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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the user and infrastructure are being continuously expanded, the service usage rate of

rental sites is getting wider and the usage rate for economical service operation needs to be 

improv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elect the number of rental bicycles using 

network centrality index to improve the usage rate of service.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found that it is effective to select the proper number of bicycles for each rental site to improve 

the service usage rate, and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number of bicycles by considering the 

spatial center characteristic of the servi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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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따릉이 서비스는 이용자 및 인프라 부문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여소별

이용실적의 편차는 심화되어 경제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률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따릉이 서비스의 이용률 개선을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활용한 대여소별 자전거 

보유대수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선정된 보유대수를 적용한 결과 기존 이용률 대비 55% 이

상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로부터 따릉이 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해 대여소별 적정

자전거 보유대수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대여소별 자전거 보유대수는 서비스 지역의 공

간적인 중심성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공유자전거 서비스, 상관계수, 고유벡터, 네트워크 중심성,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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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는 프랑스 몬트리올의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빅시’를 벤치마킹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자전거 서비스로써, 2015년 10월 정식운영 후 회원수 62만 명, 일평균 1만 건 이상의 이용실적

을 보이며 서울시민의 이동 및 여가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약 1,500개의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급대수는 ’18년 1.6만대로, 향후 ’20년까지 4만대 보급 및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반면, 

따릉이 서비스는 가입 회원 및 이용실적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상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Sa and 

Lee(2018) 등의 연구에서는 운영상 적자가 발생되는 주요 이유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대여소의 증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여소 확장을 지적하였으며, Jung et al.(2018)은 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해 주요 상업 ‧ 교통 ‧ 관광시

설과의 접근성을 높인 대여소 위치선정, 수요기반 자전거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따릉이 서비스의 연간 이용자 통행자료를 활용하여, 종로구 대상 서비스 운행현황 분석 및 이용률 개선

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서비스 운행현황 분석을 위해 대여소별 이용실적 자료를 활용한 시간대별 이용량, 

이용시간 등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대여소별 적정 자전거 

보유대수를 산정하였다. 대여소별 적정 자전거 보유 대수는 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중점요인으로써, 자전거 유

휴시간 최소화, 적정 거치율 확보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2017년 기준 따릉이 서비스 대여소의 약 10%가 하루평균 

대여수 ‘0’인 반면, “여의나루역 1번출구 앞” 대여소는 약 425회의 대여실적을 보이며,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대여

소별 이용률의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정 자전거 보유대수 선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릉이 서비스

는 대여소간 거리가 가깝고 통행거리 및 이동시간이 짧은 특성에 따라, 인접 대여소간 통행실적에 대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따릉이 서비스 대여소 설치 기준에서도 “기존 이용형태에 따른 대여소 상호 연계성”에 대한 항목이 우선

적으로 고려되고 있듯이, 이용실적을 기반으로한 대여소간 상호 연계성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야할 항

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여소간 통행발생횟수, 통행거리, 최단경로 등을 고려한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

여, 공간적인 연계 특성을 반영한 대여소별 적정 자전거 보유 대수를 산정한다.

본 논문은 3장으로 구성되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 네트워크 분석관련 선행연구 사례를 분석

하여 기존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연계성, 진보성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운영현황을 조사하

여 이용특성을 분석하고, 대여소별 적정 자전거 대수 선정을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대

여소별 적정 자전거 보유 대수를 기존 서비스 지역에 적용하여 이용률 개선효과를 도출한다.

