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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staying places by 

deriving the main staying places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Seoul using public transportation 
card data. For this reason, we used public transportation card data for 7 days from October 12, 
2015 to October 18, 201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4 places were extracted as the main staying 
places. It was divided into 5 group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siting users and 
concentration time. Most of the staying places showed that the elderly users who lived near the 
places visited, but in the case of the group where a large number of elderly users visited had 
relatively wide range of residential distribution.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re was a 
hierarchy. And the concentration time was displayed differently. Most of the staying places’ 
concentration time was between 10 am and 5 pm. However, in the case of Jegi-dong group and 
Jamsil group had different concentration tim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necessary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a public transport policy that considers the main stay spaces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Seoul and the stay characteristics of each stay space.

Keywords: Public Transportation Card Data, Elderly Population, Seoul Public Transportation, St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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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 고령인구는 거주지 인근에서

만 활동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소득증가 및 건강 

증진으로 거주지를 벗어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거

나 초기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등으로 활발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의 발달은 고령인구의 이동에 대한 공간적･비용적 제

약을 감소시키고 있다. 2010년 기준 주중 하루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령자의 통행이 약 40%로 도보

통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수경･이희연 

2015). 따라서 고령인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들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

한 흐름의 일환으로 고령인구의 통행을 분석하여 교

통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되고 있다(노시학･양은정 2011).

고령인구의 통행특성과 시공간적 이동을 분석한 대

부분의 연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소규모 

설문조사 자료 및 가구통행실태조사 등의 표본 자료

를 이용하고 있다. 자료의 특성상 통행 목적, 선호하는 

이동수단 등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표본 수의 제한, 낮은 응답률, 부정확한 응답 등

으로 인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자료를 수집

하는데 경제적･시간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표본 자료들은 개인정보 노출의 이유로 

출발지, 도착지를 행정구역 단위나 POI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세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개인이 실제 이동한 시공간상의 

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다면 고령인구가 필요로 하는 교통서비스의 공간적 

배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령인구의 통행, 이 가운데  고령인구의 체류

공간과 시공간적 체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내외 고령인구의 통행과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분석을 위

해 수행한 데이터 전처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하였

으며, 4장에서는 고령인구의 주요 체류지 및 체류지 

그룹별 특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2. 관련연구

2.1. 고령인구 통행 분석

고령인구는 노화, 은퇴, 생활방식의 변화로 다른 연

령층과는 차별화된 통행을 보인다. 따라서 고령인구

의 통행은 예전부터 연구되어온 주제였으나, 최근 급

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chwanen and Páez 2010). 고령인구의 증가는 단순

히 해당 연령층의 통행이 양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이 이전 세대와는 달라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노시학･양은정 2011).

통행 특성은 일반적으로 통행빈도, 통행시간, 통행

거리 등의 속성을 이용하여 규정한다. 고령인구의 통

행은 주로 청장년층과의 비교군으로 분석되어왔고, 

통행횟수가 적고, 통행거리 및 시간이 짧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Colia et al. 2003) 그러나 최근에는 고령

인구의 통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창훈․정성봉(2014)은 교통

카드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통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의 

평일을 대상으로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점차 고령자의 통행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호 외(2013)는 2010년 가

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들의 통행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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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분석하였다. 2006년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고령자의 통행수가 1.03에서 1.41로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통근통행이 증가하

였는데 이는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향숙 외(2014)는 

2006년과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목적통행량 변화를 분석하였

다. 목적통행량은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약 0.03건 

증가하였고, 통행의 공간적 분포는 과거에 비해 수도

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통행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고령인구의 통행 

특성은 대체로 과거에 비해 빈도나 시간, 거리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건강증진 및 사회적, 경제

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활동이 활발해졌

기 때문으로 나타났다(한수경․이희연 2015; 이유진･

최명섭 2018). 기존 고령 인구의 통행 분석 관련 연구 

고찰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연령층의 통행의 증

감 여부, 활동성의 변화 확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

라서 연구 대상이 실제로 방문하는 장소 및 해당 장소

들의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 통행 특성 분석

교통카드의 대중화와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통행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교통카드 데

