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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누구나 쉽게 지하철 OD 이동패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마트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받은 2017년도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로 이용하 다. 다차원모델을 설계하 고, 가우
시안 혼합 군집분석과 Tableau를 이용한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 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외지역과 서울 간 이동은 전체
이동량의 23%에 해당하며, 수원역의 이용객은 서울보다 교외로의 이동이 매우 크며, 반면 판교역은 이동량의 대부분이
서울로의 이동이다. 가우시안 혼합 군집결과 8개의 OD구간 군집을 발견하 고, 구간 거리와 승객 수에 의해 각 군집의
특징을 네이밍하 다. 

주제어 : 교통인구 분석, OD 분석, 데이터마트, 혼합 군집분석, 공간시각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construct a data mart that anyone can easily 
analyze subway OD movement patterns. Subway OD data of the year 2017 was downloaded from the 
Seoul Open Data Plaza and used as the source data. A multidimensional model was designed, and 
Gaussian mixed cluster analysis and visualization analysis using Tableau were performed. Interestingly, 
movement between suburban and Seoul accounts for 23% of the total traffic. The passengers of Suwon 
Station move to the suburbs much more than Seoul, while Pangyo Station mostly moves to Seoul. As 
a result of Gaussian mixed cluster, eight clusters of OD segments were f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were characterized by segment distance and passenge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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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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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서울에 집중된 인구로 인해, 대중교통 이
용량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1]. 정부
는 서울의 도심 기능 분산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1989년1)에 처음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
진하 다. 1기 신도시에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 포함되는데, 도시의 기능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도시가 건설된 지 3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어 도시 바
깥으로 출입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계획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
다. 도심 외곽으로 분류되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
도권 전역에서 도심지로 이동하는 양이 상당히 높다. 대
중교통에는 버스, 택시, 기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다
양한 대중교통 가운데에서도 도시철도만큼 출·도착시각
이 정확하고 빠른 대중교통은 드물다. 여러 가지 장점으
로 인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이 연장되는 
등 지자체별 복지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선계획 및 변경, 요금체계 등
이 필요하다. 특히, 운 기업의 수입과 연관성이 높기에 
이용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도시철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다. Jung 등(2018)은 대중교통을 통해 도시 재생
에 성공한 요인을 검토하 고[2], Lim 등(2013)은 206
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유형화하여 그
들의 특성을 비교하 다[3]. Choi(2013)는 지방 중소도
시의 대중교통 가운데 철도역이 중심으로 구축되지 않는 
원인을 알아보고 도로에서 철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 다[4]. Jang 등(2019)는 지역적 특성이 
대중교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 으며[5], 
Lee & Kim(2011)은 PRT(Personal Rapid Transit; 
소형궤도차량)를 도입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수요를 예측
하기 위해 축 분석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
를 도출하 다[6].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다른 대중교통보다 도시철도
가 친환경적 교통수단임을 강조하여 생활 전반에서 이용
률을 높이고자 하 다. 그러나 도시철도에 탑승한 후 목
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리 개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1) 네이버 지식백과, ˝신도시˝, Accessed 10.07.2019. 

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출·도착
지 간 직선거리(km)를 계산하고, 거리와 승객수를 기준
으로 군집하 다. 

월별로 집계된 수도권 도시철도 출·도착지 승객 수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인구이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각화 분석용 데이터마트를 구축하 고, 
구축된 데이터마트를 이용하여 심층적(시계 구분 및 축
선 분류)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 철도 
운 기관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헌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교통카드데이터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선
행연구를 통해 수도권 도시철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점과 제시된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다차원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2.1 시각화 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 
Cho & Seo(2005)는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한 교통카

드 결제 내역에서 도시철도역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착 정보를 파악하고, 승객의 이동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다[7]. 이들의 연구는 수도권 전역에서 이동한 
인구의 방향성 및 다차원 정보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
현하 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Lee & Kim(2016)은 
2014년 도시철도와 버스 등 수도권에서 사용된 대중교
통 카드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 다[8]. 수도권 
통행인구의 출·도착지와 경유지를 파악한 후, 지역에 따
른 이동특성을 도출해내고자 하 다. 이 연구는 수도권 
인구의 공간적 이동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이 
큰 의의이다. Lee 등(2017)은 서울시 스마트카드 자료의 
대중교통 통행 기종점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동성
을 평가하고, 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취약지를 행정동 단
위로 식별하 다[9]. 노인 취약지 43개 동, 미성년 취약
지 44개 동,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56개 동을 식별하
고, 이 세 취약지를 통합하여 총 85개 동을 도출해 내었다. 
이 연구는 교통 취약계층의 인구자료와 이동성 취약지를 
식별하여, 서울시 대중교통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기
초자료를 제공하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Han(2015)은 
서울 시내 업무 활동지로 이동하는 인구의 거주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수도권 대중교통 통행량 데이
터를 분석하 다[10]. 연구결과에 의하면, 강남 출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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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에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고, 종로와 서울역 출
근 인구는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출근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의도와 가산디지털단지는 서부에서 많이 이동하고 있
다. 연구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체계 개편을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 통계 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 
Lee & Oh(2017)는 평택시를 중심으로 사용된 교통