선행연구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은 사회 연결망 이론을 바탕으로 노드와 노드간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노드간 상호작용 및 관계분석에서부터 지역 간 구조적 지위나 지배력을 파악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도시의 공간구조, 교통체계 등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발생되는 네트워크 분석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교통시스템 구조, 통

행량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교통부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연구사례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이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Dimitrios and Serafeim(2015)는 그리스의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운동에너지 이론을 적용한 중심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저자는 이동수단을 물리적인 입자로 간주하고 입자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매개, 연결 중심성 등을 

측정, 교통류를 수학적인 모형으로 산출하여, 그리스 지역 내 통행유입, 유출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Jayasinghe 

(2015)는 매개 중심성 지표 등을 활용하여 스리랑카 도심지역의 차종에 따른 통행량을 추정하였으며, Zhao(2016)

는 택시 통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차로, 도로, 영역 기반 네트워크 중심성을 도출하였다. Yuhang and Kevin(2016)

은 매개성, 근접성 등의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항만의 중심성, 타 항만과의 접근성, 중개성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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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gtang(2018)는 베이징, 홍콩 등의 지하철 네트워크 이용률 분석 시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네크워크 분석이 다

양한 교통수단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Ha and Lee(2017)는 서울시 스마트카드 자

료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통행에 대한 위세 중심성 분석을 통해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특징을 도출 하였으며, 

Jung(2016)은 위세 중심성 지표를 이용하여 통행목적별 목적지를 구분하고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사례와 같이 위세 중심성 지표는 개별통행에 대한 상호연계성, 계층적 통행구조 분석에 유리하여 다양

한 연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자전거 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연구에는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아울러, 교통수단간 연계빈도가 높고, 내부통행의 비율이 높은 서울시 따릉이 서비스의 경우 자치

구 단위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따릉이 서비스 이용행태에 대

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며, 자전거 통행특성 분석에 효과적인 위세 중심성 지표를 활용한 서비스 이용률 

제고방안을 제안한다.

Table 1. Review result of preveous research

Author Main contents Measure (centrality)

Dimitrios and Serafeim(2015) Operational analysis of network flows Betweenness, Closeness, 
Degree, Straightness

Jayasinghe(2015) Explain and Predict traffic flow by types of vehicles Connectivity, Choice, 
Global/local integration

Zhao(2016) Used to analyze urban traffic flow, and assess the effect of 
urban road network on traffic flow

Betweenness, Degree

Yuhang and Kevin(2016) Assessing port centrality in relation to direct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to all ports in the network

Betweenness, Closeness, 
Degree

Ha and Lee(2017) Examines the changes of urban activities and spatial structure 
using smart card data

Eigenvector
Joo and Kim(2014) Analyze the urban spatial structure in Seongnam-si by using 

households trip survey

Jung(2016) Analyze the impact of power centrality index with the known 
factors on transport energy for Seoul

따릉이�서비스�인프라�구축�및�이용현황

2016년 따릉이 서비스는 5대 거점(사대문 안, 여의도, 상암동, 신촌, 성수동)을 대상으로 자전거 2천대를 보급하

여 상업운영을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2단계에 걸친 공공자전거 추가 확대 운영에 따라 자전거 1만6천대, 대여소 

1천290개소 규모로 확대 되었으며, 2018년에는 지속적인 이용수요의 증가로 자전거 2만대, 대여소 1천540개소 규

모로 확대되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따릉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자치구별 대여소 구축 현황은 Figure 

1과 같다. 2017년 기준 따릉이 일평균 이용건수는 약 1만4천 건으로 2016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간 5

백만 건 이상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따릉이�서비스�네트워크�중심성�분석

네트워크 분석이란 대상 간의 관계와 연결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 및 설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대상간의 

복잡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계량화하고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공학 분야, 빅데이터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 지표로는 연결망 결속을 나타내는 지표와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대표적이며 그 외 중심화, 연결성 등에 대한 지표도 사용된다. 결속을 나타내는 지표는 연결정도, 

밀도, 포괄성 등이 있으며, 중심성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등이 대표적이다. 중심성 

지표는 노드간 연결수, 거리, 통행경로 등 분석요인에 따라 Table 2와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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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icycle station construction status (Seoul)

Table 2. Method of analysis on network centrality

Type Principle

Degree centrality The number of links incident upon a node 

Betweenness centrality The number of times a node acts as a bridge along the shortest path between two other nodes

Closeness centrality The average length of the shortest path between the node and all other nodes in the graph

Eigenvector centrality Assigns relative scores to all nodes in the network based on the concept that connections to 
high-scoring nodes contribute more to the score of the node

먼저,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가 주변의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며, 연결된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중심성이 높다. 연결 중심성의 수식적인 표현은 Equation 1과 같으며, 는 노드 i에 연결된 노드의 

수이다.

