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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급증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지리적 위치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고 정밀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공간 태그된 트윗 (geo-tagged 
tweet) 정보를 활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들의 정확한 위치와 트윗 전송시각을 알아낸 후, 이를 통해 사용자의 평균 이

동속도와 트윗 주기 (tweet frequency)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트윗 빈도수 계산 알고리즘을 소개하며, 
결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별, 도시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결과로써, 사용자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가 멱 법칙 분

포 (power-law distribution) (또는 Zipf의 법칙 분포, Pareto 분포)를 따름을 보인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결과를 

비교할 때, 일본에서의 분포도 지수가 미국의 경우에 비해 작음을 확인한다.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users’ geographic location information has been highlighted with a rapid increase of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s. In this paper, by utilizing geo-tagged tweets that provides high-precision location 
information of users, we first identify both Twitter users’ exact location and the corresponding timestamp when the 
tweet was sent. Then, we analyze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eet frequency and the average user velocity. 
Specifically, we introduce a tweet-frequency computing algorithm, and show analysis results by country and by city. 
As a main result, it is shown that the tweet frequency according to user velocity follows a power-law distribution (i.e., 
Zipf’ distribution or a Pareto distribution). In addition, by performing a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e can see that the exponent of the distribution in Japan is smaller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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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OSN: Online Social Network)
는 인터넷 상의 상호 의사 소통 및 정보 교류에 있어 유

용한 사회기반 시스템이다. 이러한 OSN은 컴퓨터, 모
바일 장치, 그리고 테블릿과 같은 인터넷이 가능한 장

치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 더욱 대중화되었다. OSN 사
용자들은 그들의 프로필과 콘텐츠를 게시하고 사람들

과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사용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1]. 
OSN은 사용자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수집된 빅 데이터

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분석에 유용하게 사

용된다. OSN 중에서 “트위터 (Twitter)”는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블로그 중 하나인데, 사용자들

이 트윗 (tweet)이라는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를 전

송함으로써 개인의 견해나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사용

자들을 팔로우 (follow)함으로써 그들의 트윗을 받을 수 

있다[2]. 트위터에서는 다른 OSN와 달리 사용자 개인

의 요구에 의해 타 사용자와의 일방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다.
인간, 컴퓨터 바이러스, 교통 그리고 인구 예측 등으

로의 다양한 응용에 대한 근본적인 중요성 때문에 인간 

개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인간 이동성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모바일 폰[3-5],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6], Wifi 단말

기[7], RFID 장치[8]와 같은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

이터가 부족하거나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의 결점이 있었다. 
반면, 공간 태그된 트위터 [9,10]는 사용자의 동의 하

에 스마트폰의 GPS interface를 통해 10미터 이내의 정

확한 공간 정보 (위도 및 경도)를 제공해주며, 거대한 샘

플과 함께 포괄적인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공간 태그

된 트윗은 전체 트윗 양의 대략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앱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이는 분석에 유효한 데이터의 양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태그된 트윗 (geo-tagged tweet)은 

인간 이동성 분석에 대한 풍부한 특성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9]에서는 전반적인 인간 이동성 유형이 

폭넓게 발견되었고, 여러 나라에서의 이동성 특성에 대

한 비교 분석이 수행되었다. 게다가 [10]에서는 호주에

서의 공간 태그된 트위터 데이터를 통해 인간 이동성이 

작은 지역 내에서부터 대도시 및 도시 간 이동까지 다

중 모드를 나타냄을 보였다.
 

