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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주말통행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
불어 장래 주말통행량을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 이 연구는 서울을 대상으로 주말통행의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장래 주말통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자동차 통행 발생량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포아송 분포 모형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 인구밀도와 자동차밀도가 주말의 자동차 통행발생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밀도와 가구밀도는
서로 정반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가구크기와 가구의 경제수준이 자동차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건조환경변수에서는 가구밀도, 지하철밀도(행정동 반경 1km), 버스정류장밀도(행정동 반경 500m),
교차로 밀도(행정동 반경 1km)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변수의 값이 상승할수록 자동차 통행발생량은 줄어드
는 경향을 보였다. 모형의 예측 정확도 검증 결과, 영과잉 음이항 모형의 오차율은 2.47%로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주말통행, 자동차 통행발생량, 포아송 분포 모형, 서울
ABSTRACT：Despit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weekend trips, only a few studies exist on their
characteristics. Predictive studies on future weekend trips are particularly lacking. With focus on
automobile trip gene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weekend trips and develops a
model to predict the future traffic volume in Seoul, Korea. Poisson distribution models find that
population density and automobile ownership density increase trip generation on weekends. The finding
that these two density variables have opposite effects may imply how household size and household
income affect automobile trip generation. Among built environment variables, household density,
subway availability (in the 1km buffered area of a neighborhood), bus availability (in the 500m area) and
road connectivity (in the 1km area) turn out to reduce automobile trip generation. According to a
prediction accuracy test, the size of error of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is 2.47%,
suggesting a substantially high accuracy of the model.
KeyWords：Weekend trip, automobile trip generation, Poisson distribution modeling,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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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과 수단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통해 잘 드러난다.
먼저 통행 목적에서 평일은 통근이 34.4%, 쇼핑
및 여가가 9.6%인 반면, 주말은 통근이 10.7%, 쇼

전통적으로 교통정책과 계획은 거의 주중의 통

핑 및 여가가 27.95%로 나타난다. 통행 수단에서

근 및 통학 통행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Badoe

도 평일에는 자동차 사용이 30.8%인 반면, 주말에

and Miller, 2000; Forsyth et al., 2007). 한국

는 49%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결과는 주말통

은 5년 단위로 구축되는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당해

행이 여가를 중심으로 한 자가용 통행 비중이 높다

연도 사회경제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년도 및 장래

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장윤정·이승일,

30년의 기종점통행량을 산출한다. 장래 교통량을

2010; 류시균, 2014). 정리하자면 현재의 교통계

예측함으로써 첨두시간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개

획은 평일 교통의 특성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으

선하기 위함이다. 주중 통근 및 통학을 제어하기

며 교통시설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에는 주중

위한 노력은 지하철 및 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보다 오히려 주말통행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

교통체계 도입과 압축적 건조환경의 조성이 대표

장(오성호·류재영, 2007a;, 2007b)에 설득력이 있

적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균통행거리가 지

다고 할 수 있다.

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서동환 외, 2011).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말통행을 설명하

압축적 건조환경이 총통행거리는 감소시키고 있지

는 모형을 개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만 통행빈도나 교통수단(자동차)에는 크게 영향을

특히 주말통행을 위한 수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미치지 못하고 있다(Ewing and Cervero, 2001;

는 자동차 통행량에 초점을 맞춰 영향력 있는 변수

Gim, 2013).

를 확인한다. 설명 변수로는 건조환경과 사회경제

한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압축적 건조환경 조성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볼

에 따른 혼합적 토지이용이 주말통행을 제어하는

것이다. 해당 모형의 목적은 주말통행의 특성을 설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Gim(2017;

명함과 동시에 주말 자동차 통행 발생량 예측에 이

2018a)은 혼합적 토지이용이 직주 균형보다는 여

용하는 것이다. 교통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

가, 쇼핑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말통행에 영

해서는 그 첫 단계인 통행발생량을 추정하는 것이

향을 미쳐 주말 통행시간을 줄이고, 내부 통행빈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통행발생량 산출을

