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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activity-based travel mode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area in order to realistically consider the spatial tendency to understand an 

individual’s travel behavior. This study identifies the main trends in individual travel behavior 

as an extension of studies that classify and analyze individual travel behaviors according to the

type of activity and the order in which they are performed and studies on changes in travel 

behavior that appear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surrounding city areas. Therefore, the main

trends were identified and the effects of land use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round 

residence and workplaces on travel behavior were studied. The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rough K-means++ classified the individual’s travel behavior into 6 

categorie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the coefficients of the principal components for each 

cluster and the ratio of activity by time in each cluster, we find that traffic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leisure and consumption activities, travel time at the peak of the afternoon, 

vocatio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ut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land use 

or level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f residential and workplace area, with multinomial 

logit model,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single houses around the residence and the lower the

proportion of complex areas where commerce and housing are mixed near the workplac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Furthermore, the ratio of com-

mercial work area in residential areas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timing of the travel in

the peak hours of the afternoon. While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time of activity at work 

was attributed to the density of subway stations and the area ratio of commercial-residential 

complex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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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활동기반 통행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통행행태를 이해하는 데는 공간적 경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생활 

권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통행행태를 활동의 종류와 행해진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주변 시가지의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통행행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의 연장 선상에서 개인의 통행

행태에 대하여 주된 경향성을 파악하고 거주지와 직장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 기반시설 수준이 통행행태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주성분 분석과 K-means++ 기법을 통한 군집 분석으로 

개인의 통행행태를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군집에 대해 주성분의 계수 값 분포와 각 군집의 시간별 통행목적 비율

을 통해 여가 및 소비 활동의 여부, 오후 첨두시간대의 이동 시점, 업무 및 직장 활동 시간에 따라 통행행태들이 분류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다항 로짓모형을 통하여 각 군집의 사회경제적 요소, 주거지 및 직장 인근의 토지이용

과 교통 기반시설 수준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거주지 주변에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고 직장 인근에 상

업과 주거가 혼재된 복합지역의 비율이 낮을수록 소비나 여가활동이 비교적 많은 통행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의 상업 업무 면적 비율이 오후 첨두시간대의 이동 시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의 주된 활동 시간대가 결정되는 데에는 상업-주거 복합지역 면적 비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교통기반시설, 다항 로짓 모형, 토지이용, 통행행태, K-means++, PCA

서론

활동기반 통행모형(Activity-based model)은 기존의 수요추정방식과 달리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 권역

의 특성을 바탕으로 통행 간 상호 연관성이나 시공간적 경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의 통행행태가 토지이용이나 사회기반시설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

어 왔다. Handy et al.(2005), Cervero and Murakami(2010) 그리고 Etminani-Ghasrodashti and Ardeshiri(2015)

의 연구에서 복합 토지이용이나 밀도 등의 도시환경이 개인의 통행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서울

에 대해서 진행된 Gim(2011)의 연구에서도 토지이용에 대한 인식이 통행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Frank et al.(2008), Lee et al.(2014)의 연구와 같이 개별 수단이용에 대한 토지이용이나 기

반시설의 영향만 고려하거나, 전체적인 통행행태 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은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 각자의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며 통행은 이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도출되는 만큼, 개인의 통행행태를 일정기간동안의 연속적인 통행을 바탕으로 구성된 통행사

슬(trip chain)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이나 도시의 교통 기반시설의 수준이 개

인의 통행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 아래에서 개인의 통행행태 특성에 따라 개인을 분류하고 각 분류된 군

집들이 개인의 거주지나 직장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준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로 나타난 통행행태를 군집화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행태유형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

이나 환경적 조건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이나 교통기반 시설의 영향을 반영

함으로써 활동기반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통행행태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 기반시설 확충을 의한 의사결

정과정에서 계획수립에 따른 개인의 실질적인 통행행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본 연구는 개인의 통행행태 특성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의 특성이 거주지나 직장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준으로

부터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의 통행행태 특성을 분석한 활동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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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대한 연구나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문헌을 조사한 후,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통행행태의�분류와�활동기반�모형에�대한�연구

개인이나 가구 전체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통행행태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Pas(1983)가 통행행태를 5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고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와 같이 활동의 유형과 각 활동의 

순서를 규정하는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통행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Bowman and Ben-Akiva(2001)는 보스턴의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활동기반 모형에서의 통행 수요를 

추정하는 통합된 방법으로 nest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54개의 통행 패턴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Jiang et 

al.(2012)은 통계적 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에서 개인의 활동 패턴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한 주

성분 분석과 K-means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개인의 통행행태를 분류하고 통행행태의 주성분을 분석하였다. 최근 

