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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패널조사에서 얻어진 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에서 미디어 수용자들의 활동공간 이용 시공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 실시간 인구분

포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의 시공간 정보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여 비교검토가 가

능한 서울시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서울시 미디어 이용자들이 도시민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주거, 업무, 교육, 

교통,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공간별로 하루 중 시간 흐름에 따라 머무는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다. 활동공간에 따라 하

루 중 시간 흐름에 따라 머무는 인구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자의 시공간 정보 활용의 타당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이용자의 시공간적 이동 정보를 담고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에서 얻어진 내용과 

비교한다. 도시민의 활동공간을 주거, 업무, 상거래의 활동공간으로 범주화하여 활동공간 범주별 실시간 인구 분포률

을 산정하고, 이에 서울시 각 동별 거주 인구수 및 관련 산업별 고용자 수를 결합하여 서울시 동별 실시간 인구수를 산

정한다. 서울에서 낮과 밤의 인구 분포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 공간에 머무는 인구수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오전 3시와 오후 3시 두 시점의 각 활동공간 범주별 및 이들을 총합한 실시간 인구수를 GIS를 활용

하여 지도화 하였다. 도시민의 대부분이 거주지를 떠나 일상과 관련된 활동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오후 3시의 서울 실

시간 인구분포는 업무공간과 상업공간의 분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밤 시간대의 인

구분포는 주거공간 인구 분포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미디어 이용자의 시·공간 정보, 미디어패널조사,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 활동공간, 실시간 인구 분포률, 실

시간 인구 산정 방법, 낮과 밤의 인구분포, GIS, 공간적 특성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the methodology for accounting real-time population di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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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의 인구분포와 토지이용은 도시민의 삶의 

양식과 공간 활용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지역을 

연구하는 지리학과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

어 온 주제이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로 도

시공간에서 실시간 인구분포를 파악하기는 수월

치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도시 인구분포를 대

변하는 수치로 거주인구수를 적용해 왔다. 최근 

들어 스마트매체를 통한 시공간 정보의 가능성이 

형성되면서 정보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하루의 시간 경과에 따른 활동공간별 실시간 

인구분포를 파악하려는 시도(Birkin and Malle-
son, 2014; Malleson and Birkin, 2014; Malleson 
and Andresen, 2014)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한 관심

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루의 시간

대에 따라 관련된 시설이 위치한 장소로 공간이동

을 하므로 하루 동안 도시공간에 분포하는 인구

수는 시간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게 된다(Häger-
strand, 1970; Thrift, 1977). 각 통행자의 거주지

의 위치 및 통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시설의 입지

지점들이 다르고 통행목적에 따라 통행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 중 도시공간에 분포하는 인

구수는 시간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러

므로 도시공간의 실시간 인구 분포는 시간대에 따

라서는 거주인구수의 분포와 크게 다른 양상을 보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지리학 연구에서 하루

의 시간축을 따라 장소이동 하는 통행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결합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Janelle and Goodchild, 1983; 
Golob, 2000; Boarne and Crane, 2001; Miller, 
2005; Zandvliet and Dijst, 2006; Chen and McK-
night, 2007; Lee et al, 2012; 조창현, 2013). 

도시인구의 실시간 분포는 도시민의 일상생활

bution in the urban areas. For the purpose, we utilize the media user’s time-space information from the 
media users’ media diaries in the media panel survey databases. We analyze the space-time population 
rate for each activity space related with everyday urban lifes. Seoul has been selected as a case study area, 
since space-time information are relatively rich there, and thus the comparisons are available. The space-
time population rates have been verified by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T-card results. We propose 
a real time population measurement method by combination of the space-time population rate with geo-
graphical data. The real time population of each activity space at each dong in Seoul has been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space-time population rates to the numbers of employer of three categories of activity 
spaces(residential, working, and commercial). By utilizing GIS, we visualize the results of two time points 
(3AM and 3PM) and then analyze the spac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real time population distribu-
tion in Seoul. The Day time population distribution pattern shows strong relationships with the distribu-
tion of business and commercial activities, while the night time population distribution pattern can be 
explained by resident population distribution almost perfectly. 

