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도시가 겪고 있는 교통혼
잡과 교통체증문제는 도시민의 통행과 물자 수송의

시간적지체로인한경제적비용낭비를초래하게되
므로(Colvile, et al., 2004) 도시교통정책입안자와연
구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는 자원고갈 및 지구온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제4호 2009(521~539)

* 이논문은 2008년도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한국학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KRF-2008-327-B00821/1).
** 성신여자대학교지리학과교수
*** Cornell University School of Regional Science 대학원생
**** 성신여자대학교지리학과대학원생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이금숙**·민희화***·박소현****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서울에서 대기오염 등 다

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도로교통흐름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진행되어오고

있는 수도권지역 신도시 개발로 인구분포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1990년대 후반의 IMF로 경제·사회·기술적 환경이 크

게 바뀌면서 산업 구조의 재편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도로교통흐름과 토지이용의 시·공간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 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서울시 주요지점에 설치한 118개 측정지점에서 실시간 관측한 14년간의 도로교통흐

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교통흐름의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 다. 서울시 전체의 연평균일일교통량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결과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변화추세는 1997년과 2003년 두 시점을 변곡점으로 큰 변화를 보임을 확인하

다. 이러한 변곡점들을 전후한 시점들의 도로교통흐름을 GIS를 적용하여 공간적 구조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 교통흐름은

도심의 교통량감소와 시계지점의 교통량 증가, 강남권의 교통량증가, 한강교량을 통한 강남·북 간 교통량 감소 등, 뚜렷한

공간적 변화가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의 토지이용패턴이 크게 변화하 으며, 그에 따라 지역 간 기능적인 연계구

조도 크게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가 서울시의

토지이용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수도권 거주인구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의 관계성을 분석

하 다. 분석 결과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구조에 나타나는 변화는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거주 인구의 증가

와 서울 도심지역 인구 감소 현상과 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 산업구조와 분포

에 나타나는 변화와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별 도로교통량 증감률과 산

업별 산업체 수와 종사자수의 증감률, 거주인구증감률을 중심으로 세 개의 선형모형을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

다. 

주요어: 도로교통흐름, 시·공간적 분석, 시계열적 분석, 토지이용, 거주인구 분포, 산업분포 , GIS, 다중회귀분석



화의문제와직결되어 있으며, 도시대기오염의 일차
적인 원인으로 도시인구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Dor, et al.,

1995; Filliger, et al., 1999; Colvile, et al., 2004;

Cohen, et al., 2005; Gulliver & Briggs, 2005; Kaur,

et al., 2005; Ponce, et al., 2005; Hwang, et al., 2006;

Kuehni, et al., 2006; Lipfert, et al., 2006), 지속가능
한 도시교통체계를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많은
도시에서 도로교통흐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
지고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

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동안수도로서 다양한도시기능들이 집
적되어 있어 많은 교통수요가 발생하므로 항시 교통
혼잡문제가대두되고있는지역이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자동차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교통량이 크게
늘어나심각한교통체증현상을경험하고있다1). 따라
서 서울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로교통흐름에 대한
효과적인대안마련이관건이될것이다. 
한 도시의 교통흐름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내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다
(Shaw & Xin, 2003). 특히 교통흐름의 공간적 특성
은 그 도시의 교통망 및 교통체계와 함께 통행의 주
체인 도시인구의 거주지 분포와 그들이 일상생활을
위하면서 방문하게 되는 근무지, 상업시설, 교육기

관 및 문화시설 등의 토지이용패턴이 작용하여 형성
하게 되는 기능적 연계망의 공간구조와 직결되어 있
다 (Kitamura, et al., 1990). 따라서한도시의교통흐
름에나타나는공간적특징을파악하는것은도시내
지역간기능적연계는물론도시공간구조이해에중
요한단서를제공할수있으므로교통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지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일찍부터관심을가져온연구주제이다. 
그러나 교통흐름의 공간적 분포 양상은 고정되어

있는것이아니라시간이경과하면서그도시의인구
분포 및 토지이용패턴, 교통망 및 교통체계, 그리고

도시민의 통행행태 및 기술·경제·사회적 환경 등
에 변화가 생기면 도시의 기능적 연계구조가 변화하
게되어그공간적구조가변화하게된다 (Badoe and

Miller, 2000). 또한 이러한 교통흐름의 변화는 다시
그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을 변화시키며, 도시민의 통
행행태와 교통망 까지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므로 이
들 간의 상호역동성을 고려한 시·공간적 분석이 요
구된다. 
서울을포함한수도권지역은지난 10여년간인구

분포와 산업분포를 포함한 토지이용 패턴에 많은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
도 일원에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인구의 외연화 현
상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양재섭·김정원, 2007),
서울시내에서도 대규모의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
업이시행되어 거주인구의 분포가 재편되는 등, 교통
흐름의주체인도시거주인구분포에많은변화를경
험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IMF를 겪으면서 경
제·사회·기술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재편과함께산업분포에도많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 나타
나고 있는 이러한 거주 인구 분포와 산업 분포의 변
화는수도권지역내에서기능적연계의공간적구조
를 변화시켜 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도 많은 변화
가있었을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원활한 교통흐름
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통흐
름과 토지이용의 시·공간적 변화 양상과 그들 간의
관계성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도시 내 각 지점의 실제 교통흐름에 대한