Hafezi et al.(2021)은 Random-Forest Model을 활용하여 시간적 통행 패턴이 유사한 군집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

성을 고려하여 heuristic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불확실한 활동 시작 시각과 활동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24

시간 동안 81.62% 정확도로 통행발생을 예측하는 등 컴퓨터 연산 기술을 발달에 발맞춰 모형 적합도가 높은 기법들

을 활용해 개인의 통행행태와 통행발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토지이용�및�시가지의�특성이�통행행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통행행태와 토지이용 혹은 기반시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는, 전체적인 주변 시가지의 속성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Ewing and Cervero(2010)의 탄력도를 활용하여 주변 시가지화 및 건조지역의 특성이 

통행행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분석한 연구와 Ewing et al.(2011)의 복합용도 개발로 인한 개인의 통행행태 

및 통행발생 패턴에 대한 영향을 위계적 모형으로 설명한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Bin et al.(2013)이 교통 인프라 

지표와 통행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통행행태의 특성이 인프라 수준을 설명하는데 유의

성을 보였고, 지역 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Zhang et al.(2019)의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시가화 지역이 가구의 통행발생에 양의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 

등이 있다. 다른 내용으로는 주로 개별적인 수단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동일한 군집을 대상으로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Dodson et al.(2010)은 주변 도시 환경요소로 인한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받는 영향을 군집 분석으

로 통행행태를 나누어 설명하였고, Gan et al.(2019)은 도시철도 역사에서 나타는 승객들의 통행행태에 따라 군집

분석을 수행한 후, 주변 토지이용과의 영향을 다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Cheng et al.(2019)은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하여 거주지의 시가지의 특성이 연령대별 통행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젊은 층보

다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주변 시가지의 특성 변화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도출해 내었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행행태의 유형을 규명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

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 기법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직장이 있는 직장인들

의 통행행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통행사슬(trip chain)에서 개인의 통행은 기본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출근 통행이나 귀가 통행 중 다른 활동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인근의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 수준도 중요하지만, 직장 근처의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 수준도 개인의 통행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경제적 요인과 토지이용과 교통기반시설 

수준과 같은 주거지 근처 시가지의 특성은 물론 직장 주변의 시가지 특성까지 고려하여 나타나는 통행행태를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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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크게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통행

행태를 시간에 따른 활동유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주성분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군집으로 분

류하였다. 두 번째로, 역 및 정류장 위치와 토지 피복 지도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토지이용과 교통 기반시설 수준을 

계량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단계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통행행태 군집을 종속변수로,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모형을 구성하여 설명변수들이 통행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Figure 1. Overall process of research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KTDB에서 배포하는 2016년도에 수행된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로, 전체 자료에서 각 조사 

당일 1회 이상 이동하였으며 거주지와 직장의 위치가 서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조사 당일의 활동 범위도 서울 

내부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추출하여 개인의 통행자료 총 41,219건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사회

경제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distribution (N=41,219)

Items Category Frequency Distribution Items Category Frequency Distribution
Gender Male 24,787 60.1% Number of 

family 
members
(over 5 
years old)

1 4,642 11.3%
Female 16,432 39.9% 2 12,785 31.0%

Private car Owned 30,501 74.0% 3 11,934 29.0%
Not owned 10,718 26.0% 4 9,907 24.0%

Driver’s 
license

Aquired 32,475 78.8% More than 5 1,951 4.7%
Not aquired 8,744 21.2% Household 

income
(per month)

Under 1M won 610 1.5%
Age Under 19 80 0.2% 1-2M won 3,615 8.8%

20s 4,751 11.5% 2-3M won 7,921 19.2%
30s 10,487 25.4% 3-5M won 17,344 42.1%
40s 9,912 24.0% 5-10M won 10,519 25.5%
50s 9,630 23.4% Over 10M won 791 1.9%
Over 60 6,359 15.4% Not responsed 419 1.0%

1. 통행�및�활동�행태�주성분�분석(PCA)

분석대상의 통행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행목적 및 출 ‧ 도착지 유형을 바탕으로 

Table 2와 같이 활동유형을 직장 및 업무 활동, 학업 활동, 소비 및 여가활동, 이동, 거주지 내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각 활동 시간은 통행이 끝난 시점부터 다음 통행 시점 전까지로 가정하였으며, 최초의 통행 시점 전과 최후의 통행 

시점 후의 활동은 통행의 기종점과 직전/후의 통행목적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Jiang et al.(2012)의 연구에서 개인의 통행행태를 분석하는데 활용한 방법을 참고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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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전 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의 32시간에 대하여 5분 단위로 나누어 활동별로 활동 여부를 해당 시간에 해

당 활동을 하였으면 1, 그렇지 않았으면 0으로 기록해 각 개인의 통행을 2,304개의 성분을 가진 벡터로 표현하였다.