   (1)

근접 중심성은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거리의 합의 역수로 정의되며, 노드간 거리

가 가까울수록 중심성이 높다. 근접 중심성의 수식적인 표현은 Equation 2와 같으며 와 는 노드, 는 노드간 거리

를 의미한다.

  








 (2)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다 경로 위에 위치할수록 높아지며, 수학적인 표현

은 Equation 3과 같다. 
는 노드와 노드사이에 V노드를 거치는 최단거리 경로의 개수를 의미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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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세 중심성은 상대 노드의 중심성에 가중치를 두어 중심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중심성이 높은 노

드와 이웃할수록 연결될수록 중심성이 높다. 수학적인 표현은 Equation 4와 같으며, , 는 노드, 는 노드간 연결

관계(노드 , 가 연결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는 노드의 중심성, 는 , 노드 간 매트릭스의 최대 고유

값을 의미한다.









 (4)

본 논문의 분석대상 지역인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으로써 관광지, 상업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수단간 연계통행이 이루어지며, 통행에 대

한 시간적인 변동성이 높다. 서울시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는 대여소별 간격이 평균 400m 이내로, 대여소간 자유

로운 반납 ‧ 대여가 가능하여 인접한 대여소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따릉이 서비스의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은 인접 대여소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중심성 지표 중 위세 중심성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다.

1. 대상지역

따릉이 서비스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위한 대상지역으로는 자치구별 이용실적 및 내부통행이 많은 종로구를 선

정하였다. 약 1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종로구는, 강북 중심부에 위치, 면적 23.91km2, 17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상업지역은 도심, 주거지는 도시 외곽에 형성되어있는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종로

구의 일평균 통행량은 약 110만회 이상(유동인구 약 714인/h)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단분담율은 지하철 40.7%, 버

스 28%, 승용차 17.7% 순으로, 자전거는 0.3%에 해당하였다. 종로구 지역의 따릉이 서비스 대여소 현황은 Figure 2

와 같으며,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49개 대여소 및 자전거 483대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내에 위치한 대여소 

목록은 Table 3과 같다.

Figure 2.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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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icycle station list

No Name No Name No Name No Name

300 Jeongdong intersection 326 Anguk station Exit 5 344 Sungkyunkwan 
university E house

361 Dongmyo station Exit 1

301 Gyeongbok palace 
station Exit 7

327 Paradise building 345 Seoul guarantee 
insurance head office

362 Cheonggye 8-ga 
intersection

302 Gyeongbok palace 
station Exit 4

328 Tapgol park 348 Intersection of 
independence gate station

363 Shinseok-dong station 
Exit 11

303 Gwanghwamun station 
Exit 1

329 Cheonggye 2 street 
intersection

349 Sajik-dong residents 
center

364 Changshin station Exit 1

304 Gwanghwamun station 
Exit 2

334 Jongno 3-ga station 
Exit 2 

350 KEB Hana bank 367 Independence gate 
station Exit 3-1 

305 Jongno-gu office 335 Jongno 3-ga station 
Exit 15 

351 Intersection of Cheongun 
elementary school

368 SK Seorin building

306 Gwanghwamun station 
Exit 7

337 Changgyeonggung 
palace

352 Intersection of central 
entrance

369 Gwanghwamun citizen 
open place

307 Seoul museum of 
history

338 Seun square 353 Intersection of Jae-dong 
elementary school

385 Jonggak station Exit 5

308 Gwanghwamun S tower 339 Jongno 4-ga 
intersection

354 Portuguese embassy 386 Olympic memorial hall

309 Exit 6 of 
Gwanghwamun station

340 Hyehwa-dong rotary 355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388 Dongsung middle school

314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341 Hyehwa station Exit 3 356 KT Hyehwa branch 
office