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승통행에 관한 데이터마트를 
구축하 고, 환승 대상자들의 패턴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 다[11]. 이 연구는 환승에 관한 
편의 제고 방법을 모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Lee 등(2018)은 일주일 동안 버스 승·하차 데이
터를 이용하여 강화군 대중교통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통
행량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해 분석하 다[12]. 
지역의 대중교통 통행패턴을 추정하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Lee 등(2016)은 수도권 내에서 이동한 승객의 교
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승에 관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시도하 고, 이를 처음 시도하 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았다[13]. Han(2016)은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
여 통행자가 실제 출발한 죤과 도착한 죤을 기준으로 대
중교통 O-D를 구축하 다[14]. 죤 별 접근구간에 따라 
통행자의 통행 비율을 설정하고, 죤 별 인구수를 기준으
로 죤과 정류장 사이에 가중치를 설정하여 O-D를 구축
하 다. 더불어 구축된 O-D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ImTaS를 이용하여 통행량을 비교하 고, RMSE 및 
R-Square 검증을 수행하 다. 연구는 도시철도 이외에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추가되어 O-D 구축이 이루어진
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 다. Shin & 
Lee(2012)는 2011년 1월과 3월에 서울시에서 이동한 
지하철 이동인구의 전수 데이터를 분석하 다[15]. 이동
패턴에 의한 공간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 권종별(무
임·일반·청소년) 중심 역할 수행지역을 도출하여 서울시 
상위기본계획상 공간 위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권종별 중심지역이 새
롭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전의 노인 인구의 사회적 중
심지는 종로 인근 지역이었으나, 경제적 이유(취업지원센
터가 위치)로 인해 등포 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업무 및 상업 중심지에는 구로디지털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중심지는 학원가가 형성된 
강남과 목동지역이었으나, 두 지역 외에 생활권역 별로 
문화적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상 공

간 위계 설정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Kim 등(2013)
은 스마트카드 전자거래 빅데이터로부터 지리적으로 인
접한 Zone을 발견하고 두 Zone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
는 이동패턴 분석기법인 ‘병합적 군집화 기법’을 제안하

다[16]. 제안한 분석기법에 상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실생활이 반 되는 의미 있는 이동패턴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
는 Zone을 파악하고, Zone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관계분석을 수행하 다. 권역 간 이동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1과 2.2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
은 교통카드데이터를 시각화 또는 구조방정식과 같은 통
계적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Table 1 참조)

Research Topic Main analysis Method Reference

Passenger Transit Pattern Visualization [7], [8], [9], 
[10]

Trip Chain Statistics
(Structural Equation, 

Regression, Descriptive 
statistics, etc)

[11], [12], 
[14], [15]

Transfer Pattern Analysis [11], [13]

Zone Discovery [14], [16]

Table 1. Existing Research Summary

대중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출·도착
지의 통행패턴을 밝히고, 승객 편의를 고려한 대중교통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에 한
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출·도착
지의 통행패턴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데이
터마트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마트를 이용해 분석하
고자 하 다. 또한, 수도권을 서울시계 이내의 지역과 서
울시계 외곽지역으로 구분하 으며, 이를 도시철도 축선
을 따라 12개로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수도
권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지역적 이동특성
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출·도착지 간 
직선거리를 측정 및 유형화하 으며, 구분된 유형에 따라 
군집화하 다. 

3. 분석용 다차원모델 설계

분석용 다차원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를 취합하고, 데이터에 나타난 결측값을 전처리하는 과정
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요 변수가 생
성되었고, 다차원모델이 설계될 수 있었다. 이어서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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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분석 도구인 태블로(Tableau)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 고, 최종 데이터마트 및 시각화 분석이 
완료되었다. Fig. 1

Fig. 1. Research Process Map

3.1 데이터 수집
‘서울 열린데이터광장(2019)’에서 출·도착역 간 이동

인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 는데[17], 2017년도 6개
월(3월이 제외된 1월부터 7월까지) 간의 월별 집계 데이
터이다. 이 중 겨울, 봄, 여름에 해당하는 1월, 4월, 7월 
데이터만을 선택하 다. 

