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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울 따릉이 자전거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

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

시스템이다. 서울시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다

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건강한 사회 및 삶의 질

을 높이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따릉이라는 이

름을 지었다. 타지역 대여소 이름으로 창원-누

비자, 대전-타슈, 세종-어울링 등이 있다.

서울 따릉이는 자전거 대여한 장소에 다시

가서 반납하는 번거로운 시스템이 아닌 따릉이

자전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편리한 대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1].

대여는 카드 대여와 스마트폰 대여로 가능하

며 정기권, 일일권이 있으며 비회원도 사용가능

하다. 만 15세 이상 남녀노소 이용 가능하지만

만 19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가입동의가 있어

야 이용이 가능하다 [2].

그러나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

있고, 개선할 사항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과 따릉이 고객센터의 시민

의견 데이터셋을 통해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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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3,4,5,6].

2. 서울시 자전거 현황분석

<그림 2-1>은 서울 자전거 홈페이지 따릉이

대여소 현황 좌표를 통하여 구글 지도에 시각화

한 모습이다. 시각화를 위해 위경도 분석을 수

행하고, 이를 R의 패키지인 ggmap을 활용하였

다 [3].

대여소 분포를 보면 서울 중심지를 중점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외곽에는 대체적으로 미비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ggmap을 활용한 서울 따릉이 설

치 현황

<그림 2-2>는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설치

현황에 대한 구별 분석이다. 이를 막대그래프로

도식화 하였다. 현재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 강

남구에는 독립적으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시행

하고 있으며 자전거 대여소 미설치 지역은 중랑

구, 성북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강동구, 강

북구로 총 7개 지역이다.

<그림 2-2> 서울 따릉이 설치 현황(구별)

<그림 2-3>은 따릉이 고객센터에 시민들이

올린 의견 글들이 있다. 이를 R에서 크롤링

(Crawling)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통해 비

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2-3> 따릉이 자전거 고객센터의 자전

거 설치 요청 글

<그림 2-1>의 ggmap 자전거 현황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아

직도 부족한 지역과 장소가 많아 시민들의 자전

거 대여소의 설치 요청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림 2-4>는 <그림 2-3>에서 수집된 텍스

트 데이터를 R의 패키지인 wordcloud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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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릉이 자전거 고객센터에 어느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크롤링을 실시해

본 모습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합정동, 서대문역,

강북구 등등 지역 언급이 있으며 대여와 설치라

는 단어의 빈도수가 높았다. 많은 설치 요청이

있는 만큼 예상 수요자도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4> 서울 따릉이 자전거 고객센터 크

롤링, 텍스트 마이닝 후 시각화

한 모습

앞서 살펴본 현황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자전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자전거 설치에 앞서 예상 수요자가 있는지,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가 있는지 연관이 있는

지역인지 분석하려고 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인접한 장소를

선정하여 학교 등 통학, 통근 비중이 많은 곳을

나열하여 순위를 정하여 우선적으로 대여소를

설치해야 할 장소를 찾아 그 장소가 왜 우선적

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분석을 통해 검증하려

고 한다.

3. 효율적인 자전거 설치를 위한 분석

3.1 자전거 이용과 나이의 독립성 분석

<그림 3-1>은 자전거 이용과 나이의 독립성

분석 결과 모습으로 귀무가설을 ‘자전거 이용과

나이는 관련이 없다.’ 대립가설을 ‘자전거 이용

과 나이는 관련이 있다.’로 분석을 하였다.

onetwo는 10대 20대, threefour는 30대 40대,

old는 50대이상으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에 대

한 변수를 입력하였다.

<그림 3-1> 자전거 이용과 나이의 독립성 분

석 결과

검정을 통하여 p-value 값이 0.05보다 작으므

로 자전거 이용과 나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0대 20대의 경우 학생

으로 30대 40대는 직장인으로 보아 통학 통근하

는 자전거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역별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군집분

석

군집분석 데이터는 all에 ‘각 지역 총인구’,

trans에 ‘교통수단 이용자 수’ rate는 ‘지역 통근

자 중 자전거 이용 및 도보 이용률’을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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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별 교통수단 이용자중 자전

거 이용률에 관한 군집 분석 결

과

<그림 3-3>을 살펴보면, 4, 9, 8, 4개의 데이

터로 구성된 4개의 군집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서 보듯이 군집간의 거리의 제곱의 합

(between_SS)의 전체 거리의 제곱의 합

(total_SS)에서 92%를 차지하여 신뢰도가 높은

군집이라고 볼 수 있다.

3.3 연관성 분석

3.3.1 환경만족도, 안정성에 대한 연관분석

<그림 3-4>는 자전거 전용 도로 길이, 자전

거 이용환경 만족도, 안전도에 관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연관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lift값이 제

일 높은 1.87로 자전거 도로가 길며, 이용에 만

족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적다는 결론이 나왔

다.

