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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 연구는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유동인구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

남·서초구의 보행가로를 대상으로 추정 회귀모형을 도출한 후, 유동인구 추정 값과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자료의 실제 

값을 비교·검증하고 보행가로별 추정 값의 분포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교통환경·토지이용특성의 

변수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유동인구의 추정모형으로 활용한 추정 값의 오차율은 약 

16.67%로 확인됐으며, 각 보행가로의 특성과 시간대별 유동인구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된 유동인구의 추정을 하는 데 기초연구가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분석 

등에 필요한 미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유동인구, 유동인구추정, 보행가로, 보행환경, 다중회귀모형

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ology for predicting the floating populat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is purpose, an estimated regression model was derived for 

pedestrian streets in Gangnam and Seocho districts. In addition, estimated and actual values of the floating 

population was compared and verified, and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estimated values by pedestrian 

street was analyzed. As a result, a regression model consisting of physical environment, traffic environment 

and land use characteristics was derived. In addition, the error rate of the estimated value using this 

model as the estimation model is about 16.67%.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rror was originating b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destrian streets and the difference of the floating population by tim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t can be a basic research to improve the estimation of the floating 

population reflecting spatial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and it is necessarily possible to provide 

microscopic information for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and commercial analysis.

KeyWords：Floating Population, Floating Population Estimation, Pedestrian Streets, Walking Environment, 

Multiple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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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생활

양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보행은 대중교통

중심개발, 보행친화도시, 차 없는 거리 같은 정책

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보행활동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인구는 도시의 미시적

인 동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초적 활동단위이며, 

공간구조 특성이나 도시의 동적 활동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정윤영·문태헌, 2014). 또한 유동

인구는 상권분석, 교통수단의 신설 등 정책수립 자

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여겨져(이향

숙 외, 2014), 도시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등 활용가치가 높은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지역은 지

가가 비싸거나 지가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점유하는 상가가 입지하며, 임대료가 비교적 

낮은 골목길처럼 이면도로는 소매상가가 밀집해 상

권이 형성된다(Berry, 1967; 김건영 외, 2002; 황

희연 외, 2002; 김영준, 2017). 그러나 대로변은 

단순 통로의 특성을 갖는 반면, 이면도로는 상대적

으로 보행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비

장소의 특성을 갖는다(김영준, 2017). 이는 경제활

동의 측면에서 유동인구가 상권 또는 상업가로에 

분포한 상업시설의 매출액, 지가와 임대료, 업종변

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최막중·

신선미, 2001; 변미리·서우석, 2011; 윤나영·최창

규, 2013). 그러므로 상업시설 입지를 결정하거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유동인구 요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홍성조 외, 2010; 장진영 

외, 2015), 특히 주요 대로변뿐 아니라 연결된 이

면도로의 유동인구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유동인구에 관한 데이터 자료는 크게 각 

이동통신사 기지국의 유동인구 정보, 카드사의 카

드 소비 정보,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자료가 있다. 

이 중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자료는 공공데이터로, 

조사지점의 유동인구와 속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의 일부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자료의 공간적 연속성이 떨어지고 유동인구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동통

신사의 유동인구 자료나 카드 소비자료는 민간기

업 자료로, 셀 단위로 자료가 제공되어 정밀도와 

연속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김경태 외, 2015), 

민간기업 특성상 이용여건이 한정적이고, 가로 단

위의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유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기법을 활

용해 추정하는 연구는 교통 분야에서 보행자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해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공간구문

론(Space Syntax) 모델1)을 이용하여 유동인구를 

예측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는 유

동인구를 추정해 보행자의 위험 노출을 파악하고

자 하였지만, 교통수요추정 기법에 기반을 두고 횡

단보도와 도로의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추정하여 

공간상 유동인구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자

는 공간구문론 모델로 보행특성 자료와 도로 네트워

크를 이용해 유동인구를 예측했다(김영욱 외, 2005; 

정찬회·최무혁, 2010; 윤철재·민건희, 2014). 하

1)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모델은 공간과 공간 사이 축선도를 이용하여 공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축선도는 가장 길

고 가장 적은 축선으로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것이며, 축선으로 구분된 단위 공간에 각각 주어진 깊이(depth), 연결도(connectivity), 통

제도(control), 통합도(integration) 등의 지표를 산정하게 된다(윤철재·민건희, 2014). 차량이나 보행자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기법으

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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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람들이 실제 보행하는 네트워크가 아닌 자

동차 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동인구를 추정

했다는 한계가 있고(한상진 외, 2008), 실제 보행

네트워크의 이동거리와 주변시설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이미영 외, 2015), 유동인구를 추정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공간특성과 유동인구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다양한 공간요