자료확보의어려움때문에기존의연구들은각지점
의 교통 특성, 사회 경제적 요인, 토지 이용, 고용자
통행, 지형 등과 같은 지리적 속성변수를 이용하여
통행 유출·유입량을 산출하는 모형개발에 주력해
왔다 (Hansen, 1959; Alonso, 1964; Boyce, 1980;

Kim, 1983; Anas and Duann, 1986; Prastacos, 1986;

Hieschman and Henderson, 1990; Guiliano, 1995;

Kasturi, et al., 1998; Badoe and Miller, 2000; Van

Wee, 2002; Shaw and Xin, 2003; Geurs and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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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2004). 우리나라에서도 교통흐름에 대한 연구
가 1990년대들어비교적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대
부분의연구가실제교통흐름자료를바탕으로한연
구보다는 설문조사나 표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
료를바탕으로 하고있으며, 교통흐름 자체보다는 통
근통행연구에치중되어있어가구의사회경제적요
인과의 통근통행 행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허우긍, 1991; 김재익, 1995;
김재익·전명진, 1996; 서종국, 1998: 송미령, 1998:
전명진, 1995, 1997; 황상규외, 1999; 신상 , 2003;
전명진·정명지, 2003; 손승호, 2005; 김강수·정경
옥, 2005; 조혜진·김강수, 2007).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교통흐름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수집과 축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적극적
으로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풍부한 자료가 누적되어
있어 교통흐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진 상황
이다. 최근 교통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이용자의 통
행궤적을 담은 통행흐름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
역의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흐름과 통행패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금숙 외, 2007; Lee,

et al, 2008; Joh, 2009). 서울시에서는 1993년부터시
내도로곳곳에교통흐름을감지하는코일(coil)을매
설하여도로상의실제교통흐름에대한정보를수집
해오고있으나아직이러한실제도로교통흐름자료
를 바탕으로 도시교통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도로교
통흐름에 대한 시공간적 특성과 이들과 역동적인 상
호작용관계에대한연구는아직미미한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설치한

118개 지점에서 실시간 관측한 14년간의 교통량 자
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도로교통흐름과 토지이용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신도시 완공과 IMF를 거치면서 수도권
지역의거주인구분포와산업구조및산업분포에나
타나는 변화와 도로교통흐름과의 관계성을 밝혀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통량
에대한시계열적분석을통하여교통량이크게변하
는변곡점을 찾아내고, 그시점들을 전후하여 교통흐

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
여 GIS를 이용한 시각화방법을 접목시켰다. 또한 서
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
가 서울시의 토지이용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가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수도권 거주인구분포에 나
타나는변화와의 관계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좀더
구체적으로 서울시 산업구조와 분포에 나타나는 변
화와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
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별 도로교통량 증감률
과산업별산업체수와종사자수의 증감률, 거주인구
증감률을 중심으로 세 개의 선형모형을 구성하고 다
중회귀분석을적용하 다. 

2. 서울시도로교통흐름의
시·공간적변화

1) 서울시도로교통흐름의시간적변화

도시의 교통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전역의실재교통흐름 자료가필요하다. 그러나
교통망이 복잡하고 도시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도시
전역에 대한 실재 교통흐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현실적으로 어려운일이다. 따라서국내에서 이
루어진이전의연구들은대부분 5년마다실시되고있
는「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설문에의해구성된지역
간 통행흐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재 도로망
상 교통흐름을 반 하지 못하여 왔으며, 이 또한 조
사가 실시된 시점에 국한되어 있어서 교통흐름의 시
계열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첨단기술이발달되면서서울시에서는
도심과시계, 주요간선도로및교량등 118개지점에
서 도로에 coil을 매설하여 하루 24시간 유출·입량
을 측정하고 있어2)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서울시 교
통흐름에대한전반적인윤곽을파악할수있게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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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통량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각 측정지점(<그림 1> 참조)
의 월별 교통량자료를 바탕으로 각 측정지점의 연평
균 일일 교통량을 산출하여 서울시 교통흐름의 시·
공간적변화를분석하 다.3)

서울시 전체적인 시계열적 교통량의 변화를 파악
하기 위하여 다음 <식 1>을 적용하여 연도 별 평균교
통량을산출하 다.4)

F`=` <식 1>

여기서, F는 서울시 연평균일일교통량을 나타내
고, xi는 교통량 측정지점 i(i= 1, 2, ..., n)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의미한다. 
<그림 2>에나타나는것과같이서울시의연평균일

일교통량은 1993년부터 2006년 까지 1997년과 2003

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그 추세가 변화해 왔다. 이 두
변곡점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흐름은 빠른 증가세
를 보이는 시기(1993년-1997년), 급격한 감소 후 안
정세를 보이는 시기(1998년-2003년),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90년대 초반교통량으로 돌아가는
시기(2004년-2006년)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1993년
에서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서울시 연평균
일일교통량은 13.26% 증가율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5) 그러나 1997년을 정점
으로 그 이후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데, 특히 1998

년 1년 동안 4.45%의 큰 폭으로 감소 한 후, 2003년
까지 5년간 다소 기복이 있기는 하나 비슷한 교통량
을 지속하 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다
시 7.22%의큰폭으로감소한후, 미미하지만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 서울시 역 내
의 이러한 도로교통흐름에 나타나는 변화는 1990년
대중후반이후수도권에건설된신도시완공으로서
울시거주인구의 다수가 수도권 신도시로 이주하 으
며, IMF를 거치면서 산업구조의 재편과 더불어 산업
분포에나타난변화와무관치않을것으로판단된다. 