를 증가시켜 자동차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위해 활용 가능한 장래 사회경제지표의 종류가 제

있음을 밝혔다. 주말통행은 대부분 비일상적인 통

한적인 까닭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행으로 이루어져있다. 구체적으로 관광, 쇼핑, 친

에 예측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교, 오락, 휴식 등의 다양한 이동목적을 가지고 비

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주중 통행 발생량에

구조성, 비일상성을 특징으로 휴일이 아닌 토요일

한정되어 있고, 주말 통행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

과 일요일에 발생하는 통행을 일컫는다(장윤정·이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6년과 2010년 가구

승일, 2010; 서동환 외, 2011). 주말통행은 통행목

통행실태조사 주말자료를 바탕으로 포아송 분포를

적과 교통수단에서 주중통행과 성격이 크게 다르

활용하여 자동차 통행발생량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2018)이 2016

모형을 개발한다.

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객통행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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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등은 주말여가통행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요인이라
고 주장하였다. 길재현(2015)은 개인 및 가구 속성
을 고려하여 통행발생원단위를 분석하는 연구를

주말통행은 주중통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통해 고령자의 통행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보고하

공휴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하는 통

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김상수 외(2011)도 40대,

행을 의미하며 주중 통행에 비해 비구조성, 비일상

50대 연령층의 통행량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 연

성을 보인다(장윤정·이승일, 2010). 주말통행은 통

령이 통행특성을 설명하는 중요 변수임을 시사하

행특성과 수단에서도 주중통행과 다른 양상을 보

였다.

이는데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사용이 많고, 통행거

특히 자동차 소유는 통행수단 선택에 결정적인

리가 길며, 첨두 통행시간도 다르다. 특히 주중에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최성택 외, 2016; 김희철 외,

비해 쇼핑, 오락, 휴식 등과 같은 여가 중심의 통행

2014; 조혜민과 이수기, 2016). 반면 Gim(2018a)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김상수 외,

은 자동차수가 주중통행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작

2011). Lockwood et al.의 연구(2005)에서도 주

용하지만 주말통행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함을 발견

말은 주중과 달리 자가용 사용이 많아지고 평균통

했다. 본 연구는 이에 자동차수가 주말 자동차 통

행거리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 주중 및 주말통행

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것이다.

간의 유의한 차이를 강조하였다. 김상수 외(2011)
도 통행발생량은 주중이 많지만 총 통행시간 및 총

2. 건조환경요인

통행거리는 주말이 높아 요일별로 다른 특성을 나
타낸다고 주장했으며, Gim(2018a)은 토지이용 변
수가(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비해) 주중보다 주말통

주말통행에 대한 건조환경 관련 연구를 살펴보

행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면 먼저 Tian et al.(2015)은 거주지 출발 내부통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말 자동차 통

행의 경우 가구 크기와 자동차 소유는 내부통행을

행의 사회경제 및 건조환경 특성에 초점을 맞춰 분

감소시키는 반면, 용도혼합, 직주균형, 그리고 교

석을 진행한다.

차로 밀도는 이를 증가 시킨다고 주장했다. Kim
et al.(2017)은 건조환경과 사회적 교류가 도보와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수단을 이용하도록 강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고은정과 이경환(2013)

1. 사회경제요인

은 토지이용과 교통환경 특성을 변수로 하여 지역
사회경제 요인은 통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주민들의 쇼핑통행을 살피고 이를 통해 주거밀도,

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노정현 외(1994)는 인구사

토지이용혼합도와 대중교통시설 접근성이 높을수

회통계적 특성 요인들 중 연령, 자가용 보유여부,

록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를 이용할

생애주기 등이 가구의 주말통행 행태에 영향을 미

확률이 높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치는 결정적 요소임을 밝혔다. 서동환 외(2011)는

한편 대중교통수단도 종류에 따라 통행에 미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통행패턴이 차이가 있

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버스는

으며 특히 연령, 소득, 가구 내 미취학 아동 여부

지역별로 이용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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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이용되는 반면 지하철은 접근성이 낮은 지역

946개 동을 대상으로 하되 결측값이 발생한 경우

에서 승용차 통행 발생률을 높이고 외부통행에 주

를 제외하고 945개 동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기

로 이용된다는 연구가 있다(김재익·권진휘, 2013;

서 50%인 473개 동을 무작위 추출하여 모형을 만

Gim, 2018a). 선행연구를 통해 압축적 건조환경

드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0%인 472개 동은 검증

이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지하철, 버스 및 도보와

을 위해 사용하였다.