소를 반영하고, 기존 유동인구 추정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유동인구 예

측 회귀모델을 구축하고 유동인구를 추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회귀분석으로 유동인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회귀계수를 이용한 유

동인구 추정모델로 보행가로의 유동인구 분포를 

추정·검증하였다. 보행가로 유동인구 추정 결과는 

도시의 미시적 공간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권분석·상업시설입

지·상권활성화 같은 정책 수립 시 유동인구 추정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의 주요 도심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로 하였다. 해당 지역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토지이용변화과정을 겪었으며, 주

거시설과 대규모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혼합된 토

지이용을 보이므로(강병기 외, 1997), 상업적 특성

뿐 아니라 주거·업무·도로위계 등 유동인구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추정 

대상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중심지인 강남역일

대로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유동인구 조

사자료에 따라 201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내용 

범위는 먼저 회귀모형으로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도출된 유동인구 영향요인

에 따라 유동인구 추정식을 설정하여 검증데이터

를 대상으로 해당 추정식을 적용·검증한다. 데이터

는 2015년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자료와 2015년 

서울시 GIS건물통합정보를 활용했다. IBM SPSS 

Statistics 19와 ArcGIS 10.2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유동인구 추정방법과 유동인구의 영향요

인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강남·서초구의 유동

인구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

의 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강남·서초구의 유동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

모델을 구축하였다. 4장에서는 회귀모델을 강남·서

초구의 유동인구 추정식으로 설정하고 검증데이터

를 대상으로 추정·검증하였으며, 강남역 일대를 대

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도시활동의 기회는 유동인구 규모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유동인구는 보행공간 인근 보행유발시설

의 용도, 해당시설과의 거리, 개별 보행경로의 중

첩 등 공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의 수요·공급·관리와 상권 활성화 등

에 영향요인으로 여겨진다(김태현 외, 2012). 따라

서 이 연구는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

동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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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인구의 영향요인 연구

유동인구와 보행환경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려

고 유동인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

다. 김태현 외(2016)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유

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계를 규명하였

다.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전체시간으로 구분하여 

시간대별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분

석 결과, 상업·업무, 접근성, 보행환경, 주거요인 

순으로 영향력이 적었고 시간대별로 각각 달라진

다고 하였다. Lee and Moudon(2006)은 유동인

구가 활동 목적지와 관련이 없으며, 유동인구와 물

리적 환경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확인하

였다. 

이정우 외(2015)는 다중회귀분석으로 가로유형

별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근린생활시설 밀도와 토지이용 혼합도, 보도폭, 차

로 수가 유동인구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며, 주

거밀도가 높은 가로는 물리적환경보다 저층부 용

도나 토지이용 혼합도 특성이 보행량에 더 큰 영향

력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주아 외(2014)는 가로

의 물리적 여건 관련 변수가 실제 유동인구와 유의

미한 관계가 있고, 개발밀도나 집객·편의시설 관련 

변수는 유의하다고 분석했다. 윤나영·최창규(2013)

는 서울시 6개 자치구의 상업지역에 분포한 조사

지점을 대상으로 토지이용·도시조직·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을 밀도·다양성·디자인 측면으로 나누어 유

동인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보행환경요인 5

가지를 비교하면 건폐율이나 건물 수 같은 밀도 관

련 변수가 유동인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됐

다. 그다음은 용도의 다양성과 경사, 보도폭, 디자

인 요소 등이 보행증진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

다. 김태현 외(2012)는 지하철 역세권을 대상으로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지

하철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많거나 지하철역과 

가까울수록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진영 외(2015)는 유동인구에 미치는 영향요인 

특성을 밝히기 위해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군집별로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지이용, 대중교통 서비스 특성, 

인구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

과, 모든 군집과 서울시 전체의 설명 변수의 영향

력은 군집별로 달랐으며, 공간 위계별 영향력도 상

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유동인구의 추정과 다중회귀모델을 이용한 

추정

유동인구 추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통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보

행자가 자동차 충돌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이동 패턴과 위험노출 수준에 초점을 맞

춰 이루어지고 있다(Qin and Ivan, 2001; Noah 

and David, 2004; Diogenes, 2007; Kim et 

al., 2013). 해당 연구의 추정 방법론은 직접 측정 

방법을 이용하거나 수요추정모델2), 중력모형을 사

용한다. 직접 측정 방법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방대하게 소모된다. 수요

추정모델과 중력모형은 교통분야의 대표적 분석방

법이지만 교통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미

시적 단위인 유동인구 추정에 한계가 있다. 