2)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
나는변화

앞 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서울의 교통흐름은 199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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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도권 도로망과 교통량 측정지점 그림 2. 서울시 교통량의 시계열적 분포

n

∑
i=1

xi



년대초반이후시간이경과하면서두번의변곡점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변화와 함께 교통흐름의 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반
교통량 조사 초기 시점인 1993년, 1997년, 2003년,

2005년의연평균일일교통량을 GIS를이용하여시각
화하 다 (<그림 3> 참조). <그림 3>에서관찰되는것
과같이이기간동안서울시교통흐름은공간적으로
도상당히많은변화를보이고있다. 
서울시에서 교통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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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교통량 분포의 변화 (ⓐ 1993년, ⓑ 1997년, ⓒ 2003년, ⓓ 2006년)

ⓐ ⓑ

ⓒ ⓓ



곡점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서울시 교통
흐름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면<그림 3>의
ⓐ)와 ⓑ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1999년 까지 서울시
교통흐름은 도심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러나이기간동안에도 1990년대초반과후반사이에
공간적분포에차이가나타난다. 1990년대초반서울
시교통량은강북의도심지역이가강강한집중을보
이며, 그밖에는 강남과 등포지역 등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서울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1993년에서 1997년 기
간 중에도 초기의 1993년에서 1995년 기간 동안에는
특히도심교통량이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여 1993

년의 경우 서소문과 서울역, 퇴계로입구 등 강북의
중심업무지구 중심으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
러나 1995년에 이르러서는 청계천로와 성동여상 주
변 등 도심의 북동쪽 외곽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다. 1995년에서 199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서울시 전체 교통량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지
만, 도심의 교통량은 감소하고, 한남대교 남단과 청
담교를 중심으로 하여 강남지역의 교통량이 크게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양재IC, 신월IC, 개화IC

지점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시경계부분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1997년을 정점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교통량은 양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교통
흐름의 공간적 구조에도 확연한 변화가 나타난다.
1997년 이후 서울시 전체의 평균교통량은 크게 감소
하는데, 서울시의 시경계지점 교통량은 오히려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금천교와 장지-분당간의
고속도로 등의 서울시 서쪽과 남쪽의 시 경계지역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의
ⓒ참조). 
서울시 전체 교통량이 2003년과 2004년 사이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특히 도심 교통량이 크
게감소하여그전까지교통량이집중되던도심의중
구와 종로구의 교통량 측정 지점들의 교통량이
30~50% 정도의높은감소율을보이며감소하 다 (<
그림 3>의ⓓ참조). 하지만이기간에도강북과강남
의 중심업무지역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한남
대교와 성수대교의 교통량은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
세를 보이며, 강남구 중심업무지역의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이런양상이 2006년에이르
러서는 청담대교, 예술의 전당, 강남태극당, 고속터
미널, 동아교차로, 매봉터널 지점 등의 강남권 전역
에서교통량이 늘어나며, 또한서울시의 시경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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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지역별 교통흐름변화



의 교통량 집중 양상이 확연해 진다. 특히 서울시 서
쪽의 난지도 부근에서는 이 기간 동안 116.04%의 높
은교통량증가를나타낸다. 
서울시 도로 교통흐름을 교통량의 변화가 특히 큰

도심과 시경계, 그리고 강남권과 등포권 교통량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2006년 까지 서울시 전체의 평균교통량의 변화와 함
께 각 권역별 연평균교통량을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
해보았다 (<그림 4> 참조>. 
도심지역의 평균교통량은 교통량 측정이 진행된

지난 14년간다소기복이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북 도심의
교통량은 1993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연평균 교통
량이 30.67% 감소하 으며, 서울시 전체 평균 교통
량보다도 20,000대이상낮은교통량을 보이고있다.
이에 반하여 외곽의 시계지역은 지속적인 교통량 증
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14년간 17.55%의 평균교통량

증가를나타내고있다. 한편강남권역은 1993년이후
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04년서울시전체
적으로 교통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강남지역에
서는그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전반적으로 서
울시 전체 평균교통량 보다 하루 200,000대 이상 많
은 교통량을 보인다. 서울시의 또 다른 업무지역에
해당하는 등포권역은 1993년 다른 권역보다 월등
히 많은 교통량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1995년 까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강남권과 비등한 평균교
통량을나타내고있다.
서울시 교통흐름에 나타나는 또 다른 공간적 변화

양상은 한강 교량을 통하여 오고가는 강북과 강남지
역 간의 교통흐름이다. 이 기간 동안 한강 교량의 교
통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교통흐름의 변
화추세와 유사한 양상을보이지만, 서울시전체교통
흐름보다 다소 빠른 1995년을 정점으로 1990년대 후

527서울시 도로교통흐름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그림 5. 한강 교량 교통흐름의 변화 추세



반기 동안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다소 굴곡을 보이
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림 5> 참조). 