같은 대안수단의 선택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도 지하철, 버스 및 도

2) 설명변수

보의 이용가능성과 자동차 통행량과의 관계를 분

설명변수는 크게 사회경제 변수와 건조환경 변

석하고자 한다. 이때 시설로부터 버퍼(buffer) 거

수로 구분하였다. 모든 변수는 밀도로 측정하였다.

리를 달리하여 보행가능성(walkability) 측면에서

밀도변수는 압축적 건조환경 연구에서 거의 빠지

각 대안수단의 거리에 따른 이용가능성을 살펴보

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김태형·고준호, 2016). 본

는 것이 본 논문의 차별점이라 하겠다.

논문에서도 행정동 크기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압
축적 건조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밀도변
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파악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밀도변수로는 행
정동별 인구, 고령인구, 취업자, 자동차 밀도를 선

Ⅲ. 연구모형

정하였다. 건조환경 변수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측
정하였는데, 압축개발을 나타내는 다음 4개 변수
를 사용하였다: 가구밀도, 지하철밀도(행정동 경계

1. 연구자료 및 변수설정

반경 500m, 1km), 버스정류장밀도(행정동 경계
250m, 500m), 교차로밀도(행정동 경계 500m,

1) 종속변수

1km). 가구밀도를 제외한 지하철밀도, 버스정류장

연구의 종속변수인 서울시 행정동별 자동차 통

밀도, 교차로밀도는 두 종류의 반경으로 측정하여

행량은 2006년과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주

분석에 사용하였다. 반경의 값은 선행연구를 바탕

말 조사 자료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가구통행실태

으로 결정하였다. 김성희 외(2001)는 과천역을 대

조사는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의 주중 본조사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권역을

함께 그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된 주말조사

400~500m로 보았으며, 김남주(2012)는 중앙선

로 구성된다. 주말 통행수는 2006년 45,605통행,

구리, 남양주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10년 63,898통행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주

반경 400~500m 구간의 도보 접근 가능성이 가장

거지 출발 승용차 통행은 2006년 8,030통행,

높으며, 1,000m 이상에서는 도보 접근 지하철 이

2010년 10,691 통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용 비율이 현격히 낮음을 밝혔다. Gim(2018)은

자료를 행정동별 통행량 예측에 사용하였다.

0.5-mile(800m) 반경을 사용하여 버스정류장, 지

분석단위는 2006년과 2010년의 행정동/교통

하철, 교차로 밀도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버스

분석존(traffic analysis zone: TAZ)으로서, 2006

정류장과 지하철의 이용가능 거리를 다르게 설정

년 522개 행정동과 2010년 424개 행정동을 합친

하여 유의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있다(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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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 Gim, 2015). 본 연구도 반경을 다르게

포아송

회귀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하여 자동차 대안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과 보행

Likelihood Estimator; MLE)을 사용하며, 로그

가능거리와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통행특성을 확인

우도 함수는 아래와 같다.

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 변수와 건조환경 변수 중 가구밀도는



ln   

2006년과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구축한

    exp   ln 

 

′
 

′




사회경제지표자료 중 당해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타 건조환경 변수의 측정에는 정부

앞의 두 식을 결합하여 포아송 회귀모형이라고

에서 제공하는 공공 GIS/GPS자료가 사용되었다:

한다. 통계적으로는 로그선형모델이라고 부르며,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배경지도(전철 GIS 자료),

로그우도함수를 통해 최대화되는 
 값을 찾게 된다.

서울시청 교통정보과 버스정류장 위치 좌표 데이

포아송 회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분산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위배하

터, 국토교통부 표준노드링크(교차로 GIS 자료).

