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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spatial mobility information is in high demand in various businesses; however,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human mobility because spatio-temporal data is insufficient and difficult to collect. Now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s and the advent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the spatio-temporal data began to occur on a large scale, 

and the data is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is work, we compared the movement behavior of residents and tourists by using geo-tagged tweets which 

contain location information. We chose Seoul to be the target area for analysis. Various creative concepts and analytical 

methods are used: grid map concept, cells visited concept, reverse geocoding concept, average activity index, spatial 

mobility index, and determina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based on the number of days in residence. Conducting 

a series of analysis,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movement behavior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We also discovered differences in visiting activity according to residential countries and used applications. We expect 

that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ourist development and urban development.

Keyword：Geotagged Tweets, Spatio-temporal Data, Spatial Mobility, Residenc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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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특정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활동반경과 이

동패턴이 다르다. 를 들어, Lenormand et al.

(2016)에 의하면 지인들은 평균 96개 장소를 방

문하는데 반해 객들은 평균 260개 장소를 방

문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방문자를 구분하여 이동

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론 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

라 실무 인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 거주자의 이

동성을 분석하면 도시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고, 방문자의 이동성을 분석하면 개

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트 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추정하거나, 이동성을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트 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에서 가장 극 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학술 

연구자와 기업 실무자는 트 터가 제공하는 REST, 

Streaming, Firehose 등과 같은 다양한 API(Appli-

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선택 으로 이

용하여 용량의 트윗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트윗 데이터

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

논문이 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도 트윗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동인

구를 거주자와 방문자로 구분하고 이동성을 분석

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트윗 데이터 

 일부분인 지오트윗 데이터이다. 여기에는 사용

자가 트윗을 보낸 장소의 GPS 좌표 값이 포함되

어 있어서 사용자의 공간 분포나 이동성 분석과 

같은 연구를 하기에 합하다. 그러나 단 은 

체 트윗  약 1% 만이 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는 이다(Hecht et al., 2011, Frank et al., 

2013; Ryoo et al., 2014). 많은 사용자들이 의식

으로 는 무의식 으로 치 공개를 하지 않고 

트윗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 에도 

불구하고 지오트윗은 공개된 용량의 시공간 데

이터로써 인간의 이동성에 한 거시 인 패턴을 

발견하기에 제한 으로 유효하다.  

트윗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의 이동성 연구들은 

지인과 객을 구분하거나, 거주국과 여행국을 

별하기 해 각 개인의 트윗 수를 단순히 지역

별로 집계하 다(Lenormand et al., 2016; Hawelka 

et al., 2014). 이러한 방법은 계산의 편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을 갖지만 별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거주지보다 

방문지에서 트윗을 많이 하는 경우에 방문지를 거

주지로 잘못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존

의 이동성 연구들은 도시, 지역, 국가라는 비교  

큰 공간에서 인간의 거시  이동성을 연구하 다. 

하지만 이동성 연구가 유동인구분석이나 상권분석

을 통한 도시개발과 개발에 실무 으로 이용

되기 해서는 좀 더 세 한 미시  공간에서 이

동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문제 을 

해결하여 거주자와 방문자의 이동성을 정량 으로 

비교하 다. 트 터 사용자의 거주지를 별하는

데 있어서 ‘거주일 수 기 ’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별의 정확성을 높 고, 트윗 치를 

셀 단 (250미터×250미터)로 구성하여 다른 연구

자들 보다 훨씬 조 한 공간 단 로 사람들의 이

동성을 분석하 다. 한 유동인구의 이동성 지수

를 개발하여 통계 으로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

하 다. 분석 상 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 다. 즉, 

일정기간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트윗 데이터를 1차 

데이터로 정하고, 여기서 사용자를 추출한 후 거

주지 별을 해서는 2차 데이터(사용자가 같은 

기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생시킨 트윗 정보)를 이

용하 다.

2. 문헌연구

트윗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사용자의 치를 추정하

는 연구와 사용자의 분포 는 이동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자는 주로 치 정보가 없는 일반 트

윗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이고, 후자는 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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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있는 지오트윗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이다. 