1990년 이후 나타나는 한강 교량 교통흐름은 평균
적으로는 서울시 교통흐름의 전반적인 추세와 유사
하지만, 유출과유입등통행흐름의 방향성과 교량의
위치에따라그변화에차이가상당히크게나타나고
있다 (<표1>과 <표2> 참조). <표 1>은 1993년과 2006

년 사이 한강 교량을 통한 강남·북 간 교통흐름의
증감률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강남에서 강
북으로 유입하는 교통흐름과 강북에서 강남으로 유
출되는교통흐름이 모두크게감소하 는데, 그중에
서도특히강북에서강남으로의유출교통량이큰폭
으로감소하 다. 

한강의 교량은 서울의 강남·북을 연결한다는 측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량의위치에 따라강북
과 강남의 연결지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량별로
교통흐름에큰차이를보인다. 특히 1990년대중후반
이후 나타나는 서울시의 거주인구분포와 산업구조
및 분포의 재편으로 인하여 강남에서 강북으로의 유
입되는 교통흐름과 강북에서 강남으로의 유출되는
교통흐름은교량이놓여있는위치에따라그증감률
에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 <표2>는한강에놓여있
는 18개의교량별로이기간동안유출·입교통량의
증감률을에나타낸것이다. 

2006년현재교통량이특히많은다리는한남대교,
동대교, 성산대교 등인데, 지난 14년 동안 이들은

교통흐름이 양 방향 모두 크게 증가하 다. 또한 서

쪽에 위치하고 있는 행주대교, 가양대교, 성산대교도
양방향교통량이 모두증가하 으며, 특히수도권신
도시지역과연결되는행주대교는매우큰폭으로증
가하 다. 이에 반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대
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
인다. 한강의전체교량중이기간동안교통량이특
히 많이 감소한 교량은 잠실대교, 동호대교, 올림픽
대교, 양화대교, 원효대교 등이며, 특히 잠실대교의
경우 강북에서 강남으로의 유출 교통량이 30%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 다. 이들 중에는 동호대교, 잠실
대교, 올림픽대교, 양화대교 등과 같이 지하철 노선
과일치하거나그에유사한위치에있는교량들의경
우는 강남·북 간의 통행흐름의 실제적인 증감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통행흐름에 대한 분석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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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교량별 교통량 증감률
(단위: %)

양방향 유입 유출

행주대교 123.94 117.58 130.31

가양대교 5.08 8.52 1.87

성산대교 11.69 13.54 9.91

양화대교 -13.39 -17.74 -9.03

서강대교 -7.71 -26.38 19.33

마포대교 -1.84 1.36 -5.00

원효대교 -12.16 0.74 -26.69

한강대교 10.47 10.40 10.54

동작대교 -3.6 -4.50 -2.89

반포대교 -2.09 20.00 -14.72

한남대교 19.77 16.12 23.19

동호대교 -18.37 -22.49 -13.88

성수대교 4.12 2.29 6.23

동대교 26.08 25.36 26.71

청담대교 5.79 16.10 -3.02

잠실대교 -23.73 -16.47 -32.19

올림픽대교 -14.59 -6.59 -22.90

천호대교 -7.97 5.64 -21.23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통량조사자료

표 1. 일평균교통량의 증감률

1993년 2006년 증감률(%)

양방향 118,586 108,218 -8.74

유입 58,492 54,721 -6.45

유출 60,094 53,497 -10.98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통량조사자료



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북과 강남의 중심업무지구를
연결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한남대교는 이
기간동안유출·입 교통량이 모두증가하 다. 그러
나이기간동안강남에서강북으로유입되는교통량
의 증가율 보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유출되는 교통량
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
남대교바로옆에놓여있는동호대교의경우강남에
서 강북으로 유입하는 교통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반포대교의 경우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유입하는 교
통량은 20%이상증가하 으나, 강북에서강남으로의
유출교통량은크게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이러한 한강교량의 교통흐름에 나타나는 변화가

1990년대 말 IMF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중심업무기능들의 공간적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거 강북의 도심지역에 입지하고 있던 중
심업무기능의 상당수가 강남의 중심 업무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지방도시에서 서울의 중심업무기능과 기
능적 연계로 오가는 교통흐름이 굳이 강북의 도심지
까지접근할필요가없어진 측면이작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과 강남의 주거지 가격의 격차가 커지면
서 강북의 도심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 앞 서 강북
에 주거지를 정했던 사람들의 경우 강남지역으로 거
주지를 옮겨가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둘 다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
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좀 더 세 한 분석이 필요하
다. 
이상 지난 14년 간 서울지역의 교통흐름에 나타나

는 시·공간적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서
울시 교통흐름이 급격히 증가했던 1993-1997년 시
기에는 강북의 특히 도심지역에 교통흐름이 집중되
었고, 그이후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도심지역의 교통
량은 감소하는 반면, 도심 외곽 지역과 강남의 중심
업무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과정을 거쳐, 강남지
역전역과시계지점교통량증가의양상으로정리될
수있다. 또한강남·북간통행을담당하고있는한
강교량의 교통량도 서울시 외곽을 연결하는 일부 교
량에서는 큰 폭의 증가세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

로 서울시 전체 교통량과 유사한 감소세를 보인다.
이러한 서울시 교통흐름의 공간구조에 나타나는 변
화는 서울시의 인구분포와 토지이용패턴에 의해 형
성되는 기능적 연계의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 하는것으로그시사하는바가크다. 