-

315 Shinhan bank next to 
Anguk station

342 Daehakro maronie park 358 Intersection of Sungdae 
Intersection

-

316 Jonggak station Exit 1 343 Yale building (Yulgok) 359 Wonnam-dong
intersection

-

2. 연구자료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자료는 통행정보 및 공간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여소별 통행정보

는 따릉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한 서울시 자전거 통행O/D (Origin/Destination) 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종로구 내에서 발생한 내부통행 자료로 가공하여 이용하였다. 통행자료의 시간적인 범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동안 발생된 전체 245,009회 통행을 대상으로 하며, 대여소별 자전거 보유 

대수, 대여소 위치, 통행경로 등에 대한 공간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서울 열린데이터 등의 웹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였다.

3. 위세�중심성�분석

종로구 지역 따릉이 서비스의 위세 중심성 분석은 사회관계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을 이용하며, 대여소간 

통행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위세 중심성 지표인 고유벡터값을 도출한다. Stephen(2014)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국가, 주 단위에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자치구 단위의 미시

적인 통행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종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연간 각 대여소의 통행실적은 월별 대여 및 반

납, 총 이용시간 항목으로 구분하며 Netdraw 툴을 이용,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시각적인 분석을 통해 대여소간 연

결관계를 파악하였다. 대여소간 연결과계는 Figure 3과 같이 도식화 하였으며, 대여소간 링크는 선으로, 서비스 이

용실적(대여 ‧ 반납)은 노드의 크기로 표현하였다. 따릉이 서비스의 연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여소

간 링크수는 1월부터 증가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복잡한 링크망을 형성하여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12월부터 

다시 감소한다. 링크망은 매월 10개 내외의 노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제외한 노드는 대부분 크기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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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링크 및 노드의 구조를 통해 종로구 따릉이 서비스는 연간 이용특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특정 대여소를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통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an]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Sep] [Oct] [Nov] [Dec]

Figure 3. 2017’s network structure

따릉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구조적 분석에 이어 대여소별 중심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위세 중심성 분석

을 수행한다. 먼저, 따릉이 서비스에 위세 중심성 지표를 활용함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이용실적과 위세 

중심성 지표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도출, 선형 관

계를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라 위세 중심성 지표는 대여소별 자전거 보유대수, 

대여반납 이용실적, 이용시간 항목에 대해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나타나 위세 

중심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Pearson)

No Bicycle No Rent Return Time of use (h)

Correlation coefficient 0.798 0.906 0.885 0.879

P-value <0.001 <0.001 <0.001 <0.001

대여소별 위세 중심성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중심성 지표 상위지역은 성대 입구사거리(358), 혜화동 로터

리(340), 탑골공원앞(328), 종각역 1번출구 앞(316), 종로3가역 2번출구 뒤(334) 순 이었으며, 하위지역은 청계8가 

사거리(362), KEB하나은행 앞(350), 독립문역 3-1번 출구(367), 창신역 1번출구 앞(364), 광화문S타워 앞(308)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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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s of network centrality

St No Bicycle No Rent Return Time of use (h)
Eigenvector 
centrality

300 5 4,873 4,044 1,292 0.070 

301  9 7,526 5,934 2,131 0.107 

302 13 11,553 11,675 3,639 0.174 

303 11 8,119 7,441 2,148 0.134 

304 14 6,163 5,845 1,926 0.132 

305  0 6,929 9,094 2,273 0.136 

306 10 4,929 5,111 1,608 0.105 

307  9 5,574 5,717 1,712 0.085 

308  4 2,716 1,997 863 0.049 



362  2 2,289 2,193 1,073 0.030 

363  6 2,763 3,682 1,072 0.052 

364  3 2,893 2,190 758 0.038 

367  2 2,161 2,489 816 0.036 

368  4 3,573 4,428 1,266 0.074 

369 10 6,806 6,137 2,163 0.114 

385  9 6,812 7,313 2,088 0.137 

386  6 5,600 4,521 1,577 0.064 

388  9 4,003 4,037 1,404 0.062 

Descriptive statistics (Eigenvector Centrality): Avg(0.125), SE(0.008), SD(0.056).

