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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동적 시각화 방법을 토대로 서울 대도시권 지하철 통행흐름의 요일 간 변동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1주일치 교통카드 자료에서 요일별로 1분 간격으로 지하철 승객흐름을 추출한다. 지하철망 

상의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동적 시각화 방법을 고안하여 지하철 승객의 시공간적 분포에 나

타나는 요일 간 변동성을 직관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로 주중과 주말 지하철 승객흐름의 시공간적 분포 패턴은 확연

한 차이를 보인다. 주중과 주말에도 요일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울의 주요 중심업무지역들과 유흥지역들

의 승객흐름에도 요일별 승객흐름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도시계획과 교통

계획의 토대가 될 뿐 만 아니라 도시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에 노출되는 인구규모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피대책 

마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 서울 대도시권 지하철체계, 교통카드데이터베이스, 동적 시각화 방법, 시·공간적 분포, 요일간 변동성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time-space variability for the weekly passenger f low of the Seoul Sub-
way system based on the dynamic visualization methods. For the purpose, we utilize one-week T-card 
transaction databases. By applying data mining algorithms, we extract passenger data for edge flows, on/
off passengers at each subway station per minute interval time. It is practically intractable to analyze such 
spatio-temporal passenger flows by general statistical techniques. We employ dynamic visualization meth-
ods to analyze intuitively and to grasp effectively characteristics of the diurnal passenger f lows o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during one week. As the result, we found that substantial differences 
exist on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 patterns among days as well a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We also investigates the time-space variability among eight major centers, and we found wide differences 
in their spatio-temporal distribution patterns.

Key Words :  Seoul Subway systems, T-card databases, dynamic visualization methods, time-space distri-
bution, weekly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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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 통행흐름은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으로 

장소 이동하는 결과물이다. 도시민들은 그들의 일

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일자리를 오

가는 통근 및 통학흐름 뿐 만 아니라, 각기 발생 시

점이 다를 수 있는 쇼핑, 공공업무 및 사회활동, 

그리고 여가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통행목적에 

따른 통행흐름을 만들어 낸다(Badoe and Miller, 
2000). 이러한 도시통행흐름은 도시민의 통행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체계 및 다양한 목적통

행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되는 거주지 및 직장, 교

육기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의 분포와 관련된 

토지이용패턴과 함께 도시민의 일상적 삶의 구성

내용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 도시의 통행

흐름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루어내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다(Show and 
Xin, 2003). 

또한 통행은 도시민의 하루 일상생활을 구성하

는 활동들 사이에서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 

이동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시공

간적 분포 양상은 활동의 시간대 및 입지분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Viti et al., 2010). 그러므로 

시간지리학을 제창한 Hägerstrand(1970)를 비롯

하여 많은 학자들이 일찍부터 시간과 공간을 결합

하여 도시 통행흐름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관련된 장

소로 공간 이동하여 필요한 활동공간에 머물게 되

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축을 따라 통행흐름과 그 

장소에 머무는 인구가 변화하게 된다(이금숙 외, 

2015). 따라서 도시공간에서 통행흐름의 시·공간

적 분포양상은 하루의 시간축을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시민의 일상생활의 구성은 요일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주중과 주말은 확

연히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도시통행흐름

은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그리고 일주일 중 요일

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 양상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의 일상적인 삶이 반영

된 것으로 도시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변이성은 도

시민의 통행행태와 함께 도시 삶의 생생한 리듬

을 대변한다(Schönfelder and Axhausen, 2010). 따
라서 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의 분포, 규모, 밀

도 및 통행의 유형 등의 구성과 함께 이러한 도시

의 통행흐름의 리듬에 대한 이해는 좀 더 효율적

이고 합리적인 도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적이다. 또한 도시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변이성

을 밝히는 일은 도시의 교통체계와 토지이용체계

와 결합된 도시민의 삶의 리듬을 파악한다는 의미

에서 도시공간을 연구하는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

한 분야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주제이다(Dickin-
son, 1964). 하지만 이제까지 대부분 연구가 시공