많은 성분을 가진 벡터로 표현된 통행 및 활동 행태자료는 고차원의 데이터로 각 개인의 통행 특성을 파악하기 어

렵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차

원을 축소하고 어떤 시간대의 활동이 주성분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Table 2. Aggregation of activity types

Aggregated activity types Original trip purposes Type of destination
Residence Return to home Habitat
Work/Business Commuting, Return to workplace, Business Workplace
Study Go to school, Go to institute School/Campus
Consumption/Leisure Shopping, Eat out, Leisure/Work out Etc
Trips - -
Other activities Pick up, Visit relatives, Etc Etc

2. 통행�및�활동�행태�군집�분석

앞서 PCA 분석을 통하여 얻은 주성분 값을 바탕으로 개인의 통행행태를 비슷한 군집으로 나누어보았다. 군집분

석을 위해서는 자동으로 최적의 초기 중심점을 찾아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는 기법인 K-means++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K-means++는 Equation 1과 같이 분류된 개의 각 집합 내 원소와 해당 집합의 중심점 간 거리의 제곱 합 최소

로 하는 집합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심점의 위치를 변경해 가며 근사 최적해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K-means 군집 분석과 같지만, 초기의 중심점을 찾기 위해 중심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점과 각 원소의 거리에 

비례하는 확률에 따라 지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초기에 비슷한 중심점이 설정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한 군

집화 결과를 방지하고,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수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rg
S
min

  




x∈Si

∥xi∥
 (1)

이때, K-means 군집 분석의 경우, 군집 수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최적 군집 수를 파악하기 위해 log(WSS)(log(Within 

cluster sum of square)), log(BSS)(log(Between cluster sum of square))의 정보를 고려하였다.

3. 지역의�토지이용�및�기반시설�정보�수집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는 거주지와 직장을 행정동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권 설정에 대해 연구한 Oh(2014)에 따르면, 주된 통행이 도보로 이루어지는 근린생활권은 행정동 1개 면적의 

1.6배 정도인 반경 700m 범위이며, 마을버스나 자전거로 주된 통행이 이루어지는 소생활권은 반경 2km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동 단위의 행정구역 면적을 고려할 때, 개인이 통근, 통학, 소비 및 여가활동을 영위하

는 범위를 단일 행정동으로 제약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질적인 통행행태를 고려하여 토지이용이나 교통 기반시

설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단위를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근거한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116개의 서울 지역생활권은 해당 권역의 주민들이 일상적인 활동(통근, 통학, 

소비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소권역으로 1-5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생활권의 교통 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Lee et al.(2008), Bin et al.(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

로율, 해당 권역의 시가지면적 대비 버스 노선 수, 해당 권역의 시가지면적 대비 지하철역 수를 활용하였고 가구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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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자료의 수집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역의 토지이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 피복 지도를 활용

하였다. 토지 피복 지도는 지표면의 지형지물 형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동일

한 방식으로 표현한 공간정보자료로 위성사진 및 항공 정사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작연

도를 고려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수집 시기와 가장 가까운 2017년의 항공 정사 영상과 2018년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2019년에 배포된 전국단위의 세분류 토지 피복 지도를 사용하였다. 권역별로 시가지 면적대비 시가화 ‧ 건조

지역에 대한 일부 세분류(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시설, 상업 ‧ 업무시설, 혼합상업지역, 문화 ‧ 체육 ‧ 휴양

시설, 교육 ‧ 행정시설, 인공초지) 항목의 면적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하여 처리한 변수들의 상관관계

는 Table 3과 같으며 도로율과 인공초지 면적비를 제외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for landuse, transportational infrastructure condition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 Road ratio
2. Bus route density 0.19
3. Subway station density 0.22 0.22
4. Single residential 
area ratio

-0.22 -0.11 -0.15

5. Common residential 
area ratio

0.03 -0.18 -0.31 0.07

6. Commercial business 
district ratio

0.32 0.24 0.31 0.02 -0.23

7. Mixed-use commercial 
district ratio

0.04 -0.09 0.27 -0.28 0.02 0.05

8. Industrial area ratio 0.03 -0.05 -0.05 -0.12 -0.23 0.31 -0.07
9. Cultural/Sports/
Recreation facility ratio 

0.23 0.11 0.13 -0.36 0.01 -0.16 0.04 -0.10

10. Education/
Administration facility ratio 

-0.17 -0.01 -0.04 0.00 -0.17 -0.30 -0.05 -0.17 0.37

11. Artificial greenery ratio 0.72 0.15 0.18 -0.36 -0.03 -0.11 -0.02 -0.06 0.43 0.07

4. 지역의�토지이용�및�기반시설�수준과�개인의�통행�및�활동�행태�간의�관계�추정

개인의 통행행태를 범주화한 후, 각 범주에 해당하는 통행행태가 나타나는 데에 거주지나 직장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이나 혹은 주변의 교통기반시설 수준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가 어떠한 통행행태 군집

