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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승하차 패턴에 따른

서울시 지하철역 분류

Classification of Seoul Metro Stations Based on 
Boarding/ Alighting Patterns Using Machine Learning Clustering

민미경*

Meekyung Mi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서울시 지하철역의 승하차 패턴에 따라 지하철역을 분류한다. 상 데이

터는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제공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지하철 233개 역에서의 매일 매시간별 승차객 숫자

와 하차객 숫자이다. 기계학습 기법으로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GMM)과 K-평균 클러스터링을 사용한다. 이용객의 승

차시간과 하차시간의 분포는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를 K-평균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비지도 

학습시킨다. 학습결과 서울시 지하철역은 승하차 패턴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 지

하철역의 특성을 악하여 경제, 사회, 문화 으로 분석하기 한 주요 기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

은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모든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에 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lassify Seoul metro stations according to boarding and alighting patterns using 
machine earning technique. The target data is the number of boarding and alighting passengers per hour every day 
at 233  subway stations from 2008 to 2017 provided by the public data portal. Gaussian mixture model (GMM) 
and K-means clustering are used a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order to classify subway stations. The 
distribution of the boarding time and the alighting time of the passengers can be modeled by the Gaussian mixture 
model. K-means clustering algorithm is used for unsupervised learning based on the data obtained by GMM 
modeling. As a result of the research, Seoul metro stations a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boarding 
and alighting patter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c knowledge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subway stations and analyzing it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The method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public data and big data in areas requiring clustering.

Key Words : Machine Learning, Public Data, Seoul Metro Station, GMM, K-means Clustering

Ⅰ. 서 론

공공데이터 포탈은 정부부처  산하기 에서 생성하

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화일과 오  API 형태로 제공하

고 있다[7]. 그동안 국내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의 활용에 

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1,2,4,5]. 공공데이터 에는 서울

시 지하철역과 련된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이러

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사례로 지하철 혼잡도 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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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승차인원 측[5]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

는 이용객의 숫자는 10년간 100만 명 이상 꾸 히 증가하

고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객에 해 여러 각도에서의 분

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연구는 효율 인 지하철 운

을 해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을 구 하는 핵심기술로서, 고

으로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등으로 구분

한다. 최근에는 딥러닝이 기계학습의 주류가 되었다. 클

러스터링은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를 그룹화해주는 기계

학습 기법으로서, 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그룹화 하는 

경우가 일반 이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한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는 K-Means, DBSCAN, 가우

시안 혼합(GMM)을 사용한 최  기 치 클러스터링, 계

층  클러스터링, Mean-shift 클러스터링 등이 표 이

다[6].

K-평균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입력 받아 이를 소수

의 그룹으로 묶는 알고리즘이다. n개의 심 을 정한 후

에 이 심 에서 각 간의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

는 심  n을 찾고, 이 심 에서 가까운 들을 그룹

으로 묶는다. K-평균 클러스터링은 간단하면서도 실행

속도가 빠르고 특정 형태의 데이터에 해 매우 좋은 성

능을 보이므로 리 이용된다[3].

가우시안 모델은 데이터가 가우스 분포라고 가정하고 

평균과 분산 두 개의 라미터를 이용한다. 가우시안 혼

합 모델(GMM)은 이러한 가우스 분포가 여러 개로 구성

되는 경우로서, 실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복잡한 확률 

분포를 혼합하여 표 하자는 것이 GMM의 기본 아이디

어이다. 데이터가 각 분포의 어디에 속하는가를 확률

으로 계산하여 가장 큰 확률을 갖는 정규분포로 클러스

터링한다. 

본 연구에서는 GMM 모델과 K-평균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서울시 지하철역을 분류한다. 데이터는 공공데이

터 포탈에서 제공하는 2008년부터 10년간의 서울시 지하

철역의 승차객 숫자, 하차객 숫자이다. 본 연구는 이 데이

터로부터 시간에 따른 승차, 하차 패턴을 발견하고 발견

된 패턴을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시켜서 지하철역들을 분

류한다. 학습 모듈  시각화 로그램은 이썬으로 구

하 다.