간이 결합된 통행정보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Dickinson, 

1964; Thrift, 1977; Janelle and Goodchild, 1983; 
Golob, 2000; Boarne and Crane, 2001).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시민의 활동공간과 

이동행태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담은 다양한 빅데

이터가 생성되고 축적되고 있어 과거에 시도할 수 

없었던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공간적 분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Ahas et al., 2010; Roth et 
al., 2011). 특히 세계 몇몇 대도시에서 다수의 도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체계에 스마트 카드를 

도입하면서 시공간 정보가 담긴 통행기록 대용량 

데이터베이스가 매일 매일 구축되고 있어 과거 자

료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이었던 도시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의 변이성에 대한 연구 가능성이 크

게 확장되었다(Chen and McKnight, 2007; Liu et 
al., 2009; Lee et al, 2012; Doyle et al., 2014; Fe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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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시공간적 분포의 변이성을 파악한다. 특히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은 통행흐름의 시공간 분포

에 나타나는 요일 간 변이성을 분석한다. 시공간

이 결합된 역동적 통행흐름은 대용량 시공간 데이

터로서 일반적인 통계적 분석으로는 그 흐름의 본

질 및 변동성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서울 시

내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정보를 담고 있는 교통

카드 1주일치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

행자료의 시공간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

현하는 동적 시각화 방법(Dynamic Visualization 
Methods)을 적용한다. 시·공간이 결합된 지하철

역 간 통행흐름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바 프로그램

을 이용한 동적 시각화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토

대로 서울 대도시권 통행흐름의 하루 및 요일 간 

시공간적 분포의 변이성을 분석한다. 특히 도심과 

강남 등 주요업무지구 및 위락지구들의 통행흐름

의 시공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이성을 비교 분석

한다. 

2.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 데이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교통카드가 본격적으

로 도입되면서 서울 대도시권 대중교통 이용자들

에 대한 거의 전수에 가까운 통행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시민 개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공

간이동을 할 때 그들의 통행궤적을 담은 통행기록

이 교통카드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보

관되고 있다. 이는 2천만 명이 넘는 서울 대도시

권 인구의 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만들어내는 

전체통행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개 통행의 

시·공간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빅 데이터이다. 이러한 교통카드 빅 데이터를 적

절히 활용하면 서울 대도시권 통행흐름의 시공간

적 특성 및 도시 삶의 생생한 리듬을 파악할 수 있

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이

금숙, 외 2007; 2012; 2014; 박종수·이금숙, 2010, 
2011; 2012. 김호성, 외, 2010; Goh et al., 2012; 
Lee et al., 2008; 2010; 2011; 2012).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도시권 통행흐름과 교

통망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변

이성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1
년 4월 둘째주(4월 10일-4월 16일) 서울 대도시

권의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이다1). 이 

기간 중에 평일 하루(수요일) 동안의 교통카드 트

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체 트랜잭션 수

는 13,804,880개이고 이중 지하철 트랜잭션 수는 

7,389,397개다. 이 시기 서울 대도시권 지하철체

계는 지하철 1-9호선과 분당선, 인천1호선, 중앙

선, 경춘선, 경의선, 공항철도(일부 구간) 노선으

로 구성되어 467개 지하철역(67개의 환승역은 각

기 하나의 역으로 간주함)과 523개의 링크로 연결

되는 지하철망으로 구축된다. 

