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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 공공 Wi-Fi AP와 야간 위성영상과 같은 새로운 지리 데이터를 활용

하여 2018년 대구광역시의 도시 활력을 평가하였다. 새로운 지리 데이터는 다양한 시공간 스케일

에서 도시민의 활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동전화 데이

터,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와 같은 세 가지 공간 빅데이터가 도시 활력의 

사회적, 경제적 및 모빌리티 측면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반면에, 공중 Wi-Fi AP와 야간 

위성영상은 도시 활력의 가상적 및 물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섯 개의 도시 

활력 지표들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통합되어 네 개의 시간대에서 집계구별 도시 활력 지수로 변환

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도시 활력을 가진 다섯 개의 클러스터가 대구 도심, 대구은행 

네거리와 범어역 네거리, 성서, 동대구역, 칠곡 3지구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 활력 지수

는 같은 도시 공간상에서도 시간대별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도시 활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공간 빅데이터, 공공 Wi-Fi AP, 야간 위성영상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 도시 활력, 공간 빅데이터, 야간 위성영상, 와이파이 엑세스 포인트, 주성분 분석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urban vitality of Daegu metropolitan city in 2018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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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geographic data such as spatial big data, Wi-Fi AP(access points) and 

nighttime light satellite image. The emerging geographic data were used in this research 

to quantify human activities in the city more directly at various spatial and temporal 

scales. Three spatial big data such as mobile phone data, credit card data and public 

transport smart card data were employed to reflect social, economic and mobility 

aspects of urban vitality while public Wi-Fi AP and nighttime light satellite image were 

included to consider virtual and physical aspects of the urban vitality. With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ive indicators were integrated and transformed to the 

urban vitality index at census output area by temporal slots. Results show that five 

clusters with high urban vitality were identified around downtown Daegu, Daegu bank 

intersection and Beomeo intersection, Seongseo, Dongdaegu station and Chilgok 3 

district. Further, the results unveil that the urban vitality index was varied over the 

same urban space by temporal slots. This study provides the possibility for the 

integrated use of spatial big data, Wi-Fi AP and nighttime light satellite image as proxy 

for measuring urban vitality.

KEYWORDS : Urban Vitality, Spatial Big Data, Nighttime Light Satellite Image, Wi-Fi Access 

Points, PCA

서  론

현대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인 성

격을 가진다. 도시의 역동성은 도시에서 생활하

는 인간의 활동을 기초로 형성되며 시공간 상에

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동안에 많은 도시연

구에서 도시의 역동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

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Sulis et al., 

2018). 그 중에서도 도시 활력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시공간적 활동을 토대로 도시의 역동성

을 분석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로 최근에 도시연

구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Kim, 2018).

지난 수십 년간 도시 활력에 관한 연구는 도

시계획, 지리학, 조경학, 건축학 등의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많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도시 활

력의 개념은 여전히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도시 활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Yue et al., 2019). 

이전의 도시 활력 연구로부터 분명한 것은 도시 

활력의 개념은 인간 활동, 건조 환경 그리고 인

간 활동과 건조 환경 간의 상호작용 등의 주요

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Jacobs, 1961; Jin 

et al., 2017; Lu et al., 2019; Yue et al., 

2019), 도시 활력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주로 건물, 구역, 도로, 토지이용 등과 같은 건

조 환경(또는 도시 형태) 관련 지표(Ye and 

Van Nes, 2013; Zeng et al., 2018) 또는 통

행 자료와 같은 현장 관찰 및 설문 조사 자료

(Sung and Lee, 2015)를 활용하여 도시 활력

을 측정하였다는 것이다(Liu et al., 2019). 

최근에 정보통신기술 및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민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공간 빅데이터가 폭

발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하였다(Abernathy, 2016). 

이러한 공간 빅데이터는 이전의 도시 활력 연구

에서 현장 관찰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제한적으

로 수집된 인간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보다 미

시적 수준의 시공간 스케일에서 대량으로 취득

할 수 있게 하였다(Sulis et al., 2018; Lu et 

al., 2019). 도시 활력 관련 많은 연구는 인간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지표로 이동전화 데

이터, 소셜 미디어 데이터,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자료, 관심지역(POI(Points of Interest)) 데이

터,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등과 같은 공간 빅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Ahas et al.(2015)은 중국

의 하얼빈(Harbin), 프랑스 파리(Paris),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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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아 탈린(Tallinn)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데

이터를 사용하여 공간적 및 시간적 조건에 따른 

도시의 일상 활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Jin et 

al.(2017)은 중국 도시를 대상으로 교차로, POI 

데이터, 위치 기반 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활력을 측

정하고 유령 도시를 확인하였다. He et al. 

