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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d the human distribution in subway station areas in Seoul, using geotweets and subway 

ridership data. Eight stations were selected from the districts of Gangnam and Gangbuk. Geotweets located within 

a 600-meter radius of the central coordinates of each station were extracted, and distances between the center of 

station and each tweet location were calculated. Donut-shaped dimension and pie-shaped dimension were generated, 

using the Haversine distance formula and the Azimuth angle formula respectively. By combining the two dimensions, 

Dartboard-shaped space division is created. Popular places within the subway station areas identified from this 

research are almost the same as the current well-known popular places, and this is an important case showing that 

people send tweets from various places where they engage in daily activities. We expect this study can be a 

methodological guideline for social scientists who use spatio-temporal or GPS data for thei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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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스마트폰 보 률1)은 2017년 기  94%이

고, 국내 소셜미디어  1 는 65%의 이용률이 나

타난 트 터2)이다. 몇 해 간 1 던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무단사용 등의 문제로 인해 하락하고 있

다. 서울은 천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트윗 역

시 서울에서 집 으로 발생되고 있다(홍일 , 

2015). 트 터는 그 어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보

다 용량의 사용자 타임라인 정보와 사용자 속성 

정보(트 터 사용자의 고유번호, 트윗 내용, 트윗  

시간과 치, 트윗을 보낼 때 사용한 기기, 사용자 

언어, 트윗 총량, 팔로워 수, 랜드 수, 공감 표시

한 수 등)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윗 데이터를 이용한 인구 분포와 이동성에 한 

공학 연구, 그리고 사회연결망 분석과 같은 사회과

학 연구가 증하고 있다.

역세권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인구와 역 주변

에 치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

는 공간으로, 유동인구에 의해 권역의 크기가 결

정된다. 역세권이라는 용어는 Calthorpe(1993)의 

교통 지향형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

ment)이라는 연구에서 처음으로 소개하 는데, 그

가 제안한 역세권의 정 범 는 역으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600m 내의 거리이고, 역

인 교통 시스템이 도입된 곳이다라고 설명

하 다. 우리 법률에서 정의한 역세권은 역세권

의 개발  이용에 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정

된 철도(지하철)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국내 

연구자들은 법률에서 정의된 반경을 역세권으로 

설정하고 유형화(신 철 외, 2013; 윤용석, 2013; 

이연수와 손동욱, 2012)하 는데, 이들은 건축물 

데이터베이스와 지  데이터, 서울교통공사에 의

해 집계된 승객의 승하차 자료를 이용하여 역세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

종보고서, 2018. 09. 05. 

2) 신무경, “페북, 한국서 날개없는 추락”, 동아일보, 2018. 

02. 19. 

별로 사례를 분석하거나 역세권의 개발 도, 도로

인 라, 보행 근체계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역별 

역세권의 공간  범 의 타당성에 해 논의하

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통계  기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하 기 

때문에 역세권의 유형분석에 국한된 연구일 뿐, 실

제 역세권으로 형성된 공간범 를 정교하게 측정

하거나, 사람의 이동성에 해 분석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는 SNS 사용자 개개인의 족 이 

담긴 지오트윗3)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세권

의 형세에 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소재 8개 지하철역을 상으로 분석하 는데, 지오

트윗 발생량이 많은 서울, 시청, 종각, 종로3가(이

상 강북권),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상 강남권)을 

선택하 다. 

각 역세권 안에 있었던 지오트윗 사용자가 만든 

공간  패턴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개념 역세

권을 추정하기 하여 다트  형태의 새로운 공간

분할 개념을 창안하 다. 이에 따라 격자형과 같은 

기존의 공간분할 기법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차원(방향, 거리)으로 역세권 공간을 상세하게 분

할하여 인구 분포를 집계할 수 있다. 이를 해 역

세권 공간분석용 데이터마트를 설계  구축하

고, 시각화 분석툴인 태블로(Tableau)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양한 집계 표와 공간시각화 그림을 제시

하 다. 

2. 이론  배경

SNS 사용자의 물리  공간 치를 획득할 수 있

는 지오트윗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지오트

윗이 집 으로 발생된 공간의 분포  활동패턴을 

나타낸 연구(홍일 , 2015)와 지오트윗을 분석하여 

3) 트윗 데이터 에서 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임. 