는 경우가 잦다. 만약 자료의 평균과 분산이 동일
하지 않고 과분산할 경우에는 음이항 회귀모형

2. 가산 자료 분석 모형1)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하는 것
이 적합하다. 음이항 분포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정동별 자동차 통행량
은 음수가 될 수 없는 정수값을 가진 변수이며 정

 

규분포하지 않고 이산분포하는 가산자료이다. 포
아송 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은 이러한 가

    
   

 
 




      
   

산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모형이

 ≥    

다. 포아송 분포의 기본적인 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 는 감마함수를 의미하며, 로그


우도함수를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
 



ln 



포아송 회귀모형은 일반적으로 횡단면 분석에

    

  ln 
 ln 
 




     ln  exp′    ln  ′ 

적합하다.� 는 사건의 발생횟수를 의미하고,  는
 를 결정하기 위한 선형 독립 회귀변수를 의미한

만약 가산자료에서 영(0)이 과다하게 관측될 경

다. 사건 발생의 기댓값      는 아래와 같이

우에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허

정리할 수 있다.

들(Hurdle) 모형과 영과잉 모형(Zero-inflated
regression)이 사용된다. 이들 모형은 자료의 분산

       exp′

1) 본 논문에서 인용한 가산자료 모형은 Cameron and Trivedi(2013)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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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에 따라 포아송 모형 혹은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

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만 가정한다. 본 연구의 경

먼저 허들모형은 Mullahy(1986)가 처음 제안

우 먼저 통행 여부를 결정한 뒤 통행발생량을 추정

한 모형으로 이항분포 과정을 통해 영 혹은 양수

한다. 반면 영과잉 회귀 모형은 영을 생성할 수 있

값을 갖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 가산 모형과 양

는 과정을 두 개 가정한다. 통행을 하지 않겠다고

수 가산 모형을 독립적으로 추정한다. 아래 그림은

결정한 경우와 통행을 하겠다고 결정했으나 관측

이를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오류, 표본오류 등으로 통행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
럼 보이는 거짓 영(false zero)을 고려한다. 이론적

 
if  

Pr        
  i f   

    

으로는 이처럼 자료에 따라 허들모형과 영과잉 회
귀모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나 실제에서는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직관적인 판단이 어려우므로 두

여기서 모수는 최우추정법으로 추정한다. 식은

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판단하게

아래와 같다.

된다. 본 연구도 이 절차를 따른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행정동별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는 데에 음이항, 허들, 영과



    ln      ln      



















잉 음이항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ln      ln     


















영과잉 회귀 모형은 가산자료의 영과잉 문제를

Ⅳ. 분석결과

극복하기 위해 Lambert(1992)가 제안한 모형이
다. 관측 집단이 영인지 양수인지에 대한 확률함수
의 결합된 형태를 이용하며 역시 최우추정법을 사

1. 기술통계

용한다.

Pr   

<표 1>은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i f   
   
if  



2006년과 2010년의 행정동은 총 946개로서 결
측2)을 제외한 945개 동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행

    

정동 평균 통행량은 11,640통행으로 나타난다. 통



    ln            



















행량 최소값이 0인 경우3)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

  ln        















료에서 주거지 출발 자동차 통행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동을 의미한다. 모든 변수는 통계 분석을 위한
허들모형과 영과잉 회귀 모형은 영을 추론하는

변이가 충분한 수준이다.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허들모형에서는 영을 생성

2) 200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사회경제지표 인구자료에서 잠실2동의 값이 누락되어 있다.
3) 총 9개 행정동으로 종로구 교남동·창신1동·창신2동, 성북구 삼선1동·동선1동·월곡3동, 송파구 잠실1동, 강동구 강일동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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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술통계
변수(단위)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945

11,639.72

7,457.08

0

56,950

945

24.867

12.61

0.009

70.457

종속변수
Trip(통행)
설명변수: 사회경제지표
인구밀도(천명/   )
고령인구밀도(천명/ 

)

945

2.139

1.137

0.001

5.716

)