(2018)은 POI 데이터, 도시 기능의 혼합도, 소

셜 미디어 데이터, 주택가격, 인구변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활력을 측정하고 도시 형태가 도

시 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im 

(2018)은 이동전화 데이터, 카드매출 데이터, 

공공 와이파이 엑세스 포인트(Wi-Fi AP(Wi- 

Fi Access Points)) 데이터를 통합하여 서울시 

6개 자치구의 도시 활력을 측정하였다. Sulis 

et al.(2018)은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 

트위터 데이터, POI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국 런

던의 도시 활력을 평가하였다. Zeng et al. 

(2018)은 미국의 시카고(Chicago)와 중국의 

우한(Wuhan)을 대상으로 밀도, 거주 적합성

(livability), 접근성 그리고 토지이용의 다양성 

등의 네 가지 차원에서 도시 활력을 평가하면서 

거주 적합성과 접근성 차원에서 도시 활력을 분

석하기 위해 POI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Liu et 

al.(2019)는 중국의 난징을 사례로 이동전화 데

이터를 사용하여 시공간적 측면에서 도시 활력

을 평가하였다. Lu et al.(2019)은 중국의 청두

를 사례로 소셜 미디어 데이터, POI 데이터, 건

물, 도로망 데이터를 이용하여 근린 활력을 평

가하고 도시 형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Yue et al.(2019)은 건조 환경, 인간 활동, 건

조 환경과 인간 활동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여 중국 상하이를 대상으로 도시 

활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동전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인간 활동

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지표 중의 하나로 POI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im(2020)은 서울을 사

례로 한 시간 단위로 수집된 일별 이동전화 데

이터 기반 유동인구를 사용하여 야간의 도시 활

력을 분석하였다. 

한편, 일부의 도시 활력 관련 연구는 인간 활

동 측면을 사회적, 경제적, 가상적 활력으로 세

분하여 측정하였다(Kim, 2018; Zeng et al., 

2018). 여기서 사회적 및 경제적 활력은 주로 

이동전화 데이터를 통한 유동인구와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로 각각 측정되었지만, 반면에 가상

적 활력은 공공 Wi-Fi AP 데이터를 대리지표

로 활용하여 측정되었다(Kim, 2018). 종전의 

연구에서처럼, 물리적 활력은 주로 건물, 구역, 

도로, 토지이용 등과 같은 건조 환경 관련 지표

에 의해 평가되었지만, 최근의 연구는 야간 위

성영상이 도시의 물리적 측면을 반영하는 새로

운 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Jin et al., 2017; Liu et al., 2019). 또

한, Yue et al.(2019)은 건조 환경 관련 지표

와 인간 활동 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이전의 도

시 활력 관련 연구에서 간과했던 인간 활동과 

건조 환경 간의 상호작용 관련 지표(접근성 또

는 물리적 격리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 활

력을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도시 활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조 

환경 관련 지표와 인간 활동 관련 지표를 혼용

하여 수행되었다. 인간 활동과 건조 환경 간의 

상호작용 관련 지표는 기존의 도시 활력 관련 

연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인간 활

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시 활력 

관련 연구에 사용된 공간 빅데이터는 주로 이동

전화 데이터, 소셜 미디어 데이터, POI 데이터

에만 국한되었다. 일부의 연구만이 공공 Wi-Fi 

AP 데이터와 야간 위성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지리 데이터를 도시 활력의 가상적 및 물리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도

시 활력 관련 연구는 특정한 시점에서 인간 활

동을 측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도시 활력의 

시간적 변이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Sulis et al., 

2018; Liu et al., 2019; Kim, 2020).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

의 공간 빅데이터와 새로운 지리 데이터를 활용

하여 도시 활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 활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럽, 미국, 아시아 등의 해외 주요 도시를 대상

으로 수행되었지만, 국내 도시에 대한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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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사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연구지역

도 서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지방도

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활력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시를 사례

로 도시민의 다양한 시공간적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모빌리티(mobility) 측면

의 공간 빅데이터와 가상적 측면의 Wi-Fi AP 

그리고 물리적 측면의 야간 위성영상을 활용하

여 4개의 시간 단위에서 도시 활력을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7개의 자치구와 1개의 

자치군을 포함하는 대구시 전역이다(그림 1). 