Key Words :  media user’s time-space information, media panel survey, media diary data, activity spaces, 
space-time population rate, real time population measurement method, spatial characteristics 
of day and night population distributions, GIS, spati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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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물이므로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리듬에 따

라 방문하게 되는 활동공간에 머무는 인구수의 변

화와 그들의 통행목적에 따라 공간이동하며 만들

어내는 도시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가 결합되

어야 한다(Goodchild and Janelle, 1984; Anas and 
Duann, 1986; Janelle et al., 1998). 도시거주자들

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일자리를 오가는 통근통행뿐만 아니라, 쇼핑, 공

공업무 및 사회활동, 그리고 여가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통행목적에 따른 통행흐름들을 조성한다

(Badoe and Miller, 2000). 그런데 통행목적에 따

라 통행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각 통행자의 거

주지의 위치 및 각종시설의 입지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간에서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된 활동공간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도시인구의 분포는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 도시의 실시간 인구분포

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일상생활

과 관련된 활동공간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토지이

용 상황과 하루의 시간 축을 따라 각 활동공간에 

머무는 인구수의 변화 및 도시통행흐름의 시·공

간적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공간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

한 시·공간 정보의 부재로 도시시설물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거나(Clapp, 1980; 김경민·신상

묵, 2013)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공

간들을 오가는 통행사슬(trip chains)에 초점을 두

고 진행되어 왔다(Bentley et al., 1977; Adler and 
Ben-Akiva, 1979; Yee and Niemeier, 2000;빈미

영, 2011; 박운호·조창현, 2014). 하루의 시간 축

을 따라 활동공간별로 머무는 인구의 변화를 파악

하고 그러한 활동공간들의 분포로 나타나는 토지

이용분포에 따라 도시의 실시간 인구분포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매체가 

다변화되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소통방

식은 물론 일하는 방식과 생활방식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매체의 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이금숙 외, 2012; Kwon et al., 2013; Ko et al. 

2014). 특히 최근 스마트폰과 함께 태블릿 PC, 스

마트 TV 등 지능형 단말기의 보급과 통신 인프라

의 발달로 유비쿼터스(ubiquitous), 인공지능, 컨

버전스(convergence) 등 스마트 환경이 조성되면

서 정보통신매체의 이용이 단순히 정보탐색이나 

정보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새로운 서비스

가 제공되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전 과

정에 걸쳐 정보통신매체와의 밀착이 더욱 심화되

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정보

통신매체 이용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패널조사에서 얻어진 미디

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에서 미디

어 이용자들의 활동공간별 미디어 이용에 관한 시

공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 실시

간 인구분포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의 시·공간 정보가 상대적

으로 다양하여 비교검토가 가능한 서울시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서울시 미디어 이용자들

이 도시민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주거, 업무, 교육, 

교통,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공간별로 하루 중 시

간 흐름에 따라 머무는 인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

한다. 이러한 미디어 이용자의 시공간 정보 활용

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이

용자의 시공간적 이동 정보를 담고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에서 얻어진 내용과 비교한다. 도시민의 활

동공간을 거주, 업무, 상거래의 활동공간으로 범

주화하여 서울 시민의 실시간 인구 비율을 산정하

고, 이렇게 산출된 시·공간 인구 비율과 서울시의 

동별 거주 인구수 및 산업별 고용자 수를 결합하여 

서울시 동별 실시간 인구수를 산정한다. 더불어 서

울시의 낮과 밤의 실시간 인구 분포의 공간적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에 머무는 인구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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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오전 3시와 오후 3시의 

두 시점의 실시간 인구 분포를 비교 분석한다. 특

히 GIS를 활용한 활동공간 범주별 두 시점의 동별 

실시간 인구분포도를 바탕으로 서울의 낮과 밤의 

실시간 인구분포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한다. 