<그림 3-3> 군집분석 시각화 모습

<그림 3-4> 자전거 전용 도로 길이,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안전도 연관분석 결과 lift값이

1.6인 경우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는

결과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이 높고, 안전

하며, 자전거 도로 길이가 길다는 것이 상호 연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즉,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더라도

그곳에 자전거 도로가 없어 안전하지 못한 사고

우발지역이라면 오히려 역효과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3.2 자전거 이용만족도, 자전거 이용률,

통근 통학률 연관관계 분석

<그림 3-5>를 살펴보면, lift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자전거 이용에 만족하고 통근률이 높으

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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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자전거 이용 만족도, 자전거 이

용률, 통근 통학률 연관분석 결

과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

용을 하기 좋은 자전거 도로 유무 등 인프라가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우선 설치 지역 선정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4.1 미설치 지역 7개 지역 비교

4.1.1 강서구

<그림 4-1> 강서구 자전거 도로 지도

2015년 현재 강서구 인구는 58만 9074명이다.

인근 주요 시설로는 학교 127개, 67,943명, 사업

체수 32,789, 종사자수 185,361, 역 정거장 16개

이다. 자전거 도로 구간은 30개이며, 총 26.2Km

이다.

4.1.2 강동구

2015년 현재 강동구 인구는45만 8658명이다.

인근 주요 시설로는 학교 99개, 55,886명, 사업

체수 30,481 종사자수 139,346, 역 정거장 8개이

다. 자전거 도로 구간은 29개이며, 총 거리는

35.4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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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강동구 자전거 도로 지도

4.1.3 구로구

<그림 4-3> 구로구 자전거 도로 지도

2015년 현재 구로구 인구는 42만 2092명이

다. 인근 주요 시설로는 학교 92개, 46,560명,

사업체수 36,679 종사자수 197,894, 역 정거장

은 9개이다. 자전거 도로 구간은 14개이며, 총

거리는 10.9Km이다.

4.1.4 성북구

<그림 4-4> 성북구 자전거 도로 지도

2015년 현재 성북구 인구는 45만 9275명이다.

인근 주요 시설로는 학교 117개, 54,963명, 종사

자수 25,104 종사자수 107,496, 역 정거장은 8개

이다. 자전거 도로 구간은 8개, 총 거리는

10.1Km이다.

4.1.5 강북구

2015년 현재 강북구 인구는 33만 0873명이다.

인근 주요 시설로는 학교 61개, 31,191명, 사업

체수 19,223 종사자수 107,496, 역 정거장 3개이

다. 자전거 도로 구간은 5개, 총 거리는 9.3K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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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강북구 자전거 도로 지도

4.1.6 도봉구

<그림 4-6> 도봉구 자전거 도로 지도

2015년 현재 도봉구 인구는 35만 1242명이다.

인근 주요 시설로는 학교 78개, 41,101명, 사업

체수 18,584 종사자수 66,137, 역 정거장 5개이

다. 자전거 도로 구간은 4개이며, 총 거리는

8.2Km이다.

4.1.7 중랑구

<그림 4-7> 중랑구 자전거 도로 지도

2015년 현재 중랑구 인구는 41만 3909명이다.

인근 주요 시설로는 학교 79개, 39,910명, 사업

체수 29,047 종사자수 99,712, 역 정거장 13개이

다. 자전거 도로 구간은 4개, 총 거리는 3Km이

다.

<그림 4-8> 미설치 지역 7개의 통근, 통학

비율과 자전거 도로 길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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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강서구가 통학, 통근 비율이

높아 예상 이용자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통해 강서구가 적합한지 확인하여 적합

하면 강서구를 우선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고 아

닐시 다음 지역은 구로구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검증해야 한다.

4.2 강북구 지역 선정 적합도 검정

<그림 4-9> 강북구 자전거 도로 현황

<그림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북구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예상 수요자 비율은 높았지만 자전거 도로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성에 고려해봐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

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많은 수요자가 있더라도 사고율이 높으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자전거 파손으로 제대로

된 자전거 대여 운영이 불가할 수도 있다.

<그림 4-10> 강북구 따릉이 설치 관련 연관

성 분석 결과

<그림 4-10>는 자전거 도로 길이와 거주시

설, 학교, 사업체 등 접근성, 자전거 이용률과의

연관성 분석을 한 결과다.

즉, 자전거 도로 접근성과 길이가 길어야 이

용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예

상 수요자가 많더라도 접근성과 길이를 고려하

여 자전거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구 지역은 자전

거 도로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4.3 강동구에 우선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

<그림 4-11>에서 2순위는 구로구이지만 자

전거 도로 수치가 강동구가 높아 우선 지역으로

고려하였다.

강북구와는 달리 주변 인근 시설과 자전거

도로가 밀접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구는 통학, 통근 비율이 2순위인 구로구

와 유사한 수치를 가지며 자전거 인프라 또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를 우선으로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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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한다.

<그림 4-11> 강동구 자전거 도로 현황

5. 결론

최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비단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등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과 시민을 위해 정

부 및 지자체들은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려고 하

나 한계점이 도달했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시, 미래부 등에서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및 확대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

서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

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자전거 대여소 개선

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분

석(오픈된 공공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텍스트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중 어느 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의 융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여였다는 점이 학술

적인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확보의 한계점으로 인해, 다양

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와 다양한 분석 방법

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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