2.1 치추정 연구

트윗 연구 창기(2010년～2012년)에 가장 활발

하게 진행된 연구로써, 사용자의 트윗 을 텍스트 분

석하여 치를 추정(Cheng et al., 2010; Chandra 

et al., 2011; Chang et al., 2012)하거나, 사용자 

로 일 정보를 이용하여 치를 추정(Hecht et 

al., 2011; Kulshrestha et al., 2012)하 다. 약 

99%에 달하는 트윗 데이터는 치 정보가 없으나, 

JSON 형태로 제공되는 트윗 데이터는 60가지 이

상의 데이터 필드가 있다. 사용자 속성(발신자, 가

입일, 모국어, 팔로워 수, 랜드 수 등), 트윗 속

성(수신자, 발생 시간, 발생 장소, 트윗 , 언어,  

발신 앱 등), 장소 속성(국가, 주소, 장소 종류 등) 

등이 있는데, 필드값이 없는 경우(NA값 는 

NULL값)도 많지만, 제공되는 필드 개수 측면에서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풍부하다.  이에 

세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빅데이터 분

석에 도 하고 있다. 

IBM 알마덴 연구소 연구원인 Mahmud et al.

(2014)은 트윗  내용, 트윗 행태, 지역 정보, 그리

고 지역의 행정구역 정보를 융합하여 장소 측력

을 향상시켰고, Ryoo and Moon(2014)은 상기 연

구들이 국가, 지역, 는 도시 수 까지 밖에 추정

하지 못하는 텍스트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

오트윗 데이터를 이용하여 74.9%에 달하는 사용

자 치를 10km 이내까지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 다. 한편 Ryoo et al.(2014)은 치는 물론이

고, 성별과 연령까지 추론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처럼 치를 추정하려는 이유는 유권자 성향분

석, 염병 확산 방지, 자연재해 응 등을 해서

는 치라는 공간정보가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2.2 이동성 연구

과거에는 휴 폰 통화기록에 있는 계기 치

정보와 차량 GPS 데이터가 이동성 분석의 소스 

데이터 으나, 일부 연구자만이 연구 데이터를 확

보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트윗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의 이동성 분석 연구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자가 트 터, Flickr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서버에 직  속하여 무료로 지오코드

된 용량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

오코드란 사용자가 의도 으로 치를 공개(지오

태그 옵션을 선택)할 경우 GPS 치값( 도와 경

도)이 수집에 포함된다. 

Zheng et al.(2012)은 Flickr사가 제공하는 지오

포토(geotagged photos) 데이터를 이용하여 4  

도시(샌 란시스코, 뉴욕, 리, 런던)의 POI

(Point of Interest)간 여행경로를 밝히는 알고리즘

을 개발하 다. Hawelka et al.(2014)는 국가 간 

이동패턴을 연구하기 해 2012년 1년간 수집된 

9.4억 코드(사용자 수 : 1300만 명)의 지오트윗 

데이터를 사용하 는데, 국  별, 해외여행자 

별, 평균 해외여행거리 등 일련의 처리를 거친 

후, 국가별 해외여행 비율, 국가별 여행지 다양성, 

자국민 출국-외국인 입국 비율 등을 계산하 다. 

이들 수치를 국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한 결

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 고, 분석단 가 항공기

인 기존의 항공교통 데이터 보다 분석단 가 사

용자인 지오트윗 데이터가 훨씬 더 상세한 수

의 국가 간 이동패턴을 제공함을 입증하 다.

Lenormand et al.(2016)는 2010년 10월부터 

1000일 간 수집된 2100만 코드(사용자 수 : 57

만 명)의 지오트윗 데이터  58개 도시를 선정, 

(1) 지인과 객의 도시 내 이동성을 비교하여 

객이 더 많은 장소를 이동한다는 결론을 얻었

고, (2) 도시 간 연결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뉴욕과 

런던이 58개 도시  월등하게 각각 로벌 심

도시 1 와 2 를 차지하고, 이어서 3  리, 4  

동경, 5  싱가포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오트윗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동성 연구에 있