도시철도역 간 이동 승객 데이터의 집계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에서 도시철도 운행권을 가진 기업은 9개이
고, 2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28개 노선에 속한 역의 
개수는 총 656개이고, 지역에 따라 운 되고 있는 도시
철도 역의 개수는 Table 2와 같다. 출발역과 도착역을 
연결한 링크는 337,493개이다. 3개월 동안 수도권 도시
철도를 이용한 누적 승객은 678,661,635명이다. 

Items Count

Number of Subway 
Stations

 Seoul 351

 Gyeonggi, Incheon 289

 Gangwon, Chungnam 16

 Number of Subway Companies 9

 Number of Subway Lines 28

 Number of O-D Links 337,493

 Total number of Passengers 678,661,635

 Number of Records 958,241

Table 2. Basic Stats of Source Data

3.2 데이터마트 구축
Fig. 2와 같은 데이터마트를 구축하 다. 주요 차원으

로는 SUBWAY 차원, STATION_LINK 차원, MONTH 
차원, LOCATION 차원이 있다. 이 중 SUBWAY 차원은 
출·도착데이터를 여러 레벨에 따라 분석하기 위한 6가지 
차원 항목(OCB, SEOUL BOUNDARY, AXIS LINE, 
CITY, DISTRICT, 그리고 STATION)을 가지고 있다. 
STATION-LINK 차원은 리스트 형태로 집계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임시 차원이다. LOCATION 차원은 지오코
딩을 이용하여 변환한 각 지하철역의 위도좌표(LATITUDE)
와 경도좌표(LONGITUDE), 그리고 출발역과 도착역 간
의 연결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해 태블로의 공간함수로 
만든 MAP_LINE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절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MONTH 차원을 만들었고, 여기에는 1
월, 4월, 7월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 있다. ID는 각 레코
드의 고유번호이며, 측정값으로는 OD 구간 간 월별 이
용승객수를 나타내는 PASSENGER와 역 간 직선거리를 
계산한 DISTANCE가 있다. 

Fig. 2. Dimensional Model for the Analysis of Subway 
Passenger Movement Patterns

4. 다차원 시각화 분석

도시철도의 출·도착지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계 및 
축선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 다. 시각화 툴인 태블로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1 시계 및 축선에 따른 데이터 시각화 
수도권의 지하철역은 서울시(351개), 인천시(87개), 

경기도(202개), 충청남도(10개), 그리고 강원도(6개)에 
소재하고 있다. 다양한 수준으로 분석하려고 서울시계 내 
지역(Inner Seoul; 351개)과 서울시계 외곽 지역(Outer 
Seoul; 305개)으로 분류하거나, 12개 축선(AXI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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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ROM                 Inner Seoul Outer Seoul

January
Inner Seoul 131,517,695 

(61.2%)
25,029,378 

(11.6%)

Outer Seoul 24,042,545 
(11.2%)

34,330,906 
(16.0%)

April
Inner Seoul 143,463,021 

(60.1%)
28,043,355 

(11.8%)

Outer Seoul 26,850,413
(11.3%)

40,282,601 
(16.9%)

July
Inner Seoul 137,274,197 

(61.0%)
26,086,161 

(11.6%)

Outer Seoul 24,962,703
(11.1%)

36,778,660 
(16.3%)

Table 4.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Passengers by 
Season

의정부, 고양-파주 등), 그리고 행정구역(DISTRICT)으
로 구분하여 집계에 이용하 다. 3개월간의 누적 승객 수
를 서울시계 내외를 기준으로 분류 집계하면 Table 3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이동 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TO
FROM Inner Seoul Outer Seoul

Inner Seoul 412,254,913 (60.7%) 75,855,661 (11.2%) 

Outer Seoul 79,158,894 (11.7%) 111,392,167 (16.4%) 

Table 3. Number of Passengers Moving Inside and 
Outside of the Seoul City Boundary Area 
(Unit: person)

Table 3에 의하면, 서울시계 이내의 공간에서 이동한 
승객의 비중은 전체의 60.7%이다. 서울이 경제, 문화, 교
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편중 현상은 불가피한 것 
같다. 이 승객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시계 외에서 시계 외로 이동하는 승객의 비율은 
16.4%인데,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근거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서울 시계 내외 간 이동 비율을 합하면 약 23%
인데, 이 이동량의 대부분은 서울 시계 밖에 거주하는 사
람들이 서울 소재 직장으로 출근하 다가 퇴근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매일 매일 
수도권 지하철 인구 이동량의 23%가 서울(도심)과 교외
(부심) 간 이동이 차지하고 있다(100명 중 23명).