2) 교통분야의 모델링 접근법은 지역 여행 수요 모델(regional travel demand models), GIS기반 모델(GIS-based models), 트립 생성

과 흐름 모델(trip generation and flow models), 네트워크 분석 모델(network analysis models), 개별 선택 모델( discrete 

choice models),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 트래픽 모델(simulation-based traffic models)을 포함한다(Shaw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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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도시의 공간구조변화와 상권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유동인구 예측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김영욱 외, 2005; 정찬회·최무혁, 2010; 황재홍 

외, 2010; 윤철재·민건희, 2014), 교통분야의 

Noah and David(2004)와 더불어 해당 연구는 

대부분 네트워크 중심의 공간구문론 모델을 이용

하였다. 공간구문론 모델은 공간의 상대적 깊이와 

중심성을 주로 분석하는 모델로, 축선도로 공간의 

연결관계, 즉 중심성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유동인구 추정에 도시공간의 

특성과 유동인구의 상호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로 네트워크 연결성으로만 도시 공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거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

은 단순화된 표현이기 때문이다(Carlo, 2004). 또한 

공간단위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를 나타내면서 여

러 학자에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Nick, 2001; 윤철재·민건희, 2014; 이미영 외, 

2015). 

한편, 회귀모형은 예측하기 위한 종속변수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학·운동학·토목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추정방법으

로 활용된다(김경호 외, 1997; 윤영삼 외, 2010; 

임재형 외, 2010; 손의영 외, 2004; 오세정·유철

상, 2007).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의 예측값인 

으로 추정값을 나타낸다. 자료 표본에 따라 추정식

의 기울기와 절편이 달라지며, 표준화계수인 값

은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설명한다. 모형 구조상 독립변수

()의 변화에 따라 의 예측값인 을 산출하기 때

문에 추정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채구묵, 2011; 

박상수·한치록(역), 2015). 

회귀모형을 이용한 추정연구에서 김영욱 외(20 

05)는 공간구문론 모델을 활용해 변수를 구축하였

으며, 다중회귀모델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장래 

보행량 예측 방법을 연구하였다. 황재홍 외(2010)

는 코엑스몰을 대상으로 보행량을 측정하여 복합

시설물 임대료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공간구문론 모델의 통합도와 대상지의 실제 유동

인구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중

회귀모델을 이용하였다.

3. 소결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와 유

동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유동인구는 접근성·토지이용·보행환

경 요인처럼 주변 환경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 확인됐다. 일부 유동인구를 추정한 연구에서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 연구는 공간구문

론 모델을 이용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공

간구문론 모델이 갖는 한계로 미시적 공간단위에

서 추정이 어렵다. 또한 건축물 내부의 공간을 설

명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므로 보행공간 인근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행환경 

특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이면도로에 적용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유동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복잡한 도시의 구성요인을 포

함한 유동인구 추정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실제 보행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주변 도시공

간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회귀모델을 적용하여 

보행가로 단위의 유동인구 분포를 추정했다는 점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또한, 기존 서울

시 유동인구 조사지점 외 지점의 유동인구를 추정

하여, 도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를 미시적 단위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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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동인구 예측 회귀모델 구축

1. 분석모델 개요

이 연구는 통계 신뢰성을 바탕으로 유동인구를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회

귀분석모형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며, 그 결과를 예측

에도 활용할 수 있다(이재억, 2002; 권순호·정건희, 

2017).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 추정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다음의 식(1)과 같이 

설정하였다.

유동인구 물리적환경교통환경

토지이용특성

  조사지점의주중일평균 유동인구수
  상수
  회귀계수
  유동인구영향요인의설명변수
  오차항

식(1)

다중회귀분석의 변수선택 방법은 입력선택법,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있다. 

강남·서초구의 추정식은 가장 최적의 모형을 선택

하기 위하여 단계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이

용하였다. 단계적 선택법은 독립변수를 추가하면

서 유의성에 따라 변수를 추가·제거하는 과정을 반

복하는 방법이다. 강남·서초구의 유동인구 예측 회

귀모델은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간단

한 모형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분석변수 설정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행연구 검

토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표 1> 참조). 

서울시는 2009년 1만 지점을 대상으로 유동인

구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2천 지

점, 2013~2015년에는 1천 지점을 대상으로 유동

인구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일, 12시간 동안 약 5분 단위

로 보행량을 조사하였다.3) 이 연구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5년 1,217개의 유동인구 조사지점 자

료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포함된 총 162개 지점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단, 이 중 20%(33개)의 

조사지점을 무작위선택(randomly selection)으로 

추출하여, 검증데이터로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80 

%(129개)를 이용해 모델의 계수추정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였다(<그림 1> 참고).