어서 주목할 만한 연구자는 공간정보학자인 Song 

Gao이다. 부분의 연구자는 공간과 시간을 분리

해서 이동성을 설명하는데 반해, Gao(2015)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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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시간을 함께 묶어서 지표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즉, 공간 차원을 평면에 배치하고, 시간 

차원을 그 에 제3차원으로 배치하여 시간의 변

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입체 으로 시각화함으

로써 시공간 데이터분석 연구에 새로운 인사이트

를 제공하 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트윗 데이터 분석연구는 

Frank et al.(2013)의 연구인데, 그는 트윗   

정 인 단어 는 행복을 표 한 단어를 추출하

고, 이런 단어들이 발생한 장소와 사용자의 거주

지와의 거리를 비교 하여 장거리 여행 인 사람

들이 거주지에 머물러 있을 때 보다 더 정 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Morstatter et al.(2013)은 량을 제공하는 Firehose 

방식(유료)과 샘 을 제공하는 스트리  API방식

(무료)으로 수집된 데이터 간의 해쉬태그 출 빈

도 분석, 사용자 네트워크 지수 분석, 지리  분포 

분석을 통해 스트리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체를 표하는 샘 로서 손색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스트리  데이터를 연구데이터로 사용

하는 본 연구의 입장에서는 고무 인 연구결과라

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트 터의 Public Streaming API를 이용하여 

2015년 7월 14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50일 

동안 200,578,703건의 지오태그 트윗을 수집하 다. 

이 소스데이터는 일련의 처리 작업을 거쳐 구   

빅쿼리(Google BigQuery)라는 클라우드 데이터

베이스에 장하 다.  

본 연구는 사람의 이동성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단되는 

트윗 만을 추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가  

트윗 이 사용하는 기기 는 앱을 배제하고, 사람

이 주로 사용하는 앱 에서 이동성이 높은 앱 네 

가지를 선정하 다. 즉, 안드로이드용 트 터(Twitter 

for Android), 아이폰용 트 터(Twitter for iPhone), 

인스타그램(Instagram), 포스퀘어(Foursquare)를 

사용하여 작성한 트윗 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3.2 거주지 별

일반 으로 거주지는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른 장

소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기간 

50일 에서 가장 많은 일 수(number of days) 

동안 머무른 장소를 거주 지역으로 정의하고, 구

 빅쿼리를 사용하여 다음 과정을 통해 각 사용

자의 거주지를 별하 다.

1) 체 데이터에서 서울에서 트윗한 데이터를 추출

하 다. 서울( 도 37.4314～37.7012, 경도 126.7782～

127.1903)에서 11,620명의 고유 사용자가 작성

한 125,050건의 트윗을 추출하 다.

2) 체 데이터에서 서울시 트윗 사용자가 트윗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국가코드(country code)를 

이용하여 모든 사용자의 일별 트윗 국가를 식

별하 다.

3) 2)의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셋에서 모든 사용

자를 상으로 국가별로 집계하여 국가별 소재 

일 수를 산출하 다. 최  일 수의 국가를 해당 

사용자의 거주국가로 별하 다. 최  소재일 

수의 국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국가를 특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 다.

4) 거주국가를 별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

용하여 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용자를 서울시 

거주자(Seoul resident)와 국내 객(Dome-

stic tourist)으로 구분하 다.

5) 최종 으로 11,620명의 사용자를 서울시 거주자

(7,271), 국내 객(1,365), 외국인 객(1,778), 

거주지 불명자(1,206)로 구분하 다.

이 방법의 별 정확성을 평가하기 하여, 체 

사용자 에서 100명을 무작 로 추출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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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트 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주지를 비교

하 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거주 국가의 정확성은 

80%이고 서울시 거주의 정확성은 88%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별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3.3 셀 구성

이동성을 정량 으로 집계하고, 시각화 효과를 

최 화하기 하여 서울시를 작은 셀로 분할하 다. 

이 연구에서는 셀 크기를 가로, 세로 각각  250m로 

설정하 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17,400개의 셀로 

분할하 다. 그런데 실제로 유동인구가 분포된 지

역은 3,448개 셀 뿐인데, 그 이유는 실제로 사람이 

갈 수 없거나 인 이 드문 숲, 강, 벽 등이 있기 

때문이다.