2. 미디어 이용자의 시공간 분포 분석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시민의 활동공간과 이동

행태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담은 다양한 빅데이터

가 생성되고 축적되고 있어 과거에 시도할 수 없

었던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공간적 분석의 가

능성이 확대되고 있다(Roth et al., 2011). 대중교

통이용자의 통행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이용한 

통행흐름 분석은(이금숙·박종수, 2006; Lee et al. 

2008; 김호성 외, 2010; Lee et al., 2011; Roth et 
al., 2011; Lee et al., 2012; Goh et al., 2014) 그 좋

은 예이다. 

그러나 스마트사회로의 변모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므로 이

에 대한 개념적 연구 및 단편적 현상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을 뿐 정보·교통·토지이용을 복합적

으로 결합하여 이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도시 공

간의 동적 복잡성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

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까지 미디어 이

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광고학, 마케팅학, 언론홍

보학 분야에서 주로 광고매체로서의 잠재력에 대

한 연구에 치중되어 이루어져 왔다(이재형, 2011; 
Ghose and Dou, 1998; 이수영, 2004; 강남준 외, 

2008). 최근 들어 쇼셜미디어의 이용행태에 대한 

동역학적 분석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며(Kwon et 
al., 2012, 2013; 빈미영 외, 2013), 스마트폰이 위

치, 가속도, 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탑

재하고 있으므로 미디어 이용 자료에 포함된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적 분석도 시도되고 

있다(허민호 외, 2012; 김상일 외, 2013; 전범수·

이정기, 2013; Malleson and Birkin, 2014; Birkin 
and Malleson, 2014; Malleson and Anderson, 

2014).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기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며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리 공

간적 분석은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미디어 이용 

행태 및 변화추세를 중장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 해인 2010년
에는 수도권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

고, 201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5,000가구 

12,000명을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15분 단위로 3
일간 미디어 다이어리를 작성하여 시간과 장소에 

따른 이용 매체 및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람들의 미디

어매체 이용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시공간 정보

를 추출하여 적절히 활용하면 시공간이 결합된 다

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미디어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나타나는 시공간

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미디어 사용과

는 관계없이 미디어 이용자의 시공간 분포를 파악

하기 위하여 미디어패널조사 수용자들의 개인별 

다이어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조사 수용자

들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어떤 활동공간에 머무

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패

널 조사의 대상 지역과 15분 단위의 시간대별 활

동장소1)를 교차 분석하여 각 활동공간별로 머무는 

인구의 빈도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활동

공간별 시간에 따른 머무는 인구의 분포율을 구하

여 미디어 이용자들의 시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t시간에 활동공간 n에 머무는 인구의 분포율

(σt
n)은 다음 (식 1)과 같이 구하였다.

σt
n= N

∑
n=1

xn
t

xn
t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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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n
t는 t시점에 활동공간 n에 머문다고 기

록한 응답자수이고 
N
∑
n=1

xn
t는 t시점에 모든 활동공간

에 머무는 응답수의 총합이다.

그림 1은 도시공간에서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머무

는 주요 활동공간들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의 시간 

변화에 따른 머무는 인구분포율의 변화 추이를 나

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침 하루 일과가 시작

되면서 본인 주거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줄어들

고 통행자들이 늘면서 직장과 교육시설의 인구수

가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인 주거

공간에 머무는 인구분포는 아침에 감소하기 시작

하여 오전 출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 급감하

고, 그 이후로도 완만히 감소하여 오후 3시경 최소

치를 보인다. 그 이후 서서히 귀가하는 사람이 늘

어나면서 본인 주거공간에 머무는 인구는 증가하

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하여 집에 도

착하게 되는 7시를 전후하여 급격히 늘어나고, 밤 

11시경이 되면 초기값을 회복하게 되며, 그 이후

도 조금씩 늘어나 새벽 3시경에 최고치에 다다른

다. 전체적인 양상은 전국과 서울이 같으나 낮 시

간대에 본인 주거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비율이 전

국에 비해 서울의 경우 좀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주거공간을 제외한 다른 활동공간들에 머무는 

인구수는 거주공간과는 상반되게 주간 시간대 동

안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야간 시간대에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업무공간인 직장에 머무는 인구분포율은 아