이터는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준으로 임의의 사용자 

구분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정류장을 기준으로 각 사

용자의 출발지와 목적지의 시공간적 통행자료를 포함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대중교

통 정류장 레벨의 사용자별 이동궤적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며, 시공간 단위로 변환된 통행 데이터의 해상

도는 GPS 데이터보다 낮지만, 교통카드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잠재적 가치가 증가하

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통행의 시간대별, 일자별, 주

별 및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목적지의 공간적 분

포패턴 비교를 통한 도시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

하였다. Sui et al.(2014)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

여 버스 승객 궤적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승객들의 시

공간적 통행 패턴을 시간대별로 지도상에 시각화함으

로써 주요 이동 노선과 시간대별 이동 흐름을 분석하

였다. Yu and He(2017)는 교통카드 데이터와 버스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버스 정류장 레벨에서 통행 

수요를 추정하고, 지역 단위의 통행 수요를 시간대별 

히트맵으로 나타냄으로써 버스 수요의 시공간적 특징

을 분석하였다. 통근과 같은 목적성을 갖는 통행의 시

간대 및 공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수행되었다. 김호

성 외(2010)는 수도권 지하철 교통망을 이용하는 승

객의 통행 흐름을 강북과 강남의 업무 지역을 중심으

로 비교 분석하였다. 통행 패턴이나 특징 분석에서 나

아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Kandt and Leak(2019)은 영국 웨스트 미드랜드에 거

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

하여 해당 연령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급감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

구 분석 결과, 목적지의 시공간 분포를 확인하거나 통

근 및 통학과 같이 특정 목적성을 갖는 통행에 주목하

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고령인구 대상의 통행 분석의 경우 일반 사

용자 통행의 비교군으로 분석되거나 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하는 교통 취약계층의 한 그룹으로 포함되

어 분석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구체적인 통행, 특히 

체류지 특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 

인구의 통행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통행의 

목적지인 체류지의 공간적 분포와 각 체류지를 방문

하는 사용자들의 특성 및 체류지별 주요 체류 시간대

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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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교통카드 데이터 특성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할 때 생

성되는 전산 자료이다. 서울시 교통카드 자료는 서울

시 내부 통행 및 경유하는 노선이 포함하는 53,962개

소 대중교통 시설에서 생성된 통행 자료를 포함한다. 

1건의 통행 자료는 Table 1과 같이 카드 ID, 승차 정류

장 및 하차 정류장 등을 포함한 통행 정보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8일까지 총 7일간의 자료 135,381,247건 중 사용자 

구분 코드가 고령인(65세 이상 사용자)인 8,929,075건 

(1,167,07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Figure 1의 흐

름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통

해 개별 사용자 단위의 통행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령인구의 주요 체류 공간을 도

출하고, 각 체류지의 특성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살펴

보았다.

3.2 통행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전처리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류지를 분석하기 위

해 첫째, 통행데이터를 구축하여 체류를 정의하고 둘

째, 결측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정제하며, 셋째, 데이터

의 특성상 서울 외 수도권 지역 통행의 상세내용이 포

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사용

자만을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개별 사용

자 단위의 통행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수집된 1건의 

교통카드 데이터는 사용자가 하나의 교통수단을 이용

하여 이동한 1회의 통행 정보만을 포함한다. 통행의 

주체인 사용자의 이동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암호화ID인 카드번호를 기준으로 개별 사

용자 단위의 통행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개별 사용자 

통행자료에는 단일통행과 통행사슬 데이터를 포함한

다. 단일통행 데이터는 사용자가 이용한 노선, 승･하

차한 정류장과 시간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1건의 통행

을 의미하며 통행사슬 데이터는 하차 후 30분 이내 다

CardID RouteID
Departure 
stationID

Arrival stationID Deprature Time Arrival Time User Type

userA 2142 82729 22410
2015-10-12

06:30:12
2015-10-12

07:02:33
Senior

userA 2146 22410 32293
2015-10-12

07:05:29
2015-10-12

08:12:37
Senior

userB Line 2 212 234
2015-10-12

12:05:20
2015-10-12

13:12:47
Senior

userC Line 1 124 162
2015-10-12

04:20:11
2015-10-12

04:52:02
Senior

Table 1. Public Transportation Data

Figure 1. Researc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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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노선에 승차한 경우를 환승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통행으로 결합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때 [n]번째 통

