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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람들의 이동흐름과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으면서 이동관점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Zone의 

파악은 도시개발 및 이동편의성 개선 등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특정 

지점간의 이동과 Zone 발견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카드 전자거래 빅데이터로부터 Zone들을 발견하고 동

시에 Zone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동패턴 분석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동패턴을 효과적으로 평가

하는 지표를 제안하여 이동패턴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제안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지하철

에서 수집된 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울시에서의 이동패턴을 밝혀내고 시각화하였다. 

 

1. 서론 

 

오늘날 도시환경에서 지하철은 사람들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하철 승하차 이동 데이터로부터 지리적으

로 인접되어 있으면서 이동관점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Zone들을 발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이동편의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

보로 인식되고 있다[1]. 여기서 Zone은 지

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의미한다[2]. 본 

논문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인접한 지하철 

역들의 집합을 의미하기 위하여 Zone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카드 전자거래 빅데

이터로부터 Zone들을 발견하고 두 Zon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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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이동패턴(MZP: 

Movement Pattern between Zones) 분석기법

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상향식 접근법

(Bottom-Up Approach)을 적용하여 데이터

로부터 실생활이 반영되는 의미 있는 이동

패턴을 찾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둔다. 수

집된 이동 데이터로부터 이동패턴을 추출하

기 위한 병합적 군집화 기법

(Agglomerative Clustering Method)을 개발

하고, 설명률과 의존도에 의해 이동패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제시된 분석기법의 효과는 서울시 지하철 

5호선-8호선에서 수집된 승하차 이동 데이

터를 이용하여 입증하였다. 나아가, 도출된 

이동패턴으로부터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주

요한 이동특성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였다. 

 

2. 관련연구 

 

도시환경에서 지리적 이동패턴의 분석은 

도시개발, 인구이동, 교통 등 다양한 관점

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기법의 한계로 인해서 그 동안 주로 설

문조사를 통한 제한된 범위의 연구들이 수

행되어왔다[3]. 

하지만 근래에 급속히 보급된 스마트카드

로 인해 대량의 이동정보가 실시간으로 축

적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용한 자동화

된 분석기법이 제시되었다[4]. <표 1>은 

최근에 연구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이동패턴 분석연구를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점간의 이동흐름과 

Zone 발견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거시적

인 관점에서의 이동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

용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Zone 발견과 동시에 이들간

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이용

한 이동패턴 분석연구 

연구내용 연구결과 

지점간의 이동분석 [5], [6] 

지점간의 이동예측 [7] 

지점간의 관계분석 [8] 

Zone 발견 및 분석 [2], [9] 

 

3. 이동패턴분석 

 

3.1 승하차 데이터 속성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수집방법과 활용목

적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일부 속성은 특정 시스템에 종속적이어서 

다른 환경에서 활용하는 데 제한적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제시된 

네 가지의 기본적 승하차 정보만을 활용하

여 제시된 모델의 적용범위를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표 2> 사용된 승하차 데이터의 속성 

속성명 설명 (타입) 

Origin station 출발역 번호 

(텍스트) 

Destination 

station 

도착역 번호 

(텍스트) 

Time 승하차 시간 

(날짜, 시간) 

Line 출발 및 도착역의 

호선정보 

 

3.2 이동패턴분석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의 이동패턴분석은 <그림 1>

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필터링 단계에서는 

지하철의 스마트카드 시스템에서 기록된 승

하차 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동거리 및 

시간에 따라 분할하여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한다. 또한, 지하철 네트워크를 바

탕으로 역간의 인접여부 및 최단거리를 계

산하여 향후 이동패턴 분석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동패턴분석 및 평가부분에서

는 이동패턴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

터로부터 이동패턴을 분석한 후, 이들을 평

가하여 이동패턴들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

한다.  