수집한 데이터는 1월부터 7월까지 중 3월이 제공되지 
않아 6개월 전체를 분석하지 않았다. 비록 가을이 없지
만, Table 4에서는 계절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
월, 4월, 7월을 비교하 다. 총 승객 수는 봄이 2.38억명
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여름으로 2.25억명, 예상할 수 

있듯이 겨울철이 가장 적은 2.15억명이다. 한편 겨울과 
여름에는 서울시계 내로부터의 승객이 증가(60.7%->61.2% 
또는 61.0%, 11.2%->11.6% 또는 11.6%)하는 반면, 봄
에는 서울시계 외로의 승객이 증가(11.2%->11.8%, 
16.4%->16.9%)한다. 즉, 나들이 하기 좋은 봄철에는 서
울 거주자이건 교외 거주자이건 서울 외곽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서울시계 내와 서울시계 외에 대해서 도시철도가 이동
하는 축선을 따라 12개 그룹(서울시계 351개 역, 인천_
김포 99개 역, 성남_용인_광교 44개 역, 의정부_동두천 
28개 역, 고양_파주 27개 역, 선바위_달월 23개 역, 병
점_신창 20개 역, 별내_춘천 18개 역, 구리_용문 16개 
역, 군포_수원_청명 14개 역, 경기광주_여주 9개 역, 광
명_안양 7개 역)으로 재분류하 다. 축선은 색깔로 구분
하 고, Fig. 3과 같다. 

Fig. 3. Subway Station Divided into 12 Axis Lines

Table 5는 Fig. 2의 축선 간 이동량 비율을 살펴본 것
으로 이동이 많은 7개 축선과 이동률이 낮은 5개 축선
(Gunpo_Suwon_Cheongmyeong, Guri_Yongmun, 
Byeongjeom_Sinchang, Byeollae_Chuncheon, 
GyeonggiGwangju_Yeoju)을 Others로 집계하 다. 
승객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서울시계 내에서만 이동하
고, 6.02%가 인천_김포 내에서 이동하 다. 상위에 있는 
축선일수록 서울시계와 가까운 인천, 경기 등의 지역이 
나타났고,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도시철도를 이용한 비
율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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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ROM 1 2 3 4 5 6 7 8

1. Inner Seoul 60.75 3.23 2.10 1.47 1.28 0.86 0.83 1.40
2. Incheon_Kimpo 3.37 6.02 0.02 0.19 0.02 0.15 0.02 0.11
3. Seongnam_
Yongin_Gwanggyo 2.15 0.02 2.05 0.02 0.02 0.01 0.01 0.37

4. Line 4_Southern 1.55 0.19 0.02 1.41 0.02 0.10 0.01 0.23
5. Goyang_Paju 1.36 0.02 0.02 0.02 0.97 0.01 0.00 0.02
6. Gwangmyeong
_  Anyang 0.89 0.15 0.01 0.11 0.01 0.09 0.00 0.17

7. Uijeongbu_
  Dongducheon 0.87 0.02 0.01 0.01 0.00 0.00 0.74 0.01

8. Others 1.47 0.12 0.38 0.25 0.02 0.17 0.01 2.07
※ The headings of "FROM" and "TO" are the same.

Table 5. Percentage of Passengers Moving Inner Seoul 
and Outer Seoul (Unit: %)

Table 6은 Table 5에서 서울시계를 제외한 것으로, 
상위 5개 축선만을 살펴보았다. ‘인천_김포’에서 가장 많
은 승객이 이동하고 있다. Table 3과 마찬가지로 1위와 
2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 근접한 지역일
수록 많은 승객의 출·도착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축선에서의 이동이 높은 것으로 보아, 출퇴근
이나 만남 등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닐 때는 거
주하는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TO
FROM 1 2 3 4 5

1. Incheon_Kimpo 36.69 0.15 1.15 0.14 0.12

2. Seongnam_
   Youngin_Gwanggyo 0.14 12.52 0.11 0.09 0.04

3. Line4_
   Southern 1.13 0.10 8.56 0.11 0.06

4. Goyang_Paju 0.14 0.10 0.11 5.88 0.03

5. Uijeongbu_
   Dongducheon 0.12 0.04 0.06 0.03 4.50

※ The headings of "FROM" and "TO" are the same.