사용자가 트윗 기기에 지오태그를 허용한 경우, 그 장

소 GPS 값이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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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을 유추한 연구(조재희와 서일정, 2017), 

국가에서 조사된 인구통계 외에 인구구조의 정확도

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요인으로 지오트윗의 활용 가

능성을 제시한 연구(Patel et al., 2017; Leetaru et 

al., 2013), 지오트윗을 통해 자연재해 는 규모 

시  등과 같은 실시간 이벤트 등을 감지하고 그에 

따른 피 행동을 분석한 연구(Stowe et al., 2018; 

Zhang et al., 2018) 등이 있다. 

인구분포를 추정하는 연구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제품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종환 외(2016)는 실시간 인구이

동 데이터인 지오트윗을 수집 후 이동 통계 시스템

을 구축해 인구 도 등을 계산하 고, 이건학과 

김감 (2016)은 모바일 폰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지역 연구에 활용 가능한 주인구를 

추정하 으며, 이수  외(2015)는 정보통신정책연

구원에서 제공된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들의 활동공간별로 미디어 이용에 한 시

공간 정보를 추출하여 도시의 실시간 인구분포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토지를 구획하거나 공간을 분할하기 해 활용하

는 기하모양에는 단순한 격자형태, 델로네 삼각분

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등의 방법이 있고, 계획도

시에서 가장 쉽게 찰할 수 있는 공간분할 형태는 

격자인데(강혜  외, 2015; Guzmán et al., 2009), 

격자는 단순한 구조로 공간을 분할하여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다는 장 이 있으나, 미리 구획된 크기

에 의해 선행 이며, 기계 으로 공간을 분할한다

는 단 이 있다. 역동 으로 움직이는 SNS 사용자

들이 창출해 내는 분포  이동 패턴을 표 하기 

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분할 기법이 필요해 

보인다.

실시간 인구이동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워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

며, 집계 데이터인 통계청 자료를 소스 데이터로 사

용한 연구가 여 히 많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는 상

세 정도와 실시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 인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연구방법

지오트윗 데이터는 사용자 스스로 트 터를 이용

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발생되고, 더불어 인구의 

집계  분포에 한 찰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

다. 즉, 인구의 시간 인 분포와 공간 인 분포를 

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의 원천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리정보가 포함된 지오트윗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

세권의 공간분할 분석을 실시하 다. 역세권의 공

간범 에 해 격자 분할 등의 방법으로 공간을 단

순 분할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간분할 방법으로는  

역세권의 실제 크기  형성 방향을 알 수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넛형과 이형, 그리고 이 두 

가지 공간분할 방법을 융합한 다트 형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역세권 분석을 진행하 다. 

3.1 해버사인 거리 공식과 아지무스 각도 

공식을 이용한 공간분할

거리를 구하는 표 인 공식인 해버사인 공식을 

이용하 다. 해버사인 공식은 구면기하 삼각함수를 

사용한다. 

   


  





  
  (1)

식 (1)에서 A는 (Lati-Latc)이고, O는 (Loni-Lonc) 

이다. Lat은 Latitude의 임말로 도를 표시한 것

이고, Lon은 Longitude의 임말인 경도이며, i는 트

윗지 을, c는 지하철역의 심 을 나타낸다. 한편 

은 지구반경(약 6,371.001km)을 입하여 계산한다. 

이 게 계산된 두 지  간의 거리 계산 결과는 각 

지하철역 심좌표로부터 반경 600미터 이내에 치

하는 트윗 만을 추출하거나, 도넛형으로 공간을 분할

하는데 이용되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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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artboard-shaped Space Division based on Donut-shaped and Pie-shaped Dimensions

식 (2)는 지하철역 심 과 트윗 치 간의 사

이각을 계산해주는 아지무스 각도 공식이다. π는 

원주율인 3.14이며, 식 (2)에 의해 계산된 각도를 

이용하여 이형으로 공간을 분할한다. 

3.2 도넛형 차원과 이형 차원을 이용한 

다트 형 공간분할

<Figure 1>의 좌상단에 치한 도넛형 공간차원

(Donut-shaped Dimension)은 반경구간을 100m

로 설정함으로써 원형 역세권 600m를 6개의 도넛형 

공간으로 분할한 시이다. 원의 심에는 지하철

역이 있고, a부터 e까지 다섯 개의 트윗지 이 있다

고 가정한다. 트윗지  a는 500m∼600m 구간에 

있고, b와 c는 300m∼400m 구간에, d는 400m∼

500m 구간에, 그리고 e는 200m∼300m 구간에 

치하고 있다.

