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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get more accurate trip distribution estimation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n improved gravity model. Using three dif-

ferent year's O-D table resulted from person trip survey, this study analyzed correlative between basic year's residuals and tar-

get year's residuals by gravity model. And resulted that the two have linear correlation. From this, improved gravity model was

developed as adding basic year's residual to present gravity model. Developed gravity model was compared to present gravity

model by estimation accuracy, and revealed that distributed trips from improved gravity model was more closer to real O-D

than distributed trips from present grav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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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은 장래 존간의 통행분포 예측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던 중력모형의 예측정도 향상을 위하여 개선 중력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각기 다른 3개 연도의 사람통행실태 조사에 의해 구축된 O-D표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에 의한 통행분포와

실제 통행분포간의 차(잔차)의 시계열적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선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로부터 기준연도의

잔차를 기존 중력모형에 더한 형태의 개선 중력모형을 개발하였다. 실제 O-D를 이용하여, 개발된 중력모형에 의한 통행분포

량과 기존 중력모형에 의한 통행분포량을 비교한 결과, 개선된 중력모형에 의한 결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통행분포, O-D표, 중력모형, 예측정도, 잠복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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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래 통행분포의 예측방법은 크게 현재패턴법, 중력모형법,

확률모형법의 3가지로 분류되며, 각기 장단점을 가진다. 계

획가는 대상지역의 이용가능 자료의 정비수준, 교통시설 정

비정도, 예측권역의 규모, 예측목표연도 등을 고려하여 예측

방법 및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중력모형법은 실무에서 중·장기 목표연도에 대한 통행분

포 예측시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고, 오랜기간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완전한 O-D표

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유출·유입통

행량을 고려하며, 존간 소요시간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것 등이다. 반면,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인데,

대표적 한계를 보면 교통저항으로 이용하는 존간 거리, 시간,

비용 등은 기준연도의 값이 목표연도에도 동일한 값으로 가

정되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며, 통행시간은 하루

중에도 시간대별 변화가 많으나, 하나의 값만을 적용한다는

것 등이다(Dicky(1983)). 그리고 먼 통행은 과소로, 가까운

통행은 과대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고, 통행장 분포가 전 지

역에서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대웅(1993)). 즉, 정확한 교통

저항값의 산정이 어렵고, 산정된 저항 값의 평균을 정확히

산출하였다고 하여도, 평균을 중심으로한 실제 값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 정도(精度) 높은 예측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력모형에 대한 기존 상당수의 연구들(M. B. Goncalves

& J.E.S. Cursi(2001), D.E.A. Giles & P. Hampton(1981),

A. Hallefjord & K. Jornsten(1986), 김형진(1996), 임성빈·

이부원(1996) 등)은 계수추정의 효율성과, 통행저항 등에 많

은 초점이 모아진 반면, 중력모형 개선을 통한 장래 통행분

포량의 예측정도 향상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중력모형의 장래 예측

정도 향상을 위한 개선 중력모형의 개발에 주된 목적을 두

었다.

연구의 기본 방향은 기존 중력모형에서 이용되는 3개의 변

수(출발 존의 유출 통행량, 도착 존의 유입 통행량, 존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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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저항)외에 분포 통행량에 영향을 주는 두 존간 고유의 잠

복변수(Lurking variable)가 존재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잠복변수에 의한 영향은 중력모형에 의한 잔차에 포

함되고, 각 존간에서의 잔차가 시계열적으로 상관관계에 있

다면 잔차를 이용한 중력모형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사례지역은 적정간격(4~5년 간격)으로 3개 연도 이상에

서 사람통행실태조사에 의한 실측 O-D자료가 있는 대구시를

선정하였다.

가장 오래된 O-D자료를 기준연도 O-D로 하고 연도순으로

단기목표연도 O-D, 중·장기 목표연도의 O-D로 한 후, 기

준연도 O-D로부터 중력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중력모형을

기준연도의 O-D, 단기 목표연도 O-D, 중·장기 목표연도

O-D에 각각 적용하여 모형에서 구축된 O-D와 실측O-D간의

차(잔차)를 산출하고, 잔차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상관성이

인정되면 이를 기본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개선 중력모형을

도출하고, 기존 중력모형에서의 결과와 통계량에 의한 비교

를 통하여 유용성 검증을 행한다.

2. 중력모형의 구조와 잔차

중력모형은 “존에서 존으로 향하는 통행량은 존에서의 유

출통행량과 존으로의 유입통행량에 비례하고, 두 존간의 거

리(Traffic Impedance)에 반비례한다”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K, α, β, γ 등의 계수 값 추정을 통해 예측모형을 완성한다

. 중력모형의 기본 구조는 식 (1)에서 나타내었다.