Table 6. Percentage of Passengers Moving Outside of 
Seoul City Boundary Area (Unit: %)

Table 7은 서울시계 내에서만 이동한 승객에 대해 9
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18]. 강남구와 서초
구가 포함된 ‘동남_1’에서 4.93%로 가장 많은 승객의 승
하차가 발생하고 있다. 동남_1에 포함된 역은 강남역, 고
속터미널역, 삼성역 등이다. 유명 기업, 대형복합쇼핑몰,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다. 두 
번째로 승객이 많은 생활권은 ‘도심’인데, 용산구와 중구, 
종로구가 포함되어 있고 을지로입구역, 혜화역, 용산역 
등 도시철도 승객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TO
FROM 1 2 3 4 5 6 7 8 9

1. East 
South_1 4.93 1.41 1.22 2.18 1.11 1.51 1.92 0.78 2.52

2. Down
town 1.42 3.75 2.59 2.24 2.31 1.54 1.00 0.89 1.04

3. East
North_2 1.09 2.43 3.40 1.45 0.56 0.41 0.42 0.14 0.32

4. East
North_1 2.10 2.23 1.48 2.99 0.84 0.66 1.30 0.26 0.54

5. West
North 1.09 2.30 0.59 0.84 2.98 1.19 0.41 0.55 0.60

6. West
South_2 1.46 1.51 0.45 0.68 1.19 2.36 0.43 1.07 1.22

7. East
South_2 1.83 0.95 0.44 1.28 0.40 0.41 2.20 0.19 0.48

8. West
South_1 0.71 0.82 0.14 0.26 0.53 1.00 0.19 1.73 0.33

9. West
South_3 2.46 1.02 0.32 0.54 0.59 1.19 0.48 0.33 1.29

※ The headings of "FROM" and "TO" are the same.

Table 7. Percentage of Passengers Moving Inner Seoul 
(Unit: %)

4.2 시계 간 출·도착지 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마트를 이용하면 승객이 출

발한 행정동과 도착한 행정동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Table 8에서는 시계 외에서 시계 내로 진입하는 상위 
10개 역과 시계 외에서만 이동하고 있는 상위 10개 역을 
각각 살펴보았다. 총 20개 역 중에서 순위는 다르지만 동
일한 역이 4개(부평(18), 부천, 범계, 송내) 도출되었다. 
이 역들은 서울 외곽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의 근거지로 
볼 수 있다. 역세권이 발달한 역으로 신도시 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상업지구가 조성되어 있거나 인근 지역으로부
터 승객이 유입되는 주요 통근지로 판단된다. 

광명사거리, 역곡, 철산, 판교의 경우, 출퇴근지가 서
울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을 엿볼 수 있으며, 반대로 수원, 
서현, 인천터미널의 경우는 서울시계 외 지역으로 출퇴근
지가 형성되어 있다.

Rank Outer Seoul → Inner Seoul Outer Seoul → Outer Seoul
1 Bucheon 2,004,474 Suwon 2,905,828

2 Gwangmyeongs
ageori 1,768,397 Bupyeong

(18) 2,102,176

3 Yeokgok 1,744,675 Bucheon 1,707,342
4 Cheolsan 1,557,401 Seohyun 1,643,164
5 Songnae 1,500,685 Incheon Terminal 1,481,359
6 Pangyo 1,435,041 Bumgye 1,451,936
7 Indukwon 1,419,594 Songnae 1,391,509

8 Bupyeong
(18) 1,321,905 Geumjeong

(10) 1,390,430

9 Uijeongbu 1,240,635 Yatap 1,352,101
10 Bumgye 1,232,807 Juan(18) 1,305,739

Table 8. Top 10 Stations from Outer Seoul (Uni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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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ssengers arriving in Seoul from outside Seoul

Table 9는 서울시계 내에서만 이동하고 있거나, 서울
시계 내에서 출발하여 서울시계 외로 도착하는 상위 10
개 역을 살펴보고자 하 다. 강남, 강남(S), 홍대입구(2)
가 서울 내는 물론 서울 외로 연결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승객이 이용한 노선을 뜻한
다. 강남역과 홍대입구역은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있는 
역이며, 동시에 각각 신분당선과 공항철도를 통해 교외의 
베드타운과 연결된다. 

Rank Inner Seoul → Inner Seoul Inner Seoul → Outer Seoul

1 Gangnam 8,249,069 Yeongdeungpo 1,803,624

2 Jamsil(2) 6,859,460 Gasan Digital 
Complex(7) 1,473,274

3 Hongik Univ.(2) 6,064,745 Hongik Univ.(2) 1,360,924

4 Shin Rim 5,456,169 Gangnam(S) 1,340,568

5 Guro Digital 
Complex 4,814,377 Gangnam 1,145,691

6 Express Bus 
Terminal(3) 4,601,604 Yongsan 1,091,158

7 Sindorim(2) 4,454,279 Seoul Station(1) 1,016,057

8 Samsung 4,356,379 Jonggak 1,014,113

9 Seoul Nat'l Univ. 4,057,346 Sindorim(2) 971,085

10 Konkuk Univ.(2) 4,021,451 Guro 890,837

Table 9. The Top 10 Stations from Inner Seoul (Unit: person)