<Figure 1> 좌하단의 이형 공간차원(Pie-shaped 

Dimension)은 연구자의 설계에 따라 정 간격으

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는 30° 각도로 등분하여 12가지 이형 공간을 창

출하 다. 여러 각도를 용해 본 결과, 12각형 폴

리곤이 정하다고 단하 다. 

사분면(Quadrant)은 이형 차원의 부분합이다. 

a와 b는 북동(NE)쪽에 치하고 있는데, 트윗지  

a는 정북 비 0∼30° 공간에 그리고 b는 60～90° 

공간에 있다. 남동(SE)쪽에 치한 c는 120∼150° 

공간에 있고, 남서(SW)쪽에 있는 d는 180∼210° 

사이에 그리고 북서(NW)쪽에 치한 e는 300～

330° 사이에 존재한다. 

도넛형과 이형 두 공간 차원을 통합하면 다트

형 공간차원(Dartboard-shaped space division)

이 만들어지는데 <Figure 1>의 우측과 같다. 본 

연구를 해 역세권 분석에 하다고 단한 공

간 범 는 반경 600m이고, 각 도넛의 구간간격은 

25m, 각 이의 간격은 30°를 용하 다. 이에 

따라 각 지하철역 공간은 총 288가지(24가지 도넛

형 공간 x 12가지 이형 공간) 다트 형 공간으

로 분할되었다. 

3.3 지오트윗 데이터 범   역세권 분석용 

데이터마트 구축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 자료는 치정보가 포함

된 지오트윗 데이터와 공공데이터포털4)에서 제공

된 지하철역 좌표를 통합한 데이터이다. 지오트윗 

데이터는 스트리  API 방식으로 수집되었고, 수집 

기간은 123일 간(2014년 8월 24일부터 2016년 2월 

4) 공공데이터포털 : 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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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mensional Model for the Geo-spatial Analysis of Subway Station Area 

18일 사이)이며, 수집 건수는 31,344개의 트윗이고, 

트윗인구는 6,052명이다.

서울시의 상업․업무 심지는 도심, 강남, 등

포․여의도 세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오트윗 데이터가 발생되는 고 도 역은 강남구

이고, 다음으로 서울역과 시청, 종로 등 종로구로 

통칭되는 지역이다(이주아, 2013). 이에 본 연구는 

트윗량이 많은 역 순서로 선택한 결과, 강남권은 테

헤란로를 따라 형성된 ‘강남’, ‘역삼’, ‘선릉’, ‘삼성’역

을, 강북권은 남 문로, 태평로, 청계천로에 치한 

‘서울’, ‘시청’, ‘종각’, ‘종로3가’역을 분석 상으로 

정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분할 시각화 분석을 구

하기 한 데이터마트 스키마는 <Figure 2>와 

같다. 팩트 테이블인 ‘Fact_GeoTweet’과 4가지 차원 

테이블(Dim_User, Dim_Location, Dim_Dartboard, 

Dim_Time)로 구성되어 있고, 다트 차원은 두 가지 

차원 테이블(Dim_Donut, Dim_Pie)을 가지고 있는 

스노우 이크 형태이다. 측정 변수는 거리(Dis-

tance), 각도(Angle), 트윗량(Number of Tweets), 

트윗인구(Tweet Population), 1인당 트윗량(Tweets 

per Person), 그리고 경도(Longitude)와 도(Lati-

tude)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 차원(Dim_User)은 사용자 고유번호(User_ 

ID), Screen_Name(별명), User_Language (사용

자 언어)라는 차원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치 차원

(Dim_Location)은 권역(Region; 2개), 행정구역

(District; 3개), 지하철역(Station; 8개)이라는 차원

항목이 있다. 도넛 차원(Dim_Donut)은 600m의 반

경을 25m 단 로 분할한 공간이 있고, 이 차원

(Dim_Pie)은 30도 크기로 분할된 공간과 그 부분합인 

사분면(Quadra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 차원(Dim_TIME)은 트윗이 발생한 시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연도와 분기, 월, 일, 시간과 같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차원을 배제하고, 공간차원 분