지하절망의 각 역의 탑승 승객수, 하차 승객수, 

그리고 인접역 간의 승객흐름을 산출하기 위해 교

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하철 승객

의 트랜잭션들을 하나씩 읽어서 개발된 데이터 마

이닝 알고리즘(박종수·이금숙, 2010)을 적용한

다. <그림 1>은 서울 대도시권 교통카드 트랜잭

션 데이터 베이스에서 지하철역 간 통행흐름(승차

자수, 하차자수, 역과 역 사이 승객수)을 산출하

기 위해 구축한 자료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교통

카드에서 추출한 승차역에서 하차역 경로의 간선

에서의 통과 시간은 먼저 단위길이 당 이동시간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경로의 각 간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통과시간을 계산해낸다. 최단 경로에 환

승역이 있으면 보행 환승 시간을 배정하고 나머지 

간선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른 이동 시간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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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링크의 흐름에 한 승객의 이동을 시간 히스

토그램에 기록한다. 각 링크의 시간 히스토그램은 

오전 5시에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분 단위의 슬

롯들로 만들어진다. 모든 지하철 승객들의 트랜잭

션들을 처리하면 서울 대도시권 지하철교통망의 

각 링크의 승객 흐름은 분단위의 시간으로 히스토

그램에 기록된다. 1주일 동안 요일별로 승객흐름

을 지하철 운행 시작 시점부터 종료시간 까지 매 1
분 단위로 각 역의 탑승 승객수, 하차 승객수, 그

리고 인접역간의 승객흐름을 산출한다. 모든 지하

철 승객들의 트랜잭션들을 처리하면 지하철 교통

망의 각 링크의 승객 흐름은 분 단위의 시간으로 

히스토그램에 기록된다2).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도시권의 1주일치 교통카

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일별 하루 동안의 통행흐름

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및 요일간 변이성을 밝히

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공간이 결합된 역동적 

통행흐름은 대용량 시공간 데이터로서 일반적인 

통계적 분석으로는 그 흐름의 본질 및 변동성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근 정보화의 

확산으로 여러 모션센서 및 GPS 정보와 비디오 카

메라, 핸드폰 등과 같은 다양한 장치에 의해 수집

되는 시공간 정보를 시각화하여 분석하려는 다양

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Andrienko et al., 2003; 
Liu et al., 2009; Lee et al, 2012; Sagl et al., 2012; 
Doyle et al., 2014; Feng et al., 2016). 국내에서도 

지리정보 시각화 방법으로 흔히 활용되는 지리정

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으로 

통행자료에 포함된 이동궤적 및 이동특성에 대한 

시각적 표현방법이 소개되었다(박기호 외, 2005). 
최근 2차원 지도상에 표현하는 기존의 지리정보 

시각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행자료의 시공

간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동적 

시각화 방법이 제시되었다(김호성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하루 중 시간에 따른 변화 뿐 만 

아니라 일 주일 동안 요일 간 통행흐름의 시공간

적 분포 양상의 변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김호

성 외(2010)의 동적 시각화 방법을 수정 확장하였

다. 요일별 서울대도시권 지하철망 이용자의 통행

흐름 데이터를 각 노선별 역간의 링크에 분 단위

로 기록된 시간 히스토그램을 시공간에 시각화하

기 위해서 <그림 2>의 (가)처럼 2차원 지도상에 서

그림 1. 지하철망 통행흐름 산출을 위한 자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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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도시권과 지하철망을 표현하고, 노드로 표현

된 역으로 유입되는 승객수와 유출되는 승객수, 

각 역의 승하차 승객수 및 하차 승객수에서 승차 

승객을 뺀 역 주변에 머물고 있는 인구수를 <그림

2>의 (나)와 같이 도식적으로 표현한다. 

노선을 따라 각 지하철 역으로 유입되는 승객수

의 크기는 유입링크의 색상으로 표시하고 역의 하

차 인원수는 내원의 하반구, 승차 인원수는 내원

의 상반구의 크기와 색상으로 나타낸다. 하차한 

후 그 역 주변에 머무르는 인원수를 나타내기 위

하여 외원의 색상(가장 밀도가 높은 적색에서부

터 가장 밀도가 낮은 청색 까지)으로 표현한다. 또

한 시간에 따른 교통흐름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특정시간의 각 역별 승하차 인원 및 연결 