달성군은 비교적 스마트폰과 대중교통 스마트카

드 이용률이 낮지만, 대구시 전체의 도시 활력

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지역에 포함하였다. 대구

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도시쇠퇴와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 활력을 평가해 볼 필요성

이 대두되어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

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공되는 최신의 

데이터가 2018년 7월인 것을 고려하여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새로운 지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 활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기간인 2018년 11월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대구시의 도시 활력을 평

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공간 빅데이

터, 야간 위성영상, 공공 Wi-Fi AP 데이터 등

과 같은 새로운 지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간 빅데이터는 이동전화 데

이터,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 신용카드 데

이터를 포함한다. 이동전화 데이터는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인 SKT(SK Telecom)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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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을 기반으로 생성된 시간별 유동인구 데

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50m 격자에서 매시간 

단위로 측정되고 사용자에 관한 성별 및 연령별 

속성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

면,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SKT는 약 43%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표적

인 경쟁사인 KT(Korea Telecom Corporation)

의 24.5%, LG유플러스(LG Uplus Corporation)

의 1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두 경쟁사

를 합친 것과 비슷한 시장점유율이다. 또한, 

2018년 현재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6.6%로 시민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SKT 시장점유율은 

50.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도시 

활력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도시

민의 일상 활동에 관한 사회적 지표(Kim, 

2018)로서 SKT 기반의 이동전화 데이터를 활

용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대구시 시내버

스 및 도시철도역의 시간별 승하차 이용자 수를 

포함하고 있다. 각 데이터는 Microsoft Excel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역이름, 역번호, 시간대

별 승하차 인원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량 데이터는 2018년 1월부

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운영시간(05시~24시)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권의 3,263개 모든 정류장

의 매시간 승하차 인원 데이터이다. 도시철도 

데이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 운영시간(05시~24시)을 기준으로 대

구시의 91개 모든 역을 대상으로 매시간 승하

차 인원 데이터이다. 각 데이터는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각 버스

정류소 및 도시철도역의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들 데이터 역시 대구광역시 

교통정보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2018년 

11월 기준 정류장별 위치자료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는 대중교통 스마트카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현금으로 결제된 도시민의 활동은 배제

되며, 일부 하차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은 인구

에 대해서는 하차에 있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대구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교통카드 사용률이 90%를 

넘어섰고 데이터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차 시에도 스마트카드를 단말기에 체크할 것

을 권장하고 있어 대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량

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이동전화 

기반 유동인구 데이터에서 설명력이 부족하였던 

도시민의 모빌리티에 관한 지표로서 도시민의 

버스정류소 및 도시철도역에 대한 접근성을 파

악할 수 있는 인간 활동과 건조 환경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대리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Sulis 

et al., 2018; Yue et al., 2019).

신용카드 데이터는 현대카드를 사용한 카드매

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카드결제에 대한 

위치는 물론 소비자의 성별 및 연령별 특성 그

리고 카드결제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공간 빅

데이터라 할 수 있다. 2016년 한국은행의 조사

에 따르면, 국내 현금사용률은 26.0%로 신용카

드 사용률인 50.6%에 절반에 가깝고 시간이 지

날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카드결제에 관한 공간 빅데

이터의 등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객관적인 수치로 체계적

인 상권분석과 소비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민의 일상에서 경제활동

에 관한 지표(Kim, 2018)로 신용카드 매출 데

이터를 도시 활력 분석을 위한 대리변수로 선정

하였다.

공공 Wi-Fi AP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설치된 

사설 Wi-Fi AP가 아닌 정부 및 지자체가 공공

시설에 설치한 Wi-Fi AP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SKT, KT, LG유플러스 및 기타 업체에서 

제공한 모든 Wi-Fi AP를 포함한다. 2018년 

현재 대구시에는 총 322개의 공공 Wi-Fi AP

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Wi-Fi AP의 위치는 

경위도 좌표 또는 상세 주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설치장소, 서비스제공사명, 설치 시점 등의 정보

도 제공된다. 스마트폰 사용과 마찬가지로 Wi- 

Fi AP 사용에 있어서도 연령대별 및 공간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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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flow

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바

와 같이 대구시를 포함하는 대도시의 사람들은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높은 Wi-Fi사용률도 가지고 있다. 이는 속도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용자가 Wi-Fi에 

보다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셀룰러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

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Hong, 2010). 이 때문에 Wi-Fi는 인

간의 가상적(virtual) 활동에 보다 큰 영향을 끼

칠 수 있으며 시골보다는 도시의, 노년층보다 

젊은 세대의 도시 활력과 더 큰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Kim, 2018). 본 연구에서는 도

시 활력의 가상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공공 

Wi-Fi AP 데이터를 대리지표로 활용하였다.