Fig. 4는 서울시계 외곽지역에서 서울시계 내로 이동
하는 승객 수가 많은 8개 지역(안산시, 안양시, 고양시 일
산서구, 광명시, 인천 계양구,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의
정부시)과 서울시계 내에서 승객의 도착률이 높은 6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금천구, 노원구, 종로구)를 연
결하여 지도 공간에서 살펴보았다. 승객 수는 선의 굵기
로 나타내었고, 출발하는 지역을 색깔로 표현하 다. 그
림 좌측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이고, 우측에는 금천
구, 노원구, 종로구인데, 강남 3구에 도착하는 승객은 분
당구에서 출발하는 승객이 제일 많았고, 이 중에서도 강
남구에 도착하는 승객 수가 월등하게 높다. 금천구에 도
착하는 승객은 수원시, 안양시에서 많이 출발하 고, 노
원구에 도착하는 승객은 의정부시에서 가장 많은 이동이 
발생하 다. 종로구는 의정부시와 안양시가 비슷하게 이
동하고 있다.

2기 신도시로 건설되고 성공적인 테크노밸리가 조성
된 ‘판교’역과 IT 및 미디어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
으며, 3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승하차 패턴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두 역
은 직장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타운으로 가정

하여 두 역에서 각각 퇴근하는 상위 10개 역에 대해 검
색해 보았다. 출근할 때 타는 역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출근과 퇴근의 이동 패턴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10은 판교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시계 내로 도
착하는 상위 10개 역과 판교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시계 
외로 도착하는 상위 10개 역이다. 판교역은 서울시계 내
에 도착하는 역 10개 중 6개가 ‘동남’ 생활권으로 분류되
는 강남지역이었다. 또, 출발역 중 2호선에 해당하는 역
이 7개 는데, 이는 판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강남역에
서 환승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위 강남역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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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tted Gaussian Mixture Models Contour

로 압도적이고, 양재(14%), 양재시민의숲(10.5%)가 2, 3
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림(6.1%)과 서울대입구(5.8%)가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판교역에서 교외로 연결 강도가 높은 역은 신분당선 
남쪽 방향에 있는 수지구청(1위), 정자(3위), 동천(4위) 
등이고, 경강선에 있는 경기광주가 2위, 분당선에 있는 
죽전이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Rank Pangyo Station → Inner Seoul Pangyo Station → Outer Seoul
1 Gangnam(S) 268,598 Suji-gu Office 86,021

2 Yangjae(S) 91,376 Gyeonggi 
Gwangju 61,201

3 Yangjae Citizen's 
Forest 68,960 Jeongja(S) 57,103

4 Sillim 42,050 Dongcheon 52,612
5 Seoul Nat'l Univ. 37,785 Seongbok 48,118
6 Samsung 31,842 Jeongja 48,066

7 Yeoksam 30,751 Gwanggyo 
Jungang 47,876

8 Guro Digital 
Complex 29,745 Sanghyeon 43,555

9 Seolleung(2) 28,049 Migeum 34,598
10 Nakseongdae 25,386 Jukjeon 24,941

Table 10. Top 10 Stations from Pangyo Station
          (Unit: person)

Table 11에서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시계 내에 도착하는 상위 10개 역과 ‘디지털미디어
시티’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시계 외로 도착하는 상위 10
개 역에 대해 노선 구분 없이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 듯이, 반대 방향은 출퇴근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상위 10개 역을 검색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출발하여 도심 방향으로 연
결 강도가 강한 역은 합정(2위), 서울역(4위), 홍대입구(5
위), 공덕(6위)이며, 부심 방향으로는 연신내(1위), 응암(3
위), 불광(9위)이 있는데, 부심 방향에 1위와 3위가 존재
한다는 사실이 눈에 띤다. 한편 구로디지털단지가 8위, 
신도림이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다.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 도착하는 서울 내 생활권은 ‘서북’ 생활
권이 7개 역이나 차지하 다. 퇴근 이후의 삶을 생각하
여, 먼 거리의 출퇴근은 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서울시계 외 지역은 공항철도
의 향으로 1위 계양, 2위 인천공항터미널, 3위 검암이 
차지하고 있으며, 경의선의 향으로 일산신도시 방향에 
위치한 일산(4위), 행신(5위), 탄현(7위), 백마(8위), 금촌
(9위) 역들이 랭크되어 있다.