에 속하였는지를 선택변수로 하고 시가화 면적대비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시설, 상업 ‧ 업무시설, 주거-

상업혼합지역, 문화 ‧ 체육 ‧ 휴양시설, 교육 ‧ 행정시설, 인공초지 면적을 각각 거주지가 위치한 생활권과 직장 생활

권에 대한 토지이용 대안특유 설명변수(

 

)으로 설정하였으며 시가화 면적대비 버스 노선 수 및 지하철역 수, 

도로율을 거주지 생활권과 직장 생활권에 대한 교통기반시설 수준 대안특유 설명변수(

 

)로 설정하였다. 또

한,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로부터 5세 이상 가구원 수, 차량 소유 여부(binary, 소유한 경우 1, 그 외 0), 운전면허 소

지 여부(binary, 소지한 경우1, 그 외 0), 성별(binary, 남성인 경우 1, 여성인 경우 0) 및 2016년 기준 연령 자료를 추

출하여 대안 특유 사회경제적 변수()로 설정한 다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최종 도출한 모형은 대안 특유 사회경제적 변수와 거주지 및 직장 주변 생활권의 토지이용 및 교통기반시설 수준

의 대안 특유변수 모두를 포함한 모형으로, 개별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분포는 Table 4와 같다. 개인의 통행행태가 

군집 (∈)에 속할 확률을 Equation 2와 같이 나타낼 때,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이나 주거지 및 직장 근처 생활

권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설명함수는 Equation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변수의 위첨자 는 거주지, 는 직

장 생활권의 속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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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Classification Attribution Not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1Q 3Q

Socio-
demographic
(


)

Gender (binary) 


 0.6013 - - -

Driver’s license (binary) 


 0.7879 - - -

Private car (binary) 


 0.7400 - - -

Age 


 45.3913 0.0631 35 56

# of family members over 5 years-old 


 2.8038 0.0053  2  4

Transportational
infrastructure
condition
(


)

Road ratio 


 0.2312 0.0678 0.1916 0.252

Bus route density 


 0.1329 0.0538 0.0907 0.1603

Subway station density 


 0.0097 0.0069 0.0045 0.0130

Land use
(


)

Single residential area ratio 


 0.1295 0.0791 0.0618 0.1872

Common residential area ratio 


 0.0870 0.0366 0.0610 0.1081

Commercial business district ratio 


 0.1194 0.0534 0.0842 0.1380

Mixed-use commercial district ratio 


 0.0012 0.0020  0 0.0016

Industrial area ratio 


 0.0030 0.0114  0 0.0010

Cultural/Sports/Recreation facility ratio 


 0.0175 0.0124 0.0107 0.0214

Education/Administration facility ratio 


 0.0223 0.0128 0.0150 0.0249

Artificial greenery ratio 


 0.1879 0.2106 0.0824 0.2058

분석결과

1. 통행�및�활동�행태�주성분�분석결과

PCA 결과, 각 주성분의 기여율은 Figure 2와 같았으며, Figure 3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에 따르면 3번째 주성분

까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분산의 3% 이상 설명하는 성분 7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Figure 2. Proportion of variance and cumulative proportion of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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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ree plot of PCA result

PC 1 : Principal work hours / time in residence PC 5 : Study at night & trips in peak hours

PC 2 : Daytime in residence & trips in peak hours PC 6 : Evening consumption and leisure

PC 3 : Night work / day work PC 7 : Night-time in residence & trips in peak hours

PC 4 : Night work / day work & trips in peak hours

■ Residence  ■ Work/Business  ■ Study  ■ Consumption/Leisure  ■ Other activities  ■ Trip

Figure 4. Loading vectors of principal component 1-7

각 실제 변수가 주성분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 주성분에 대한 기존변수들의 

Loading을 나타낸 행렬을 확인하였으며, 분석에서 활용한 전체 분산의 60.4%를 설명하는 기여도가 가장 큰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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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에 대하여 기존변수의 Loading 값을 Figure 4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각 주성분을 구성하기 위한 기존변수의 Loading을 나타낸 행렬에서 각 열벡터를 이루는 원소의 절댓값이 클수록 

대응하는 변수가 해당 주성분을 구성하는데 영향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소의 부호가 같으면, 주성분을 형성

하는데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성분 1의 경우 기여도가 20.8%로 가장 높으며, 오전 및 오후 첨두시간대의 이동과 오전 8시-오후 4시의 직장 