야간 위성영상 데이터는 NOAA(Nation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

는 야간 조명 세기를 관측하는 VIIRS-DNB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Day and Night Band) 위성영상이다. 그 동

안의 도시 활력 연구들은 모두 주간 혹은 저녁 

이전의 활동시간을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었

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도시 활동이 주간에

만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야간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도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야간 위성영상은 도시의 시가지 건조 환경을 분

석하는데도 활용이 되고 있다(Zhu et al., 

2016; Yang and Kim, 2018; Kim, 2020). 이

에 본 연구는 다른 도시 활력 지표들이 다루지 

못하는 시간대인 야간의 인간 활동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고 도시의 건조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물리적 지표로서 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

였다. 이 데이터는 NOAA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월별 평균 조도값으로서 GeoTiff 파일 형식으

로 되어있다. 전 세계를 총 여섯 개의 타일

(tile)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

한민국 및 대구시는 타일 3에 포함된다. 야간 

위성영상 데이터의 측정시간은 일몰 이후 약 오

전 01시 30분까지이며 공간적 해상도는 약 15 

arc-sec(약 450m)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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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f urban vitality indicators

a) service population, b) credit card transaction, c) passengers on and off subway

d) passengers on and off transit, e) public Wi-Fi access points, f) nighttime light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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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 현상이 보정되고 구름이 제거된 야

간 조명 데이터 형식인‘VCMSLCFG’를 사용

하였다. 이 데이터는 비교적 계절의 영향이 적

고 여름 및 겨울보다 가을에 특히 정확하게 측

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도시 활력을 가장 잘 표

현할 수 있는 11월 데이터를 선택하여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이동전화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 야간 위성영상은 격자 

데이터이고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와 공공 

Wi-Fi AP는 점 데이터이다. 이들 5개의 데이

터는 분석의 복잡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집계구

를 기반으로 공간적으로 통합되어 다시 집계되

었다(그림 3).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분석 

단위는 2018년 현재 대구시 전체 8개의 자치구

군을 포함하는 5,001개의 집계구이다. 집계구는 

행정동보다 작은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통계정보가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으로서 MAUP(Modifiable

Areal Unit Problem)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 데이터 집계과정에서 자료의 표준화를 위

해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 공공 Wi-Fi AP 

데이터는 밀도(속성값/㎢)값으로 변환되어 사용

되었다. 공공 Wi-Fi AP의 밀도는 값이 너무 

작게 도출되어 정규화 과정을 거쳐 도시 활력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특정한 한 시점에서 인간 활동을 반영하여 도시 

활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도시 활력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할 수 없었다(Kim, 2018).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분석 단위를 피크 타임(peak time)과 비피크 

타임(non-peak time)을 고려하여 활동시간

(05시~23시), 출퇴근시간(07시~09시, 18시~ 

20시), 주중(월~금), 주말(토·일) 등의 네 가

지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시간적 

단위에서 도시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 등과 같은 공간 빅데이터가 제공됨으로

써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5개의 도시 활력 지표를 통합하고 

도시 활력 지수로 변환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적용

하였다. 주성분 분석에서 상관행렬과 베리맥스

(varimax) 회전방법이 적용되었다. 주성분은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것만을 추출하

여 도시 활력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

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몇 개의 상호 관련

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로 축약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주성분 분석은 변수들간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변수의 자기상관성과 

다중 공선성 등의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다(Jun, 2006b). 본 연구는 집계구 단위에서 

활동시간(05시~23시), 출퇴근시간(07시~09시, 

18시~20시), 주중(월~금) 및 주말(토·일)의 

네 가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주성분 분석을 이

용하여 도시 활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etis-Ord’s Gi를 활용하여 도시 활력 지수의 