 

3.3 이동패턴분석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개별 데이터로부터 전체적

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이동패턴을 발견하

기 위해서 병합적 군집화 기법[10]을 이용

한다. 기존의 병합적 군집화 기법은 주어진 

유사도 함수에 기반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트리 형태의 군집화 수행에 목적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동 데이터의 방향성과 병

합 시 Zone에서의 평균 이동 수를 고려하

여 병합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이동패턴 분

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2>는 제안된 이동패턴발견 알고리

즘을 나타낸다. 초기화 단계에서는 개별 이

동 데이터를 각각 이동패턴으로 설정하여 

고유한 이동 수만큼의 이동패턴을 둔다. 다

음으로, 이동패턴병합 단계에서는 모든 가

능한 이동패턴의 쌍 중에서 가장 높은 

Zone간 평균이동 수를 보이는 이동패턴의 

쌍을 하나의 이동패턴으로 병합한다. 이동

패턴병합은 더 이상 병합할 이동패턴이 없

을 때까지 반복된다.  

따라서, 이동패턴병합이 반복될수록 점차 

이동패턴의 수가 줄어들게 되며, 알고리즘

이 종료된 후 남은 이동패턴을 최종 이동패

<그림 1> 이동패턴분석 프레임워크 



턴으로 삼는다. 이동패턴이 병합되면서 

Zone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남은 이동

패턴들은 기존의 것들과 비교해서 우수한 

설명률을 보이게 된다. 또한, Zone간 평균 

이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Zone간의 의존도 

측면에서도 양호한 이동패턴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제시된 알고리즘에서 ,i jr 는 i-번째와 j-

번째 이동패턴을 병합한 후의 Zone간 평균

이동 수를 나타낸다. 만일 두 이동패턴이 

병합된 후의 Zone에 인접하지 않은 역이 

존재할 경우 , 0i jr = ,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i j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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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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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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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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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주어진 이동패턴이 설명할 

수 있는 이동 수를 나타낸다. 

 

4. 이동패턴평가 

본 연구에서는 이동패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제시되는 각

각 지표들은 장바구니 분석에서 규칙의 평

가를 위해 제안된 지표들인 Support, Lift, 

Cosine를 기반으로 한다[11]. 기존의 지표

들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평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이를 Zone 내

의 임의의 역에서 발생하는 이동을 고려하

여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첫째, 이동패턴이 얼마나 많은 이동을 설

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v-value)

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Zone iO  중 한 

역에서 Zone iD  중 한 역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패턴 i iO D® 의 v-valu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Pr( ) i i
i i i i

f
v O D O D

M
® = ® =  

여기서, ,i if 은 iO  중의 한 역에서 탑승하

고 iD  중의 한 역에서 하차한 이동 수를 

나타내며, M 은 관측된 총 이동 수를 나타

낸다. 

둘째, 두 Zone들이 얼마나 큰 상호 종속

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지표(a-

value)를 제시하고, 이동패턴 i iO D® 의 

a-value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Pr( | ) Pr( | )

Pr( ) Pr( )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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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f 과 *,if 는 각각 iO  중의 한 역

에서 탑승한 모든 이동 수와 iD  중의 한 

역에서 하차한 모든 이동 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두 지표를 같이 

고려하는 복합지표(c-value)를 제시한다. 

이동패턴 i iO D® 의 c-value는 다음 식을 

통해 얻어진다. 

<그림 2> 이동패턴분석 알고리즘

1: Initialize
2: Set each station as a zone itself.
3: Build T MZPs each of which

represents a distinct movement
between zones.

4: Calculate the joint average frequency
matrix based on for

.
5: Repeat
6: Merge with , , ,

if , is the largest value in .
7: Update the joint average frequency

matrix to be .
8: Until There is no MZP to be merged

or the highest value of , for
, is less than .

9: Return The remaining ( ) MZ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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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결과 

 

제시된 기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2012년 6월 18일부

터 22일까지 5호선-8호선에서 수집된 총 

5,405,736건의 승하차 이동 데이터 사용하

였다. 승하차가 기록된 시간은 05시부터 

23시까지이며, 총 역의 수는 148개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5, 6, 7, 8호선이 각각 

32%, 25%, 27%, 14%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3>의 (a)는 이동거리에 따른 데이

터 분포를 나타내며, 이동 역 개수의 평균

은 10.04, 중앙값은 8, 최빈값은 4로 나타

났다. 가장 빈번하게 관측된 역간의 이동은 

“광명사거리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였으며, 전체 중 0.48%의 이동이 이에 해

당되었다. 또한, 전체 21,904개의 출발역과 

도착역의 쌍들 중 97개의 쌍이 전체 이동 

데이터 중 10%가 넘는 이동에 해당되며, 

2,265개의 쌍들은 이동이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다수의 이동이 소수의 역에 집중되고, 

다수의 역은 소수의 이동만이 발생함을 의

미한다.  