지하철망의 승객수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후 이를 

자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의 분당 프

레임으로 설정하여 1분 간격의 프레임 단위로 플

레이 시키면서 교통흐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애니메이션 속도는 자동으

로 설정할 수 있으며 화살표로 순방향 혹은 역방

향 플레이도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분석자의 의도

대로 분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확대하여 볼 수

도 있으며 공간상의 이동도 일반 전자지도처럼 드

래깅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분석자와 상호작

용성을 높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요일 간 변동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주일 동안의 통행흐름을 

동적 시각화 방법으로 확장 하였으며, 화면의 상

단에는 타임라인과 요일을 표시하고 좌측 상단에

는 그때의 시간을 표시하여 특정 요일 특정 시간

대의 교통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의 (가)의 경우 월요일 오전 9시를 표시하고 그때

의 승객흐름과 역세권에 잔류하고 있는 승객의 밀

집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플레이시키면서 그 후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다.

3. 분석결과

1) 요일간 통행흐름의 시간적 분포 변이성

도시민의 일상생활의 구성은 요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도시의 통행흐름은 하루의 시간축

을 따라, 그리고 일주일 중 요일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다음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기간 

동안 요일별 지하철 통행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승객흐름 시각화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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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시권 지하철 이용자수는 주중과 주말 사

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주중에서도 수요일에 

지하철 이용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목요일, 금

요일 순이다. 한편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중 평균

보다 지하철 이용자수가 적으며 특히 월요일 이용

자수가 가장 적다. 주말 동안에는 주중보다 지하

철 이용자 수가 적지만 토요일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들고 일요일에는 주중의 거의 절반 정도로 이

용자 수가 줄어든다. 

서울대도시권 지하철 승객수는 요일에 따라 총 

승객수에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하루 동안 시간

축을 따라 승객수 분포에도 변이를 보인다. <그림 

3>은 서울대도시권 지하철의 요일별 하루 시간축

을 따라 분포하는 승객수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주중과 주말의 분포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고 있다. 주중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하루 시간축

을 따라 나타나는 분포양상이 유사하다. 특히 오

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수가 급증하며 뚜

렷한 첨두가 나타나는데 오전에는 9시를 전후로 

하루 중 승객이 가장 많이 집중하여 정점을 이루

며 10시 이후에 낮 시간대에는 승객 수가 첨두 시

간대의 1/3 정도로 줄어들지만 다소 요동을 보이

며 늦은 오후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오후 6시 이

후에 다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7시를 전후

하여 정점을 이룬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의 승객

분포는 아침 첨두시간대에 비하여 정점에서의 승

객수가 다소 적지만 늦은 밤 까지 긴 시간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밤 11시를 전후하여 다시 승객이 늘

어나며 국지적인 정점을 보이는 분포양상을 보인

다. 물론 주중에서도 금요일은 이른 아침 시간대

에는 다른 요일 보다 승객 수가 다소 적은 편이며 

반대로 저녁 시간대와 늦은 밤에는 다소 많은 분

포를 보이는 변이가 나타난다.  

표 1. 요일별 지하철 이용자 수 분포

요일 총 승객수 평균 편차

주중

월요일 7,444,438

7,534,015

 -89,577

화요일 7,512,312  -21,703

수요일 7,579,587  45,572

목요일 7,577,463  43,448

금요일 7,556,273  22,258

주말
토요일 6,520,212

5,369,318
1,150,894

일요일 4,218,423 -1,150,895

그림 3. 서울대도시권 지하철 승객의 시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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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주말의 하루 시간축을 따라 나타나는 승

객 분포는 주중과 완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

말 중에도 토요일은 일요일에 비해 온 종일 승객

수가 많으며 그 분포양상도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침과 저녁 첨두시간대가 뚜

렷하지 않다. 주말에는 오전에 주중보다 다소 늦

은 시간부터 승객이 늘어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

점 더 늘어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

한다. 주말 중에도 토요일에는 오전 9시와 오후 6
시를 전후하여 정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주중처

럼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전의 정점은 주중에 비

하여 다소 늦은 시점에 나타나고 오후 정점은 1시
간 이상 빠르게 나타난다. 승객수는 오전 10시 이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후 2시 부근에서 다

시 국지적으로 정점에 이른 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오후 4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저녁 6시 

정도에 다시 정점에 달한 이후 8시 까지 서서히 감

소하였다가 늦은 밤 국지적으로 다시 정점에 이른 

후 늦은 밤 급격히 감소하는 분포양상을 보인다. 

