의 정점 수는 2004년 401개에서

2007년 421개로 20개가늘어나면서지하철망의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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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도권 지하철 망 상 통행흐름과 토지이용의 관계식 (사업체 종사자수)

종속변수 R제곱값 모형식

LogY= Log3.583 + 0.188LogX1 - 0.111LogX2 - 0.123LogX3 -0.082LogX4 +0.149LogX5

- 0.102LogX6 + 0.054LogX7 + 0.072LogX8
아침출발 0.53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통신업, X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X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LogY= Log3.613 + 0.081LogX1 - 0.310LogX2 - 0.150LogX3 + 0.252LogX4 -0.228LogX5

+ 0.130LogX6 + 0.189LogX7 + 0.095LogX8
아침도착 0.63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건설업, X4: 도매 및소매업, X5: 운수업, X6: 통신업, X7:
부동산업및임대업, X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LogY= Log3.449 + 0.083LogX1 - 0.261LogX2 - 0.181LogX3 - 0.075LogX4 +0.294LogX5

- 0.174LogX6 + 0.114LogX7 + 0.120LogX8
낮출발 0.53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운수업, X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X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LogY= LOg3.409 + 0.083LOgX1 - 0.275LogX2- 0.174LogX3 - 0.065LogX4

+0.326LogX5 - 0.199LogX6 + 0.085LOgX7 + 0.143LOgX8
낮도착 0.56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운수업, X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X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LogY= Log3.698 + 0.115LogX1 - 0.320LogX2 - 0.059LogX3 - 0.177LogX4 +0.341LogX5

- 0.262LogX6 + 0.164LOgX7 + 0.167LogX8
저녁출발 0.60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4: 건설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운수업, X7: 부동산업및임대업, X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LogY= Log3.746 + 0.148LogX1 - 0.256LogX2 - 0.070LogX3 + 0.092LogX4 -0.140LogX5

- 0.163LogX6 + 0.155LogX7 +0.160LogX8
저녁도착 0.27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4: 도매 및 소매업, X5: 운수업,
X6: 금융및보험업, X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X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LogY= Log4.412 + 0.090LogX1 - 0.251LogX2 - 0.134LogX3 - 0.067LogX4 +0.259LogX5

- 0.160LogX6 + 0.107LogX7 + 0.109LogX8
총합 0.50

(X1: 인구 도, X2: 인구수, X3: 제조업, X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X5: 도매 및 소매업,
X6: 운수업, X7:보건및사회복지사업, X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선수도 447개에서 467개로늘어났다. 이러한지하철
망 상의 통행흐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지속
적인 증가추세를 보 으나 2007년 들어서는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망 상의 통
행흐름에서 출발역에서 도착역까지 최대 역수는 59

개에서 1개 정도 차이를 보여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통행 당 평균적으로 통과하는 지
하철 역수와 통행시간의 빈도분포는 전반적으로 유
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통행시간의 빈도분포의 경우
20-30분이 넘어가면서 좀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
상을 나타낸다. 2004년 이후 통행 당 통행시간은 다
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7년 들어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 모두 통행시
간이 10분이상에서 20분이내의경우승객수의비율
이 가장 높고, 30분 정도까지 통행시간을 들여 통행
하는 승객수가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며, 60분 정
도까지 되면 전체 통행의 90%이상까지 포함하게 되
고, 120분 이상 소요하는 승객 수는 1만명 이하로 줄
어들게된다.
하루 중에도 시간대에 따라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

행목적이 달라지면서 통행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확
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역은 아침 출발 통
행의경우만제외하고모든경우가장통행량이많은
지하철역이며, 그 다음으로 삼성역과 선릉역, 그리고
역삼역 등 강남역과 삼성역 사이의 2호선 역들이 우
위를나타내며, 이들다음 순위로강북의도심지역에
해당하는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그리고 종로3가와
서울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침출발통행량과 저녁
도착 통행량에서 높게 나는 지역은 4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사당역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천역, 부평역,
송내역과 같은 1호선 상의 경인지역과 2호선의 신림
역, 강변역, 잠실역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
고있는지역들이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지하철 통행흐름의 공간적 구