<그림 1> 강남구와 서초구의 유동인구 조사지점

3) 유동인구 조사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이며, 점심시간은 제외되었다. 조사제외시간인 아침(07:00~07:30), 점심

(11:30~12:30), 저녁(19:30~21:00) 시간대는 조사된 유동인구 패턴을 반영하여 유동인구를 추정하였다. 아침과 저녁시간대는 기존 유

동인구 자료의 지점별 평균대비 시간대별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점심시간대는 지점별 보행패턴의 추세연장을 이용하였다. 또한 미조사요

일도 조사지점 인근(650m 내)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서울특별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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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설명

유동인구 주중 일평균 보행량

물리적 환경 특성

보도너비 조사지점 가로의 보도너비(m)

보도차도겸용 조사지점 가로의 보도차도겸용 여부

보행자전용 조사지점 가로의 보행자전용도로 여부

경사도 조사지점 가로의 경사도

보도율 조사지점 보행활동범위(400m) 내 보도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교통

환경

ln지하철역출입구까지 거리 조사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까지의 거리

ln지하철승하차 조사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평균 승하차 인원

ln버스승하차 조사지점 보행활동범위(400m) 내 버스정류장의 평균 승하차 인원

ln버스정류장까지 거리 조사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토지

이용

특성

단독주택밀도 단독주택 연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공통주택밀도 공동주택 연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근린생활시설밀도 근린생활시설 연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판매·영업시설밀도 판매·영업시설 연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업무시설밀도 업무시설 연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문화·집회시설밀도 문화·집회시설 연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숙박시설밀도 숙박시설 연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의료시설밀도 의료시설 연면적/보행활동범위(400m) 면적(㎡)

복합도 조사지점 보행활동범위(400m) 내 건축물 주용도의 다양성지수

건폐율 조사지점 보행활동범위(400m) 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평균 비율

ln대지면적 조사지점 보행활동범위(400m) 내 건축물을 세울 토지의 수평면상 평균 넓이

<표 1> 분석변수 설정

종속변수는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자료의 일평

균 보행량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보행가로

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시설, 주거지역과 상업·

업무지역에 따른 토지이용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

도록 조사지점의 물리적·교통환경과 토지이용특성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물리적 환경 변수는 보

도너비, 보도차도겸용여부, 보행자전용도로, 경사

도, 보도율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보행환경 요소는 

보행공간의 쾌적성·안전성·편리성을 확보하는 공

간의 구성요소이며, 보행자 공간의 틀을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이다(이경환·안건혁, 2008; 이연수 외, 

2013). 또한 이러한 보행환경은 보행자 충돌사고

를 예방하는 안전성과 관련이 깊으며(Knoblauch 

and Richard, 1988; 이수민․황기연, 2009;), 보행 

경로 선택 시 인식과 태도로 조절되기 때문에 선호

도에 따라 보행활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Guo, 

2009; Meester et al., 2013; Trumpeter and 

Wilson, 2013; 이수기 외, 2014). 보도너비를 제

외한 보행공간의 물리적 특성 변수는 더미변수(유

=1, 무=0)로 설정하여 유동인구와의 관계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교통환경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까지 

거리,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의 승하차인원, 가장 가

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보행활동범위(400m)4) 

4) Perry(1929)는 근린주구이론으로 보행활동범위(보행권)의 범위를 1/4mile(약 400m)로 정의했으며, TND(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와 도로교통안전협회(1984)는 보행가능권역을 400m로 정의하고 있다(이정우 외, 2015). 이 연구는 실제 보행가능한 

도로망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을 보행네트워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범위를 400m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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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유동인구 11.82 6247.90 265.07 3.32