행사슬의 하차와 [n+1]번째 통행사슬의 승차 사이, 

즉 30분 이상의 체류가 발생한 통행의 시간과 공간을 

체류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총 1,167,076명 사용자

의 통행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둘째, 결측 사용자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결측 사

용자란 교통카드 자료의 데이터 수집 특성상 발생하

는 결측값을 포함하는 사용자를 의미한다. 교통카드 

자료는 사용자가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수단의 요금 단

말기에 태그하는 것을 통해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

에, 사용자의 미태그 혹은 기계적 오류로 데이터에 결

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통행 데이터에서 하

차 정류장 및 시간이 누락된 하차 결측과 개별 사용자

의 통행을 승차 시간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승차 시간

이 해당 통행의 하차 시간보다 늦거나 이전 통행들의 

하차 시간보다 빠른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는 82,435

명의 사용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 번째로 개별 사용자의 거주지 추정을 수행하였

다. 서울시 교통카드 자료는 서울시 내부 통행 노선과 

서울시를 경유하여 수도권을 통행하는 노선에서 발생

한 데이터만을 포함한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수도

권 내부 통행 노선 데이터의 부재로 체류 시간이 과추

정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사용자의 거주지 추

정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 사용자를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거주지 추정에는 DBSCAN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은 데

이터의 밀도를 기준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밀도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DBSCAN의 장점은 사전에 

클러스터의 수를 정하지 않아도 되며, 클러스터의 밀

도에 따라 클러스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기하학적 모

양을 갖는 군집도 잘 찾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교통 

시설의 경우 근접한 정류장을 이용하여 하나의 군집

을 형성하는 목적에는 DBSCAN이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비해 군집 성능이 뛰어나다(Tim et al. 

2013). DBSCAN 알고리즘은 군집 형성의 임계거리 

와 최소 데이터 수 min를 입력받는다. 임계거

리 내에 최소 데이터 수 min이상의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데이터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한다. 아래 5단계의 데이터 탐색

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한다(Ester et al. 1996).

step 1. 데이터 셋  중 임의의 데이터 를 방문하

여 내의 모든 이웃 데이터를 검색한다.

step 2. 내 데이터의 수가 min  이상일 경우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내 모든 데이터를 

해당 클러스터에 포함한다.

step 3. 클러스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를 방문하

여 각 데이터의 내에 min  이상의 데이터가 존

재하는지 탐색한다.

step 4.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step3을 반복하여 클러스터 확장이 종료되면, 방문하

지 않은 데이터 에 step 2를 수행한다. 만약 min
보다 적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면 데이터 은 노이

즈로 판단한다. 

step 5. 추가로 방문할 데이터가 없다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개별 사용자의 거주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일자별 거주지와 목적지간 왕복

통행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최초 통행의 승차 

정류장과 최종 통행의 하차 정류장의 역세권내에 사

용자 거주지가 위치함을 가정하였다. 가정에 따라 개

별 사용자의 일자별 최초 통행의 승차 데이터와 최종 

통행의 하차 데이터 집합을 거주지 후보군으로 선정

하였다. 데이터의 특성상 위치는 정류장 단위로 기록

된다. 하나의 정류장은 2건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데이터로 간주하였다. 사용자별 

거주지 후보군을 대상으로 DBSCAN 알고리즘에 따라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으며 형성된 클러스터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포함한 클러스터의 중심지를 거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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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다. 단, 포함된 데이터의 수가 같다면 해당 사

