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eople in two cities using location information in twitter 

data. The target cities were selected as Paris, a traditional tourist city, and Dubai, a tourist city tha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The data was collected over 123 days in 2016 and 125 days in 2018. We compar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wo cities according to the two periods and residence status. In this study, we have found a hot place 

using a spatial statistical model called dart-shaped space division and estimated the urban area by reflecting the 

distribution of tweet population. And we visualized it as a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urve so that the 

distance between all the tweets' occurrence points and the city center point can be compared for differen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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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SNS 데이터

를 활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내기 해 

노력하고 있다. SNS 에서 트 터의 경우, 사용

자의 타임라인 데이터가 용량으로 공개되는 것

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연구자료이다. 특히 사용자들이 트윗

한 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지오트윗 데이터는 

사람들의 분포분석이나 이동성을 매크로 공간단

(Lenormand et al., 2015; Hong, 2015; Hawelka 

et al., 2014; Kulshrestha et al., 2012)는 물론 마

이크로 공간단 (Cho and Baik, 2018; Cho and 

Seo, 2017; Cho and Seo, 2016; Shin et al., 

2015)로 연구하기에 합한 데이터이다.

인구 분포분석이나 이동성 분석을 해서 CDR 

(Call Detail Records; 휴 폰 통화내역)이나 교통

카드 사용내역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고객정보 보호 때문에 극히 제한 으

로 공개된다(Gao, 2015). 무엇보다 가용한 데이터

량이 으며, 로컬 데이터이므로 다른 국가와 비

교연구가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치정보가 정확

하지 않다. 이에 반해 지오트윗 데이터는 거의 무

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제한

이 없어 국가 간 비교연구도 가능하며, GPS 값을 

포함한 지오트윗을 수집할 경우 개인의 상세한 시

공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와 두바이 두 도시에서 발생

한 지오트윗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시 내 사람의 

공간분포를 분석하 다. 2016년과 2018년, 내국인

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공간분포의 차이를 비

교․분석 하 으며, 도심권의 면 을 계산하고 시

각 으로 형상화하여 차이 을 이해하기 쉽게 만

들었다. 

2. 이론  배경

사람의 분포나 이동성을 악할 수 있다면 교통 

측, 도시 계획, 안  계획, 염병 확산 방지와 

같은 실 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단 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휴 폰 계기 치정보와 

차량 GPS 정보를 근거로 인구 분포  이동성 분

석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속이 허용되는 SNS 서버에 직  근하여 무료로  

용량 데이터를 수집한다. 특히 Twitter라는 회

사가 사용자의 치정보가 포함된 타임라인 데이

터를 공개한 이후 이동성 분석 연구에 새로운 시

가 열리게 되었다.

트윗 데이터 분석 연구는 사용자의 분포와 이동

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사용자의 치를 추정하는 

연구로 분류되며, GPS와 같은 치값의 존재할 

경우 상세한 분포 분석과 이동성 분석이 가능하고, 

치값이 없을 경우 후자와 같이 치 추정 연구

를 진행하게 된다(Cho and Seo, 2016). 

Hawelka et al.(2014)와 같은 연구자는 2012년 

1년 동안 트윗터리언 1,300만 명이 발생시킨 9억 

4천만 건에 달하는 지오트윗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 과 해외여행 여부, 평균 여행거리 등 사용자 

속성 정보를 구한 후, 해외여행 비율, 여행지 다양

성, 출입국 비율 등을 계산하 다. 검증을 해 국

제  기구에서 발간하는 통계치와 비교하여 그 

유의성을 입증하 다. 이는 온라인 데이터(지오트

윗량)의 통계치를 오 라인 데이터(항공교통량)의 

통계치로 검증한 사례로 주목된다.

Lenormand et al.(2016)의 연구도 주목 받는 이

동성 분석 연구  하나인데, 2010년 10월부터 

1,000일 동안 트윗터리언 57만 명이 보낸 2천 1백만 

건의 지오트윗 데이터를 수집한 후, 58개 도시를 선

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이 연구의 특징은 방문셀

(visited cells) 개념을 사용한 인데, 이 방법을 통

해 지인보다 객이 더 많은 장소(방문셀)를 

이동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한 도시 간 이동 

링크를 분석하여 뉴욕과 런던이 58개 도시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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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각각 로벌 심도시 1 와 2 를 차지하고, 

이어서 3  리, 4  동경, 5  싱가포르라는 결론

을 도출하 다.