침 6시를 전후하여 늘어나기 시작하여 7시에서 9
시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여 12시 직전의 오전 시

간대에 최고치를 보인다. 그러나 12시를 전후하여 

점심시간 동안 일부는 업무장소에서 이탈을 보이

다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다시 서서히 늘어나지

만 그 이후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퇴근이 시

작되는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급격히 감소한

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장에 머무는 인구비율이 

전반적으로 좀 더 높고, 점심 이후 오후 시간대에

도 직장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다. 교육시설에 머무는 인구분포율은 전국과 서울 

모두에서 직장에 머무는 사람의 절반 이하의 비중

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직장보다 좀 더 이른 9시
를 전후하여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머물다가 

오후에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밖

의 다른 활동공간들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만 교통과 관련된 활동공간은 아침과 저

녁의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요식업 공간에 머무

는 사람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요식업 공간에 머

그림 1. 주요 활동공간의 시간에 따른 머무는 인구 변화(좌: 전국 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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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인구는 저녁보다 점심에 집중도가 더 높으며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간 내외의 시간에 집중

되는 데 비하여 저녁 시간대에는 오후 5시부터 11
시까지 긴 시간에 걸쳐 분포한다. 전국에 비해 서

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에서 교통수단을 통하여 

이동하고 있는 인구의 시간에 따른 추이는 본 연

구의 방법론 구성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

림 2의 (가)는 미디어패널조사 수용자들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에서 교통영역별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교통과 관련된 활동 공간

의 영역은 개인교통, 대중교통, 환승대기로 나누

어지는데 모두 오전 출근시간대(6:00-9:00)에 급

증했다가 감소한 후에 오후에 점진적으로 늘어나

다가 퇴근시간대에 다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다

가 밤 10시를 전후하여 다시 다소 증가하지만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시에 특히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디어패널 조사의 경우 패널조사자

가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여 나

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록하기가 어려

운 개인이동/교통대기 데이터에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사자가 대략 몇 시쯤으로 기억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중교통의 경우 미디어

패널조사 데이터의 대중교통에 머무는 인구의 시

간에 따른 분포가 교통카드자료 분석 결과(그림 2
의 나)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서울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공간이

동을 하는 실제 대중교통이용자 전수자료이므로 

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의 대중교통 분석 결과가 

이와 일치한다는 것은 미디어 수용자의 활동공간

의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인구분포를 파악하고

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에 무리가 없음을 의미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서울의 실시간 인구 분포 

1)  서울의 활동공간 범주별 시간에 따른 

인구분포율 변화

도시민 대다수의 일상은 아침에 거주지를 떠나 

본인들의 일상과 관련된 활동들이 위치해 있는 장

소들을 방문하고 각 공간에서 필요한 만큼 머물다

가 다시 거주지로 돌아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장소에 관련된 활동공간을 따라 하루 중 

그림 2. 시간에 따른 승객 분포(가: 미디어패널 데이터, 나: 교통카드데이터)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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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머무는 일상은 반복적이므로 일상과 

관련된 활동공간별 시간에 따른 머무는 인구 변화

를 패턴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공

간의 실시간 인구분포를 모델링할 수 있다(Liao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앞에서 산출

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활동 공간에 머무는 인

구 비율과 서울시의 동별 거주 인구수 및 산업별 

고용자 수를 결합하여 서울시의 실시간 인구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림 1에 제시된 주요 활동공간들뿐만 아니

라 미디어패널 자료에 나타난 15개의 모든 활동공

간들을 주거, 업무, 상거래 및 여가 활동공간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의 활동공간에 시간대별 

머무는 인구비율을 산출하였다. 시간에 따른 각 

범주의 활동공간에 머무는 인구 비율(θt
k)은 (식 2) 

와 같이 구하였다. 

θt
k= M

∑
k=1

Xk
t

Xk
t

  (식 2) 

여기서 Xk
t는 t시점에 활동공간 범주 k에 머무는 

인구수로 k범주에 속하는 활동공간에 머무는 응답

자 수의 합, Xk
t=

M
∑
i=k

xi
t
으로 결과적으로 

M
∑
k=1

Xk
t는 서

울의 미디어패널 응답자 총수에 해당한다.