Ⅱ. 주요 제안사항

본 논문에서는 [9,10]에서와 마찬가지로 트위터 사용

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공간 태그된 트윗

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인간 이동성에 기반한 새로운 

통계 분석인 트윗 주기 (tweet frequency)와 사용자 이동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즉, 사용자의 평균

적인 움직임에 따른 트위터 이용 빈도수에 대해 연구한

다. 분석을 위해 미국과 일본 내 일부 대도시에서 트위

터 사용자들로부터 생성된 거대한 양의 공간 태그된 트

윗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트윗 주기와 이동 

속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사용자 이동 속도에 

따른 일반적인 OSN의 사용 빈도를 유추할 수 있다. 또
한, 이를 통해 향후 지역별 (나라별/도시별), 시간별 (오
전/오후/출퇴근 및 통학시간 등), 교통상황별로 해당 

OSN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광고를 브로드

캐스팅 (broadcasting)하는 등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분석을 위해 특정 사용자가 생성한 연속된 공

간 태그된 트윗의 위도와 경도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지구는 완전한 구임을 가정하며 구면코사인법칙 

(spherical law of cosines)을 적용한다. 또한, 연속된 트

윗이 생성된 시간차이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윗 

간 시간 구간이 1시간 이내인 이벤트만을 채택하며 이

는 분석하는데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트윗 간 시간차이가 클 경우 계산

한 평균 속도와 실제 사용자가 이동한 순간 속도 사이

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는 제거하

기 위함이고, 1시간 대신 다른 수치를 가정할 수 있겠으

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1시간 미만의 트윗 간 시간차

이를 갖는 이벤트만을 고려한다. 계산된 거리와 시간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한다. 이를 위

해 속도 계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다음 단계로써, 각 

속도 구간에 따른 트윗 사용 빈도수 (즉, 트윗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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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 계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사용 빈도수를 

구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서의 표정 속도 (scheduled 
speed)를 고려하여 최대 50km/h 이하의 평균 속도를 가

지는 데이터 내 이벤트만을 선별한다.1) 
주요 결과로써, 국가별 및 도시별로 나누어 사용자

의 평균 이동속도와 트윗 주기와의 관계를 보인다. 국
가별 (국가 내 고려한 여러 도시 안에서의 분석 결과들

의 평균치) 결과로는 실험적 데이터, 적합 함수 (fitting 
function)를 나타내었으며, 이 때 적합 함수를 구하기 위

해 전통적인 최소 제곱 (least squares) 추정 방식을 사용

한다. 도시별 결과로는 여러 도시에서의 실험적 데이터

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사용자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

가 멱 법칙 분포 (power-law) (또는 Zipf의 법칙 분포, 
Pareto 분포)를 따름을 보인다. 이는 사용자들은 정지 

상태일 때 트윗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반면, 속도가 

증가할수록 사용 빈도가 다항적인 감소 (polynomial 
decrease)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가별 분석을 

통해 일본인 사용자들이 미국인 사용자들에 비해 동적 

상태에서 트위터를 더 활동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검

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Ⅲ장에서는  데이터

셋에 대해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속도 계산 과정 및 트

윗 주기 계산 알고리즘을 포함한 연구 방법론을 제안한

다. Ⅴ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보인다. Ⅵ장에서는 본 논

문을 요약 및 마무리한다. 

   

Ⅲ. 데이터셋
 

트위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로 어플리

케이션의 접근 횟수에 대해 제한이 없고 실시간 이벤트 

검출에 용이한 장점이 있는 트위터 Streaming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트위

터 네트워크 크롤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1에서는 데이

터 수집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크롤러는 트위터 

API로부터  R의 StreamR 패키지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단위로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파일을 저장

한다.

그림 1. 데이터 수집 과정

Fig. 1 Data collection process 

표 1. 도시별 전체 트윗 수 및 사용자 수

Table. 1 The total numbers of tweets and users according 
to cities 

전체 트윗 수 전체 사용자 수

LA 115,050 23,187
New York 89,821 24,215
Chicago 82,184 16,709

San Francisco 28,209 8,316
Tokyo 90,180 21,049
Osaka 20,857 5,474

이후 수집된 JSON 파일에서 필요한 필드를 parsing
하여 하나의 분석용 표로 완성하고, 분석에 필요한 데

이터마트를 구성한다. 이를 위하여 Google BigQurey를 

사용하여 프로세스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분석 시에는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 Matlab 소프트웨어