3. 토지이용패턴에나타나는변화와
도로교통흐름의관계분석

1) 수도권 거주인구 분포와 도로교통흐름의
시·공간적변화

한도시의교통흐름은그도시의인구분포및토지
이용패턴, 교통망 및 교통체계, 그리고 도시민의 통
행행태 및 기술·경제·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
로작용하여형성되는것이다 (Giuliano, 1995). 그러
므로한도시의교통흐름은도시인구의거주지와산
업분포에 변화가 생기면그 향으로 변화하게 되며,
역으로 이러한 교통흐름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이용을 변화시키고, 도시민의 통행행태에 변화
를 주게 되며, 이는 다시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게 되
는 상호 역동적으로 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관계이
다 (Rodrigue, et al., 2006; Shaw and Xin, 2003; 곽
자 , 2001). 따라서 도시 교통흐름에 나타나는 변화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인구분포와 산업분
포에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서울
시 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와 도시
통행의 주체인 도시인구의 거주지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사이에관계를분석해보고자한다. 
도시 도로교통흐름의 주체인 도시인구의 거주지의

분포는 통근·통학 통행은 물론 다양한 통행의 기점
및종점이되기때문에도시인구의거주지분포에변
화가생기게되면도시내교통흐름의공간적분포에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이제까지 서울의 교통흐름에
대한 연구는 통행패턴이나 통근통행을 위한 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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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택에대한것이주를이루었으며 (허우긍, 1991;
김재익, 1995; 김재익·전명진, 1996; 서종국, 1998;
송미령, 1998; 전명진, 1995, 1997; 황상규외, 1999;
신상 , 2003; 전명진·정명지, 2003; 손승호, 2005;
김강수·정경옥, 2005; 조혜진·김강수, 2007), 이들
을 도로교통흐름의 시·공간적 특성과 결부시켜 분
석한연구는시도되지않았다.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성장과 함께 인구와 경제활

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여러 차례 외연적
으로 시역이 확장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부터
서울시역 밖의 경기도에 대단위 고층 주거단지로 구
성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5개의제1기신
도시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서 서울을 중심으
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거주인구분포에 커다란 변화
가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초반 거의 11,000,000

명에달하 던서울시인구는그이후지속적인감소
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
기도 지역의 인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 인구의
60% 정도에 머무르던 상태 으나, 계속 빠르게 증가
하여 2003년 서울시 인구규모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그림 6> 참조). 
이러한 거주인구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는 수도권

인구의 통근통행거리의 증가와 함께 통행흐름의 공
간적 구조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우선서울시경계를벗어난수도권지역의 거주인
구가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사이를 오가는 통
근·통학 인구수의 증가가 초래하 다. <그림 7>에

나타나있는것처럼서울과경기도사이를오가는통
근·통학 인구수는 크게 늘어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의 통근·통학하는 인구수는 1990년에서 2005년까
지 79.43%의 증가하 으며, 서울에서 경기도로 통
근·통학하는 인구수는 1990년에서 2005년까지
69.11% 증가하 다. 특히 1995년부터 크게 늘어나
2005년현재는 150만명을넘어서고있으며, 이중경
기도에서 서울로의 통근·통학하는 인구수가 100만
명을 초과하고 있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통근·통
학하는인구수의 2배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기간동안인구수의증감은서울시와경

기도내에서도 지역적 차이를 크게 보인다. <그림 8>
은 지난 10여 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거주인구수 분
포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행정
동 별 인구수 증감을 지도화환 것이다. 서울시의 경
우는시의외곽지역과뉴타운건설등재개발이이루
어지고 있는 시내의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거
주인구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
미하다. 특히 도심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90년대
중반에서 90년대말까지각각 23.42%, 23.76%에달
하는 큰 감소율을 보이며, 2000년대에 들어서 그 감
소율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 지만 2000년에서 2006

년사이감소율도여전히 10.5%에달하고있다. 그에
반해대단위의아파트단지가있는서울시외곽의도
봉구, 노원구, 금천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
율을나타내며, 2000년대들어뉴타운계획과재개발
등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이 진행되어 온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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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도권 거주인구수 증감 추세 그림 7. 서울-경기 간 통근통행 추이



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는 다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서
구와 뉴타운 건설로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
한 월곡동과 미아동의 거주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있다. 이에반하여서울시역을 둘러
싸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이 기간 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도시가 건설된 고양시
(일산),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성남시(분당), 부
천시(중동) 등과그주변지역들은이기간동안매우
높은인구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앞의 <그림 3의 ⓒ와 ⓓ>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기

간동안교통량이특히집중된지역들은서울시의외
곽이나 시계지역으로 주로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시
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신도시 거주인구와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시계 교통량 측정지점들의 평균일일교
통량사이의상관관계를분석하 다. 
<표3>에 정리된 것과 같이 2006년 현재 수도권 신

도시의거주인구수와이들을서울과연결해주는주
요간선도로의 도로교통량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나타나는 서울시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
권 지역의 거주인구수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가 서울
과신도시간교통량증가를초래하여서울시계에서
의유출입통행량급증시키는 등, 서울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하나로 작용하
음을알수있다. 