용자가 통행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가중치를 주어 최

초 승차 데이터가 많은 클러스터를 거주지로 추정하

였다.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는 최소 2건의 최초 승차 

혹은 최종 하차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해 

min는 2로 고정하였으며, 는 역세권 기준인 

0.5에서 3까지 0.5의 간격으로 값을 증가

시켜 실험하였다. Table 2와 같이 가 1.5에서 

2로 증가할 때 클러스터의 최대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추정 성공률 증가폭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추정의 매개변수는 min
=2, =1.5로 선정하였다. 해당 기준에 따라 추

정된 거주지 클러스터의 중심점이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고령 사용자 555,0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3.3. 체류지 도출 및 분석 방법

서울 거주 고령 사용자 555,000명의 3,993,464건의 

통행사슬 데이터에서 추출한 2,022,246건 체류의 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류지를 도출하고 각 체류

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체류가 밀집되는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DBSCA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요 체류지역을 도출

하였다. 고령 사용자가 체류한 정류장 19,905개소에

서 발생한 2,022,246건을 대상으로 주요 체류지역을 

도출하였으며, 파라미터 설정은 min의 최솟값은 

5,000개에서 20,000개를 5,000개의 간격으로 증가시

켰고, 의 최솟값은 0.1에서 0.5를 0.1간

격으로 증가시켜 형성되는 군집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최소 점 개수는 개별 정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닌 해당 정류장에서 발생한 체류의 횟수를 기준으로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하나의 정류장이라도 체류 횟

수가 임계치 이상이라면 군집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Table 3과 같이 최소 점 개수가 적을수록 

노이즈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많

은 군집을 형성해 체류 지역이 지나치게 작은 단위로 

나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군집 형성을 살펴본 결과 

군집의 수가 지역을 적절히 분할하는 동시에 40% 이

상의 데이터를 군집에 할당하는 =0.5 , min
=15,000을 군집 형성 파라미터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체류의 시간대별 집중 정도와 해당 체류

지를 방문한 고령 인구의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를 확

인하였다. 시간대별 집중을 확인하기 위해 체류인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체류 인구 그래프는 개별 사용

자의 요일별, 시간대별 체류 프로필의 합으로 작성하

였다. 개별 사용자는 168(7일 * 24시간) 개 항목의 체

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각 항목은 해당 시간에 체

류 데이터가 있음(1) 혹은 없음(0)의 값을 가진다. 

Figure 2와 같이 user1과 user2의 요일별/시간대별 

min  ()
Task success

(user)
Task failure

(user)
Task success rate 

(%)

The largest 

cluster area ( )

2

0.5 871,114 213,526 80.31 0.43

1 893,704 190,936 82.40 2.32

1.5 908,286 176,354 83.74 3.41

2 915,955 168,685 84.45 6.07

2.5 921,427 163,213 84.95 11.67

3 925,801 158,839 85.36 22.88

Table 2. Estimation of Individual User’s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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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여부를 합하여 체류 인구 그래프를 완성하였다. 

단, 일자별 통행량이 다르므로 범주를 일치시키기 위

해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각 항목의 체류 인구 값 

와 해당 일자의 최솟값 min의 차를 해당 일자의 최

댓값 max와 최솟값 min의 차로 나눈 값으로 변환하

여 모든 항목을 [0-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하였다.

   minmax  min (1)

각 체류지를 방문한 고령 사용자의 거주지의 공간

적 분포패턴과 전체 체류 데이터의 공간적 분포패턴

을 확인하기 위해 커널 밀도 분석(Kernel Density 

Estimation, KDE)을 통해 밀집 정도와 밀집된 공간,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커널 밀도 분석은 데이터

가 특정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관찰된 

점 데이터의 밀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결정

된 대역폭(bandwidth)을 검색 반경으로 하여 범위 내 

데이터 간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밀도를 측

정한다. 커널 밀도 분석은 각 포인트 데이터가 위치한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며, 설정한 대역폭

의 경계를 벗어나면 값이 부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다. 각 데이터에 대한 값들이 더해져 세분된 격자 상의 

공간밀도 값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커널

밀도 함수 는 Silverman(1986)의 수식을 따랐다.