핫 스팟(hot spot) 및 콜드 스팟(cold spot)을 

확인하여 그 시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간분

석을 위해 QGIS 3.6과 ArcGIS 10.5를 사용하

였다. 또한, 데이터의 정규화 및 주성분 분석을 

위해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도시 활력의 시공간적 분포 패턴

본 연구는 5개의 도시 활력 측정 지표(사회

적, 경제적, 모빌리티, 가상적, 물리적 지표)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활동시간 및 출퇴근 시

간 그리고 주중 및 주말의 네 가지 시간 단위에

서 2018년 대구의 집계구별 도시 활력을 평가

하였다. 도시 활력을 측정하기 위한 인간 활동

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가상적 지표는 각각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 공공 Wi-Fi AP 등이

다. 건조 환경과 관련된 물리적 지표는 야간 조

명 세기이고 인간 활동과 건조 환경간의 상호작

용과 관련된 모빌리티 지표는 시내버스 및 도시

철도의 이용객 수이다. 이들 도시 활력 측정 지

표는 네 가지 시간 단위에서 모두 0.5 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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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mponent Loadings

Communality
PC1 PC2

SP(AH) 0.702 0.225 0.550

RA(AH) 0.619 -0.257 0.453

TR(AH) 0.696 0.130 0.503

CT(AH) -0.018 -0.009 0.980

NLI(AH) -0.075 0.847 0.727

PAP(AH) 0.342 0.473 0.347

Eigen Value 1.556 1.003

Variance(%) 25.933 16.716

Variables
Component Loadings

Communality
PC1 PC2

SP(RH) 0.647 0.324 0.532

RA(RH) 0.670 -0.230 0.505

TR(RH) 0.710 0.142 0.527

CT(RH) -0.033 -0.005 0.961

NLI(RH) 0.255 0.559 0.393

PAP(RH) -0.106 0.788 0.646

Eigen Value 1.554 1.007

Variance(%) 25.908 16.791

left: activity hour, right: rush hour, AH: activity hour, RH: rush hour, PC1; principal component 1, PC2: principal component 2, SP: service 
population, RA: passengers on and off subway, TR: passengers on and off transit, CT: credit card transaction, NLI: nighttime light 
intensity, PAP: public Wi-Fi access points

TABLE 1. PCA results for activity and rush hours

FIGURE 4. Scatter plots for component loadings by activity and rush hours

left: activity hour, right: rush hour, PC1: principal component 1, PC2: principal component 2, 

AH: activity hour, RH: rush hour, SP: service population, RA: passengers on and off subway, 

TR: passengers on and off transit, CT: credit card transaction, NLI: nighttime light intensity, 

PAP: public Wi-Fi access points

표본 적절성의 KMO(Kaiser-Meyer-Olkin) 값

이 도출되었고,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

률도 0에 근접하여 주성분 분석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활동시간 및 출퇴근시간에서 주성분 분

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고유값이 1

이상인 두 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다. 두 시간 

단위에서 제1 주성분과 제2 주성분의 분산이 

각각 약 26%와 약 17%로 총 분산의 약 43%

를 설명하였다. 공통성은 각 성분이 각 변수들

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두 

시간 단위에서 두 개의 주성분이 경제적 지표인 

신용카드 매출을 가장 잘 설명하였고 나머지 지

표들에 대해서도 0.5 내외의 비교적 높은 설명

력을 보였다. 하지만, 활동시간 단위에서 가상적 

지표인 공공 Wi-Fi AP와 출퇴근시간 단위에서 

물리적 지표인 야간 조명 세기에 대한 두 주성

분의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해서, 두 주

성분은 활동시간 단위에서 경제적, 물리적, 모빌

리티,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였고, 반면에 출퇴근 

시간 단위에서는 경제적, 가상적, 사회적, 모빌

리티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림 4는 두 주성분에 

대한 요인적재량을 2차원의 산점도로 나타낸 것

이다. 여기서, 제1 주성분의 요인적재량은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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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patial distribution of urban vitality index by activity and rush hours

left: activity hour, right: rush hour

그리고 제2 주성분의 요인적재량은 Y축에 표시

된다. 제1 주성분과 제2 주성분에서 모두 비교

적 높은 값을 가지는 제1 사분면에 유동인구와 

시내버스의 이용객 수가 두 시간 단위에서 공통

적으로 가까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성분 분석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제1 주

성분을 활용하여 도시 활력 지수를 산출하고 그 

시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도시 활력 지수가 높을수록 도시 활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높은 도시 활력 지수들이 대구