2) 서울시 산업분포의 변화와 도로교통흐름의
관계분석

도시 교통흐름의 공간적 분포 양상은 도시통행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거주지의 분포와 함께 도시민의
통행목적과관련된각종산업및도시시설들의분포
에 나타나는 변화에 향을 받게 된다 (이금숙 외,
2007). 따라서 많은 교통 연구자들이 교통과 토지이
용을 통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를 활발히 진행해 왔
다 (Boyce, 1980; Kim, 1983; Anas and Duann,

1986; Prastacos, 1986; Hieschman and Henderson,

1990; Frank and Pivo, 1994; Guiliano, 1995;

Cervdesity and Kockelman, 1997; Badoe and

Miller, 2000; Van Wee, 2002; Shaw and Xin, 2003;

Geurs and Van Wee, 200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우 이제까지 도시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
으로 중심업무지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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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도권 거주인구 증감률 분포

표 3. 신도시 인구와 서울 시계 교통량의 상관관계

분당 평촌/산본 일산 중동

상관계수 0.98 0.47 0.79 0.87



행되어왔으나, 주로중심업무기능의 입지이전동향
이나 입지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여 왔다 (하성규
외, 1995; 김창석·남진, 1996; 전명진, 1996; 여홍
구·정선아, 2002; 양재섭·김정원, 2007). 최근 서
울시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흐름과 토지이용의 관계

를분석한연구(이금숙외, 2007)가있었으나아직도
로 상의 실제 교통흐름에 나타나는 변화와의 관계성
을밝히는연구는아직시도되지않은상황이다.
본장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나타나는 변화가 서울시의 산업분포에 나타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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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산업 사업체수의 증감율(2000년-2006년)