( )
min Number of 

clusters

Noise points Cluster points

Number of 
noise points

ratio
Number of 

cluster points
ratio

0.1

5,000 120 872,087 43.1 1,150,159 56.9 

10,000 41 1,386,771 68.6 635,475 31.4 

15,000 14 1,710,573 84.6 311,673 15.4 

20,000 8 1,817,542 89.9 204,704 10.1 

0.2

5,000 107 741,990 36.7 1,280,256 63.3 

10,000 51 1,143,586 56.6 878,660 43.5 

15,000 20 1,520,632 75.2 501,614 24.8 

20,000 13 1,665,000 82.3 357,246 17.7 

0.3

5,000 97 668,139 33.0 1,354,107 67 

10,000 41 1,052,940 52.1 969,306 47.9 

15,000 21 1,350,218 66.8 672,028 33.2 

20,000 14 1,500,127 74.2 522,119 25.8 

0.4

5,000 86 589,930 29.2 1,432,316 70.8 

10,000 31 1,009,893 50 1,012,353 50.1 

15,000 17 1,261,515 62.4 760,731 37.6 

20,000 12 1,354,268 67 667,978 33 

0.5

5,000 67 465,333 23. 1,556,913 77 

10,000 36 848,959 42 1,173,287 58 

15,000 14 1,140,876 56.4 881,370 43.6 

20,000 11 1,208,309 59.8 813,937 40.3 

Table 3. Clustering Results According to Different Parameter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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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커널밀도함수
  평군과분산을각각과로갖는표준가우스함수
  데이터의총집합
 표본데이터
  대역폭

4. 서울시 고령인구 주요 체류지 분석

체류지에 대한 분석은 DBSCAN을 활용하여 추출한 

주요 체류지별 특성을 살펴보고, 체류지의 특성이 유

사한 것을 그룹화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체류

지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Figure 3, Figure 4과 

같이 서울 내부에서 체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수

도권 일부지역의 지하철 노선을 따라 체류지가 분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종로와 반

포 일대에 고밀도 셀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호선의 최북단 정류

장인 소요산과 동두천의 경기 북부 지역, 3호선 노선

을 따라 원당역에서 시종착역인 대화역, 1호선 노선을 

따라 부천시와 부평구 지역, 서울 남부의 경우 1호선 

노선과 4호선 노선으로 연결된 안양인근, 경의중앙선

으로 연결된 남양주 지역에서 체류가 발생하였다. 

요일별/시간대별 체류인구 그래프를 살펴보면 

Figure 5와 같이 전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별 패턴

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토요일에는 다른 일자와 

유사한 시간대에 체류 집중이 시작되지만, 종료 시간

대가 평일에 비해 늦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체류가 밀집되는 지역을 상세하게 살펴보

기 위해 DBSCA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추출한 체류

지는 Figure 6와 같이 총 14개의 군집이 서울시 내부

에서 추출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군집이 발견

되지 않았다. 14개 군집은 포함하고 있는 대표 지역명

을 이용하여 명명하였으며, 서울역, 충무로역, 신당역, 

안국역 등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도심와 도심 서북권

의 마포와 서대문, 동북권의 대학로와 제기, 서남권의 

문래, 영등포, 신림, 사당, 동남권의 반포, 고속터미널

역 등을 포함하는 강남, 선릉, 양재, 잠실등이 도출되

었다. 14개 체류지별 특성 분석을 위해 체류 건수, 각 

체류지를 방문하는 고령자의 거주지 분포, 체류 집중 

시간대를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각 요인별로 특

성을 살펴보면 체류건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령 

사용자가 체류하는 지역은 도심으로 전체 555,000명

의 고령 사용자 중 약 27%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두 번째는 강남지역으로 전체고령 사용자 중 약 

16%가 방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체류지를 방문

user1                                                                               user2

Figure 2. Staying popula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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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lderly’s staying points

 Figure 4.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lderly’s staying points(Seoul)