945

6.916

3.791

0.173

23.857

취업자밀도(천명/   )

945

11.983

6.071

0.004

35.471

자동차밀도(천대/ 

설명변수: 건조환경
가구밀도(천가구/ )

945

8.842

4.669

0.124

24.738

지하철밀도: 반경 500m(개/   )

945

1.764

1.632

0

14.286

지하철밀도: 반경 1km(개/   )

945

7.113

6.322

0

39.13

버스정류장밀도: 반경 250m(개/ 

)

945

37.676

23.156

2.195

135

버스정류장밀도: 반경 500m(개/ 

)

945

65.995

42.548

2.927

357.14

945

22.068

22.028

0

150

945

37.402

37.155

0.379

260

945

1.28

1.503

0.14

12.69

교차로밀도: 반경 500m(개/ 
교차로밀도: 반경 1km(개/ 
행정동 크기( 

)

)

)

2. 가산자료 모형

산이 유의하여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
는 가정을 기각하였다. 이에 포아송 회귀모형을 분

가산자료 회귀분석은 R에서 수행하였다. 분석

석에서 제외하고 음이항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

을 수행함에 앞서 분산팽창요인(VIF)을 기준으로

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는데, 인구밀도, 취업자밀

음이항, 허들, 영과잉 음이항 모형의 적합도는

도, 버스정류장밀도(반경 500m)의 값이 10 이상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사용

도출되어 공선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어

하여 비교하였다. AIC는 우도비를 활용하여 산출

슨 상관계수를 통해 고령인구밀도, 취업자밀도, 버

된 값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 널리 쓰이

스정류장밀도(반경 250m) 변수를 제거하여 다중

며, AIC 값이 낮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 영과잉

공선성 문제를 해결한 뒤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음이항 모형과 허들 모형의 AIC 값이 가장 낮게

2>는 각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4) 먼저 포

나타나 결과 해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두 모형은

아송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

AIC 외에도 회귀계수, 로그우도 등 모든 값이 동

해 과분산 검정(overdispersion test)을 수행하였

일하게 산출되었다.

다(Cameron and Trivedi, 2013). 분석결과 과분

먼저 자동차밀도가 증가할수록 자동차 통행량

4) 일반적으로 통행량 분석을 위해 OLS를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통행량 자료가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선택
지에서 제외하였다. 모형1은 다중공선성이 발견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분석 결과이고 모형2는 모형1에서 유의하게 도출되지 않
은 지하철밀도(반경 500m)와 교차로밀도(반경 500m) 변수를 제외한 분석 결과이다. 모형1과 모형2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
므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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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 추정 결과
모형1

변수
인구밀도
사회경제
자동차밀도
가구밀도

음이항

허들

영과잉 음이항

음이항

허들

영과잉 음이항

0.038***

0.035***

0.035***

0.038***

0.035***

0.035***

(0.007)

(0.006)

(0.006)

(0.007)

(0.006)

(0.006)

0.062***

0.062***

0.062***

0.062***

0.062***

0.062***

(0.015)

(0.012)

(0.012)

(0.015)

(0.012)

(0.012)

-0.063***

-0.057***

-0.057***

-0.061***

-0.055***

-0.055***

(0.015)

(0.012)

(0.012)

(0.015)

(0.012)

(0.012)

-0.011

-0.017

-0.017

-

-

-

지하철밀도
(반경 500m)

건조환경

모형2

(0.018)

(0.015)

(0.015)

-

-

-

지하철밀도
(반경 1km)

-0.043***

-0.038***

-0.038***

-0.049***

-0.046***

-0.046***

(0.01)

(0.008)

(0.008)

(0.006)

(0.005)

(0.005)

버스정류장밀도
(반경 500m)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

-

-

(0.002)

(0.002)

(0.002)

-

-

-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4)

(0.0003)

(0.0003)

0.103***

0.097***

0.097***

0.104***

0.099***

0.099***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8.930***

8.969***

8.969***

8.931***

8.961***

8.960***

교차로밀도
(반경 500m)
교차로밀도
(반경 1km)
행정동 크기
상수

(0.1)