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9월 5일부터 11일까지 (대략 

일주일) 트위터 사용자로부터 기록된 거대한 양의 공간 

태그된 트윗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일주

일 가량의 단기간 데이터셋은 사용자 속도별 트윗 주기

를 분석하기에 충분하다. 데이터 수집은 미국과 일본 

안의 대표도시를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대표도시로는 

미국의  Los Angeles (LA),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그리고 일본의 Tokyo와 Osaka이다. 도시별 

수집된 전체 트윗 수 및 사용자 수는 표 1에서 정리된다. 
데이터셋에서 각 트윗 기록은 트윗이 보내진 장소 및 

시간을 가진다. 이 정보에 기반하여 각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

에서, 와 는 각각 사용자 의 번째 트윗이 발생

1) 사람이 아닌 봇 (bot) [11]이 트윗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평균 이동 속도가 100km/h 이상으로 비현실적으로 클 수 있

다. 따라서, 사람의 트윗 주기만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속도 50km/h 이하의 트윗 이벤트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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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의 -좌표 및  -좌표이고, 이 위치 정보는 위

도와 경도를 나타낸다. 또한, 는 사용자 의 번째 트

윗이 발생된 시간을 나타낸다. 데이터셋은 사용자 트윗

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트윗의 메타데

이터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필드 값을 아래와 같이 추

출한다.
⦁ user_id str: 송신자 ID
⦁ lat: 송신자의 위도

⦁ lon: 송신자의 경도

⦁ created_at: 트윗을 전송 한 UTC/GMT 시각

 

Ⅳ. 연구 방법론

본 장에서는 속도 계산 과정과 이를 사용해 개발되는 

트윗 주기 계산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1. 속도 계산 과정

사용자 가 번째 트윗을 보냈을 때의 위치 정보가 

  이고   번째 트윗을 보냈을 때의 위

치 정보가     라 할 때, 두 지점 

사이의 지리적 거리 는 구면코사인법칙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sin 

 coscos cos    
    (1)

여기에서, 거리를 산출할 때는 지구가 완전한 구임을 

가정하였으며,   [km]은 6,371로 주어지는 지구의 반

지름을 나타낸다. 다음은 연속된 두 트윗 이벤트를 사

용하여 속도 를 구하는 방법이다.

                                                 (2)

여기에서, 와  은 각각 사용자 의 번째 

트윗 발생 시간 및   번째 트윗 발생 시간을 나타

낸다. 는 번째 트윗과   번째 트윗이 발생한 

시간 사이의 평균 이동 속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 계산 시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거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필터링을 수행한

다. 먼저, 트윗 간 시간 구간이 1시간 이내인 이벤트만을 

채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트윗 간 시간차이가 클 경

우 계산한 평균 속도와 실제 사용자가 이동한 순간 속도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는 제거

하기 위함이다. 둘째, 주요 도시에서의 표정속도를 고려

하여 최대 50km/h 이하의 평균 속도를 가지는 데이터 

내 이벤트만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속도 계산 

알고리즘은 표 2에서 보여진다. 이 때, 는 공간 태그된 

트윗을 전송한 총 사용자 수를 나타내며, max는 번

째 사용자가 생성한 전체 트윗 수를 나타낸다.

표 2. 속도 계산 알고리즘

Table. 2 Velocity computing algorithm

입력:  , ∈⋯, ∈⋯max
출력: 
초기화: ←, ←
00: for ← to   do
01:    for ← to max  do
02:        if      hour then
03:          식 (1) 계산
04:          식 (2) 계산
05:       end if
06:    end for
07: end for

 

표 3. 트윗 주기 계산 알고리즘

Table. 3 Tweet frequency computing algorithm

입력:  , ∈⋯, ∈⋯max
출력:  ⋯max
초기화:   , ∈⋯max, max 
00: for ← to   do
01:    for ← to max  do
02:       for ← to max  do 
03:           if  ≥ and   then
04:             ← 
05:          end if
06:       end  for
07:    end for
08: end for

 

4.2. 트윗 주기 계산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앞서 계산한 평균 속도에 기반하여 

트윗 주기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먼저, 
속도를 0km/h부터 최대 속도 max까지 구간을 

1km/h의 간격으로 나눈다. 변수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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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에 속하는 속도 구간에서 트윗이 발생

한 총 횟수로 정의하자. 또한, 모든 ∈⋯max에 

대해 집합  ⋯max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는 max 를 사용하고,  ⋯가 된다. 트

윗 주기 계산 알고리즘은 표 3에서 자세히 보여 진다. 