Rank
Digital Media City Station → 

Inside of Seoul City Boundary 
Area

Digital Media City Station → 
Outside of Seoul City Boundary 

Area
1 Yeonsinnae(3) 61,032 Gyeyang(A) 28,859

2 Hapjeong(6) 53,05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8,770

3 Eungam 52,925 Geomam(A) 19,039
4 Seoul Station(A) 52,584 Ilsan 11,857
5 Hongik Univ.(2) 41,887 Haengsin 10,682
6 Gongdeok(6) 40,942 Cheongna Int'l City 10,652
7 Mangwon 38,850 Tanhyeon 9,770
8 Guro Digital Complex 37,795 Baengma 9,083
9 Bulgwang(6) 31,417 Geumchon 8,460
10 Sindorim(2) 29,437 Yeokgok 8,178

Table 11. Top 10 Stations from Digital Media City Station 
(Unit: person)

4.3 지하철 구간 군집화 분석 
출·도착역 간 구간 거리와 승객 수를 이용하여 가우시

안 혼합 모델로 군집화하 다. 최종 사용된 혼합분포의 
형태는 VVV(ellipsoidal, varying volume, shape and 
orientation)이고, 최적 군집의 갯수는 BIC기준 8개로 
결정하 다(BIC=-168902). 또한 각 군집의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 구간 거리와 승객 수를 각각 A, B, C등급으로 
구분하 다. 즉, 구간 거리가 0-20km까지는 A, 20km에
서 40km까지는 B, 40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구간은 C
로 표현하 고, 승객 수가 3,000명 이상이면 A, 100명에
서 3천명 이내는 B, 100명 이하의 승객이 이동한 구간은 
C로 분류하 다.

Fig. 5는 출·도착역 간 총 링크(337,493개)에서 약 
10%인 3만 개를 랜덤 추출하여 혼합 클러스터링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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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Avg. 
Distance

Avg. 
Passenger

Sample 
Count Grade Representative OD Samples

1 3.2 3,415.4 1,869 AA
National Police Hospital_Irwon, Express Bus Terminal_Cheongdam, Incheon City 

Hall(Incheon2)_Namdong-gu Office, Euljiro 1(il)-ga_Hansung Univ., 
Sindaebangsamgeori-Sindorim(2)

2 33.0 58.5 4,740 BC Moraenae Market_Suyu, Cheongnyangni(19)_Arts Center, Deokjeong_Aeogae, 
Junggye_Munsan, Yangjae Citizen's Forest_Jemulpo, Geomdan Sageori_Wangsimni(2)

3 17.3 88.2 4,701 AC
Yadang_Gimpo Int'l Airport(A), Kkachiul_Oido, Myeongil_Imae, Banghwa_Dongdaemun 
History & Culture Park(2), Dapsimni_Yangcheon-gu Office, Suraksan_Hongik Univ.(A), 

Bongeunsa_Banghak

4 37.9 12.0 2,127 BC Yongmasan_Bosan, Jeongja(S)_Bupyeong-gu Office, Bupyeongsamgeori_Moran(16), 
Songdo_Bulgwang(3), Bupyeong-gu Office(7)-Ganeung

5 11.5 1,396.4 7,528 AB Oksu(3)_Guro Digital Complex, Sadang(4)_Janghanpyeong, Hongik Univ.(2)_Maebong, 
Daebang_Anam, Nowon(7)_Dunchon-dong

6 77.5 62.3 697 CC Sangnoksu_Dongducheon, Sinnonhyeon_Cheonan, Chuncheon_Bupyeong-gu Office(7), 
Chuncheon_Hapjeong(2), Hongik Univ.(2)_Jiksan

7 24.9 381.2 4,416 BB Hongik Univ.(A)_Juan (Incheon2), Dangsan(2)_Uiwang, Myeong-dong_Jeongja, 
Mongchontoseong_Hwagok, Pyeongchon_Myeonmok, Nambu Bus Terminal_Suwon

8 34.3 20.6 3,922 BC Geomdan Sageori_Wangsimni(2), Gwangyo Jungang_World Cup Stadium, BIT 
Zone_Chungjeongno(5), Yeoksam_Inha Univ., Geomdan Oryu_Express Bus Terminal(9)

Table 12. Eight Clusters and their Properties

로 군집화한 결과이다[19,20]. 군집에 사용된 변수는 구간 
거리(y축 logdd)와 구간 승객수(x축 logpp)이다. 가장 넓
게 차지하고 있는 군집 1의 대표적인 구간은 고속터미널
역-청담역이고, 많은 승객이 짧은 거리를 이동(AA등급)하
고 있다. 군집 3은 야당역-김포공항(A)역 구간처럼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지만 승객 수는 적다(AC등급).