다음 제2장에서는 지하철 승하차 원본 데이터와 그 특

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GMM과 K-평균 클러스터

링을 이용한 기계학습 과정을 설명한다. 제4장은 학습을 

통해 서울시 지하철역을 분류한 결과를 설명한다. 제5장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

1. 원본 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원본 데이터

는 서울시 각 지하철역에서 매시간별 승차, 하차 인원이

며, 2008년 1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서울시 233

개 역에서의 승하차 데이터이다. 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원본 데이터

Fig. 1. Boarding/ Alighting Raw Data of Seoul Metro 

Stations

2. 승하차 데이터의 시각화

승하차 패턴에 따른 지하철역 분류 연구를 해서, 먼

 원본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았다. 시각화를 해 10

년간 시간별 승차객 숫자와 하차객 숫자를 입력하여 이

의 평균값을 구한 후 그래 를 그리는 이썬 로그램

을 작성하 다. 하루  05시~24시까지 1시간 단 로 10

년치 승차객 수와 하차객 수의 평균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1시간 단 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

은 간 값을 사용하 다. 그림 2는 233개  8개 역의 

를 보여주고 있다. 8개 역은 가산디지털단지, 여의도, 까

치산, 상계, 강동구청, 마포, 동작, 치 역이다. 가로축은 

지하철이 운행되는 05시~24시이며 세로축은 승차객 수

( 선), 하차객 수(실선)이다.

다음 4장에 설명되어 있듯이 본 연구의 기계학습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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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류 결과,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여의도역은 동일 그

룹으로 분류된다. 까치산과 상계역이 동일 그룹이며,  강

동구청과 마포, 치와 동작이 동일 그룹이다. 이들은 원

본 데이터에서도 직 으로 비슷한 승하차 패턴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Gasan Digital Complex                 Yeouido

     Kkachisan                       Sanggye

Gangdong-gu Office                     Mapo

Dongjak                             Daechi

그림 2. 지하철역별 시간별 승하차객 수 시각화

Fig. 2. Visualization of Hourly Boarding/ Alighting 

Data of Seoul Metro Stations

3. 승하차 데이터의 특징

그림 2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원본 데이터의 시간별 

지하철 승하차객 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각 지하철역의 시간별 승차객 그래 와 하차객 

그래 에서는 일반 으로 몇 개의 피크 이 나타난다. 

한 이 피크를 심으로 좌우로 감소하는 형태의 분포

를 보이고 있다. 를 들어 강동구청 역의 승차 그래 는 

8.5시에 첫 번째 피크를 보이며 이를 심으로 좌우로 감

소하는 형태이다. 한 18.5시에 두 번째 피크를 보이며 

이를 심으로 좌우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하차 그

래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피크를 심으로 좌우로 감소하는 형태는 정규

분포 곡선과 유사하다. 이로부터 가우시안 모델이 합

하다는 직 을 얻을 수 있다. 피크의 개수는 역마다 다르

다. 1-2개인 경우도 있고 3-4개인 경우도 있으나, 2개의 

피크를 갖는 경우가 가장 일반 이다. 따라서 2차의 가우

시안 혼합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원본 데이터는 정확한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보정하면 가우

시안 혼합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Ⅲ. 학  습

1. 가우시안 혼합

원본 데이터를 시각화 해 본 결과 가우시안 분포에 

합하다는 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다. 2차 가우

시안 혼합 모델(GMM)에 의해 각 233개 역에서의 시간

별 승차객수를 2개의 정규분포로 보정할 수 있다. 이 2개

의 정규분포는 혼합되어 가우시안 혼합을 형성한다. 

2008년 1월1일부터 2017년까지 9월30일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반 하 다.

그림 3은 가우시안 혼합 그래 로 표 한 가산디지털

단지역과 동작역의 이다. (a)는 가산디지털단지의 승차

패턴이다. 좌측 그래 는 승차 패턴을 나타내는 2개의 가

우시안 커 로서 정규분포 형태의 확률 도함수(PDF)이

다. 우측 그래 는 이 좌측 2개의 커 를 혼합하여 최종 

승차 패턴을 나타내는 가우시안 혼합 그래 이다. 마찬

가지로 (b)는 가산디지털단지의 하차 패턴, (c)는 동작역

의 승차 패턴, (d)는 동작역의 하차 패턴이다. 그래 의 

가로축은 지하철이 운행되는 05시~24시이다. 데이터가 1

시간 단 이므로 시간은 간 값을 사용한다. 세로축은 

확률이며, 그 시각에 승차객이 발생할 확률, 하차객이 발

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가우시안 혼합으로부터 각 역마다 승하차 패턴을 모

델링한 가우시안 커 의 피크시간을 구할 수 있다. 각 역

의 첫 번째 가우시안 커 의 승차 피크 시간을 on1, 두 번

째 가우시안 커 의 승차 피크 시간을 on2, 첫 번째 가우

시안 커 의 하차 피크 시간을 off1, 두 번째 가우시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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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차 피크 시간을 off2라 한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

링 결과 233개의 각 역은 [on1, on2, off1, off2]로 이루어

진 4차원의 데이터를 갖는다. 가산디지털단지의 경우, 

on1은 11.4시, on2는 18.3시, off1은 7.74시, off2는 14.08시 

이다. 동작역의 경우, on1은 9.71시, on2는 17.16시, off1은 

9.25시, off2는 17.25시이다. 