조와 토지이용패턴 사이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하여
시간대별 각 역의 통행량과 지하철역 주변지역의 토
지이용상태를 반 하는 지리적 속성변수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시간대별 출발 통행 수요
와 도착 통행수요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형 대수식
을 도출하 다. 또한 관계식에 선택된 설명변수들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선성진단과 이분산성분
석을실시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의 공간구조를 연구하는

지리학은물론다양한교통관련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수있으며, 장래교통정책 수립이나 수도권지
역의 주택정책, 토지이용 및 시설 입지 등, 도시계획
과 공간 계획 등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간대별 통행수요와 토지이용과의 관
계식은 연구대상지역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통행수
요 예측 등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통행수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도시들에 대
해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적용하여 통행수
요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통 관련 연구나
정책 입안을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으며, 주택정책이나 토지이용 및 시설 입지 등, 도시
계획과공간계획을위한중요한기초자료를제공할
수있을것이다. 그러나좀더설명력높은관계식도
출하기위해서는산업들을좀더세분한자료를이용
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주

1)  2006년 현재 서울시 통행의 교통수단별 분담율은 지하

철이 3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버스가 27.5%, 자기

용 자동차기 26.3%, 택시가 6.5%, 나머지 4.9%는 도보

순이다.

2)  수도권대중교통이용자들의 90% 이상이교통카드를사

용하고있기때문에, 카드를통한통행패턴분석은대중

교통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는 전수조사에 가깝다. (한겨

례신문 2007. 11.25)

3)  통행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매년 주중 하루치 자료를

사용하 다.

4)  하루에 10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들이 데이터 스트림

으로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실제 승객의

수도권 지하철망 상 통행흐름의 위상학적 구조와 토지이용의 관계 439



이동시퀀스간의차이를구할수있도록기초작업을해

야 한다. 버스 정류장들과 지하철역들의전체 개수가 대

략 16,000개 정도이고 각 셀의 정보를 20바이트로 고려

하면, 인접행렬의 크기는 대략 16000×16000×20 byte

(4.8GB)가된다. 대용량의데이터를처리하려면, PC 수

준의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Linux 또는 Unix

system에서처리해야한다.

5)  이금숙·박종수, 2006, “서울시대중교통이용자의통행

패턴분석,”한국경제지리학회지 9(3), pp.379-395

박종수·이금숙, 2007, “대용량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

터베이스에서 통행패턴 탐사와 통행행태 분석”,한국경제지

리학회지 10(1), pp.44-63.

6)  통행흐름과 토지이용과 상관분석은 자료의 가능성으로

인하여서울시범위로만한정하 다. 

7)  자기상관(auto도시에 입지하는 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외한 15개 사업체는 분석에

서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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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pacio-temporal structures of traffic flows on
the subway network in the Metropolitan Seoul,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opological structures
of traffic flows and land use patterns. In particular we analyze in the topological structures of traffic
flows on the subway network in time dimension as well as in spatial dimens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utilizes data mining techniques to the one day T-card transaction data of the last four
years, which has developed for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flows from large scale trip-
transaction databases. The topological structures of traffic flows on the subway network has
changed considerably during the last four years. The volumes of traffic flows, the travel time and
stops per trip have increased until 2006 and decreased again in 2007. The results are visualized by
utilizing GIS and analyzed, and thus the spatial patterns of traffic flows are analyze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trip origins and destinations show substantial differences among time zones
during a day. We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ffic flows at subway stops and the
geographical variables reflecting land use around them. We obtain 6 log-linear functions from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test multicollinearity among the variables and
autocollelation for the residuals.

Keywords : traffic flows, spacio-temporal structure, topological structures od subway networks,
data mining techniqu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og-linear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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