석에 을 맞춰 진행되었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마트를 활용하여 분석

상으로 삼은 지하철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분

석 상인 지하철역의 수는 8개이고, 사용된 데이터

는 총 31,344건이며, 지오트윗 고유인구는 6,052명

이다. 8개 역의 역세권 평균거리는 361.2m이고, 1

인당 평균 트윗 개수는 5.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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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간분석 단 별 트윗 인구의 트윗량

지하철역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분석

할 때는 도넛형 차원과 이형 차원을 응용하여 

분석할 때 큰 의미가 있다. <Table 1>과 <Table 

2>는 각 역을 사분면으로 분할하여 집계한 것으

로, 각 지하철역의 심좌표부터 600m 이내에서 

발생한 지오트윗 데이터를 집계 분석한 것이다. 

Region Station NW NE SW SE Total

Gangbuk

Seoul 71 402 631 814 1,918

City Hall 1,053 1,553 327 1,036 3,969

Jonggak 511 741 2,044 522 3,818

Jongno 3-ga 469 43 420 139 1,071

Gangnam

Gangnam 656 259 115 200 1,230

Yeoksam 138 209 140 79 566

Seolleung 85 97 123 79 384

Samsung 682 75 169 91 1,017

Total 3,665 3,379 3,969 2,960 13,973

<Table 1> Geotweet Population by Quadrant

<Table 1>은 지오트윗 인구를 집계한 것으로, 

8개 역에서 트윗을 보낸 연인원은 총 13,973명이

다. 그런데 이 인원 수는 3.3 에서 밝힌 고유인구 

수(6,052명)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같

은 사람이 같은 역의 다른 사분면 는 아  다른 

역에서 트윗 했을 경우, <Table 1>에는 복 집

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분면  가장 많은 인구가 나타난 지 은 남

서 방향이고, 8개 역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동

한 공간 역시 종각역의 남서 방향(2,044명)이다. 

이곳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지 인 청계 장과 서울

시청, 을지로입구역으로 이어진 길로 인 가 많은 

장소이다. 

<Table 2>는 지하철역별 지오트윗량을 집계한 

것으로 강남권에서 가장 많은 트윗량이 발생한 곳이 

강남역(2,961건)인데, 강북의 최  트윗 발생지 인 

종각역(9,227건) 트윗량의 32%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트윗량이 나타난 방향은 <Table 1>과 마찬가지

로 종각역 남서방향인데, 트윗량은 트윗인구 수에 비

례한다는 일반 인 사실에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Region Station NW NE SW SE Total

Gangbuk

Seoul 79 548 977 1,380 2,984

City Hall 2,087 4,330 612 1,931 8,960

Jonggak 1,182 1,525 5,486 1,034 9,227

Jongno 3-ga 1,375 179 884 268 2,706

Gangnam

Gangnam 1,626 547 280 508 2,961

Yeoksam 346 665 286 139 1,436

Seolleung 170 168 350 197 885

Samsung 1,439 153 373 220 2,185

Total 8,304 8,115 9,248 5,677 31,344

<Table 2> Geotweet Counts by Quadrant

4.2 역세권 거리  역세권 면  추정

<Table 3>은 8개 지하철역의 심좌표와 각 

지오트윗 치 간의 평균 거리를 보여 다. 특정 

방향( 이형 는 사분면 공간)에 있어서 다량의 

트윗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지 에 치한다면 

역세권의 거리가 가까워지지만, 역으로부터 먼 지

에 트윗이 많이 발생했다면 역세권의 거리가 멀

어질 것이다. 

Region Station NW NE SW SE Avg.

Gangbuk

Seoul 328.6 378.5 245.6 358.5 327.8

City Hall 447.8 349.6 345.9 458.4 400.4

Jonggak 430.4 425.2 512.2 388.3 439.0

Jongno 3-ga 430.9 478.3 370.0 383.7 415.7

Gangnam

Gangnam 319.6 337.8 292.3 329.9 319.9

Yeoksam 353.1 334.9 330.6 289.3 327.0

Seolleung 201.7 314.4 398.3 341.9 314.1

Samsung 359.4 325.6 314.8 382.7 345.6

Average 358.9 368.0 351.2 366.6 361.2

<Table 3> Average Distance by Quadrant

<Table 3>을 근거로 역세권의 평균 거리를 살

펴보면, 종각역(473.5m)이 가장 크게 역세권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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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고, 특히 종각역의 남서방향은 역 가까

이 보다는 먼 지 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을 것으

로 상된다. 강남권(약 320∼350m)은 강북권(약 

320∼470m)에 비해 역세권이 작게 형성되어 있

다. 즉, 거의 모든 방향에 걸쳐서 상권이 역 가까

이에 조 하게 발달해 있다.