네트워크�중심성�지표를�활용한�서비스�이용률�개선방안

본 논문은 따릉이 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해 위세중심성 지표를 활용한 대여소별 적정 자전거 보유대수 선정방

안을 제안한다. 기존 Yim(2013) 등 공유자전거 서비스 개선 목적의 연구들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으나, 대여소별 중심성을 고려하여 적정 자전거 대수를 선정하는 것은 재배치 횟수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수요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이용실적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대여소별 이용수요 및 통행이 

발생된 대여소간 중심성을 고려하여, 적정 자전거 보유대수를 선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종로구 지역의 대여소별 연간 서비스 이용률은 Equation 5를 통해 산출된다. 는 통행 j의 서비스 이용시간

이며 는 대여소 i의 총 자전거 보유 대수이다. 따릉이 서비스는 연중무휴, 일간 이용가능 시간은 24시간이며, 대여

소별 자전거 보유대수는 고장, 수리 등에 따른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

 
×  (5)

Equation 5를 통해 산출된 대여소별 서비스 이용률은 Table 6과 같다. 따릉이 서비스는 기온, 강수량 등에 영향을 

받는 자전거 기반 서비스로, 이용실적 대부분이 통근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

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여소는 성대입구 사거리(358)로 6.2% 수준이며, 중앙고 입구 삼거리(352)의 대여소가 

0.5%로 가장 낮았다. 종로구 전체 대여소의 평균 이용률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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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Usage rate by the stations (existing bicycle number)

St No Bicycle number Usage rate

300  7 2.1%

301  7 3.5%

302  7 5.9%

303  8 3.1%

304  7 3.1%

305  6 4.3%

306  9 2.0%

307 11 1.8%

308 10 1.0%



362 10 1.2%

363 10 1.2%

364  8 1.1%

367  8 1.2%

368 12 1.2%

369 12 2.1%

385 10 2.4%

386 10 1.8%

388 10 1.6%

Avg 2.5%

위세 중심성 지표를 고려한 대여소별 자전거 대수는 Equation 6과 같이 산출된다. 는 대여소 의 위세 중심성 

지표를 의미하며, 
은 대여소별 자전거 보유대수를 선정하는 시점에서의 대여소 의 자전거 보유 대수이다. 전

체 대여소의 자전거 총량은 변동이 없다.


 

×


 ×


 ×  (6)

Equation 6에 따른 자전거 보유 대수를 적용한 서비스 이용률 개선효과는 Equation 7과 같이 산출되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7)

49개 대여소중 청계 8가 사거리(362)의 이용률은 12.2%로 가장 높은 개선효과(10.9%)를 보였으며, 경복궁역 4

번출구(302) 대여소는 1.5%로 기존 이용률 대비 감소폭(△4.5%)이 가장 컸다. 먼저, 청계 8가 사거리 대여소는 자

전거 보유대수가 10대 임에도 일평균 6회 정도의 대여 ‧ 반납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전거 대수 조정에 따른 유

휴시간 감축으로 이용률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경복궁역 4번출구 대여소는 기존 타대여소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위세 중심성에 대한 영향으로 자전거 보유대수가 4배로 증가하여 이용률이 감소하는 효

과가 나타났다. 이는 종로구 지역 자전거의 보유대수의 총량을 고정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로써, 향후 서울시의 자전

거 보급계획 등을 고려한 자전거 보유대수 선정이 필요하다. 종로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률 개선효과

는 약 55.7%로 나타났으며, 대여소별 평균 이용률은 3.7%로 기존(2.5%) 대비 50% 이상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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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mprovement results of usage rate