(1)

: i 존에서 j 존으로의 추정 통행분포량

Pi : i 존의 유출 통행량 

Aj : j 존의 유입 통행량

Dij : i, j간 교통저항

K, α, β, γ : 계수

존 i에서 j로의 실제 통행분포량을 Xij라고 하면, 실제

통행분포량과 모형에 의한 통행 분포량간에는 (2)와 같은 관

계가 성립한다.

(2)

Xij : 존에서 j 존으로의 실제 통행분포량

 : i 존에서 j 존으로의 추정 통행분포량

εij : 잔차

중력모형의 구축과정에서 각 계수는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

로하는 최소자승법에 의하거나 최우추정법 등에 의하여 추

정된다. 결국, 실제 통행분포량의 불편추정량들 중에서 최소

분산을 갖는 추정량을 모형에서 도출하게 된다.

현재 O-D로부터 구축된 중력모형을 예측식으로 사용한다

는 것은 장래에도 세 개의 변수와 현재에서의 상관이 유지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현재의 잔차 또한 장래의

잔차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잔차를 중력모형에 도입할 수 있

을 것이다.

3. O-D 자료의 개요

연구를 위한 O-D자료는 대구시의 1988년 O-D자료, 1992

년 O-D자료, 2004년 O-D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각 O-D자료

는 각 연도에서 조사원에 의한 사람통행실태 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O-D자료이다. O-D자료를 대구시의 7개 구(區)단위로

정리하였으며, 3개 연도의 사람통행실태조사 결과 개요는 표

1과 그림 2에서 나타내었다.

1988년에서 2004년까지 16년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4%인 반면, 총통행량은 1988년 4,062,947통행, 2004년에

4,830,495통행으로 1.1%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통행원단위

는 1988년 1.81통행/인/일에서 2004년 2.02통행/인/일로

0.7%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대구시 7개 구의 3개 연도에 대한 인구변화는 표 2와 그

림 3에서 나타내었는데, 각 구별로 인구변화는 큰 차이를

보였다. 달서구는 급격한 인구유입이 있었고, 중구, 서구, 남

구 등에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있었다. 

3개 연도별 유출통행량과 유입통행량의 변화를 표 3과 그

림 4 및 그림 5에서 나타내었다.

각 연도별 통행량의 변화는 인구규모에 비례해서 나타났으

나, 상업시설이 집중된 중구의 경우는 비 가정기반 통행
Xˆ ij K

Pi
α Aj

β⋅

Dij
γ

----------------⋅=

Xˆ ij

Xij Xˆ ij εij+=

Xˆ ij

그림 1. 연구의 과정

표 1. 사람통행실태조사 개요

항목 1988년 1992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비고

인구 2,239,418 2,255,666 2,388,575 0.4% 7개 구

총통행량(통행/일) 4,062,947 4,455,006 4,830,495 1.1% 7개 구

통행원단위(통행/인/일) 1.81 1.98 2.02 0.7% 7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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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home based trip)이 많은 관계로 1992년까지는 통행

량이 인구감소와 크게 상관관계를 갖지 않다가 2004년에는

인구감소와 함께 통행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 다핵화(多核化)로의 진전에 따라 중구의 비 가정기반

통행 또한 감소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별 유출·유입 통행량의 1988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표 4에서 나타내었다. 1992년까지는 연평균 증가율이 2.33%

이며, 최대 증가가 달서구 유입통행으로 12.54%이며, 최대감

소는 북구 유입통행으로 -1.17%로 분석되었다.

2004년까지는 연평균 1.09%의 증가를 보였으며, 최대증가

는 달서구 유입통행의 6.13%, 최대감소는 서구 유출통행의

-2.39%로 분석되었다. 1992년까지는 -1.17~12.54%의 연평균

증가율 변화가 있었고, 2004년까지는 -2.39~6.13%의 연평균

증가율 변화가 있었다.