Figure 5. Staying popula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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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taying places

name
Number 
of stops

Number
of user

Number 
of staying 

points

Spatial distribution of 
residence

Time of concentration

Downtown 383 154,713 343,072 all over Seoul am 11- pm 5

Gangnam 246 90,693 172,009 all over Seoul am 9-pm 4

Jegi-dong 106 49,614 78,632 nearby staying places pm 12-pm 5

Daehak-ro 149 34,238 60,367 gangseo-gu am 10-pm 5

Mapo 56 26,527 35,704 nearby staying places
weekend : am 11-pm 5

weekday : pm 12 – pm 5

Sadang 68 17,237 25,339 nearby staying places am 10-pm 4

Banpo 60 13,886 24,207
nearby staying 

places/gangseo-gu
am 9-pm 4

Seodaemun 90 13,736 23,559 nearby staying places am 10-pm 4

Jamsil 33 16,062 23,316 nearby staying places
weekend : am 9-pm 4
weekday : am 10-pm 4

Yeongdeungpo 101 13,963 22,606 nearby staying places
weekend : pm 12-pm 5
weekday : pm 1-pm 6

Sillim 29 11,350 20,481 nearby staying places am 11-pm 6

Seolleung 33 9,982 19,828 nearby staying places
weekend : am 8-pm 4

sat : am 9-pm 5
sum : am 10-pm 3

Yangjae 68 10,828 16,792 nearby staying places
weekend /sun : am 9-pm 4

sat : am 9-pm 6

Mullae 27 8,751 15,458 nearby staying places am 10-pm 5

Table 4. Characteristics of Staying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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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령자의 거주지 분포패턴은 3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었는데,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가 

주로 방문하는 체류지 유형, 체류지에 방문하는 고령

인구의 거주지가 서울의 다양한 곳에 분포하는 체류

지 유형,  근거리와는 상관없이 특정 지역 거주자의 체

류지로 특화되어 나타나는 체류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유형과 같이 서울내 다양한 곳의 

고령 거주자가 체류하는 공간으로 나타난 곳은 도심

과 강남지역이며, 대학로와 반포의 경우 강서구 거주 

고령 사용자가 주로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 인구의 시간대별 분포패턴은 크게 3가지로 나

뉘었다. 먼저 대부분의 지역이 7일간의 체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

이에 체류가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기와 영등포 지역의 경우 7일간의 체류패턴이 유사

하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에 체류 집중

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실, 

선릉, 양재 지역의 경우 주중과 주말의 체류 시간대 분

포가 다르게 나타나며 주중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체류 집중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시작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개의 체류지를 체류지 방문 거주자 분포특성 및 

체류시간대별 특성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

었다(Table 5).  각 그룹별 특성은 그룹 내에서 체류 데

이터를 가장 많이 포함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그룹 1에는 마포, 사당, 서대문, 신림, 문래 총 5

개의 체류지가 포함되었다. 서울의 서북권에 위치한 

체류지가 그룹 1에 포함되었다. 해당 체류지는 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사용자가 방문하였으며,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체류가 집중되

는 특성을 보였다(Figures 7, 12). 서대문 지역의 경우 

금요일 체류 집중 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길게 나타

났다. 그룹 2에는 제기와 영등포 2개의 지역이 포함되

었다. 해당 체류지는 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사용자가 방문하였고, 체류 집중 시간대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늦은 시간에 체류 집중이 시작되며, 짧은 시

간에 체류가 집중하는 특징을 보인다(Figures 8, 13). 