2) 요일간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 변이성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관련된 장소

로 공간 이동하여 필요한 활동공간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한 도시의 통행흐름은 시간축을 따라 공간

적 분포도 달라진다(Hägerstrand, 1970). Dickin-
son(1964)은 중심업무지구에서는 하루 중 낮에 밀

물처럼 몰려들고 밤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하

루 통행흐름의 리듬을 현대도시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도시민의 일상생활은 1주일을 단위로 요일

에 따라(특히 주중과 주말에 따라) 구성내용이 다

를 수 있으므로 도시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

도 요일간 변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대로 고안된 동적시각화 

방법으로 요일별 서울대도시권 지하철망 이용자

의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의 변이성을 분석

할 수 있다. 요일별 서울대도시권 지하철망 이용

자의 통행흐름 데이터를 각 노선별 역간의 링크

에 분 단위로 기록된 시간 히스토그램을 <그림 2>
의 (가)처럼 2차원 지도상에 서울대도시권 지하철

망에 노드로 표현된 역으로 유입되는 승객수와 유

출되는 승객수, 각 역의 승하차 승객수, 그리고 하

차 승객수에서 승차 승객수를 뺀 역 주변에 머물

고 있는 인구수를 <그림 2>의 (나)와 같이 도식적

으로 표시한 후 이를 자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애

니메이션의 분당 프레임으로 설정하여 1분 간격의 

프레임 단위로 플레이 시키면서 통행흐름의 시·

공간적 분포의 변이성(요일별 하루 시간축을 따

라, 그리고 요일간)을 시각적으로 분석한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하루 및 요일 간 서

울대도시권 지하철망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

의 변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루 시간축을 따라 

대표적인 시간들의 통행흐름 화면들(snapshots)을 

선택하여 정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림 4>에
는 한 주일 중 지하철 승객수가 가장 많은 수요일

의 통행흐름을 출근 통행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오

전 8시부터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시간의 통행

분포를 정렬하고, <그림 5>에는 요일간 통행흐름

의 시·공간적 분포의 변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중(월요일, 금요일)과 주말(토요일, 일요일)의 

하루 시간축을 따라 대표적인 시간들의 통행흐름 

화면들을 선택하여 정렬하였다. 

서울 대도시권 지하철 승객의 시·공간적 분포는 

하루 중에도 시간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

며 요일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중과 

주말은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주중에는 

출근 통행이 시작되는 오전 8시에는 주로 거주지 

인근의 지하철역에서 승차객이 늘어나며 도심과 

강남CBD,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공간 

인근 역 방향으로의 흐름들이 주를 이루는 통행흐

름 분포 양상이 나타난다. 오전 9시를 전후하여 강

북 도심, 강남CBD,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 주

변 역에 많은 승객이 하차하여 집적을 이루기 시

작하고(빨간색 원의 크기) 2호선 신림역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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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12:00 13:00

15:00 17:00 18:00

19:00 20:00 22:00

그림 4. 주중 하루 시간대별 통행흐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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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말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9시

10시

15시

18시

19시

22시

그림 5. 요일 시간대별 통행흐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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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강남CBD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

신촌 건국대입구

종합운동장 서울대공원

그림 6. 주요 지점별 통행흐름 요일 변동성 [잔류인원 (x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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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 외곽에 위치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역들에서는 하차객 보다 승차객이 많아 유출인구