<Table 2>와 <Table 3>의 사분면별 집계 정

보를 함께 융합해 보면 각 지하철역의 형세를 

단할 수 있다. 즉, 어느 방향, 어느 지 에 사람들

이 몰리는 인기 장소가 존재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Region Station Area size(m2)

Gangbuk

Seoul 317,957

City Hall 372,937

Jonggak 535,214

Jongno 3-ga 490,495

Gangnam

Gangnam 298,725

Yeoksam 293,574

Seolleung 286,365

Samsung 291,861

Average 360,891

<Table 4> Area Size of Subway Station Area

<Table 4>는 역세권 공간범 인 다각형의 면 을 

R의 PolyArea 함수를 이용하여 산출하 고, 이 함

수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3)

역세권이라는 다각형의 근간은 이형 공간별 

심 이며, 이 심 은 해당 이형 공간의 트윗량 

도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심 들

을 연결한 다각형을 각 지하철역의 역세권으로 정

의한다. 8개 지하철역의 역세권별 평균 공간범 는 

360,891m2
이고, 평균 비 큰 역세권 면 을 가진 

역은 종각역(148%)과 종로3가역(136%)이고, 강남

권의 4개 역은 모두 강북에 비해 역세권 면 이 작

다는 (평균 비 약 80%)이 특징이다.

4.3 다차원 시각화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분할 

기법인 이(Pie) 차원과 다트 (Dartboard) 차

원으로 역세권을 분석하면, 폴리곤 형상의 역세권

과 역세권 내 인기 장소를 악할 수 있으며, 비

인기 구역에 한 상세한 분석과 응책 마련이 

가능하다. 

<Figure 3>, <Figure 4>, <Figure 6>은 

이 차원을 도입하여 8개 역세권을 폴리곤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한편 다트  차원을 도입하여 

시각화하면 원의 크기를 통해 해당 공간의 트윗량

을 악할 수 있고, 따라서 인기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다트 형으로 공간분할된 역세권의 트윗 분

포도는 <Figure 5>와 <Figure 7>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Figure 3> Eight Subway Station Areas in Seoul 
Created by Pie Dimension

<Figure 3>은 8개 지하철역 역세권을 시각화

한 그림인데, 선의 굵기는 트윗량을 나타내며, 

이 공간 는 방향에 따른 트윗량의 차이를 비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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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our Station Areas in Gangbuk Region

<Figure 4>는 강북권 4개역의 역세권을 폴리

곤 형태로 그린 것이고, 좌측부터 서울, 시청, 종

각, 종로3가역이 치해 있다. 강북권역은 반듯하

게 구획되어 일직선상에서 연결된 강남권과 달리 

곡선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강북은 시청과 종각 

사이에서 첩이 발생하고 있는데, 두 역 간 직선

거리가 1km도 안될 정도로 가깝기 때문이다. 

첩이 발생된 이 지 은 시청 장, 화문 장, 청

계 장, 을지로, 명동 등이 인 한 치로 객, 

직장인, 쇼핑객 등 인 가 몰리는 지역이다. 

<Figure 5> Popular Places in Gangbuk Region found 
by Dartboard Dimension

<Figure 5>는 강북권의 인기 장소를 별하기 

해 다트  차원으로 시각화하 으며, <Figure 

4>의 폴리곤 첩이 발생된 지 과 동일한 장소

에서 원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청과 청계 장이 있는 공간이며, 서울

을 표하는 심가이기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외

국인도 많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Figure 6> Four Station Areas of Gangnam Region

<Figure 6>은 테헤란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강남권 4개역의 역세권을 폴리곤으로 표 한 것으

로, 좌측부터 강남, 역삼, 선릉, 삼성역이다. 선의 

굵기는 각 역마다 트윗이 집 으로 발생된 방향

을 나타낸다. 즉, 해당 방향에 인기 장소가 존재함

을 측할 수 있다. 강남역은 강남권의 타 역에 비

해 체 으로 높은 트윗량을 보이는데, 이는 

락시설의 집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북서방향에서 트윗량이 높게 발생되고 있다. 