물리

적

환경 

특성

보도너비 1.00 24.00 4.69 2.94

보도차도겸용 0.00 1.00 0.28 0.45

보행자전용 0.00 1.00 0.64 0.48

경사도 0.00 17.76 2.45 3.30

보도율 0.00 0.28 0.08 0.05

교통

환경

지하철역

출입구까지 

거리

0.42 4402.82 290.03 3.06

지하철승하차 4315.64 208981.29 52575.21 2.51

버스승하차 9.21 20332.99 1074.92 3.82

버스정류장

까지거리
0.20 720.54 70.81 3.46

토지

이용

특성

단독주택밀도 0.00 0.49 0.10 0.11

공통주택밀도 0.00 4.63 0.72 0.76

근린생활시설

밀도
0.00 1.25 0.43 0.30

판매 및 

영업시설밀도
0.00 2.82 0.11 0.39

업무시설밀도 0.00 5.04 1.03 1.26

문화 및 

집회시설밀도
0.00 1.98 0.06 0.29

숙박시설밀도 0.00 0.92 0.06 0.14

의료시설밀도 0.00 2.46 0.04 0.24

복합도 0.26 1.00 0.44 0.15

건폐율 0.87 50.26 30.28 13.28

대지면적 9.21 29732.62 632.70 3.00

N 129

<표 2> 기술통계량

내 평균 버스 승하차인원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교

통환경 요인은 도보통행의 기종점을 연결해주는 

교통수단이므로 교통시설 접근성과 유동인구의 관

계를 확인하고자 변수로 설정하였다.

토지이용 특성 변수는 각 유동인구 조사지점의 

보행활동범위(400m) 내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 

밀도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용도별 개발밀도가 유

동인구에 미치는 영향력과 연관성을 살펴보는 변

수로 사용되었다. 용도별 밀도산출방법은 먼저 건

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근

린생활시설)·판매시설·영업시설·업무시설·문화집

회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로 구분하였다. 그다음 

보행활동범위(400m) 내 포함되는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산출한 뒤 보행활동범위(400m) 면

적으로 나누어 용도별 연면적 밀도를 산출하였다. 

건축물의 주용도시설 복합도는 심슨(Simpson) 

지수5)를 이용하였다. 이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

에 따른 보행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이다(성현

곤 외, 2014). 또한 대지크기와 건폐율은 보행자의 

경로와 관계있는 요소로, 유동인구와의 관계를 확

인하려고 변수로 설정했다(하재현·이수기, 2017). 

이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므로 변수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며, 정규 분포하지 않는 변수는 

로그를 취해 변수로 구성하였다.

3.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이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정하였다. 또한 보행네트워크 400m 범위에 따라 보행환경변수를 구축하였다. 보행환경변수 구축은 Arc GIS 10.2의 Network Analyst 

Service area를 활용하였다.

5) 심슨 지수는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수 중 하나이다. 이는 0~1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높아

지며, 1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낮아진다(채희원·신정엽, 2015).




  





   

지수
 용도의수
  용도의개체수
 전체용도의개체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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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화를 위해 로그 값을 취하여 분석에 활

용된 변수는 기술통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래 값

으로 제시하였다. 2015년 강남·서초구의 162개의 

유동인구 조사지점 중 80%(129개)의 유동인구 조

사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구의 평

균 유동인구는 521.21명이다. 종속변수인 유동인

구의 평균은 265.07이며, 최솟값은 11.82, 최댓값

은 6,247.90으로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강남·서초구는 유동인구 분포의 차이

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물리적 환경 변수 중 보도너비는 평균 4.69m로 

확인되었으며, 경사도는 평균 2.45, 최솟값 0, 최

댓값 17.76으로 경사가 심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교통환경은 지하철역 출입구까지 

거리가 평균 290.03m이며, 최솟값 0.42m, 최댓

값 4,402.82m로 최솟값과 최댓값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값과 비교하여 표준편차가 

안정적이어서 조사지점과 지하철역이 인접 분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승하차인원의 

평균은 52,575.21명이며, 버스승하차인원은 평균 

1,074.92명으로 지하철 이용자가 더 많았다.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는 평균 70.81m로 지

하철역보다 시설이 많았다. 

토지이용특성 변수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

린생활시설, 판매·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집회

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밀도의 최솟값은 모두 

0.00이었으며, 최댓값은 각각 0.49, 4.63, 1.25, 

2.82, 5.04, 1.98, 0.92, 2.46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사지점별로 토지이용 특성의 편차가 큰 것을 의

미하며, 특히 강남·서초구의 고용자 밀도와 업무시

설 밀도가 확연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행활

동 범위(400m) 내 건축물 주 용도시설의 복합도는 

평균 0.44로 확인됐고, 건폐율은 평균 30.28%, 대

지면적은 632.70㎡였다.