그림 2. 인구 및 총통행량 변화

표 2. 대구시 구별 인구변화(인)

구분 1988년 1992년 2004년

중구 176,337 133,523 81,820

동구 344,377 363,483 343,918

서구 419,913 388,303 263,783

남구 283,829 255,356 183,855

북구 344,972 312,777 459,869

수성구 340,324 396,290 447,392

달서구 329,666 405,934 607,938

계 2,239,418 2,255,666 2388575

그림 3. 구별·연도별 인구변화

표 3. 대구시 구별 유출입 통행량 변화(trip/인/일)

구분
1988년 1992년 2004년

유출통행 유입통행 유출통행 유입통행 유출통행 유입통행

중구 665,511 675,126 654,450 670,220 500,130 492,871

동구 582,374 644,532 627,072 623,338 615,471 615,020

서구 616,475 599,681 653,144 646,117 418,709 419,734

남구 488,093 471,463 492,409 489,639 339,525 338,371

북구 741,163 744,545 712,664 710,176 968,380 970,415

수성구 502,027 487,429 627,887 609,366 851,847 853,971

달서구 467,304 440,171 687,380 706,150 1,136,433 1,140,113

그림 4. 구별·연도별 유출통행량 변화

그림 5. 구별·연도별 유입통행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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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차의 시계열적 상관분석

4.1 O-D의 시계열적 상관분석

3개 연도의 실측 O-D간 상관은 표 5에서 나타내었고, 실

측 O-D간의 상관은 그림 6~그림 8에서 나타내었다. 1988년

과 1992년 및 1992년과 2004년의 상관은 0.76과 0.75로

비교적 높게 분석된 반면, 1988년과 2004년의 실측 O-D간

상관은 0.48로 낮게 분석되었다. 1988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92년 O-D는 1988년의 통행분포 패턴을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2004년 O-D의 경우는 1988년 통행분포 패턴과

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2 중력모형의 구축

1988년 O-D자료로 7개의 대존(구)간 중력모형을 구축하였

으며, 교통저항은 실거리(km)를 기준으로 한 것과 시간거리

(분)를 기준으로 한 것 두 개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간거

리는 존간 수단별 평균 소요시간을 수단별 이용수요에 의한

가중평균으로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교통저항을 달리하는 두 중력모형의 계수추정은 대수전환

(Log transformation)을 한 후,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행하

였으며, 추정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구축 결과, 설명력은 교통저항을 존간 실거리를 적용

한 중력모형이 0.557로 분석되어, 시간거리를 적용한 중력모

형의 0.47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잔차의 시계열적 상관분석

구축된 두 개의 중력모형을 1988년, 1992년, 2004년에

적용하여 통행분포량을 추정하였는데, 유출통행 및 유입통행

표 4. 구별 유출·유입통행의 연평균 증가율(%)

구 분
1988~1992년 1988~2004년

유출통행 유입통행 유출통행 유입통행

중 구 -0.42 -0.18 -1.77 -1.95 

동 구 1.87 -0.83 0.35 -0.29 

서 구 1.45 1.88 -2.39 -2.21 

남 구 0.22 0.95 -2.24 -2.05 

북 구 -0.98 -1.17 1.69 1.67 

수성구 5.75 5.74 3.36 3.57 

달서구 10.13 12.54 5.71 6.13 

평 균 2.33 2.33 1.09 1.09 

표 5. 연도별 실측 O-D간 상관행렬표

구 분 1988년 O-D 1992년 O-D 2004년 O-D

1988년 O-D 1.00 0.76 0.48

1992년 O-D - 1.00 0.75

2004년 O-D - - 1.00

그림 6. 실측 O-D간 상관(1988년, 1992년)

그림 7. 실측 O-D간 상관(1992년, 2004년)

그림 8. 실측 O-D간 상관(1988년, 2004년)

표 6. 중력모형의 구축결과

중력모형 K α β γ R2

실거리 적용(km) 1.1912×10−5 0.753 .973 0.443 0.557

시간거리 적용(分) 7.1×10−8 1.247 0.868 0.341 0.475

표 7. 연도별 실거리적용 중력모형의 잔차간 상관행렬표

구분 1988년 잔차 1992년 잔차 2004년 잔차

1988년 잔차 1.00 0.602 0.551

1992년 잔차 - 1.00 0.884

2004년 잔차 - - 1.00

표 8. 연도별 시간거리적용 중력모형의 잔차간 상관행렬표

구분 1988년 잔차 1992년 잔차 2004년 잔차

1988년 잔차 1.00 0.634 0.506

1992년 잔차 - 1.00 0.815

2004년 잔차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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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목표연도별 실측값을 대입하였다. 추정 통행분포량을

구축한 다음, 각 연도별 실측 통행분포량으로부터 추정 통행

분포량의 잔차를 산출하였다. 실거리를 교통저항으로 적용한

중력모형의 잔차간의 상관은 그림 9~그림 11에 나타내었고,

시간거리를 교통저항으로 적용한 중력모형의 잔차간의 상관

은 그림 12~그림 14에서 나타내었다. 잔차간 상관행렬표는

표 7과 표 8에서 나타내었다.