규모가 큰 것(파란색 원의 크기)을 나타낸다. 이러

한 양상은 오후 3시까지 계속 되다가 저녁 6시를 

전후하여 이러한 중심지에서 승차객이 늘어나면

서 유입인구규모는 줄어들고 대신 유출이 많았던 

지역들의 유출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추세

는 밤 10시까지 지속되고 신촌-홍대입구, 건대-

강변일대 등 음식료점과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

는 일부지역의 지하철역에 늦은 밤까지 유입인구

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주말 동안에는 오전 시간대의 지하철 승객이 현격

히 감소하며 강북도심, 강남CBD, 여의도 일대 등

의 중심지와 종합운동장, 신촌, 건국대입구 등 상

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인근 역 들로 유입

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말 동안 여의도 인근 역들

에 늦은 밤까지 유입된 인구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 기간이 벚꽃 축제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보

인다. 또한 토요일 오후 3시경에 서울대공원 일대

에서 급격히 승차인구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말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간에는 지하

철 승객 규모 뿐 만아니라 하루 시간축을 따라 승

객 분포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한 주일 간 승객흐름의 시·공간적 

분포에서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8개지역3)들의 

하루 시간축을 따라 유입된 후 잔류하고 있는 승

객 수의 요일 간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도심과 강

남CBD, 신촌은 승객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

반적으로 주중과 주말의 분포 양상이 유사하게 나

타난다. 도심 시청역과 강남CBD의 강남역의 주

중 하루 시간축을 따라 유입 방향에 따른 유입승

객 수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7> 참고). 유입 

방향에 따라 아침 출근대와 저녁 퇴근시간대의 승

객 규모가 현격히 다르며 정점에 이르는 시간에도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여의도와 가산디지털단지

의 경우 토요일 오후 이후부터는 유입하여 머무는 

승객 수가 주중보다 월등히 많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는 주중에도 저녁 시

간대에 유입되어 머무는 승객 수가 더 많아 밤 9시
를 전후하여 가장 높은 정점이 나타난다. 반면, 건

국대입구, 종합운동장, 서울대공원은 주중보다 주

말에 유입하여 머무는 승객 수가 더 많으며, 특히 

그림 7. 주요 지하철 역의 통행흐름의 시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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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과 건국대입구는 주중이나 주말 모두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정점이 나타난다.

<표 2>는 이들 8개 중심지역의 승객 수의 요일

간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의 서울 대도시권 

전체 지하철 승객수의 요일간 변이와 달리 주중 8
개 중심지역 승객수는 금요일에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월요일 순이다. 주말

에도 토요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많은 

편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도시권 통행흐름과 교통

망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교통카드자료

를 활용하여 도시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변이성

을 분석하였다. 특히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지역

에서 가장 높은 수송분담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대도시권의 지하철 이용자의 1주일치 트랜잭션 데

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지하철역

과 역 사이 통행흐름을 1분 간격으로 추출하여 각 

요일별 하루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 및 요일 

간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변이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용량의 교통카드 트랜잭션데이터베이스에서 지

하철 이용자의 트랜잭션을 탐색하여 지하철역 간 

통행흐름(승차자수, 하차자수, 역과 역 사이 승객

수)을 1분단위로 추출하였다. 시·공간이 결합된 통

행흐름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

한 동적 시각화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 

대도시권 통행흐름의 하루 및 요일 간 시·공간적 

분포의 변이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도심과 강남 등 

주요업무지구 및 위락지구들의 통행흐름의 시·공

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이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 대도시권 지하철 승객의 시·공간적 분포는 

하루 중에도 시간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

며 요일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중과 

주말은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주중에

는 출근 통행이 시작되는 오전 8시에는 주로 거주

지 인근의 지하철역에서 승차객이 늘어나며 도심

과 강남CBD,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 등 중심업

무지역들 인근 역 방향으로의 흐름들이 주를 이루

는 통행흐름 분포 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주말 동안에는 오전 시간대의 지하철 승객이 현격