다중회귀모형에 사용하기 위한 독립변수의 독

립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관계수 0.5를 기준으로 상관성이 높은 보행자전

용, 숙박시설밀도, 건폐율 변수를 제거하였으며, 이 

외 변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다중회귀분석 결과

강남·서초지역의 유동인구 대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보도너비, ln지하철승하차

인원, ln버스승하차인원, 근린생활시설밀도, 업무

시설밀도, 의료시설밀도는 유동인구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쳤다. 보도차도겸용여부와 ln지하

철역 출입구까지 거리는 유동인구에 유의한 음(-)

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물리적 환경 변수에서 보도너비는 유

의한 양(+)의 값, 보도차도겸용은 유의한 음(-)의 

값이었다. 이는 보도너비(β=0.186)가 한 단위 증

가할 때 유동인구가 18.6% 증가하였으며, 보도차

도겸용(β=-0.359)은 보도차도겸용일 경우 유동인

구가 35.9% 감소하였다. 보도가 넓고 보도와 차도

가 구분된 환경은 보행자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으

므로 유동인구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교통환경 변수에서는 조사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ln지하철역출입구까지 거리(β=-0.227)의 증가율이 

감소하거나, ln지하철승하차인원(β=0.148)의 증가

율이 증가하거나, ln버스승하차인원(β=0.175)의 증

가율이 커질수록 유동인구의 증가율이 증가하였다. 

교통환경에 따른 유동인구는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

자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유동인구는 

대중교통 역사시설 외부 공간 보행인구의 흐름이므

로 역사시설과 가깝고 승하차인원이 많을수록 유동

인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지이용특성 변수는 근린생활시설(β= 0.231)

과 업무시설(β=0.317), 의료시설(β=0.139)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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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3.000 1.038 -　 2.890 .005 -　 -　

물리적

환경특성

보도너비 .074 .023 .186 3.164 .002 .940 1.063

보도차도겸용 -.932 .154 -.359 -6.046 .000 .925 1.081

교통

환경

ln지하철역출입구까지 거리 -.238 .068 -.227 -3.485 .001 .766 1.306

ln지하철승하차 .189 .088 .148 2.137 .035 .678 1.474

ln버스승하차 .155 .059 .175 2.640 .009 .739 1.353

토지이용

특성

근린생활시설밀도 .907 .272 .231 3.334 .001 .676 1.479

업무시설밀도 .295 .063 .317 4.673 .000 .710 1.408

의료시설밀도 .665 .281 .139 2.367 .020 .944 1.059

표본수 N 129

R제곱=0.612  수정된 R 제곱=0.586 F=23.479(p=0.000***) Durbin-Watson=2.059

*=p-value<0.1, **=p-value<0.05, ***=p-value<0.01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가 높아질수록 유동인구 수도 늘어났다. 근린생

활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

하는 유동인구를 발생시킨다. 업무시설은 사업체 

종사자의 출퇴근과 업무활동 등으로 유동인구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로 도출된 강남·서초

의 유동인구 조사지점별 검증데이터의 유동인구추

정 값과 유동인구 실제 값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회귀모형의 유의성은 더빈-왓슨

(Durbin-Watson) 값이 2.059로 4보다 2에 가까

웠으며,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모든 변수에서 10

보다 작기 때문에 잔차의 독립성과 다중공선성 문

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F=23.479(p=0.000)

로 매우 유의하다고 확인됐다. 설명력은 약 0.586

으로 유동인구 추정모델로는 다소 낮지만, 도시공

간에서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추정된 값으로 향

후 개선된 모델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로 보

인다.

<그림 2> 강남·서초구 유동인구 예측회귀 모델 결과

Ⅳ. 유동인구 추정과 검증

1. 유동인구 추정과 검증 개요

유동인구 예측 회귀모델을 강남·서초구의 유동

인구 추정식으로 설정했다. 2015년 강남·서초구의 

유동인구 조사지점의 20%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했으며, 33개의 유동인구조사지점을 검

증데이터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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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실제 값 추정 값 오차 값 오차율