(a) Boarding Pattern of Gasan Digital Complex Station

(b) Alighting Pattern of Gasan Digital Complex Station

(c) Boarding Pattern of Dongjak Station

(d) Alighting Pattern of Dongjak Station

그림 3. 가우시안 혼합에 의한 승차 패턴과 하차 패턴

Fig. 3. Boarding/ Alighting Patterns Based on Gaussian 

Mixture

2. K-평균 클러스터링

원본 데이터로부터 얻은 직 과 가우시안 혼합으로부

터 얻은 데이터를 볼 때, 지하철역들은 4개의 그룹이라고 

가정한다. 가우시안 혼합으로 생성된 4차원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K-평균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지도 학습을 시킨다.

입력) 233개의 4차원 벡터: 4차원 벡터는 [on1, on2, 

off1, off2]이며, 233개는 역의 개수이다.

단계1) 기화: 그룹 역그룹0, 역그룹1, 역그룹2, 역그

룹3에 해당하는 기 심 값 c0, c1, c2, c3을 

무작 로 설정한다. c0, c1, c2, c3는 각각 4차

원 벡터이다.

단계2) 할당: 233개의 입력 데이터에 하여 가장 가

까운 거리에 있는 c0, c1, c2, c3을 찾아서 이에 

해당하는  분류 그룹 역그룹0, 역그룹1, 역그룹

2, 역그룹3을 배정한다.

단계3) 보정: 같은 분류 그룹 내의 모든 데이터들의 평

균 심 값을 다시 계산하여 c0, c1, c2, c3을 재

설정한다.

단계4) 학습이 끝날 때까지 단계2로 돌아가 반복한다.

K-평균 클러스터링은 몇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간

단하면서 성능이 좋아 리 사용되며, 본 연구의 지하철

역 분류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 다.

Ⅳ. 분  류

1. 클러스터링 결과

학습에 의한 클러스터링 결과 233개의 지하철역은 

기 가정 로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 클러스터링 

결과는 4개의 변수, on1, on2, off1, off2 에 따라 분류된 

그룹이므로, 4차원이 된다. 따라서 형상화하기가 불가능

하다. 가시 인 확인을 해 이를 2차원으로 나 어 분포

도를 그릴 수 있다. 분포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모두 가

우시안 커 의 피크 시간을 나타낸다. 4개의 값 on1, on2, 

off1, off2가 있으므로 16개의 조합으로 그래 를 그릴 수 

있다. 이 에서 의미 있는 조합은 가우시안 커 의 승차 

피크 시간과 가우시안 커 의 하차 피크 시간과의 계

를 그린 8개뿐이며, 이  반은 가로와 세로만 바  것

이므로 실제로 의미 있는 2차원 분포도 그래 는 다음 4

가지 경우이다. off1(세로축)-on1(가로축) 그래 , off1

(세로축)-on2(가로축) 그래 , off2(세로축)-on1(가로축) 

그래 , off2(세로축)-on2(가로축) 그래 이다.

다음 그림 4는 본 연구로 생성된 클러스터링 결과를 

이 4가지 그래 의 형태로 보여 다. 클러스터링 그룹에 

따라 4가지 색으로 표시하 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은 모두 시간을 나타낸다. 의미는 각각 가우시안 승차 피

크, 가우시안 하차 피크이다. 그룹 G0은 on1, on2나 o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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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2가 하루  넓게 분포하며, 이른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녁 시간에는 승차와 하차가 모두 발생한다. 따

라서 업무지역은 아니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역임을 

알 수 있다. 환승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을 것으로 상

되는 역이다. 그룹 G1은 승차와 하차가 이른 아침이나 

녁보다는 상 으로 낮 시간 에 주로 발생한다. 그룹 

G1은 주거, 업무, 상업 어느 쪽으로도 구분하기 어려운 

그룹이다. 그룹 G2는 on1이 오  이른 시간, off2가 녁 

시간에 집 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임을 알 수 있다. 그룹 

G3은 off1이 오  이른 시간에, on1이 녁 시간에 집

되어 있으므로 업무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기계학습에 의한 클러스터링 결과

Fig. 4. Clustering Results by Machine Learning

2. 지하철역 분류

서울시 지하철역은 학습 결과에 의해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역그룹0은 54개, 역그룹1은 43개, 역그룹2

는 98개, 역그룹3은 38개의 역으로 구성되었다. 분류결과

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동일 그룹에 속해 있는 지하철역들의 승하차 

패턴을 그림 3과 같은 가우시안 혼합과 비교해 보면 그 

유사 을 찾을 수 있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그

룹0은 환승지역 는 상업지역으로 볼 수 있다. 역그룹1

은 기타그룹으로 볼 수 있으며, 역그룹2는 주거지역, 역

그룹3은 업무지역으로 볼 수 있다.