제조업
도매및 금융및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및

소매업 보험업 및임대업 운동관련업

A B A B A B A B A B A B

종로구 -2.2 -15.2 -4.2 -12.8 -5.2 4.4 9.2 24.7 21.2 71.3 -12.1 18.3 

중구 -2.0 -35.4 -2.6 -8.3 -25.1 47.8 21.1 24.0 38.4 100.2 -4.7 23.8 

용산구 -14.5 -32.3 -12.3 -8.8 2.7 8.2 37.1 24.9 3.3 94.0 -24.3 -3.2 

성동구 -7.1 -18.9 -6.4 -3.6 -21.2 -21.8 15.9 14.7 43.2 102.5 -6.1 17.4 

광진구 -8.8 -27.8 -11.0 -16.9 9.6 -8.6 17.9 30.2 29.1 45.8 -1.7 26.9 

동대문구 -17.6 -18.1 -9.3 -6.0 4.1 -19.7 9.5 23.8 -0.5 39.4 -15.0 -6.6 

중랑구 -15.2 -35.1 -11.2 -3.2 -18.4 -37.5 0.7 8.5 7.8 58.5 -6.5 10.8 

성북구 -15.6 -30.5 -16.3 -8.5 3.6 7.4 24.3 21.5 6.1 25.6 -18.4 5.3 

강북구 -2.4 -16.4 -6.4 2.9 23.3 19.9 31.8 49.5 20.4 147.8 16.8 50.2 

도봉구 -10.3 -40.0 -4.4 2.7 16.5 12.5 19.9 31.8 39.2 119.7 1.1 8.0 

노원구 -20.1 -31.7 8.2 14.0 -7.0 -31.7 4.2 -9.2 8.7 14.5 2.2 8.6 

은평구 -20.2 -37.1 -22.7 -15.3 -7.5 -11.7 24.5 28.2 1.2 73.0 -5.2 9.0 

서대문구 -15.3 -30.6 -8.0 -6.5 -1.4 1.0 7.9 7.2 7.7 140.7 -18.3 -3.6 

마포구 2.8 -16.3 3.3 -2.2 40.3 9.3 26.4 25.5 69.0 165.6 7.1 45.5 

양천구 -15.5 -30.3 -10.3 -8.7 5.8 -9.5 34.7 26.2 69.3 221.8 -3.9 38.3 

강서구 -13.6 -28.4 3.8 9.5 17.3 17.6 38.0 60.0 -18.2 52.7 9.8 22.3 

구로구 -14.5 -8.7 -7.8 -9.3 25.3 -5.9 16.3 96.4 164.9 535.8 2.8 36.4 

금천구 28.4 -5.7 9.2 36.9 7.7 0.5 11.8 30.1 238.0 845.2 1.7 44.3 

등포구 1.1 -9.9 -25.2 -22.2 8.8 19.0 10.7 -2.4 8.7 81.2 3.5 26.8 

동작구 -13.4 -51.2 -14.5 -20.8 -3.4 7.9 27.0 17.5 30.2 140.4 -8.0 -0.5

관악구 -24.5 -29.0 -11.6 -14.5 -5.3 -33.1 10.4 11.4 2.4 1.4 0.5 2.2

서초구 -12.7 -20.5 -10.5 -13.6 18.3 18.8 34.0 59.2 21.5 68.6 -2.5 -29.7

강남구 -6.0 -13.1 -13.4 -16.3 23.6 19.2 41.6 40.9 9.0 52.3 2.0 1.3

송파구 -0.4 -2.1 -11.6 -8.8 28.4 16.8 35.3 13.2 46.3 125.4 10.6 4.0

강동구 -23.5 -28.1 -14.4 -6.6 -2.7 0.9 14.7 25.9 14.5 41.5 -7.5 4.4 

자료: 통계청, 2000년, 2006년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바탕으로구성
(A: 사업체수증감율, B: 종사자수증감율)



와어떤연관성을 지니고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말에 겪은 IMF를 계기로 우리나라 산
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산업체의 공간적 분포에도 많
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2000년대 이후의 교통흐름의
공간적 패턴에 나타나는 변화와 산업체의 공간적 분
포에나타나는변화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다음 <표 4>는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동안 서울

시 산업별 산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변화를 정리한 것
이다.7) 이 기간 동안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에서 전반적으로 산업체수가 감소하 음을 알 수 있
다. 특히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서울시의 극히
일부지역은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사업체수가
감소하 다. 그런가 하면 숙박 및 음식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증가를 보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업서
비스업의 경우는 서울시 전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도는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크
게나타나고있다. 
본 장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에 나타나는 변

화가 이러한 산업분포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사이에 다음 <식 2> 관계식을
설정하고분석을시도하 다.

△yi`=f̀(xik) <식 2>

여기서, △yi는 2000년과 2006년사이의기간동안
행정구 i의 도로교통흐름 변화, △xik는 같은 기간 동
안 행정구 i의 k 산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석의 지
역 단위를 행정구를 적용한 이유는 앞 서 지하철 통
행수요와 토지 이용과의 관계식을 도출한 선행연구
(이금숙 외, 2007)에서 동 단위를 적용할 때 보다 구
단위를적용할때월등히높은설명력을나타내는것
으로확인되었으며, 특히본연구에서 사용하는 도로
교통흐름 자료는 각 교통측정지점에서 통과하는 교
통량을측정한것이므로측정지점바로인근의토지
이용과직결될수도있지만경우에따라서는단순통
과교통량일수도있으므로다소포괄적인지역범위
를적용하는것이좀더타당하다고판단하 기때문
이다. 이들의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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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Y=△y) 독립변수(X=△x)

모형 1 도로교통량증감율 산업별사업체수증감율

모형 2 도로교통량증감율 산업별종사자수증감율

모형 3 도로교통량증감율
산업별종사자수증감율
거주인구수증감율 `

표 6. 회귀모형 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회귀계수 t-stat 회귀계수 t-stat 회귀계수 t-stat

제조업 -1.198 -1.061 -0.418 -0.502 -0.476 -0.559

도매및소매업 -3.800 -2.595 -2.045 -2.171 -1.970 -2.044

금융및보험업 -0.679 -0.845 -0.142 -0.308 -0.119 -0.254

사업서비스업 -0.335 -1.447 -0.233 -3.067 -0.216 -2.673

부동산및임대업 -0.747 -0.801 -1.408 3.017 -1.214 -2.20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2.535 -1.959 -1.344 2.248 -1.272 -2.062

거주인구수 -1.626 -0.693

R2 0.467 0.503 0.518



모형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표 6>에정리하 다. 
위의 세 회귀분석모형은 결정계수(R2) 값이 아주

높지는 않으나 F 검정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세모형에서 모두서울시도로교통흐름에 대
하여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체와 종사자수의
증가는음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 있으며,
도·소매업, 부동산및임대업, 오락, 문화및운동관
련업, 그리고거주인구수 증가는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금
융및보험업의경우업체수의증감률을적용한모형
1에서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
사자 수의 증감률을 적용한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모두음의관계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t 검정 결과 산업체 수의 증감률을 적용한

모형 1의 경우 도·소매업체수 증감률만이 유의성을
지니는변수로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별 종사자수 증
감률을 적용한 모형 2의 경우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업 종사자수 증가가
모두 도로교통흐름 증가와 양의 관계성을 보이며 유
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 있다. 반면사업서비스
업은 모형 2와 모형 3에서 모두 유의성 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로교통량증가에는 음의관계를
보인다. 모형 2에 거주인구수 증감률을 추가한 모형
3의 경우, 모형 2의 결과와 같이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업 종사자수 증가
율과 함께 거주인구수 증가도 도로교통흐름에 양의
관련성을 갖는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다른변수들
과는 달리 t값이 낮아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도로교통량은 산업별 종사자