각 셀의 심 좌표에 해 구 에서 제공하는 

역 지오코딩(Reverse Geocoding)을 실시하여 각 

셀을 서울시의 행정구역 주소와 매칭시켰다.

4. 분석결과

서울시에서 트윗을 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서울을 방문한 사람인지 분류되고, 후자

는 다시 지방거주 내국인 방문자와 외국거주 외국

인 방문자로 분류된다. 공간이동성 분석이라는 연

구목 을 달성하기 해 방문셀(cells visited) 분

석, 인기 방문셀(POI cell) 분석, 공간이동성 지수 

분석을 진행하 다. 

4.1 방문셀 분석

<Table 1>은 거주 구분별 사용자 수와 방문셀

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 거주자가 체 10,414명

(11,620명  거주지 불명자 1,206명 제외) 에서 

70%를 차지하고, 체 사용자가 방문한 3,448개 셀 

에서 90%를 서울시 거주자가 방문하 다. 내국

인 방문자와 외국인 방문자를 비교하면, 사용자수

는 외국인 방문자가 내국인 방문자보다 4% 더 많

지만, 방문셀은 내국인 방문자가 7% 더 많은데, 

이것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더 먼 거리 는 더 

넓은 공간을 활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User group Users Cells visited

Seoul residents   7,271(70%)   3,118(90%)

Domestic tourists   1,365(13%)   1,030(30%)

Foreign tourists   1,778(17%)    781(23%)

<Table 1> User Group Distribution

<Table 2>는 총 1,778명에 달하는 외국인 방문

자  상  10개 국가의 사용자 수와 방문셀을 정

리한 것이다. 호 안은 체 방문자(10,414명)에 

한 백분율과 체 방문셀(3,448개)에 한 백분

율이다. 사용자는 일본이 가장 많지만 방문셀 수

는 태국이 가장 많고, 미국은 말 이시아보다 사

용자는 많지만 방문셀은 다. 국은 가장 

객이 많은 국가이나 유동인구가 10번째로 집계되

는 이유는 웨이보와 같은 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서 트윗을 통해

서는 수집량이 기 때문이다. 

한편 활동성을 측정하기 해 방문셀 수를 사용

자 수로 나눠서 평균활동지수를 계산하 다. 러시

아인, 싱가포르인이 활동성이 좋고, 일본인, 인도

네시아인, 미국인의 활동면 이 상 으로 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Resident 
country

Users
Cells 
visited

Avg. activity
index

Japan  420(4.0%)  302(8.8%) 0.7

Thailand  303(2.9%)  311(9.0%) 1.0

U.S.A  209(2.0%)  179(5.2%) 0.9

Malaysia  165(1.6%)  206(6.0%) 1.2

Indonesia  147(1.4%)  113(3.3%) 0.8

Philippines   96(0.9%)  104(3.0%) 1.1

Singapore   52(0.5%)  100(2.9%) 1.9

Russia   35(0.3%)   84(2.4%) 2.4

U.K.   32(0.3%)   38(1.1%) 1.2

China   29(0.3%)   38(1.1%) 1.3

<Table 2> Foreign Tourists and Activity Index



216 Jaehee Cho․Il-Jung Seo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트윗을 작성한 

애 리 이션별로 비교해보면 인스타그램의 사용

자와 방문셀이 가장 크다. 인스타그램과 포스퀘어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안드로이드와 아이폰)보다 

방문셀이 많은 이유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공유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

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양한 장소의 사

진을 치정보와 함께 기록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

용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App used Users Cells visited
Avg. activity

index

Instagram 4,382(42%) 2,329(68%) 0.5

Twitter for 
Android

3,820(37%) 1,131(33%) 0.3

Twitter for 
iPhone

3,068(29%)  420(12%) 0.1

Foursquare 1,294(12%) 1,628(47%) 1.3

<Table 3> App Usage and Activity Index

한편 포스퀘어의 경우, 사용자는 가장 지만 방

문셀이 두 번째로 많다. 따라서 포스퀘어 사용자의 

평균활동지수가 다른 앱 사용자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에 트 터 앱을 이용한 사용자의 평균활동지

수는 격히 낮다. 이와 같은 유동인구의 행태에 

한 패턴은 지오트윗 데이터이기에 얻을 수 있는 정

보이다.