(0.09)

(0.09)

(0.99)

(0.089)

(0.089)

Observations

473

473

473

473

473

473

Log Likelihood

-4,739.62

-4,628.46

-4,628.46

-4,739.99

-4,630.87

-4,630.87

theta

2.847***
(0.181)

AIC

9499.229

9295.739

9295.739

2.843***
(0.181)
9298.915

9298.915

9495.998

* p<0.1; ** p<0.05; *** p<0.01

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동차수는 주중통

수로서 가구밀도는 상반되는 결과, 즉 자동차 통행

행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변수로 보고되어 왔다

량과 음(-)의 관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구밀도

(Pucher and Renne, 2003; Gim, 2011). 주말

와 가구밀도의 결과가 서로 반대의 효과를 보이는

통행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도 자동차밀도가 자동

것은 이 연구 안에서 상호 통제하는 역할을 가지기

차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데에 유의한 변수로 도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결과 해석 시에 두 변수

되었다.

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인구밀도를

인구밀도 역시 자동차 통행량과 양(+)의 관계를

해석할 때 가구밀도의 변화가 없음을 전제(ceteris

보였다. 한편 인구밀도의 영향을 해석하기에 앞서

parabis condition)로 한다. 즉, 동일한 가구밀도

본 연구에서 다른 건조환경 변수로 고려된 가구밀

에서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자동차통행량이 증가

도의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밀도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결과는 곧 가구크기가

와 함께 도시의 압축개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

클수록 자동차통행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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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로 주중통행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은 반면, 버스정류장밀도는 반경 500m에서 유의

서 가구크기가 클수록 자동차통행을 많이 하고 대

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지하철의 서비스권역이 버

안통행을 덜 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Gim,

스정류장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주말통

2018b). 반대로 가구밀도를 해석할 때는 인구밀도

행에서 500m 이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어야 자동

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동일한 인구밀도

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

에서 가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자동차통행량이 감소

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가구의 거주면적

교차로 역시 지하철과 같이 500m에서는 결과

효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구의 거주

가 유의하지 않으나 1km에서는 유의하게 도출되

면적이 작을수록 통행량이 감소하는 것을 가구의

었다. 교차로는 대표적인 압축개발의 지표로서 편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동차 통행량이 감소하

의성, 다양성, 안전성 등 보행환경의 물리적 특성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반영한다. 교차로 밀도가 높을수록 자동차를 이

위와 같은 해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장래 자

용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보통행

동차 통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에는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동

에 목적을 둔 바, 가구의 크기와 경제 수준을 나타

반경 1km에서 교차로밀도 변수가 유의하다는 것

내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

은 주말통행에서 1km 내 도보 통행이 발생하기

계를 가진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두 변수는 향후

용이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서울시민의 통행 행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

주말통행 분석 시 내부통행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를 지니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며, 교차로밀도가 도보를 이용한 내부통행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 주요 변수로 채택될 수 있음을 시사

건조환경 변수는 앞서 설명한 가구밀도 이외에

하는 결과이다.

지하철밀도(행정동 반경 1km), 버스정류장밀도(행
정동 반경 500m), 교차로밀도(행정동 반경 1km)
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먼저 지하철밀

3. 모형 검증

도는 행정동 반경 500m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반
경 1km의 결과는 유의하며 자동차 통행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기술통계 결과에서 확인

본 연구는 2006년과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할 수 있듯이 서울시 내 많은 수의 지하철이 행정

주말자료의 자동차 통행발생량 자료를 5 대 5로 무

동 경계 500m에서 1km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작위로 나누어 절반은 모형을 개발하고 나머지 절

는 서울시민들이 주말통행에서 1km 떨어진 거리

반은 이를 검증하는데 사용하였다. <표 3>은 검증

에 있는 지하철까지는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예측

단으로 감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개발한 모형의

버스정류장밀도(행정동 반경 500m) 역시 유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방법을 사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버스정류장은 지하철과는