역, 중앙로, 반월당네거리, 동성로,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아백화점(쇼핑점), 대구 약령시문화

거리, 2·28 기념 중앙공원 인근 등을 포함한 

대구의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도심 동남쪽에 위치한 경대병원역 인근, 봉산문

화회관, 대구은행네거리, 범어네거리 인근에서도 

도시 활력이 높았다. 또한, 도심의 북쪽에 위치

한 대구역 인근의 교동 전자거리 및 귀금속거

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포레스트아레나, 이

마트(칠성점), 롯데마트(칠성점) 인근 지역에서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도심 다음으로 높은 도시 활력을 보인 곳은 

대구복합환승센터와 터미널 먹거리촌, MBC네거

리, 동구 아양교역 인근, 롯데 아울렛(율하점) 

인근 등이다. 수성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구

은행네거리와 범어네거리를 포함하여 만촌 네거

리와 담티역 인근, 두산동의 수성못 및 들안길 

인근 그리고 대구스타디움 일대에서도 비교적 

높은 도시 활력이 나타났다. 달서구는 성서산업

단지 및 계명대학교 동문, 국민연금네거리 일대

에서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고 서부시외버스터

미널에서도 비교적 높았다. 그 외에 남구는 영

대병원 인근, 달성군은 설화명곡역 및 테크노폴

리스지구 그리고 북구는 칠곡3지구, 북부시외버

스터미널, 경북대학교 북문, 복현오거리에서 비

교적 높은 도시 활력 지수들이 밀집하였다.

이러한 도시 활력 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모든 

시간에 대해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지역

에 대해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지역도 존재하였다. 특히, 대구 시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출입하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일대와 아양교역, 신천역 일대에서는 활동시간

보다 비교적 출퇴근시간에서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대구고속버스

터미널 일대,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달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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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mponent Loadings

Communality
PC1 PC2

SP(WD) 0.683 0.268 0.538

RA(WD) 0.560 -0.130 0.331

TR(WD) 0.691 0.118 0.492

CT(WD) -0.294 0.774 0.686

NLI(WD) 0.355 0.480 0.356

PAP(WD) 0.116 0.376 0.155

Eigen Value 1.551 1.008

Variance(%) 25.848 16.804

Variables
Component Loadings

Communality
PC1 PC2

SP(WE) 0.571 0.465 0.542

RA(WE) 0.327 -0.091 0.402

TR(WE) 0.697 0.166 0.513

CT(WE) -0.400 0.574 0.489

NLI(WE) 0.194 0.664 0.479

PAP(WE) 0.046 0.411 0.171

Eigen Value 1.562 1.033

Variance(%) 26.036 17.222

left: weekday, right: weekend, PC1; principal component 1, PC2: principal component 2, WD: weekday, WE: weekend, SP: service 
population, RA: passengers on and off subway, TR: passengers on and off transit, CT: credit card transaction, NLI: nighttime light 
intensity, PAP: public Wi-Fi access points

TABLE 2. PCA results for weekday and weekend

FIGURE 6. Getis-Ord’s Gi for urban vitality index by activity and rush hours

left: activity hour, right: rush hour

계명대학교 정문 일대, 본리네거리 및 두류네거

리 일대도 출퇴근 시간에서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수성구의 범어네거리는 활동시간에도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지만 비교적 출퇴근시간

에서 더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반대로 동구

의 율하 일대, 남구의 영남대학병원 그리고 달

서구 상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일대

의 경우 출퇴근 시간보다 활동시간에서 높은 도

시 활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달성군 및 동구 

대부분의 지역들은 여전히 출퇴근시간에서도 낮

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국지적 공간 통계지수인 Getis-Ord’s Gi를 

활용하여 활동시간에서 도시 활력 지수에 대한 

핫 스팟과 콜드 스팟을 살펴보면, 도심을 중심

으로 넓게 핫 스팟이 분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6). 또한, 북구 국우동과 읍내

동 일대, 달성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 지

구 일대에는 콜드 스팟을 보였다. 출퇴근시간에

서 도시 활력 지수에 대한 핫 스팟과 콜드 스팟

은 활동시간과 유사한 공간적 분포를 보였지만, 

동구의 동대구역 및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그리

고 도시철도 해안역, 방촌역, 용계역 일대까지 

보다 넓게 핫 스팟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활동시간과 비교하여 본다면, 수

성구의 경우 활동시간에서도 높은 활력을 보였

지만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 및 담티역 일대

에서 출퇴근시간에서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반면에 대형백화점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아울렛), 상인역 롯데백화점