및 업무, 오후 6시 이후의 거주지에 머무르는 행태 혹은 오후 6시부터 일하고 오전에 거주지에 머무르는 행태를 설

명하는 주성분이다. 두 행태는 상반되는 특성을 보이며 주성분 1의 계수 부호에 따라 특성이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주성분 2의 경우 오전 첨두 혹은 오후 첨두 시간에 이동했거나 혹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거주지에 머무른 통

행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성분이며, 주성분 3의 경우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외에는 거주지

에 있는 통행행태 혹은 정 반대에 있는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7시까지 거주지에 있고 야간이나 새벽에 근무하는 통

행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다. 주성분 4는 야간에 업무 활동이나 첨두시간대의 이동시간을 설명하며 주성분 5

의 경우 첨두시간대의 이동과 전후의 거주지에서의 활동을 보이며 오후 첨두 이후에 학업이나 소비 및 여가활동의 

시간을 보내는 통행행태를 설명할 수 있는 성분으로 보인다. 주성분 6의 경우, 오후 시간대 소비 및 여가활동을 설명

할 수 있고 오전 첨두와 오후 8-10시의 통행 및 오후 시간대의 거주지 활동을 설명하거나, 상반되게 오후 첨두시간

대와 오전 6-8시의 이동을 설명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직장 및 업무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성분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성분 7의 경우 오전 첨두 및 오후 첨두 직후의 통행과 전후의 거주지에서의 활동 혹은 오전 

첨두 및 오후 첨두 동안의 통행과 밤 시간대의 거주지 내 활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보인다.

2. 통행�및�활동�행태�범주화

최적의 군집 수를 판단하기 위해 log(WSS)(log(Within cluster sum of square)), log(BSS)(log(Between cluster 

sum of square))을 군집 수에 따라 비교하여, Figure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5. Value of log (WSS), log (BSS) along the number of clusters

Elbow Method를 활용하면, 가능한 적합한 군집 수는        등으로 나타났으나, 그룹 간 차이를 나

타내는 log(BSS)보다 그룹 내 차이를 나타내는 log(WSS)가 더 작아지는  을 바람직한 군집 수로 설정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23개의 주성분에 대하여 6개의 군집으로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류결과에 대하여 각 군집의 크

기는 Table 5와 같고, 앞서 제시하였던 6개 주성분에 대하여 군집별로 계수 값들의 분포를 파악해 보면 Figur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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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ber of observations by each group

Group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E Group F
# of observations 6,598 2,688 11,572 11,819 7,330 1,212 

Figure 6. Kernel density curves of each groups by principal component

군집 A의 경우, 주성분 2와 6의 계수가 대부분 양의 영역에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성분 7의 계수가 음의 

영역에 치우쳐 있는데 이는 오후 첨두에 긴 시간에 걸친 통행이 이루어지고 오후 6-10시, 즉 퇴근 직후에 소비나 여

가활동을 즐기며 야간에는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통행행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집 B의 경우, 주성분 2

와 4의 계수가 음의 영역에 치우쳐 있고, 주성분 6, 7의 계수는 양의 영역에 치우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주성분 1, 

2와 7의 Loading Vector에서 이동시간에 대한 원소들을 고려할 때, 군집 A보다 이른 오후 첨두시간대(오후 5-8시)

에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성분 6의 계수가 양의 영역에 분포되어 있어 오후 6-10시의 소비 및 여가활동

을 하며 주성분 2, 3, 5의 계수가 음의 영역에 비교적 치우쳐 있어 낮 시간에 거주지에 있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군

집 C의 경우, 주성분 5의 계수는 음의 영역에, 주성분 1, 2, 3, 4의 계수는 양의 영역에 치우쳐 있고 모두 오전 및 오후 

첨두시간대의 이동과 낮 시간대의 직장에서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활동 행태를 보일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저녁 시간대의 소비 및 여가활동을 설명하는 주성분 6의 계수는 0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있고 주성분 5의 

계수도 음의 영역에 치우쳐 있으므로 소비 및 여가활동의 비중이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군집 D의 경우, 주성분 1과 5의 계수가 양의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주성분 2와 6의 계수는 음의 영역

에 치우쳐 있다. 이는 군집 D가 군집 C보다 이른 오후 첨두시에 이동할 것이고, 오후 6시- 10시의 소비 및 여가활동 

성분은 주성분 5와 6에 의해 상쇄되어 비중이 작은 대신 학업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군집 E의 경우, 주

성분 1, 4, 5의 계수는 음의 영역에 치우쳐 있으며, 주성분 2, 3의 계수는 양의 영역에 치우쳐 있다. 주성분 1의 계수

가 음의 영역에 넓게 퍼져 분포하므로, 오후 5-11시에 직장이나 업무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7시 이후의 비교적 늦