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

다르게 주거지 인근에 더 밀도 있게 위치해 있어

한 모형의 오차율(%)은 음이항 모형 3.27%, 허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다. 이에 지하철

모형과 영과잉 음이항 모형 2.47%으로 도출되었

밀도는 반경 500m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

다. 예상한 대로 허들과 영과잉 음이항 모형이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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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측정확도 검증
저자
본 연구

김진자·이종호
(2004)
Lim, K. K., and
Srinivasan, S.
(2011)

모형

3.27

허들

2.47

영 과잉 음이항

2.47

회귀

19.36

카테고리법

17.74

선형회귀

68

로그 선형 회귀

62

음이항

62

순서화된 프로빗
N. Golshani
et al. (2018)

오차율(%)*

음이항

비고
2006년과 2010년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동
차 통행발생량을 예측한 연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통근 및 등교통행발생 회귀모형과 1996
년 교통센서스 조사를 사용하여 개발한 통근 및 등교통행발생량을 예
측한 연구
2001년 US NHTS(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행 목적 별 통행을 예측한 연구

61

신경망

7.39

다항 로짓

24.66

Joint Copula

10.17

2007-2008년 시카고 가구통행조사를 활용하여 가정기반 여가통행
에서의 통행수단(도보, 자전거, 자동차, 대중교통) 별 통행발생량을 예
측한 연구

* 오차율(%) = |(예측값-관측값) / 관측값 x 100|,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예측했음을 의미

항 모형에 비해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하였는데, 선

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

행연구와 비교하면 세 모형 모두 예측 정확도가 상

분하지 않다. 주말 통행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도 마

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찬가지이다. 이에 본고는 주말통행에 영향을 미치

높은 예측 정확도는 서울시 주말 자동차 통행량

는 사회경제 및 건조환경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

을 추정함에 있어 적절한 분석도구와 주요 변수가

고, 포아송 분포를 기반으로 자동차 통행발생 예측

무엇인지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이것이 곧 오차율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를 정

이 높은 선행연구의 도구 혹은 변수 선택이 부적절

리하면 아래와 같다.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복잡한 연구방법과 강력

첫째, 주말통행량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 사회

한 변수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이동에

경제 변수를 정밀히 투입해야 한다. 앞서 인구밀도

대한 예측은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

와 가구밀도가 서로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 반대의

이다(Zheng and Zhou, 2017). 본 연구는 고도로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가구의

복잡한 서울시의 주말 자동차 발생량도 예측 가능

크기와 경제 수준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살

한 범주 안에 있음을 파악하였다는 데에 보다 의의

펴볼 수 있었다. 둘째, 주말 자동차통행량을 설명

가 있다.

함에 있어 자동차 수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한편 Gim(2018a)의 연구는 주말통행에서는 자동
차 수보다는 가구크기, 연령, 아동수와 같이 라이
프사이클 특징(결혼, 출산, 학업 등)을 나타내는 변
수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

Ⅴ. 결론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래 예측이 가능한 변수
를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
구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주말통

주중통행에 대한 관심에 비해 주말통행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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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예측함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더 포괄

향력과 통행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여

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마찬가

겨진다. 더불어 통행량 산출을 위해 구득 가능한

지로 카셰어링과 자율주행차량 등과 같은 외부환

자료에 한계가 있어 변수 사용에 제한적이었다는

경 변화가 장래 자동차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부분도 단점이다. 현재의 가구통행실태조사와 전

측되지만(한국교통연구원, 2014; 경기연구원, 2015),

수화를 위한 행정동별 사회경제 지표 자료는 주중

이러한 자동차 보유인식의 변화가 주말 자동차통

통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말 통행 특성을 확인

행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알려진 바가

하고 통행량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향후

거의 없다. 이에 장래 주말 자동차통행량의 변화를

주말 통행특성을 설명할 것으로 의심되는 변수를

예측할 때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

주말 가구통행실태 조사 내용에 포함하고 통계자

이 필요할 것이다.

료를 확보하여 주말통행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자동차 통행이 감소하였는
데, 이용 가능한 거리는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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