과 아양교역, 칠곡3지구 그리고 국민연금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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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atter plot of component loadings by weekday and weekend

left: weekday, right: weekend, PC1; principal component 1, PC2: principal component 2, 

WD: weekday, WE: weekend, SP: service population, RA: passengers on and off subway, 

TR: passengers on and off transit, CT: credit card transaction, NLI: nighttime light intensity, 

PAP: public Wi-Fi access points

FIGURE 8. Spatial distribution of urban vitality index by weekday and weekend

left: weekday, right: weekend

의 경우 상대적으로 출퇴근시간보다 활동시간에

서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중 및 주말시간에서 주성분 분석

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활동 및 출퇴

근시간에서 주성분 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두 

시간 단위에서 제1 주성분과 제2 주성분의 분

산이 각각 약 26%와 약 17%로 총 분산의 약 

43%를 설명하였다. 주중시간에서 두 개의 주성

분은 경제적 지표인 신용카드 매출을 가장 잘 

설명하였지만, 주말시간에서는 사회적 지표인 

유동인구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주중 및 주말

시간에서 모두 공공 Wi-Fi AP에 대한 두 주성

분의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 주중시간에서 두 

주성분은 경제적, 사회적, 모빌리티, 물리적 특

성을 반영하였지만, 반면에 주말시간에서는 사

회적, 모빌리티, 경제적,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

였다. 그림 7에서 요인적재량의 산점도를 살펴

보면, 주중 및 주말시간에서 사회적,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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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etis-Ord’s Gi for urban vitality index by weekday and weekend

left: weekday, right: weekend

(시내버스), 물리적, 가상적 지표들이 제1 사분

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도시 활력에 유

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림 4의 활동 및 출퇴근시간에서 산점도

와 확연하게 다른 것으로 한 도시 내에서도 시

간적 변화에 따라 도시 활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중 및 주말시간에 대한 도시 활력 지수의 

시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활동 

및 출퇴근 시간에서의 시공간적 분포와 유사하

게 도심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수성구

를 중심으로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일부 지

역에 대해서는 주말에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활

력을 보인 지역이 존재하였는데 특히 신서동 대

구혁신도시와 북구 무태조야동의 많은 주거지역

의 경우 주말에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또한, 

달성군의 경우에도 다사읍 행정복지센터를 중심

으로 위치하고 있는 주거단지와 대실역 및 다사

역 그리고 대곡역 인근 지역에서도 주말에 더 

높은 활력을 보였다. 북부시외버스터미널 및 서

부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주중보다 주말에 비교

적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본리네거리, 상인

역 롯데백화점, 동구 아양기찻길 일대, 율하 일

대도 주중보다는 주말시간에 높은 도시 활력을 

보였다. 반대로 중구 서문시장과 수성구 대구은

행 및 범어네거리는 주말시간에도 높은 도시 활

력을 보였으나 주중시간에 비교적 높은 도시 활

력을 보였다.

국지적 공간 통계지수인 Getis-Ord의 Gi를 

이용하여 주중 및 주말시간에서 도시 활력 지수

에 대한 핫 스팟과 콜드 스팟을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활동 및 출퇴근시간에서 도시 활력의 

시공간적 분포와 유사하게 주중시간에서도 도심

을 중심으로 높은 활력이 밀집된 모습을 보였

다. 그러나 수성구의 황금역 일대와 달서구의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활동시간에 비해 

보다 높은 값이 밀집되었다. 반대로 달성 1차 

산업단지와 북구 칠곡 지역 그리고 동구의 율하 

및 신서동 대구혁신도시는 낮은 도시 활력을 보

였다. 주말시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심을 중심

으로 핫 스팟 지점이 넓게 분포하여 주중과 유

사하나 일부 지역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말의 경우 동구의 동대구역 및 동대구 복합환

승센터, 동구청, 아양교, 방촌역 그리고 용계 일

대에서 높은 도시 활력 지수들이 밀집되었다. 

반대로 상인역, 성서산업단지를 포함하여 달서

구의 대부분의 지역과 달성 제1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낮은 도시 활력 지수가 밀집하는 콜드 

스팟이 나타났다.