그림 3은 서울에서 각 범주의 활동공간에 시간

대별 머무는 인구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의 

(가)는 서울에서 주거공간에 하루 동안 머무는 인

구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늦은 밤에서 이른 

아침까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 

주거공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비율은 

이처럼 밤 시간대에 가장 높다가 아침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오전 출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 급

감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완만히 감소하여 

오후 3시경 최소치를 보인다. 친구 집 방문 등으로 

타인 주거공간에 머무는 인구비율은 본인 거주공

간에 머무는 인구비율에 비하여 현격히 낮지만 출

근이 끝나는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후 2시

에서 3시 사이에 정점을 이루어 주로 오후 시간대

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의 (나)는 업무공간에 머무는 인구비율

을 나타낸 것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인구비율과

는 상반된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직장에 머무는 

인구비율은 아침 6시를 전후하여 늘어나기 시작

하여 7시에서 9시 사이에 급증하면서 오전 시간대

에 최고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12시를 전후하여 

다소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점심식사를 위해 직장

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 머무는 인구비율은 식사를 

마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서히 늘어나지만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어 오후 5시부

터 밤 9시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교육시설에 

머무는 인구비율은 직장에 머무는 인구비율과 마

찬가지로 오전에 증가하여 낮 시간 동안 머물다가 

오후에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직장에 머무는 인구비율의 절반 정도

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오전에 급증하는 시

간대가 직장보다 1시간 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종교시설에 머무는 인구비율은 오전시간대에 늘

어났다가 오후에 줄여드는 양상으로 직장이나 교

육시설과 같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

다.

그림 3의 (다)는 상업공간에 머무는 인구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업공간에 머무는 인구비

율은 거주공간이나 직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지만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요식업 공

간에 머무는 인구비율은 점심시간대인 12시를 전

후하여 정점에 이르고 1시 이후에 급감하기 시작

하여 오후 3시까지 감소한다. 다시 오후 6시를 전

후 하여 급격히 증가하여 오후 8시에 다시 정점에 

이르렀다가 늦은 밤까지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감소한다. 이와는 상반되게 상거래 시설에 머무는 

인구비율은 오전 9시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12시 

직전에 다소 높아진 상태로 머물다가 점심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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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끝나는 오후 1시 이후 다시 높아져 오후 3-4시 

사이에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의 (라)는 다양한 여가와 관련된 활동공간

에 머무는 인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체

육시설인 경우 오전 시간대에 최대치를 나타나며 

오전에 정점에 이르는 데 반하여, 문화, 오락, 관

광과 관련된 활동공간의 경우는 오후에 최대치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이른 새벽에도 한 차례 정점이 나타는데 반하여, 

오락시설의 경우는 야간에 최대치를 나타낸다. 관

광시설의 경우 오전 10시가 지나서 붐비기 시작하

여 퇴근 시간보다 일찍 감소하는 패턴으로 그 비

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반적으로 상거래 공간

에 머무는 인구비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자

정을 넘어서도 일정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관광객

의 경우 숙박시설에서 취침하는 활동도 관광활동

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공간에 머

무는 인구비율의 분포양상은 관광과 유사하지만 

늦은 오후 시간대에 정점에 다다르는 차이를 보 

인다.

2)  서울의 활동공간 범주별 실시간 인구수 

산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앞에서 산출

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활동 공간에 머무는 인

구 비율과 서울시의 동별 거주 인구수 및 산업별 

고용자 수를 결합하여 서울시의 동별 실시간 인구

수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민의 활동공간을 거주, 업무, 상

거래의 세 활동 공간으로 대별하고 시간의 변화

에 따른 각 범주의 활동공간에 머무는 인구 비율

(θt
k)과 서울시의 동별 거주 인구수 및 산업별 고용

자 수를 결합하여 각 활동 범주의 서울시 동별 실

시간 인구수를 산정한다. 계산방법은 다음 식 3과 

같다. 