잔차간 시계열적 상관분석 결과, 실거리를 적용한 중력모

형의 경우, 1988년의 잔차와 1992년의 잔차 간에는 0.602

로 비교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8년의 잔차

와 2004년의 잔차간에는 0.551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1992년 잔차와 2004년 잔차간에는 0.884의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거리를 적용한 모형

의 경우에도 실거리에서와 유사한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1988년과 1992년의 잔차간에는 0.634, 1988년과 2004년의

잔차간에는 0.506으로 분석되었고, 1992년과 2004년의 잔차

간에는 0.815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잔차간 시계열적 상관분석 결과, 실제 연도별 통행분포량

간의 상관보다 높은 선형적 상관이 있으며, 연도의 증가(통

행량 증가)에 따른 잔차 값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는데, 이는

중력모형에서 도입되는 유출, 유입통행량 변수가 통행량 증

가를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잔차간 상관성

으로부터 중력모형에는 도입되지 않으나, 특정 존간 고유의

잠복변수 존재가능성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유출, 유입통행량의 변화에 비례하지는 않으나, 특정 존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통행이 일정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개선 중력모형의 개발

5.1 잔차를 이용한 개선중력모형의 개발

잔차의 시계열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

그림 9. 실거리 적용 중력모형의 잔차간 상관(1988년, 1992년)

그림 10. 실거리 적용 중력모형의 잔차간 상관(1988년, 2004년)

그림 11. 실거리 적용 중력모형의 잔차간 상관(1992년, 2004년)

그림 12. 시간거리 적용 중력모형의 잔차간 상관(1988년, 1992년)

그림 13. 시간거리 적용 중력모형의 잔차간 상관(1992년, 2004년)

그림 14. 시간거리 적용 중력모형의 잔차간 상관(1988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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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증가에 따른 잔차값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개선 중력모형은 기존 중력모형에 기준연도의 잔

차를 결합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식 (3)과 같다.

(3)

 : i 존에서 j 존으로의 예측 통행분포량

Pi : 목표연도 i 존의 유출 통행량

Aj : 목표연도 j 존의 유입 통행량

Dij : 목표연도 i, j 존간 교통저항

xi : 기준연도 i 존에서 j 존으로의 통행분포량

pi : 기준연도 i 존의 유출 통행량

aj : 기준연도 j 존의 유입 통행량

dij : 기준연도 i, j 존간 교통저항

K, α, β, γ : 계수

5.2 개선중력모형의 검증

개선 중력모형식에 대한 검증은 단기로 볼 수 있는

1992년과 중·장기로 볼 수 있는 2004년의 실측 통행분포

량에 대하여 기존 중력모형식에서의 통행분포량과 개선 중

력모형식에서의 통행분포량을 비교하였다. 실거리를 교통저

항으로 적용한 모형의 비교는 그림 15~그림 18에서 나타

내었고, 시간거리를 교통저항으로 적용한 모형의 비교는 그

림 19~그림 22에 나타내었다. 모든 경우에서 잔차를 이용

한 개선중력 모형의 통행분포량이 기존중력에서의 통행분

Xˆ ij K
Pi
α Aj

β⋅

Dij
γ

----------------⋅ xij  K
pi
α aj

β⋅

dij
γ

--------------⋅–

⎝ ⎠
⎜ ⎟
⎛ ⎞

+=

xij K
Pi
α Aj

β⋅

Dij
γ

----------------  
pi
α aj

β⋅

dij
γ

--------------–

⎝ ⎠
⎜ ⎟
⎛ ⎞

+=

Xˆ ij

그림 15. 기존 실거리적용 중력모형 통행분포량과 실측 통행분포

량간 상관(1992년)

그림 16. 개선 실거리적용 중력모형 통행분포량과 실측 통행분포

량간 상관(1992년)

그림 17. 기존 실거리적용 중력모형 통행분포량과 실측 통행분포

량간 상관(2004년)

그림 18. 개선 실거리적용 중력모형 통행분포량과 실측 통행분포

량간 상관(2004년)

그림 19. 기존 시간거리적용 중력모형 통행분포량과 실측 통행분

포량간 상관(1992년)

그림 20. 개선 시간거리적용 중력모형 통행분포량과 실측 통행분

포량간 상관(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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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량보다 실측 통행분포량에 보다 근접된 결과를 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존 중력모형과 개선 중력모형 두 방법의 보다 명확한

예측정도 비교를 위하여 MAPE, RMSE, χ2, 상관계수 등

4개의 통계량으로 비교해 보았는데, 3개 통계량의 계산식은

식 (4)~식 (7)에서 나타내었고, 비교 결과는 표 9에서 나타

내었다.