그룹 3에는 잠실, 선릉, 양재 3개의 지역이 포함되었

다. 서울의 동남권에 위치한 체류지가 그룹 3에 포함

되었다. 해당 체류지는 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고

령 사용자가 방문하였다(Figures 9, 14). 체류 집중 시

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로 

나타났으며,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로 다른 요일에 비

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룹 4에는 도

심과 강남 2개의 지역이 포함되었다. 해당 체류지에는 

서울의 다양한 곳에 거주하는 고령 사용자가 방문하

였다. 도심의 경우 한강의 이북에 고밀도 셀이 집중되

어 있으며, 강남의 경우 한강의 이남에 고밀도 셀이 집

Staying places
Spatial distribution of 

residence
Time of concentration

group 1
Mapo, Sadang, Seodaemun, 

Sillim, Mullae

nearby staying places

am 10-pm 5

group 2 Jegi-dong, Yeongdeungpo pm 12-pm 5

group 3 Jamsil, Seolleung, Yangjae
weekend : 9-pm 4

weekday : am 10-pm 5

group 4 Downtown, Gangnam all over Seoul am 10-pm 5

group 5 Daehak-ro, Banpo gangseo-gu am 10-pm 5

Table 5. Staying Places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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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다(Figures 10, 15). 

체류 집중 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

시 사이에 나타났으며, 평일과 주말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룹 5에는 대학로와 반포 2개의 지역이 포함

되었다. 대학로에는 대학로 인근 지역과 강서구 북쪽 

지역에서 고밀도 셀이 발견되었다(Figures 11, 16). 

반포 지역에는 해당 체류지 인근 지역에서 고밀도 셀

이 발견되지 않고 강서구 남부에서 고밀도 셀이 발견

되었다. 두 체류지는 공통적으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용자가 주로 방문하는 특징을 보인다. 체류 집중 시

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에 나타났으며, 평일과 주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령

인구의 통행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 체류 공

간 및 시공간 체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8일까지 7일

간 서울시 내부 및 경유하는 수도권 노선의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서울시 거주 

고령인구 555,000명의 통행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체류지의 공간적 분포는 서

Figure 7. Mapo visitor’s residence distribution

Figure 8. Jegi-dong visitor’s residence distribution

Figure 9. Jamsil visitor’s residence distribution

Figure 10. Downtown visitor’s residence distribution

Figure 11. Daehak-ro visitor’s residenc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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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내부에 밀집되어 있으며, 요일 및 시간대에 따른 체

류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주말의 경우 토요일에 더 늦

은 시간까지 체류가 집중되었으며, 일요일의 경유 체

류 시작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DBSCAN을 활용하여 추출한 주요 체류지는 도

심, 강남, 제기 등 1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체류지별 

방문하는 고령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체류지 인근, 

서울 전역, 특정 지역 거주의 3가지로 나뉘어 체류지

의 계층성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체류지별 방

문자의 체류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주로 오전 10시에

서 오후 5시 사이에 집중되기는 하지만, 체류지에 따

라 체류 집중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거나 주

말 늦은 오후까지 체류가 집중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4개의 주요 체류지를 특성에 따라 5개의 그

Figure 12. Mapo’s staying population graph

Figure 13. Jegi-dong’s staying population graph

Figure 14. Jamsil’s staying population graph

Figure 15. Downtown’s staying population graph

Figure 16. Daehak-ro’s staying popula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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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많은 고령 인구가 방문하

는 도심과 강남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문 고령자

의 거주지가 넓게 나타나 체류지들 중 높은 위계를 보

여주었다. 

본 연구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령

자의 체류공간을 도출하고, 체류지별 특성을 분석했

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교통정책 수립

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체류지로 분석한 공간들의 유인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등의 맥락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

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맥락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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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령인구의 주요 체류 공간을 도출하고 체류의 시공간
적 특성을 분석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8일까지 7일간의 
서울시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도심지, 강남 등 14개 지역이 주 체류 공간으로 추출
되었으며, 각 체류지별 방문 사용자 특성과 체류 시간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5개 그룹으로 특성
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지 대부분은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많은 고령 인구가 방문하는 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문 고령자의 거주지가 넓
게 나타나 체류지간 위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 집중 시간대는 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기동과 영등포의 경우 오후 12부터 체류가 집중되며, 
잠실, 선릉, 양재의 경우 주중 오전 9시부터 체류가 집중되어 체류지별 인구 집중 시간이 상이하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 내의 고령 인구의 주요 체류 공간과 각 체류 공간별 
체류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교통 카드 데이터, 고령 인구, 서울 대중 교통, 체류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