그림 3. 활동범주별 시간에 따른 머무는 인구 변화(가: 거주, 나: 업무, 다: 상거래, 라: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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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
t =

θt
k

θkmax
`Eki (식 3)

여기서 pki
t 는 i지역의 t시점 k 범주의 활동공간에 

머무는 인구수, 서울의 θt
k는 t시점에 k 범주의 활

동공간에 머무는 인구분포율, θkmax는 서울의 k 범
주 활동에 머무는 최대 인구 분포율이며, Eki는 i지
역에 활동공간 범주 k에 속하는 총인구수2)이다.

따라서 하루 중 각 범주의 활동공간에 가장 많은 인

구가 머무는 시점에는 
θt

k

θkmax
=1이 되므로 관련 시설

의 총 인구수가 그대로 반영되지만 그 외의 시점에

는 최대값에 대한 그 시점의 값의 비율(
θt

k

θkmax
＜1)

대로 할인된다.

서울의 특정 동 i에 t시점에 주거공간에 머무는 

인구수 산출의 경우에는 위의 그림 3의 (가)의 주

거공간에 머무는 인구 비율 (본인주거공간과 타

인 주거지에 머무는 인구비율의 합)과 서울시의 

동별 주민등록 인구수3)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특

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

는 업무활동이나 상업활동의 경우에는 관련시설

들의 분포 및 업체의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활동 범주의 경우는 그림

3의 (나)의 직장, 교육시설, 종교시설의 머무는 인

구분포율과 각기 이들과 관련된 업종들의 총 종사

자수를4), 그리고 상업활동 범주의 경우에는 그림 

3의 (다)와 (라)의 요식업, 상거래, 체육시설, 문화

시설, 오락시설, 관광휴양지에 머무는 인구비율과 

각기 그들과 관련된 업종들의 총 종사자수를 적용

하였다5).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특정 시점에 관련

시설에 머무는 사람은 그 업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고객 등과 같이 단순 방문자가 더 많을 수도 있으

므로 좀 더 실재에 가까운 실시간 인구수를 산정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문자수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은 고려하지 못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각 동별 실시간 인구수 pi
t는 (식 4)와 같이 하루 중 

t 시점에 모든 범주의 활동공간에 머무는 인구수

(pki
t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pi
t=∑

k
pki

t  (식 4)

다음 그림 4는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서울시 

각 동의 실시간 인구수 분포를 밤과 낮의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오전 3시(각 그림의 위 부

분)와 오후 3시(각 그림의 아래 부분)의 두 시점으

로 대비시킨 것이다. 그림 4의 (가)-(다)는 활동공

간 범주별 낮과 밤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라)는 이들을 종합한 서울시 실시간 인구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표 1은 두 시점(오전 3시와 오후 3
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집중을 

나타내는 지역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4의 (가)는 주거공간에 머무는 두 시점의 

실시간 인구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오전 3시는 거

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

는 시간이어서 서울에서 주거공간에 머무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점으로 도심지역은 인구분포

가 낮은데 반하여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천구 신정3동을 필두로 강서구 화곡1동, 

은평구 진관동, 강동구 길동, 은평구 역촌동, 동작

구 상도1동, 노원구 공릉2동, 중랑구 목5동, 서초

구 양재1동, 노원구 상계1동 등의 지역들에 머무

는 인구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

여 오후 3시에는 외부에 일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

들이 집에서 외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

에 걸쳐 주거공간에 머무는 인구수는 크게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밤에 머무는 인구

가 많은 지역들에 낮 시간대에도 주거 공간에 남

아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림 4의 (나)는 업무공간에 머무는 두 시점의 

실시간 인구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오후 3시에는 

업무공간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금천구 가산동, 

영등포구 여의동, 강남구 역삼1동, 종로구 종로

1·2·3·4가동, 중구 신당2동 등에 인구 집중을 보

인다. 새벽 3시에는 업무공간에 머물고 있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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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활동공간 범주별 실시간 인구분포(가: 거주 나: 업무 다: 상업 라: 총합)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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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서울 전역에 걸쳐 매우 미미하며 일부 오피

스 밀집지역에 야간 업무 등을 위하여 일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구 명동, 구로구 

구로3동, 중구 신당 2동은 낮 시간대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밤에 업무공간에 머무르는 사람 수가 많

은 편이다. 