수의 증감율을 적용한 모형 2와 모형 3이 좀 더 적절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모형에서 유의성 있는
도·소매업, 부동산및임대업, 오락, 문화및운동관
련업 종사자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에서
도로교통량이 증가해 왔음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들은 거주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로 대체로

기존의 도심지역으로부터 외곽에 놓여 있는 지역들
이다. 반면서울에서 중심성이 강한도심지역에 입지
하는 사업서비스업이 증가하는 지역은 오히려 도로
교통량이감소해온것으로나타나고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로교통흐름 자료는

각 교통측정지점에서 통과하는 교통량을 측정한 것
이므로 측정지점 바로 인근의 토지이용과 직결될 수
도있지만경우에따라서는단순통과교통량이다수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회귀분석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석의 지역단위를 구로
확장하고, 종속변수로 사용한 도로통행량의 증감을
해당 구에 속한 측정지점 교통량의 평균값을 적용하
고, 토지이용과 관련된독립변수도 구의값을적용하
다. 그러나본회귀분석의 결정계수가 충분히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도로 상 측정지점의 교통량은
해당구의토지이용과관련하여유발되는경우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당 구의 범위를 넘어 가는 단순 통
과교통량이 상당량 포함될 수 있기 때문 일 수도 있
다고여겨진다. 따라서본연구에서 도로통행량의 변
화를 통행량 측정지점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에 나타
나는 변화로 설명하기 위해 시도한 회귀분석에는 어
느정도한계가있다고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지점별 교통량 측정 시점인
1993년 이후 2006년까지의 14년 간 실제 교통흐름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로 교통흐름의 시·공간
적변화양상을분석하 다. 또한이러한교통흐름의
시·공간적 양상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 토지이
용의시·공간적 변화양상을분석하 다. 특히서울
시 도로교통흐름의 시·공간적 변화에 도시 도로교
통흐름을 유발하는 도시 거주인구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 산업분포의 변화가 어떻게 작용하 는가에
초점을두고분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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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지난 14년간서울시의평균교통량은연
구대상 기간 동안 1997년과 2003년을 변곡점으로 큰
변화를보이고있는데, 이를정리하면 급격한증가세
를 보이는 시기(1993년-1997년), 급격한 감소 후 안
정세를 보이는 시기(1998년-2003년), 그리고 또 다
시급격한감소세를보인후서서히감소세를보이는
시기(2004년-2006년)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시기별
로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특징은 서울시 교
통흐름이 급격히 증가했던 1993-1997년 시기에는
강북의 특히 도심지역에 교통흐름이 집중되었고, 그
이후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도심지역의 교통량은 감
소하는반면, 도심외곽지역과 강남의중심업무지역
의교통량이 증가하는 과정을거쳐, 강남지역 전역과
시계지점의 교통량 증가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강
남·북 간 통행을 담당하고 있는 한강교량의 교통량
도서울시외곽을연결하는일부교량에서는큰폭의
증가세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 교
통량과유사한감소세를보인다. 
이러한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변화는 서

울시 거주인구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 매우 접하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함께 서울
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거주인구수가 크게
증가하고 서울시의 거주인구수가 감소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간 통근·통학인구수가 늘어나는 것과 맥
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IMF를 거치면
서 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산업분포
의 변화도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의 공간적 구조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강교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강남·북 간의 교통량흐름은 이
들 교량이 연결하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토지이
용에 변화를 반 하여 교통흐름의 증감률이 교량별
로상당히큰차이를보인다. 
현재 지점별 교통흐름 자료가 서울시역의 범위에

서만 측정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서울시지역에 제한
하여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서울시는 그 기능적 연계
가 서울시내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생활

권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도로교통흐름을 서울시내의
공간적 요소들만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진
다. 특히강남·북의 통행흐름을 담당하고 있는한강
교량의 통행흐름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서는 수도권 지역의 거주인구분포 및 산업분포 변화
와 함께 기능적 재편 과정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중
심업무지구들의 기능적 재편 연계에 나타나는 변화
와연계한면 한분석이필요하다고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흐름에대한OD정보와함께본연구에서다루지
못한 하루 중에도 시간대별 차이와 주 중 요일별 차
이 등을 감안한 시·공간적 특성을 현재도 역동적으
로재편과정을겪고있는서울시중심업무지구들사
이의 기능적 연계구조와 결합시켜 그들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성을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해 나가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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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pace Analysis of Road Traffic Flows in Seoul*

Keumsook Lee**·Heehwa Min***·Sohyen Park****

Abstract：This study investigates the time-space characteristics of the road traffic flows in Seoul
and the relationship with land use patterns. For the purpose, we analyze the road traffic data
collected at 118 observation sites over Seoul City area since 1993. We examine the time-trend of the
annual average traffic flows per day during the last fourteen years. Three different trends are
revealed: rapid increase during the time period between 1993 and 1997, maintenance same level
after sharp decrease between year 1997 and 1998, and gradual decrease after sharp decrease
between year 2003 and 2004.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road traffic flows have also been
changed significantly during the period. The traffic flows in the urban center have been declined
gradually, while the traffic flows in the boundary area and southern CBD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the changes in the land-use patterns and
road traffic flows, we analyze the chang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We developed thre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nges in the land-use variables and road traffic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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