Ⅴ.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국가별, 도시별로 사용자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 분포도를 보이고, 결과적으로 멱 법칙 분포

를 따름을 검증한다.

그림 2. 미국에서의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 확률 분포   

Fig. 2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tweet 
frequency according to the velocity in the United States

그림 3. 일본에서의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 확률 분포   

Fig. 3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tweet 
frequency according to the velocity in Japan

5.1. 국가별 분석

본 절에서는 표 1에서 보인 미국 내 4개 주요 도시 및 

일본 내 2개 주요 도시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국가

별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사용자 이

동 속도   [km/h]에 따른 트윗 주기의 확률 분포 

   를 찾는다. 그림 2와 3에서는 각각 미국 및 

일본에서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분포도 

   의 log-log plot을 보여준다. 또한, 각각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전통적인 최소 제곱 추정 방식을 

사용하여 적합 함수를 찾는다. 주요 결과로써, 확률 분

포는 단일 멱 법칙 함수    ∼ 
  (  )

로 모델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는 트윗 사용빈도가 아주 높은 반면, 이동속도

가 증가할수록 사용 빈도가 다항적인 감소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분포도    의 지수 값 는 미국 및 일본 지

역에서 각각 1.628과 1.214로 주어진다. 따라서, 일본에

서의 트위터 사용자들이 미국 내 트위터 사용자들에 비

해 동적 환경에서 트위터를 더 활동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2와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속도 가 큰 경우 분포도의 tail에서 통계

적 잡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미국 내 도시별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 확률 분포   

Fig. 4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tweet 
frequency according to the velocity for each city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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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내 도시별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 확률 분포   

Fig. 5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tweet 
frequency according to the velocity for each city in 
Japan

5.2. 나라 안 도시별 분석

그림 4와 5에서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각각 미국 및 

일본 내 도시별 사용자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의 확률 

분포   의 log-log plot을 보여준다. 그림 4로

부터 미국 내 주요 도시별 확률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속도 가 커짐에 따라  San Francisco에서

의 결과 곡선이 다른 도시에서보다 다소 완만하게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로부터 일본 내 주요 도시

별 확률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Tokyo에서의 결과 곡선이 Osaka에서보

다 완만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Tokyo에서의 

트위터 사용자들이 Osaka 내 트위터 사용자들에 비해 

동적 환경에서 트위터를 더 활동적으로 이용한다는 점

을 유추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9,10]에서와 마찬가지로 공

간 태그된 트윗을 활용하여 인간 이동성을 분석하였는

데, 이를 활용해 기존 연구에서는 수행되지 않았던 사

용자 이동 속도 계산 및 속도별 트윗 주기 계산을 수행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둘 사이의 상관 관계를 새롭

게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생성한 연속된 

공간 태그된 트윗의 경위도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학적 거리를 계산하고, 연속된 트윗이 생성된 시간 차

이를 계산함으로써 사용자의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각 속도 구간에 따른 

트윗 사용 빈도수를 도출하는 계산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주요 결과로써, 미국과 일본 내 일부 대도시 트위

터 사용자들로부터 생성된 공간 태그된 트윗으로 구성

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 확률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보이지 않

은 새로운 발견으로 사용자 속도에 따른 트윗 주기가 

멱 법칙 분포를 따름을 보였다. 또한, 국가별 분석을 통

해 일본에서의 분포도 지수 가 미국에서의 에 비해 

작음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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