St No
Previous condition New condition Degree of 

improvementBicycle number Usage rate Bicycle number Usage rate

300  7 2.1%  4 3.6% 1.5%

301  7 3.5% 10 2.4% △1.1%

302  7 5.9% 28 1.5% △4.5%

303  8 3.1% 11 2.2% △0.9%

304  7 3.1% 11 1.9% △1.2%

305  6 4.3% 16 1.6% △2.7%

306  9 2.0%  6 3.1% 1.1%

307 11 1.8%  4 4.7% 2.9%

308 10 1.0%  1 7.5% 6.5%



362 10 1.2%  1 12.2% 10.9%

363 10 1.2%  2 6.9% 5.7%

364  8 1.1%  1 7.6% 6.5%

367  8 1.2%  1 8.1% 6.9%

368 12 1.2%  2 5.9% 4.7%

369 12 2.1%  6 3.8% 1.8%

385 10 2.4%  9 2.7% 0.3%

386 10 1.8%  3 5.7% 3.9%

388 10 1.6%  3 5.8% 4.2%

Sum 55.7%

Avg 1.2%

결론

본 논문은 종로구 지역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활용한 대여소별 자전거 보유대수 선정방안을 제시하

였다. 기존 시간적인 이용실적을 기반으로한 방안은 대여소별입지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고, 대여소간 

통행에 따라 형성된 네트워크의 공간적인 구조를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형성된 대여소 상호간 중심

성과 중심성에 따른 가중치를 보유대수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 위세중심성 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존 서

비스 이용률 대비 55% 이상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시, 대상지역 내 도로 환경 변화(차량, 자전거 도로 등) 등의 공간적인 변동요인을 고려하

지 않았으며, 종로구 내 대여소별 자전거 총 보유대수를 한정시켜 자전거 보급 확대에 따른 이용률 개선요인을 반영

하지 못한 부분이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종로구 자전거 도로 구축, 통행환경 개선 요인 등 실제 통행환경을 반

영한 정확도 높은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연간 자전거 보급확대 계획을 반영할 경우 더욱 실용적인 연

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ORCID

SHIM, Hyungwook  http://orcid.org/0000-0001-8688-0309

LEE, Youngihn  http://orcid.org/0000-0001-5022-596X

References

Ha Jaehyun, Lee Sugie (2017), A Study on the Monitoring of Urban Activity and Spatial Structure Changes using Public 

Transportation Big Dat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6), 73-9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7 No.2 April 2019134

•Article• A Study on Improvement of Seoul Bike Sharing Service Usage Rate based on Network Centrality Analysis: Focused on Jongno-gu in Seoul

Jayasinghe Amila, Sano Kazushi, Nishiuchi Hiroaki (2015), Explaining Traffic Flow Patterns Using Centrality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for Traffic and Transport Engineering, 2015, 5(2), 134-149.

Joo Mijin, Kim Seongyeun (2014), A Study o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Using Households Trip Survey : Focusing on 

the Case of Seongnam-si,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35-48.

Jung Inwoong, Uhm Hyunseop, Lee Younghoon (2018), Demand Driven Reallocation in Bike Shar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43(4), 17-31.

Jung Jaeone, Yi Changhyo, Lee Seungil (2016), A Study on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by Administrative Dong of 

Seoul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Destination and Land-use Pattern, Seoul city research, 17(2), 

59-75.

Mcdaniel Stephen, Lowry Michael, Dixon Michael (2014), Using Origin-Destination Centrality to Estimate Directional 

Bicycle Volumes,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430(1), 12-19.

Sa Jyungeun, Lee Sugie (2018), Analysi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Usage of Public Bike in Seoul, Ko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3(6), 39-59.

Tsiotas Dimitrios, Polyzos Serafeim (2015), Introducing a New Centrality Measure from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alysis in Greece,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227(1), 93-117.

Wang Yuhong, Cullinane Kevin (2016), Determinants of Port Centrality in Maritime Container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95, 326-340.

Wu Xingtang, Dong Hairong, Tse Chi Kong, Ho Ivan W.H., Lau Francis C.M. (2018), Analysis of metro network 

performance from a complex network perspective,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492, 

553-563.

Yim Dongsoon (2013), Redistribution Strategy in Unmanned Public Bike Rental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18(3), 31-37.

Zhao P. X., Zhao S. M. (2016), Understanding Urban Traffic Flow Characteristics From The Network Centrality 

Perspective At Different Granularities, The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Photogrammetry, 263-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