히 감소하며 중심업무지역들과 상업시설이 밀집

되어 있는 유흥 및 위락지역 인근 역들로 유입되

는 양상을 보인다. 한 주일 간 승객흐름의 시·공

간적 분포에서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8개 핵심 

지역들의 하루 시간축을 따라 유입된 후 잔류하

고 있는 승객 수의 요일 간 변이가 매우 크다. 도심

과 강남CBD, 신촌은 승객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

만 전반적으로 주중과 주말의 분포 양상이 유사하

게 나타나다. 도심의 시청역과 강남CBD의 강남

역의 유입 승객수는 하루 시간축을 따라 유입 방

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유입 방향에 따라 아침 출

근대와 저녁 퇴근시간대의 승객 규모가 현격히 다

르며 정점에 이르는 시간에도 다소 차이가 나타난

다. 업무지역들 중에서도 여의도와 가산디지털단

지의 경우 주말인 토요일 오후 이후부터는 유입하

여 머무는 승객 수가 주중보다 월등이 많은 특징

을 보인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는 주중

표 2. 8개 중심지역의 요일별 승객수 분포

8개 중심지역

승객수
평균 편차

주중

월요일 1,685,240

1,726,855

 -41,616

화요일 1,716,352  -10,505

수요일 1,741,430  13,574

목요일 1,736,235  9,379

금요일 1,755,025  28,169

주말
토요일 1,457,187

1,170,380
 286,807

일요일  883,572 -28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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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저녁 시간대에 유입되어 머무는 승객수가 더 

많아 밤에 가장 높은 정점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

인다. 반면, 건국대입구, 종합운동장, 서울대공원 

등의 위락지역 인근 역들로는 주중보다 주말에 유

입하여 머무는 승객 수가 더 많으며, 특히 유흥시

설도 함께 집적되어 있는 종합운동장과 건국대입

구 일대는 주중이나 주말 모두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정점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시공간 분석이기 때문에 서울 대도시권 전체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 버스 이용

자와 자가용 및 택시 이용자의 통행자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하철은 정시성과 경

제성 및 편리성의 장점 때문에 서울 대도시권 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하여 공간이동 할 때 가장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서울 대도시권 전체 통행

의 40% 가까이 분담하고 있어 분석 결과가 서울 

대도시권 통행흐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분포 양상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의 일상적인 삶이 반영

된 것으로 도시 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변이성은 도

시민의 통행행태와 함께 도시 삶의 생생한 리듬을 

대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의 통행흐름의 리듬

에 대한 이해는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도시통행흐름의 시·공간적 변이성을 밝

히는 일은 도시의 교통체계와 토지이용체계와 결

합된 도시민의 삶의 리듬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도시공간을 연구하는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

야에 새로운 방법론 제시와 더불어 좀 더 다양한 

설명과 해석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주

1) 이 기간의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기후, 공휴일 및 방

학 등의 요인에 의해 일상적인 통행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1

년 중 가장 적은 기간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는 

한국스마트카드(KSCC: Korea Smart Card Co.)이다.

2)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트랜잭션을 읽어서 지

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승차와 하차에 대한 데이터인 지하

철역 ID와 승하차 시간을 추출해내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종수·이금숙(2010)을 참고할 것.

3) 지역별 포함된 지하철역은 다음과 같다. 도심[서울역, 시청, 종

각, 종로3,5, 동대문, 을지로입구, 을지로3,4, 동대문역사, 경복

궁, 안국, 충무로, 명동, 회현, 광화문], 강남[삼성, 선릉, 역삼, 

강남, 교대, 서초, 압구정, 신사, 잠원, 고속터미널, 청담, 강남

구청, 학동, 논현, 반포], 여의도[여의도, 여의나루, 국회의사당, 

샛강], 신촌[합정, 홍대, 신촌, 이대], 대공원[대공원, 경마공원], 

가산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건국대입구[건국대입구], 종

합운동장[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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