그림 4의 (다)는 두 시점 상업공간에 머무는 실

시간 인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업무공간의 실시

간 인구분포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인 오후 3시

에는 상업활동이 밀집되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동, 

강남구 역삼1동, 금천구 가산동, 중구 명동, 종로

구 종로1·2·3·4가동 등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밤 3시에는 낮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였

던 지역들에 일부 사람들이 머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 여의동의 경우는 낮 

시간대에 비하여 밤 시간대에 상거래 시설에 남아 

있는 인구수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4의 (라)는 각 시점에 모든 범주의 활동공

간에 머무는 인구수를 더하여 서울의 두 시점 실

시간 인구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민의 대부분

이 거주지를 떠나 일상과 관련된 활동공간에 머무

르고 있는 오후 3시의 서울 실시간 인구분포는 오

피스와 상업 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영등포구 여의

동, 강남구 역삼1동, 금천구 가산동, 종로구 종로

표 1. 시간대별 인구 집중지

활동공간 오전 3시 오후 3시

주거

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화곡1동
은평구 진관동 강동구 길동

은평구 역촌동 동작구 상도1동
노원구 공릉2동 중랑구 목5동

서초구 양재1동 노원구 상계1동
성북구 종암동 강서구 염창동

서대문구 연희동 은평구 불광1동
강남구 대치2동 노원구 중계2·3동

구로구 오류2동 마포구 성산2동

송파구 장지동 노원구 공릉1·3동

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화곡1동
은평구 진관동

강동구 길동

은평구 역촌동

동작구 상도1동
노원구 공릉2동

중랑구 목5동

서초구 양재1동
노원구 상계1동

업무

금천구 가산동

영등포구 여의동

강남구 역삼1동
중구 신당2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중구 명동

구로구 구로3동

금천구 가산동

영등포구 여의동

강남구 역삼1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중구 신당2동

상거래

강남구 역삼1동
금천구 가산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중구 명동

영등포구 여의동

강남구 역삼1동
금천구 가산동

중구 명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총합

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화곡1동
강동구 길동

노원구 공릉2동

영등포구 여의동

강남구 역삼1동
금천구 가산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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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가동 등에 특히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

다. 즉, 서울에서 낮 시간대의 인구분포는 업무공

간과 상업공간의 분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밤 시간대의 인구분

포는 그림 4 (가)의 주거공간 인구 분포와 거의 유

사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즉 대형 아파트단지

가 밀집되어 있어 거주인구수가 많은 지역들에 높

은 인구분포를 보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양천구 

신정 3동, 강서구 화곡 1동, 강동구 길동, 노원구 

공릉2동 등에 특히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물론 위의 그림 4와 표 1의 내용은 주거 공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머무는 시점인 오전 3시와 가장 

많은 사람이 주거공간을 떠나 있는 오후 3시의 실

시간 인구분포를 분석한 것이므로 하루 중 시간대

에 따라 그 분포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야간 활동이 매우 활발하므로 밤 

시간대를 이른 밤(오후 8-11시)과 한 밤중(새벽  3
시)으로 구분하여 실시간 인구분포를 분석할 경우 

그 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 토지이용에서 야간활동과 관

련된 산업의 분포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6. 결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시민의 활동공간과 이동

행태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담은 다양한 빅데이터

가 생성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고 있어 과거

에 시도할 수 없었던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

공간적 분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패널조사에서 얻어진 미디어 수용자

들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에서 미디어 수용자

들의 활동공간 이용 시공간 정보를 추출하고, 이

를 활용하여 도시 실시간 인구분포를 산정하는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

미디어 수용자들이 도시민들의 주요 활동공간

인 주거, 업무, 교육, 교통,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

공간별로 하루 중 시간 흐름에 따라 머무는 비율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활동공간에 따라 하루 중 