4.2 서울시의 인기 방문셀

서울시 거주자에게 인기 있는 상  10개의 주소지

를 <Table 4>에 정리하 고, 상세 방문셀을 <Figure 

1>에 250미터 그리드맵으로 표 하 다.

<Table 5>는 내국인 방문자의 인기 방문셀을 

정리한 것이다. 내국인 방문자의 인기 방문셀을 서

울시 거주자의 인기 방문셀과 비교해보면, 상 권 

방문셀은 차이가 없지만, 하 권 방문셀은 다소 

차이가 있다. 

Rank Address of cells visited Users

1 Dogok 2-dong, Gangnam-gu 833(11%)

2 WorldCup-ro, Mapo-gu 758(10%)

3 Dasakwan-ro, Seongbuk-gu 572(8%)

4 Yejang-dong, Jung-gu 484(7%)

5 Singil 1-dong, Yeongdeungpo-gu 462(6%)

6 Yangjaedaero, Songpa-gu 416(6%)

7 Yeonhui-dong, Seodaemun-gu 415(6%)

8 Seobinggoro, Yongsan-gu 383(5%)

9 Banpodae-ro, Seocho-gu 332(5%)

10 Sangdo 1-dong, Dongjak-gu 283(4%)

<Table 4> Popular Cells Visited by Seoul Residents

<Figure 1> Grid Map of Cells Visited by Seoul Residents

Rank Address of cells visited Users

1 Dogok 2-dong, Gangnam-gu 171(13%)

2 WorldCup-ro, Mapo-gu 153(11%)

3 Dasakwan-ro, Seongbuk-gu 127(9%)

4 Yejang-dong, Jung-gu 126(9%)

5 Singil 1-dong, Yeongdeungpo-gu 107(8%)

6 Banpodae-ro, Seocho-gu 105(8%)

7 Seobinggoro, Yongsan-gu 103(8%)

8 Yangjaedaero, Songpa-gu 89(7%)

9 Sangdo 1-dong, Dongjak-gu 75(5%)

10 Magok-dong, Gangseo-gu 61(4%)

<Table 5> Popular Cells Visited by Domestic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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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는 지방거주 내국인 방문자의 방문

셀을 지도에 표 한 것이다. 서울시 거주자와 비

교하여 방문셀이 확연히 어들었다. 특히 서울시 

외곽의 방문이 격히 어들었다. 

<Figure 2> Grid Map of Cells Visited by Domestic 
Tourists

<Table 6>은 외국인 방문자의 인기 방문셀을 

정리한 것이다. 외국인 방문자의 인기 방문셀은 

내국인(서울시 거주자와 내국인 방문자)의 인기 

방문셀과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인 인

기 방문셀에서 4 던 구 장동이 1 를 차지

하고, 강남구 도곡 2동이 2 로 내려갔다. 그리고 

구의 주요 지가 순 에 진입하 다.

Rank Address of cells visited Users

1 Yejang-dong, Jung-gu 226(13%)

2 Dogok 2-dong, Gangnam-gu 181(10%)

3 Myeong-dong, Jung-gu 173(10%)

4 Dasakwan-ro, Seongbuk-gu 161(9%)

5 WorldCup-ro, Mapo-gu 155(9%)

6 Mukyo-ro, Jung-gu 100(6%)

7 Shinmunro, Jongno-gu 99(6%)

8 Seobinggoro, Yongsan-gu 81(5%)

9 Tongil-ro, Jung-gu 78(4%)

10 Namsangongwon-gil, Yongsan-gu 77(4%)

<Table 6> Popular Cells Visited by Foreign Tourists

<Figure 3>은 외국인 방문자의 방문셀을 지도

에 표 한 것이다. 내국인 방문자의 방문셀과 비

교하여 외국인 방문자의 방문셀은 도심의 몇몇 지

역에 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Grid Map of Cells Visited by Foreign 
Tourists

4.3 공간이동성 지수 분석

보다 정교한 이동성 분석을 해서 사용자 1인

당 일 평균 방문셀 수를 계산하 다. 이것은 한 사

람이 하루 동안 평균 으로 방문한 셀 수이며, 이 

값의 크기로 사용자 개개인이 활보한 정도를 가늠

할 수 있다. 이것을 이동성이라고 정의하 다.