2.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와 새로운 지리 데이

터를 활용하여 2018년 대구의 집계구별 도시 

활력을 네 가지 시간 단위(활동 및 출퇴근시간, 

주중 및 주말)에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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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법론적 측면에

서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공간 빅데이터와 새

로운 지리 데이터를 통합할 때 격자와 같은 미

시적인 단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야간 조명 세기 데이터의 공간 해상

도는 450m이고 유동인구와 신용카드 매출 데

이터의 공간 해상도는 50m이기 때문에 격자 단

위에서 두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야간 조명 세기 데이터와 다른 사회 및 

경제적 지표들 간의 공간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계구를 기반으로 데이터

를 통합하였다. 하지만, Jun(2006a)이 논증한 

것처럼, 화소 기반 데이터 통합이 구역 기반 데

이터 통합에 비해 미시적 공간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격자 단위에서 공간 빅데이터를 활

용한 도시 활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간의 일상적 활동을 한 시간 단위로 

측정하여 도시 활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 및 출퇴근시간 그리고 주중 및 

주말 등과 같이 네 가지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도시 활력을 평가하였으나, 보다 미시적으로 1

시간 단위에서 분석이 진행된다면 더욱더 시간 

변화에 따른 도시 활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일상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는 다양한 시공간적 단위, 

간격, 지속시간에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Kwan 

(2012a; 2012b)에 의해 제안된 UGCoP 

(Uncertain Geographic Context Problem)을 

도시 활력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공

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활력 분석에서 

UGCoP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1시간 단위로 

인간의 일상적 활동에 관한 공간 빅데이터를 수

집하여 활용하는 것이다(Kim, 2020).

셋째, 도시 활력 연구에서 주간 및 야간의 활

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표, 모빌리티 지표 그리고 경제적 지표 뿐만 

아니라 물리적 지표인 야간 조명 세기도 도시 

활력에 있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

간 위성영상에서 추출된 야간 조명 세기는 집계

구 단위에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기 때문

에 야간의 도시 활력을 고려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도시민의 일상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활력에 관한 연구는 

주간 시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야간시간

도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Kim, 

2020).

넷째,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활력을 

평가할 때 데이터의 대표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

하다. 흔히, 공간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오픈되어 있다는 점 때

문에 결함이 없는 데이터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공간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석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의

미 있는 정보로 변환된다. 또한, 공간 빅데이터

는 대용량과 관계없이 도시에서 인간 활동의 전

체가 아닌 일부분을 대표하고 있는 디지털 흔적

이라는 것을 알고 도시 활력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Sulis et al., 2018).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2018년 대구의 집계구별 

도시 활력을 활동 및 출퇴근 시간 그리고 주중 

및 주말 시간 단위에서 평가하였다. 이동전화 

데이터,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와 같은 공간 빅데이터 그리고 야간 

위성영상 및 공공 Wi-Fi AP 데이터와 같은 새

로운 지리 데이터가 본 연구에서 도시 활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상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지표로 각각 이동전화 데이터, 신용카드 매

출 데이터, 공공 Wi-Fi AP 데이터가 사용되었

다. 반면에 건조 환경 관련 물리적 지표와 인간 

활동과 건조 환경 간의 상호작용 관련 모빌리티 

지표로 야간 위성영상과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다섯 개의 도시 활력 측

정지표는 집계구를 기반으로 공간적으로 통합되

어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시 활력 지수로 변환

되었다. 국지적 공간통계지수인 Getis-Ord’s 

Gi를 활용하여 산출된 도시 활력 지수에 대한 

핫 스팟 및 콜드 스팟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도시 활력이 높은 



공간 빅데이터와 야간 위성영상을 활용한 도시 활력 평가: 대구시를 사례로 / 정시윤·전병운 231

지역이 대구 도심, 대구은행 네거리와 범어역 

네거리, 성서, 동대구역, 칠곡 3지구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 활력 지수의 공간적 분

포는 대구 시내에서 활동 및 출퇴근 시간 그리

고 주중 및 주말 시간에 따라 변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공간 빅데이터는 도시에서 인간

의 일상적 활동을 시간적 변화에 따라 미시적으

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야간 위성영상

은 도시의 건조 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야간 

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 공공 Wi-Fi 

AP, 야간 위성영상을 도시 활력을 측정하기 위

한 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

였다.

향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 활력을 평가

하기 위한 방법론은 국내의 다른 도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는 도시 활력의 관점에서 대구의 도시재생과 도

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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