시간 흐름에 따라 머무는 인구분포율은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거주공간에 있는 사람 수는 아침에 

감소하여 퇴근시간 직전에 최소치를 보이며, 이

후 서서히 귀가하는 사람이 늘어나 초기값을 회복

하게 된다. 업무공간은 출근시간대에 급속히 늘어

난 후 점심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퇴근시간이 지

나면서 더 감소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장에 머

무는 인구비율이 전반적으로 좀 더 높고, 점심 이

후 오후 시간대에도 직장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시설에 머무는 인구분포

율은 전국과 서울 모두에서 직장에 머무는 사람의 

절반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직장보

다 좀 더 이른 9시를 전후하여 정점에 이른 후 지

속적으로 머물다가 오후에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인다. 그 밖의 다른 활동 공간들은 상대적

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만 교통과 관련된 

활동공간에는 아침과 저녁의 출· 퇴근 시간대, 그

리고 요식업 공간에 머무는 사람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다. 특히 교통 이용 활동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앞

서 연구된 서울시 대중교통이용자의 시공간적 이

동 정보를 담고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에서 얻어진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미디어 수용자의 시공

간 정보 활용의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공간 정보가 상

대적으로 다양한 서울시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

정하고, 서울시 도시민의 활동공간을 거주, 업무, 

상거래의 세 활동 공간으로 대별하여 시간의 변화

에 따른 각 활동공간에 머무는 인구 비율과 서울

시의 동별 거주 인구수 및 산업별 고용자 수를 결

합하여 서울시 동별 실시간 인구수를 산정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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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인구분포 자료로 일

반적으로 사용해온 거주 인구수에 있어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오전 3시와 오후 3시의 이들의 두 

시점의 실시간 인구분포의 공간적 구조를 비교 분

석하였다. 서울의 한 밤중 실시간 인구분포는 주

민등록 인구수로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

며, 낮 시간의 실시간 인구분포는 업무활동과 관

련된 산업 분포로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시간 인구분포는 도시공간의 역동성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토지이용 패턴

이 형성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

해를 도와줄 수 있으며, 다양한 도시시설물의 입

지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

다. 그밖에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 재

해·재난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도시민이 그들의 일상생

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

공간의 실시간 인구분포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

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사회·경제적 피

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 방재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시간 인구모형은 미

디어 이용자의 활동공간에 대한 시·공간 정보만

을 활용한 것이므로 미디어패널조사에서 제외된 

활동공간에 대한 부분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각 지점의 활동공간별 실시간 인구

수 산정에서 자료의 한계로 단순 방문자들을 포함

시키지 못한 문제가 남는다. 그밖에도 지역을 동

단위로 나누어 세부적인 지점의 건물정보 및 토지

이용 내용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지역단

위를 좀 더 세분하고 활동공간의 속성을 보다 구

체적으로 담고 있는 건물용도 데이터의 내용 및 

실시간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 정

보와 교통카드데이터의 정보를 결합하여 좀 더 실

재에 가까운 도시공간의 실시간 분포를 산정할 수 

있는 도시 인구 분포 추정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

가야 할 것이다. 

주

1) 미디어패널 조사에서 활동공간에는 본인주거공간/타인주

거공간/직장/교육시설/본인주거,사업 겸용공간/대중교통

수단/개인교통수단/개인이동,대중교통 환승대기/오락시

설/요식업시설/체육시설/상거래시설/종교시설/관광휴양

지/기타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2) 산업체 종사자수 산출에는 현시점에 동별로 취득할 수 있

는 자료의 한계로 2011년도 자료를 적용하였다.

3) 서울시 통계청(http://stat.seoul.go.kr)에서 제공하는 2013

년도 동별 주민등록 인구 자료를 적용하였다.

4)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

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

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교육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오피스나 사무공간에

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종들을 포함시겼다. 

5)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

비스업, 운수업 등의 영업활동이나 상거래와 관련된 업종

들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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