이동성과 인구(사용자수)의 계는 <Figure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성이 은 사람이 부

분을 차지하고 꼬리가 긴 멱함수 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Figure 5>와 같이 이동성과 인

구 사이에는 로그-로그 선형 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β = -3.57 R2 = 0.97, p < 0.001).

<Table 7>은 거주 구분별 이동성(자연로그값)

의 평균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공간이동성 지수로 

명명하 다. 방문자의 공간이동성 지수가 거주자

의 공간이동성 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방문자 는 객의 이

동성에 한 일반 인 상식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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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Mobility and Population

<Figure 5> Power Law Relationship between Mobility 
and Population

User group Spatial Mobility Index

Seoul residents 0.15

Domestic tourists 0.25

Foreign tourists 0.26

<Table 7> Spatial Mobility Index by User Group

<Figure 6>는 거주 구분그룹의 요일별 공간이

동성 비교인데, 서울시 거주자는 요일별로 이동성

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내국인 방문자는 토요

일에 이동성이 가장 높고, 외국인 방문자는 일요

일에 이동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내국인 방문자

와 외국인 방문자 모두 목요일에 이동성이 가장 

낮다.

<Figure 6> Spatial Mobility Index by Weekday

<Figure 7>은 시간 별 공간이동성 비교인데,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 오  8시에 이동을 시작하

여 차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방문자는 오후 5시

에 이동성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시 거주자는 퇴

근 시간이 몰리는 오후 7시에 이동성이 가장 높다.

<Figure 7> Spatial Mobility Index by Hour

5. 결  론

트 터 사용자의 거주지를 별하는 연구가 활발

한 시 에서 본 연구는 각 사용자의 국가별 소재일 

수를 기 으로 거주지를 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고, 이 방법을 서울시 트 터 데이터 분석

에 용함으로써 유용성을 검증하 다. 한 기존

의 이동성 연구들이 도시, 지역, 국가 등 비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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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의 사용자 이동성을 연구한 반면, 본 연구

에서는 세 한 공간(250미터 셀) 간의 이동성을 연

구했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유동인구 분석이나 

상권분석은 이 정도 상세한 공간에서 분석해야 의

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 트윗 치를 셀 단 로 

구성하여 평균활동지수와 공간이동성 지수를 개발

하여 거주자와 방문자의 공간이동성을 정량 으로 

비교하 다. 

서울시 트윗 사용자의 공간이동성을 분석한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 사용자 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70%를 차지하고, 서울시 거주자

의 방문셀이 방문자의 방문셀보다 3배 정도 많다. 

외국인 방문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고, 방

문셀이 많은 국가는 태국이다. 서울시 거주자의 

인기 방문셀은 내국인 방문자의 인기 방문셀과 약

간의 차이가 있고, 외국인 방문자와는 한 차

이가 있다. 

이동성과 인구의 계는 멱함수 법칙을 따른다. 

이것은 부분의 사람들은 이동성이 매우 낮고 이

동성이 높은 사람이 길게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서울시 거주자의 이동성이 방문자의 이동성보

다 매우 낮다. 서울시 거주자는 요일별 이동성의 

변화가 없지만, 내국인 방문자는 토요일에 이동성

이 가장 높고 외국인 방문자는 일요일에 가장 높

다. 시간 로 비교해보면, 서울시 거주자는 오후 7

시에 이동성이 가장 높고, 방문자는 오후 5시에 가

장 높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거주지 별 방법은 련 

방법들과 비교하여 정확성이 높고 구 이 용이하

여 유용성이 높다고 단된다. 그리고 트윗 치

를 셀로 재구성하여 집계함으로써 새로운 이동성 

지표를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거주자와 방문

자의 이동성 비교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도시개발과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기간과 셀의 크기에 따라 이동성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셀의 크기는 인간의 이동성에 한 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에는 셀

의 크기를 달리하면서 이동성 분석의 결과가 어떻

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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