(4)

Xij : 실측 통행분포량

 : 모형에서의 추정 통행분포량

(5)

(6)

상관계수 (7)

비교결과, 1992년과 2004년 모두에서 개선 중력모형이 우

수한 예측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리 적용 중력

모형과 시간거리 적용 중력모형에서는 실거리 적용 중력모

형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거리 적용 중력모형에서

1992년의 경우는 개선 중력모형이 기존 중력모형에서 보다

MAPE 통계량에서, 10.18, RMSE 통계량에서 192.20 정도

낮은 값으로 분석되었으며, χ2값은 51,331이 낮아졌다. 상관

계수는 0.71에서 0.80으로 0.09정도 증가하였다.

2004년의 경우도 개선 중력모형이 기존 중력모형에 비하

여 MAPE 통계량이 8.29, RMSE 통계량이 287.98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χ2값은 25,546이 낮아졌다. 실측 통행분

포량과의 상관계수 또한 0.64에서 0.77로, 0.13정도가 증가

하였다.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에서 과거 3개 연도의 사람통행실태

조사로부터 구축된 실제 통행분포량을 이용하여, 중력모형의

개선을 행하였다.

기존 중력모형에서 교통저항을 실거리를 적용한 것과 시간

거리를 적용한 것의 두 개 모형으로 구축하고, 각 모형에

의한 잔차를 3개 연도에서 구축해본 결과, 잔차간에 시계열

적으로 선형의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연도증가에 의

한 잔차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존간 고유의 잠복변수 존재 가능성을 높인 결과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유출, 유입통행량 그리고 죤간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존간의 통행이 존재함을 의

MAPE Xˆ ij Xij– Xˆ ij 100×⁄( ) 
j 1=

n

∑
i 1=

n

∑  n2⁄=

Xˆ ij

RMSE 1 n Xˆ ij Xij–( )2

k 1=

n

∑⁄=

χ2 Xij Xˆ ij–( )2 Xij⁄
j 1=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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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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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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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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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존 시간거리적용 중력모형 통행분포량과 실측 통행분

포량간 상관(2004년)

그림 22. 개선 시간거리적용 중력모형 통행분포량과 실측 통행분

포량간 상관(2004년)

표 9. 기존 중력모형과 개선 중력모형의 예측정도 비교

목표연도 방법 MAPE RMSE χ2 상관계수

1992년

실거리
적용

기존 중력모형 48.12 2,643.07 474,054 0.71

개선 중력모형 37.94 2,450.87 422,723 0.80

차(개선-기존) -10.18 -192.20 -51,331 +0.09

시간거리
적용

기존 중력모형 56.80 2,993.88 665,960 0.62

개선 중력모형 44.74 2,734.23 541,218 0.77

차(개선-기존) -12.06 -259.65 -124,742 +0.15

2004년

실거리
적용

기존 중력모형 48.54 3,296.01 520,021 0.64

개선 중력모형 40.25 3,008.03 494,475 0.77

차(기존-개선) -8.29 -287.98 -25,546 +0.13

시간거리
적용

기존 중력모형 61.57 4,903.22 1,051,011 0.52

개선 중력모형 53.85 4,554.07 936,360 0.67

차(개선-기존) -7.72 -349.15 -114,651 +0.15



− 424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미하며, 이는 목적통행에서 높은 비율을 점하는 출근통행, 등

교통행, 귀가통행의 출발, 도착시설인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이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장소 선택 가능한 통행(쇼핑통행, 사교·레크리에이

션·오락통행 등)이 아닌 의무적 통행(출근, 등교 등)이 특

정 존간 일정수준의 분포통행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와 같은 중력모형의 잔차특성으로부터 기존 중력모형에

기준연도의 잔차를 더한 새로운 중력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중력모형과 기존 중력모형을 RMSE, MAPE, χ2, 상

관계수 등의 통계량으로 비교해 본 결과, 개발된 중력모형이

기존 중력모형에 비하여 높은 예측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차후, 보다 다양한 존 규모에서 본 연구결과의 적용과 검

토가 필요하며, 중력모형에서 잔차의 시계열적 상관을 가지

게 하는 잠복변수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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