군집 5를 대표하는 구간은 옥수(3)역-구로디지털단지
역인데, 역 간 거리는 가깝지만 많지 않은 승객이 이동하
는 것(AB등급)으로 나타났다. 군집 6의 대표 구간은 신
논현역-천안역인데,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며, 따라서 구
간 승객도 적은 군집(CC등급)이다. 군집 7은 홍대입구
(A)역-주안(인천2)역 구간이 대표적이고, 크게 멀지 않은 
역을 중간 규모의 승객이 이동(BB등급)하는 클러스터이
다. 군집 2, 4, 8은 모두 BC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대표
적인 구간은 각각 검단사거리역-왕십리(2)역, 송도역-불
광(3)역, 역삼역-인하대역이다. 이 군집들은 구간 거리 
평균이 33∼38km 사이이며, 승객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Passenger size

Distance
Large (A) Medium (B) Small (C)

Short (A) 1 1 1

Medium (B) x 1 3

Long (C) x x 1

Table 13. Comparison Table of the Eight Clusters

이상을 요약하면 Table 13과 같은데, BA(중거리이면
서 승객규모가 큰 구간), CA/CB(장거리이면서 승객 규
모가 크거나 중간인 구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대중교통의 노선계획 및 변경 등은 운 기업의 수입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객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3개월(1, 
4, 7월)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도권 철도 운 기관에 인사
이트를 제공하고자, 수도권 역 간 이동 인원 분석용 데이
터마트를 구축하 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이동하는 도시철도를 출·도착지별로만 살펴본 선행연구
와는 다르게 수도권을 서울시계 내/외로 구분하 고, 12
개 축선을 따라 분석하 다. 또한 출·도착지 간 거리를 
계산하 고, 이 OD 간 거리와 승객 수를 기준으로 구간
을 군집화하 다. 

분석 결과 발견된 특징으로는 첫째, 봄에는 교외로의 
이동이 많고, 겨울과 여름에는 서울로부터 이동이 많다. 

둘째, 교외지역에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전체 
이동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즉, 100명이 이동했다
면 이 중 23명이 도심과 부심 간을 이동한 것이다. 

셋째, 지하철 이용객의 경우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
동할 때와 도착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복귀할 때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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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향이 크다.
넷째, 수원역의 이용객은 서울보다 교외로의 이동이 

매우 크며, 부평역은 서울로의 이동이 상위 8위인 반면, 
교외로의 이동은 2위로써, 교외 지역에 대한 연결강도가 
더 크다. 부천역은 서울과 교외를 대등한 수준으로 이동
하며, 판교역은 교외로의 이동은 크지 않은 반면, 서울로
의 이동은 크다(6위). 

다섯째, 판교역은 서울 동남권과 강한 연결성을 보이
며, 특히 신림역(4위)과 서울대입구역(5위)과도 연결성이 
강한 것이 특이하다.

여섯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경우, 도심 방향보다 
연신내, 응암, 불광(도심 역방향)으로부터의 이동성이 크
며, 공항철도의 향으로 인천공항 방향의 베드타운들과
의 이동성이 크며, 경의선의 향으로 일산 방향 역이 이
동량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혼합 군집결과 8개의 OD구간 
군집을 발견하 고, 구간 거리와 승객 수에 의해 각 군집
의 특징을 설명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시계에 따른 이동성에 관한 지표를 역별
로 도출하 고, 그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수도권 도시철도
를 운 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정책 개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하철역을 공간 수준별로 체계화
하 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별로 종합표를 작성할 수 있
고, 지도에 공간시각화가 가능하다. 셋째, 지하철 구간을 
승객 수와 역간 거리 변수를 이용하여 8개의 군집으로 
분류하 다. 넷째, 누구나 쉽게 구간별 이동패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마트를 설계하 고,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저장된 파일럿시스템을 구축하 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원천 데이터에 기인한다. 서울 열
린데이터광장[17]에서 받은 2017년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는데, 현재보다 2년 과거 시점의 데이터이기 때문
에 시의적절하지 않으나, 지하철 OD 데이터는 2년마다 
제공되므로 2017년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데
이터이다. 향후 새로운 OD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오면, 본 논문이 사용한 2017년도 데이터와 함께 비
교 연구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 다른 한계는 승객 속성과 
탑승 일시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승객의 연령, 성별, 국
적 등이 제공되고, 탑승 일시가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의
미있고 다이내믹한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특정 출·도
착지의 승객 구성 분포와 요일 및 시간대별 인구 분포는 
역세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따라서 발견된 인구 이
동 패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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