22-048 583.82 610.81 -26.99 4.62%

22-067 140.41 101.94 38.47 27.40%

22-069 144.16 117.93 26.23 18.19%

22-075 542.57 291.07 251.51 46.35%

22-082 170.68 177.01 -6.33 3.71%

22-083 263.09 284.94 -21.85 8.31%

22-094 321.80 229.42 92.38 28.71%

22-103 139.77 147.41 -7.64 5.47%

22-117 551.73 616.35 -64.62 11.71%

22-149 1700.89 1468.80 232.09 13.65%

22-3070 86.79 94.17 -7.39 8.51%

22-3096 121.98 125.70 -3.72 3.05%

22-3118 114.59 103.22 11.37 9.92%

22-317 73.39 46.88 26.51 36.12%

22-342 2189.95 1835.85 354.09 16.17%

23-012 329.52 422.37 -92.85 28.18%

23-040 2910.64 1907.73 1002.92 34.46%

23-044 646.13 517.26 128.86 19.94%

23-054 279.16 251.74 27.43 9.82%

23-075 1248.80 1193.79 55.02 4.41%

23-084 333.05 336.13 -3.07 0.92%

23-1201 244.93 296.40 -51.47 21.01%

23-1211 70.66 70.46 0.20 0.28%

23-124 903.27 1337.78 -434.51 48.10%

23-1253 297.80 280.15 17.66 5.93%

23-285 1266.80 827.15 439.66 34.71%

23-315 554.52 563.79 -9.27 1.67%

23-316 892.34 912.31 -19.97 2.24%

23-318 485.79 439.08 46.70 9.61%

23-323 736.61 580.22 156.39 21.23%

23-679 105.27 123.85 -18.59 17.66%

23-742 86.04 90.16 -4.12 4.79%

23-859 287.41 154.40 133.01 46.28%

평균 570.44 501.70519 - 16.67%

<표 5> 강남·서초 유동인구의 실제 값과 추정 값 비교·검증또한 유동인구 추정식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

해 강남역 일대(이하 강남역 역세권 500m)의 보행

가로에 적용하여 166개의 보행가로를 추정하였다

(<그림 3> 참조).

2. 유동인구 추정 검증결과

<표 5>는 유동인구 조사지점의 실제 값과 추정 

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강남·서초 유동인

구 예측 모델의 값인 ln유동인구를 지수변환한 

추정 값과 실제 유동인구를 비교하였다. ln유동인구
를 유동인구로 지수변환하면, 종속변수 유동인구
의 기댓값이 저평가되는 한계가 있다(박상수·한치

록(역), 2015). 이를 보정하기 위해 식(2)와 식(3)

을 활용하였다. 

유동인구expln유동인구 식(2)

  

 


 exp 식(3)

는 잔차 로 구할 수 있으며, 항상  > 1을 

나타낸다(Duan, 1983; 박상수·한치록(역), 2015).

이를 비교한 결과, 유동인구의 실제 값과 추정 

값의 평균 오차율은 16.67%였다. 하지만 조사지점 

22-075와 23-124, 23-859는 실제 유동인구와 

추정 유동인구의 차이가 컸다(<표 6> 참조). 조사

지점 22-075는 보행활동범위(400m)의 면적과 비

교했을 때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밀도가 낮

으며,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밀도가 낮아 유동인구

를 유발하는 시설이 적어 과소추정된 것으로 판단

된다. 조사지점 23-124는 다른 조사지점보다 보도

너비가 넓으며 지하철승하차 수가 많고, 업무시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유동인구보다 과대추정

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점 23-859는 지하철과 

버스의 승하차인원이 다른 조사지점보다 현저히 

적어 실제 유동인구에 비해 오히려 과소추정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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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원인

조사지점코드 조사지점명 조사지점코드 조사지점명 조사지점코드 조사지점명

22-075
서초구 방배2동 

초록마을
23-124

강남구 역삼1동 
삼성SDS

23-859
강남구 삼성1동 

히라메키

물리적

환경특성
- 보도너비

전체평균 4.69
-

조사지점 8.00

교통환경 -
ln지하철

승하차

전체평균
10.87

(52,575.21명)

ln지하철

승하차

전체평균
10.87

(52,575.21명)

조사지점
9.12

(9,164.65명)

조사지점
11.53

(101,620.44명)

ln버스

승하차

전체평균
6.98

(1,074.92명)

조사지점
5.04

(155.09명)

토지이용

특성

근린생활

시설밀도

전체평균 0.43

업무시설

밀도

전체평균 1.03

-
조사지점 0.22

업무시설

밀도

전체평균 1.03
조사지점 3.24

조사지점 0.31

<표 6> 강남·서초 유동인구의 실제 값과 추정 값 비교·검증에 대한 오차원인 상세분석

3. 강남역 보행가로 유동인구 분포추정

<그림 3>은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보행가로

의 유동인구를 추정한 결과이다. 유동인구 조사지

점의 유동인구 수를 6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추정

된 각 보행가로가 실제 유동인구와 비슷한 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강남역 

일대의 유동인구는 신논현역과 뱅뱅사거리를 잇는 

대로변에 많았다. 이 대로변은 보도너비가 넓고 보

도차도가 구분되어 있어 보행에 편리한 가로이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대중

교통 이용자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모형은 보행가로의 유동인

구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몇몇 조사지점은 추

정 유동인구수와 실제 조사된 유동인구수의 차이

가 컸다. 이 원인과 문제점을 상세한 데이터 분석

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기존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의 과소·과

대추정량 문제 때문에 나타난다(<그림 4> 참조). 