은 밤에 이동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집 F의 경우, 주성분 4와 5의 계수는 양의 영역에 치우쳐 있지만, 주성분 1, 2, 3, 6의 계수는 음의 영

역에 넓게 퍼져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주성분이 낮 시간대에 거주지에서 활동하고, 오후부터 직장에서 활동

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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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ure 7은 군집 분석결과에 따라 분류된 각 군집에 해당하는 표본이 각 시간대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파

악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각 주성분의 분포를 군집별로 파악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

르면, 군집 A와 군집 B는 오후 첨두 시간 전후로 소비 및 여가, 기타활동을 하는 집단이며, 특히 군집 B는 오후 첨두 

전후에 이동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군집 A보다 빠르며, 낮에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군집 C와 군집 D는 비교적 소비 및 여가활동의 비중이 작으며, 군집 D와 비교하면 군집 C보다 오후 첨두시간대

의 이동이 더 이르게 나타났다. 또한, 군집 E의 경우 비교적 거주지에서 늦은 시간에 이동하나 대신 직장에서도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늦은 밤에 다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군집 F의 경우는 낮 시간에 거주지에 위치하고 새벽

이나 밤부터 익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야간 근무자이거나 교대 근무자 일 것으로 예상된다.

Group A : Consumption/leisure, other activity after work Group D : General workers

Group B : Consumption/leisure activity after work off early Group E : Day time-Late night time workers

Group C : Long-time workers Group F : Night time workers

■ Residence  ■ Work/Business  ■ Study  ■ Consumption/Leisure  ■ Other activities  ■ Trip

Figure 7. Distribution of daily activities of each group

3. 다항�로짓�모형�추정�결과

앞에서 가정하였던 대안 특유 사회경제적 변수에 거주지와 직장 생활권의 토지이용 및 교통기반시설 수준의 대안 

특유변수 모두를 포함한 다항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는 0.0364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늦은 오후 첨두시간대에 이동하는 군집 A, C는 남성인 경향이 있으며 낮부터 늦은 밤

까지 근무하는 군집 E의 경우 대조군인 군집 F보다 여성인 경향이 있다. 이른 퇴근 후 소비 및 여가활동을 하는 군집 

B와 낮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군집 E의 경우 야간 근무가 있는 군집 F보다 운전면허가 없는 경향이 있었으나, 

군집 F보다 모든 군집이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군집 B, E 모두 연령

대가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다른 군집에 비해 늦은 오후 첨두시간대의 이동하는 군집 A, C, D는 연령이 낮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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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5세 이상 가구원 수에 대해서는 이른 퇴근 후 소비 및 여가 활동을 하는 군집 B, 장시간 근로자인 군집 C, 

그리고 일반적인 근로자 군집 D가 기준이 되는 군집 F보다 가구원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교통 기반시설 수준에 대해서는 직장보다 거주지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이며, 군집 F보다 모든 군집이 거주

지의 도로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늦은 오후 첨두시간대에 바로 거주지로 이동하는 군집 C는 거주지의 통과 버스 

노선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른 퇴근 후 소비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 군집 B의 거주지 주변은 다른 군집의 거

주지 보다 지하철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생활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늦게 귀가하는 군집 C의 직장 

생활권의 도로율이 군집 F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간이나 오후 첨두 시간에 귀가하는 B, D와 낮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군

집 E의 거주지가 위치한 생활권에서 상업 업무시설의 면적 비가 적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른 퇴근 후, 소비 및 여가

활동을 하는 군집 B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생활권의 인공 녹지 면적 비가 군집 F의 거주지 생활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집 E의 직장이 위치한 생활권의 단독 주거지 면적 비가 적은 경향이 있으며 이른 퇴근 후 소비 및 

여가활동을 가지는 군집 B와 비교적 소비 및 여가활동 시간이 없는 군집 C, D와 낮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군집 

E의 직장이 위치한 생활권의 상업-주거 복합지역의 면적 비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및 여가활동이 

비교적 많은 군집 B를 제외하고는 모든 군집에서 직장의 문화 여가시설 면적 비가 기준이 되는 군집 F에 비해 작다. 