삼성역 한 코엑스가 있는 북서방향에서 트윗량

이 높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 Popular Places in Gangnam Region found 
by Dartboard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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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해 세 한 찰이 가능한 다트  차

원을 이용해 <Figure 7>과 같이 원의 크기로 트윗

량을 나타냄과 동시에 각 역세권의 인기 장소가 드

러날 수 있도록 표 하 다. 삼성역에서 가장 높

은 트윗량이 발생된 곳은 역과 연결된 코엑스 입

구, 행사 시장, 공항터미  인근이다. 강남역에

서 트윗이 집한 지 은 역 내 지하상가이며, 신

논 역이 인 해 있는 북쪽 방향의 경우, 오히려 

가장 먼 치인 500∼600m 다트  공간에서 다량

의 트윗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 주목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이지은과 문 섭(2015)의 “역세권이 

유동인구에 의해 형성된다”는 에서 착안하 다. 

그러나 유동인구는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이

동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심으

로 형성된 역세권은 결코 원형이 아닌 각 역의 특

성별로 여러 가지 폴리곤 형태일 것이라는 아이디

어로 발 되었다. 한, 이 모이는 인기 장소

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트  공간에 어떻게 

표 될지 여부도 궁 하 다. 

새로운 공간분할 기법인 다트  공간을 만들기 

해 공간정보학에서 사용하는 해버사인 거리 공

식을 용하여 먼  도넛형 공간을 생성하 고, 

이어서 아지무스 각도 공식을 사용하여 이형 공

간을 생성하 다. 그리고 도넛형 차원과 이형 

차원을 결합한 다트  차원을 생성함으로써 모든 

역세권에 용할 수 있는 표  공간분석 단 (288

개 공간으로 분할)를 만들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오트윗이라는 소셜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의 인 공간분할 기법을 만들었다. 기존의 격자

(그리드)형 공간분할 방식으로는 산출할 수 없는 

집계 정보(방향별 집계, 거리별 집계)와  다트 형 

분할공간 시각화가 구 하 다. 

둘째, SNS 사용자가 발생시킨 트윗 치값과 트

윗량을 근거로 각 지하철역 마다 다른 형태의 신개

념 다각형 역세권을 추정하 다. 일반 으로 역세

권 형태를 원형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지하철역은 

역세권 내의 상가입지, 연결교통망, 기반시설, 자연

환경, 유동인구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역세권의 형세

가 다르며, 따라서 역세권 모양이 실제로는 원형이 

아닌 다각형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오트

윗량이 많지 않아 각도구간을 30도로 크게 설정하

기 때문에 12각형으로 구 하 으나,  향후 지오

트윗 데이터가 더 되거나, 트윗량이 많은 도시

를 분석 상으로 할 경우에는 각도구간을 더 좁

서 24각형, 36각형 등으로 구 할 계획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세권 공간분석 개

념을 지 는 도시에 확  용하여 분석한다

면 해당 지역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그 지역의 개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지오트윗으로 수집된 유동인구의 분포분석

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분석방법론을 제시하 는

데, GPS 데이터와 같은 시공간데이터 분석에 심 

있는 연구자를 한 지침이 될 것을 기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SNS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융합할 필요성을 느낀다. 분석 상인 8개 지하철

역은 지역별로 경제력이나 주택시설, 주로 이용하

는 교통시설 등의 차이가 크다. 지가  주변시설 

등 더 많은 환경 요소가 고려되어야 역세권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실  사항을 추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역세권 보다 더 큰 지역에 한 연구로 확

할 필요성을 느낀다. 를 들어, 도시를 분석단

로 한 도심권 추정 연구가 재미있을 것 같다. 특히 

세계 주요 도시에 한 도심권 형세 비교분

석이 기 된다. 인구분포 분석 뿐만 아니라 인구 이

동성 한 향후 연구주제인데, 개인의 타임라인이 

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 어느 국가로 이동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 공

간 네트워크(도시 내 이동)는 물론 매크로 공간 네

트워크(도시  국가 간 이동)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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