2015년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

점심·오후·비첨두시간의 시간대별 유동인구 편차

가 컸다. 특히, 조사시점 22-055는 다른 시간대보

다 오후 첨두시간에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

으며, 그 영향으로 일평균 유동인구수가 과도하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2-055의 

오차율은 시간대별 유동인구의 급격한 변동을 고

려하지 못한 한계로 판단된다.

둘째, 22-053과 22-354, 22-357은 유동인구

의 실제 값보다 추정 값이 과대추정되었다. 해당 

조사지점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로 건폐

율이 큰 대형업무시설이 밀집해있다. 이 연구의 추

정 회귀모델에서 업무시설밀도가 유동인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유동인구가 과대추

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시설 종사자의 유동인구 차이

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또한, 실제 현장조사 지점

이 각 업무시설의 출입구와 떨어진 측면가로에 분

포해있어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가 적게 조사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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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남역 일대 보행가로의 유동인구 추정

<그림 4> 시간대별 강남역 유동인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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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체로 유동인구의 실

제 값 분포수준과 추정 값 분포수준이 일치하는 것

으로 보이며, 일부 지점에서 보행가로별 유동인구

의 분포를 추정한 결과에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는 보행가로나 주변 지역의 물리적 특

성뿐 아니라 장소성 형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인을 

반영하거나 건물의 출입구 등 구체적 변수가 추가

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연구는 특정지점만 조사된 비연속적 데이터

를 이용하여 강남역의 유동인구 분포를 추정하였

으며, 이는 도시공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Ⅴ. 결 론

유동인구는 보행을 이용한 도시활동을 나타내

는 지표로, 보행중심도시와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현대도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변 상권의 잠

재적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요소로 도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서울

시도 수년 동안 유동인구를 직접 조사하고 있으지

만, 한정된 조사비용으로 모든 가로를 조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택된 특정 가로도 유동인구가 밀

집되는 지역에 국한되어 그 외 가로별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동

인구의 직접 조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데

이터와 주변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보행가로별 유

동인구 추정 모형을 개발·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강남·서초구의 유동인구는 지하철역 

출입구까지 거리가 가깝고, 지하철과 버스의 승하

차인원이 많을수록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이용특성 변수 중 근린생

활시설과 업무시설, 의료시설 밀도가 유의한 영향

력을 보였다. 즉, 유동인구는 다양한 공간특성의 

영향을 받지만 강남·서초구의 유동인구를 추정하

는 데는 보행 안전성 관련 요소, 지하철역 접근성, 

대중교통 승하차인원,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의료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유동인구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대중교통의 승하차인원이 유동인

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기존에 유동인구의 추

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다양한 보행환경과 상호관

계를 고려하여 각각 보행가로의 유동인구 분포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다음은 강남·서초구의 유동인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남·서초구의 유동인구 조사지

점 외 지점을 추정·검증하기 위해 검증데이터를 대

상으로 유동인구 조사자료의 실제 값과 비교·검증

을 수행하였다. 또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추정식

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를 대상으

로 보행가로의 유동인구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강남역을 중심으로 대로변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

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로변보다 보도와 차도 

겸용도로가 많은 이면도로일수록 유동인구가 적은 

것으로 조사돼 유동인구 분포가 전체적으로 실제 

값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한수진(2014)과 권강수·심재인(2017)이 제시

하는 것처럼 강남역 일대는 간선버스와 광역버스

노선이 집결하는 교통 요충지이며, 지하철 9호선 

개통이 가져온 변화와 대로변을 따라 의류·식음료·

프랜차이즈·어학원·은행·병원 등의 영향으로 다양

한 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분석 결과와 

기존연구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

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유

동인구 분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행가로에 

따라 추정해야 한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서울시 유

동인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유동인구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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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데 자료의 활용성과 실용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다중

회귀모형의 특성상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모형이 

구축되지만, 도시공간에서는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

다. 둘째, 유동인구는 요일별·시간대별로 다르지만 

이 연구는 이를 평일 평균 보행량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지만, 실제 장소

의 역할, 공간의 분위기 등에 따라 전 구간에서 일

정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셋째, 종속변수

에 로그를 취하여 추정식을 도출하고 검증을 위해 

이를 지수변환 하였으며, 이에 대한 오류는 반영되

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복잡한 관계도를 표현 

가능한 비선형 회귀 모델링을 활용하거나 유동인

구가 많은 중심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이용하

여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회귀 모델을 이

용해 유동인구 추정 회귀식의 설명력을 높일 필요

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동인구 추정 초기 모델로 

후속 연구의 중요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으며, 향

후 미시적 도시활동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

간적 범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유동인구 추정으

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비 창

업자의 상권분석 등에 필요한 미시적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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