또한, 군집 E의 직장 생활권은 교육 행정시설의 면적 비가 적은 경향이 있고 비교적 늦은 오후 첨두시간대에 이동하

는 군집 A, C의 직장은 인공 녹지 면적 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 of analysis with multinomial logit models

Variable Group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Constant A 0.92160*** 0.34938 0.0083

B -1.13435*** 0.38527 0.0032
C 1.45846*** 0.33746 0
D 1.71013*** 0.33571 0
E 1.71205*** 0.34486 0

Alternative specific 
sociodemographic

Gender A 0.41534*** 0.07118 0
B -0.99534*** 0.07851 0
C 0.36267*** 0.06846 0
D -0.20788*** 0.06787 0.0022
E -0.53144*** 0.06984 0

Driver’s license (binary) A -0.06954 0.08919 0.4355
B -0.17851* 0.09485 0.0598
C 0.01966 0.0858 0.8188
D 0.07928 0.08501 0.351
E -0.34577*** 0.08631 0.0001

Private car (binary) A 0.48251*** 0.07576 0
B 0.31268*** 0.08405 0.0002
C 0.46878*** 0.0728 0
D 0.43514*** 0.07255 0
E 0.43560*** 0.07482 0

Age A -0.00613** 0.00249 0.0138
B 0.03827*** 0.0028 0
C -0.01126*** 0.0024 0
D -0.00492** 0.0024 0.0402
E 0.01782*** 0.00246 0

# of family members 
over 5 years-old

A 0.04927 0.03068 0.1083
B 0.05839* 0.03427 0.0885
C 0.09714*** 0.02965 0.0011
D 0.10330*** 0.02958 0.0005
E 0.01401 0.03053 0.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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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analysis with multinomial logit models (continued)

Variable Group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Residence]
Transportational 
infrastructure 
condition

Road ratio A 4.26293*** 0.95061 0
B 2.81874*** 1.06881 0.0084
C 4.36853*** 0.92648 0
D 3.66481*** 0.92471 0.0001
E 2.81882*** 0.96012 0.0033

Bus route density A 1.02099 0.64687 0.1145
B 0.76516 0.73596 0.2985
C 1.15850* 0.62708 0.0647
D 0.99357 0.62667 0.1129
E 0.10719 0.6532 0.8697

Subway station density A 4.20153 5.94845 0.48
B -11.6478* 6.72725 0.0834
C 6.77475 5.74848 0.2386
D 5.59064 5.73599 0.3297
E -8.51878 5.93823 0.1514

[Workplace]
Transportational 
infrastructure 
condition

Road ratio A -1.47118 1.03003 0.1532
B -0.83408 1.15289 0.4694
C -1.94873* 0.9983 0.0509
D -0.05057 0.99449 0.9594
E -1.43057 1.02945 0.1646

Bus route density A 0.1455 0.7138 0.8385
B 0.51836 0.79736 0.5156
C 0.44199 0.69008 0.5219
D -0.21286 0.68948 0.7575
E 0.19445 0.71053 0.7843

Subway station density A -1.43269 6.13254 0.8153
B -0.55735 6.90369 0.9357
C 1.40745 5.92426 0.8122
D -0.40555 5.92495 0.9454
E 8.60336 6.10754 0.1589

[Residence]
Land use

Single residential area ratio A -0.57648 0.5288 0.2756
B -0.35603 0.59386 0.5488
C -0.99379* 0.51127 0.0519
D -1.69187*** 0.51024 0.0009
E -0.03111 0.52676 0.9529

Common residential area ratio A -1.99994* 1.13454 0.0779
B 0.02774 1.27741 0.9827
C -1.29025 1.09625 0.2392
D -1.58397 1.09446 0.1478
E 0.05704 1.12871 0.9597

Commercial business 
district ratio

A -0.35766 0.71748 0.6181
B -1.98829** 0.82361 0.0158
C -0.11868 0.69542 0.8645
D -1.62517** 0.69512 0.0194
E -2.72335*** 0.72433 0.0002

Mixed-use commercial 
district ratio

A 2.72365 16.37537 0.8679
B 11.222 18.5318 0.5448
C -3.93712 15.84592 0.8038
D -7.35553 15.83596 0.6423
E 4.84636 16.41023 0.7677

Industrial area ratio A 9.13141** 4.08793 0.0255
B 11.9329*** 4.45374 0.0074
C 13.8452*** 3.99198 0.0005
D 14.2256*** 3.99376 0.0004
E 10.8234*** 4.11381 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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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analysis with multinomial logit models (continued)

Variable Group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Residence]
Land use

Cultural/Sports/Recreation 
facility ratio

A 2.49713 3.38424 0.4606
B 1.66854 3.72998 0.6546
C 1.50808 3.27691 0.6454
D -1.40345 3.2612 0.6669
E -1.65827 3.39437 0.6252

Education/Administration 
facility ratio

A -1.49526 3.52286 0.6712
B 5.39812 3.75251 0.1503
C 1.81005 3.37619 0.5919
D 0.84769 3.35215 0.8004
E -1.1513 3.47547 0.7404