<그림 3>의 (b)는 시간에 따른 이동 데

이터 분포를 나타내며, 출근 시간대인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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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집된 데이터 분포

(a) 이동거리에 따른 데이터 분포

(b) 시간에 따른 데이터 분포

Rank Origin Zone Destination Zone
Measures

v-value
(%)

a-value c-value

1 철산 - 온수 상도 - 가산디지털 1.552 5.659 0.296
2 장승배기-가산디지털 철산 – 온수 1.280 6.122 0.280
3 발산 – 까치산 방화 – 송정 0.794 7.193 0.239
4 방화 – 송정 발산 – 까치산 0.782 7.261 0.238
5 암사 – 몽촌토성 잠실 – 가락시정 0.580 7.934 0.215
6 신정 – 영등포구청 발산 – 까치산 0.939 4.847 0.213
7 발산 – 까치산 신청 – 오목교 0.785 4.873 0.196
8 마포구청 – 합정 광흥창 – 공덕 0.402 8.626 0.186
9 광흥창 – 공덕 마포구청 – 합정 0.388 8.803 0.185
10 태릉입구 – 용마산 청담 – 논현 1.336 2.469 0.182

<표 3> 서울도시철도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주요 이동패턴



와 퇴근 시간대인 18시에 가장 높은 이동

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해당 출퇴근 시간

에 전체 이동 중 22%가 발생하였다. 

주요 이동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그림 2>에 제시된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이동패턴을 추출하였다. 밝혀

진 이동패턴들은 제안된 세 지표로 평가되

었다. <표 3>은 복합지표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이동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복합지

표 관점에서 가장 뚜렷한 패턴을 보이는 

Zone들은 7호선의 “철산역”-“온수역” 구

간과 “상도역”-“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이

었다. 해당 이동패턴은 전체의 1.55%에 해

당되는 이동을 설명하며, 동시에 매우 높은 

의존성을 보였다. 따라서, 각각의 Zone의 

역들은 이동관점에서 단일기능을 수행하고, 

두 Zone은 유입과 유출 관점에서 서로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3번째와 4번째 이동패턴들은 정확

히 같은 Zone들을 가지고 서로 방향이 반

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출근 및 퇴근과 

같이 시간에 따라 이동방향이 바뀌는 현상 

때문으로 판단되며, 해당 Zone들은 양방향 

모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Zone들은 각각 서로에 대한 유출지역과 

유입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시간대별 이동패턴들의 특징

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출근 

시간대(8시)와 퇴근 시간대(18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동패턴이 변화하는지를 시각화하

였다. <그림 4>의 (a)는 복합지표 기준으로 

8시에 보여지는 상위 5개의 이동패턴들을 

나타낸다. 출근 시간대에는 외곽지역(거주

지역)에서 중심지역(상업지역)으로의 이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의 

(b)는 18시에 보여지는 상위 5개의 이동패

턴을 나타낸다. 퇴근 시간대에는 출근 시간

대와 유사한 Zone들에서 방향이 반대인 이

동패턴이 관측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카드 빅데이터를 이

용하여 이동패턴을 추출하여, 지리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Zone을 발견하고 이들간의 연관성을 파악

<그림 4> 제안된 기법을 통해 분석된 서울시의 주요 이동패턴의 시각화

(a) 출근 시간대(8시)의 주요 이동패턴 (b) 퇴근 시간대(18시)의 주요 이동패턴



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출된 이동패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하였

다. 

연구의 결과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의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이동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시

된 분석결과는 도시계획,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대체 이동수단 보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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