분류 역 이 름 개수

역

그

룹

0

강변 개롱 개화산 건 입구 고덕 고려  고속터미  

김포공항 노원 녹사평 당산 치 독립문 동 문 동

문운동장 동작 마장 마포구청 망원 모란 발산 사

당 상수 성신여 입구 송정 신당 신도림 신천 신  

안암 약수 어린이 공원 등포시장 오목교 올림픽

공원 왕십리 용두 월드컵경기장 이  이수 이  이

태원, 일원 잠실 장지 제기동 종합운동장 천호 청량

리 총신 입구 학여울 한성 입구 혜화 홍 입구

54

역

그

룹

1

가락시장 강동구청 공덕 흥창 구로디지털단지 남

구로 남태령 내방 흥 도곡 도림천 디지털미디어시

티 뚝섬 마곡 마포 매  몽 토성 문래 문정 반포 방

배 방이 버티고개 보라매 복정 상왕십리 서울역 석

 성수 송  수서 숙 입구 신길 신설동 애오개 양

평 등포구청 오  장한평 청구 충정로 합정 효창

공원앞

43

역

그

룹

2

강동 거여 공릉 나루 명사거리 구산 구의 구

발 군자 굽은다리 호 길동 길음 까치산, 낙성  남

성 남한산성입구 녹번 단 오거리 답십리 당고개 

림 청 도 산 독바  돌곶이 둔 동 뚝섬유원지 

마들 마천 먹골 면목 명일 목동 무악재 미아 미아삼

거리 방화 보문 천 화산 불  사가정 산성 상계 

상도 상  상월곡 상일동 새  서울 입구 석계 성

내 수락산 수유 수진 숭실 입구 신 호 신답 신

방 신 방삼거리 신림 신정 신정네거리 신풍 신흥 

문 아차산 아  암사 양천구청 역  연신내 옥수 

온수 용답 용마산 우장산 월곡 응암 잠원 장승배기 

장암 계 곡 화 증산 지축 창동 창신 철산 태릉

입구 하계 행당 홍제 화곡 화랑

98

역

그

룹

3

가산디지털단지 강남 강남구청 경복궁 화문 교  

남부터미  논  동 문역사문화공원 동 입구 동

묘앞 명동 삼각지 삼성 서 문 서  선릉 시청 신사 

신용산 안국 압구정 양재 여의나루 여의도 역삼 을

지로3가 을지로4가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3가 종로5

가 청담 충무로 학동 한강진 한양  회

38

표 1. 서울시 지하철역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Seoul Metro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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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33개 서울시 지하철역을 승하차 패턴

에 따라 분류하 다. 구 은 이썬 언어를 사용하 다. 

상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제공하는 233개 지

하철 각 역에서의 매일 05시부터 24시까지 1시간 단 의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이다. 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이다.

지하철역의 분류는 승하차가 발생하는 패턴을 기반으

로 한다. 분류방법으로는 기계학습 방법 , 가우시안 혼

합 모델과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각 역의 시간별 승차객 수와 하차객 수의 원본 데이터를 

시각화해 본 결과 이는 2차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 합하

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를 가우시안 혼합 모델로 보정

하여 2개의 가우시안 커 의 승차 피크 시간과 2개의 가

우시안 커 의 하차 피크 시간을 구하 다. 이 4차원 데

이터를 기반으로 K-평균 클러스터링에 따라 지하철역을 

분류하 으며, 클러스터링 결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의 지하철역들은 이용도가 매우 높거나 

환승지역, 상업지역에 속한 역으로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은 업무, 상업, 주거  어느 한 쪽의 특정한 지역으

로 지정하기 어려운 그룹이었다. 세 번째 그룹의 지하철

역들은 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네 번째 그룹의 지하

철역들은 업무지역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 지하철역의 특성을 악하

는 데 의미가 크며, 지하철역 주변의 특성을 경제, 사회, 

문화 으로 분석하기 한 주요 기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하철역의 승하차 패

턴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업시설이나 인구분포, 혼잡도 

등의 요소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여 지하철역을 분

류한다면 보다 다양한 정책이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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