Artificial greenery ratio A -0.96871*** 0.34751 0.0053
B -0.5143 0.38869 0.1858
C -1.01899*** 0.33769 0.0025
D -0.71284** 0.33546 0.0336
E -0.68133* 0.35168 0.0527

[Workplace]
Land use

Single residential area ratio A -0.41361 0.51972 0.4261
B -0.04016 0.58495 0.9453
C 0.42725 0.50322 0.3959
D 0.14038 0.50227 0.7799
E -1.30237** 0.51972 0.0122

Common residential area ratio A 1.66471 1.07733 0.1223
B -1.28574 1.22496 0.2939
C 0.26214 1.04455 0.8018
D -0.28234 1.04318 0.7867
E -0.46944 1.07903 0.6635

Commercial business 
district ratio

A -1.02369 0.89416 0.2523
B 0.56363 1.00804 0.5761
C -1.15755 0.86505 0.1809
D -0.96919 0.86314 0.2615
E 0.37606 0.8888 0.6722

Mixed-use commercial 
district ratio

A 11.2974 19.11517 0.5545
B 38.6415* 21.20073 0.0684
C 49.3435*** 18.4267 0.0074
D 48.5146*** 18.39269 0.0083
E 37.2813** 18.87415 0.0482

Industrial area ratio A 1.05552 4.18897 0.8011
B 4.40237 4.52173 0.3303
C 3.99484 4.03049 0.3216
D 1.93917 4.03157 0.6305
E 1.54124 4.12507 0.7087

Cultural/Sports/Recreation 
facility ratio

A -9.15179*** 3.26318 0.005
B -6.21958* 3.66184 0.0894
C -12.1489*** 3.17127 0.0001
D -6.52212** 3.12688 0.037
E -9.87217*** 3.30623 0.0028

Education/Administration 
facility ratio

A -1.84479 3.11553 0.5538
B 1.44406 3.43855 0.6745
C -3.7823 3.01707 0.21
D 1.28499 2.98285 0.6666
E -7.14128** 3.16966 0.0243

Artificial greenery ratio A .69637* 0.4016 0.0829
B 0.69448 0.43865 0.1134
C 0.82167** 0.39095 0.0356
D 0.27033 0.39047 0.4887
E 0.38765 0.40345 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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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analysis with multinomial logit models (continued)

Variable Group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Chi-squared 4,797.33
ρ² 0.0364
adjusted ρ² 0.0358

note: p-value ***<0.01 < **<0.05 < *<0.1.

요약하자면, 거주지 인근에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직장이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복합지역의 비율이 낮을

수록 소비나 여가활동이 비교적 많은 통행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의 상업 업무 면적 비

율이 높을수록 오후 첨두시간대에 비교적 늦게 귀가하는 통행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의 도로

율이 높고 직장 주변의 교육 및 행정시설의 면적 비율도 높을수록, 오전 및 오후 첨두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이동하는 

통행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장이 속한 생활권의 상업-주거 복합지역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낮부터 늦은 밤까지 직장에서 활동하는 통행행태를 보이며, 거주지보다 직장에서의 교통기반시설 수준이 더 좋을수

록 야간에 근무하는 통행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및�제언

분석결과, 개인의 통행 및 활동행태는 이동시간대와 소비 및 여가 활동 시간의 정도, 직장에 위치하는 시간대와 

시간에 따라 몇 가지 군집으로 군집화할 수 있었으며, 통행행태 측면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보다는 아니지만, 

주거지나 직장의 교통 기반시설 수준과 토지이용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로 제시한 모형의 적합도가 낮게 나타나 모형이 실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계수를 통해 오전 및 오후 첨두시간대의 통행행태에

는 거주지의 교통 기반시설수준이나 직장 근처의 교육 행정시설, 복합용도의 상업지역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 근처의 업무 상업지역의 비율이 오후 첨두시간대에서 통행행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소비 및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단독주택 비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지이용과 교통 기반시설의 수준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통행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함에 따라 향

후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권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통행행태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탄

력적인 교통 운영 등을 시도하거나 향후 교통시설 확충 계획과정에서 거주민들의 통행행태를 고려한 계획수립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는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1일간의 단편적인 통행행태

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현실을 고려하여 개인의 일 단위, 주 단위로 반복되는 활동 경향성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4주 이상의 장기간 축적된 개인의 통행 및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경우 지표상에 평면으로 투시한 토지피복도를 바탕으로 파악하였기에 각 시설의 연면적이나 제공 서비

스 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교통 기반시설의 경우도 정류장 수가 아니라 노선 수를 고려하는 등의 시도를 하

였지만, 대부분 기반시설의 양적인 면을 고려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

한 평가는 반영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모형에 활용한 설명변수가 모두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축적된 통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체감

하는 교통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전체적인 현

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설명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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