한편 Zheng et al.(2012)은 세계 4  도시인 

샌 란시스코, 뉴욕, 리, 런던을 분석 상 도시

로 선정하고, Flickr사가 제공하는 지오포토 데이

터를 이용하여 이 4개 도시에 산재해 있는 명소

(RoA; Regions of Attractions)에 해 인기도 순

와 명소 간 방문 순서 모델을 제시하 다.

이러한 이동성 연구는 Barbosa et al.(2018)에 의

해 집 성되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 10여년간 

진행된 시공간데이터 분석 연구를 일목요연하고, 체

계 으로 정리하 다. 특히 데이터 소스 종류를 소개

하고, 이동성 지수들을 일반 지수와 물리 인 지수로 

구분하 고, 이동성 모델을 개인 수  모델과 체 

수  모델로 구분하여 정리하 으며, 응용 분야도 세 

가지로 분류(교통수단에 의한 이동성, 다양한 디바

이스에 의해 수집되는 복합 인 이동성, 그리고 물리

이 아닌 온라인 이동성)하여 정리되었는데,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요한 논문으로 평가한다.

인구의 공간  집계를 해서 사용하는 분석단

는 행정구역, 우편번호, 격자형 셀, 벌집형 셀 등

이 있다.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분할 형태

는 격자형인데, 그 이유는 구조가 단순하여 이해

하기 쉽기 때문이다(Kang et al., 2015). 그러나 

인구 통계와 같이 갱신 주기가 긴 데이터의 경우

는 격자형 공간분할에 의한 집계가 설득력이 있으

나, SNS 사용자들처럼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치

가 수시로 변화하고 발생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간분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Cho and Baik(2018)은 다트형 공간

분할 기법을 창안하 는데, 이것은 특정 지역(  : 

지하철 역세권)의 심 을 설정하고, 이 지역 내

에서 SNS가 발생한 치와 심  간의 거리 뿐

만 아니라 SNS가 발생한 치, 심 , 그리고 정

북 수직선이 형성하는 사잇각을 모두 계산한 후, 

이 두 가지 속성값을 다트형 공간을 창출하는 기

 데이터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공간분

할 개념을 도시라는 비교  큰 공간에 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해 보았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비

트 터의 Public Streaming API를 사용하여 

리와 두바이 두 도시에서 발생한 지오트윗을 수집

하 고, 시간  범 는 2016년(123일 간)과 2018년 

(125일 간)이며, 공간  범 는 도시 심 으로부

터 반경 10km 이내로 설정하여 추출하 다. 

지오트윗 데이터 안에는 트윗 에 의해 발생되는 

데이터와 계기(Cell) 치값을 기록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트윗 ’은 트 터에서 트윗 을 약된 

시간에 올리게 하거나 다른 트 터 이용자를 자동으

로 팔로우 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이며 ‘트 터

(Twitter)’와 ‘로 (robot)’의 합성어로 ‘로 이 발

송하는 트윗’이라는 의미이다.1) ‘ 계기’(Cell)는 실

제 사용자의 치가 아닌 인근 계기의 치가 기

록되는 트윗을 말한다. 그리고 트 터는 Instagram, 

Foursquare, Facebook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 연동

하여 사용자의 치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게 

연동된 트윗의 치정보는 트윗 이나 계기 치

가 아닌 사용자가 등록한 정확한 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정확한 치 정보를 사용하

기 해 사용자가 Instagram앱이나 Foursquare앱

을 통해 업로드한 트윗만을 추출하 다. 한편 지

인과 외국인 분류는 사용자 모국어(user_language) 

필드값을 이용하여 구분하 다. 사용된 데이터의 크

기는 <Table 1>과 같다.   

Year City Number of Tweets Number of People

2016
Paris 154,727 39,061

Dubai 62,831 18,731

2018
Paris 166,079 37,401

Dubai 75,112 16,478

<Table 1> Volumn of the Geo Tweets

1) http://www.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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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트(Dart)형 공간분할

본 연구에서는 ‘다트(Dart)형 공간분할’이라는 공

간 통계 모형을 이용하여 트 터 사용자의 공간분포

를 집계하 고, 이를 통해 상기한 두 도시를 공간

으로 비교 분석하 다. ‘다트(Dart)형 공간분할’ 방

식은 한마디로 표 하면 <Figure 1>과 같이 도넛

형 공간차원과 이형 공간차원을 결합한 것이다.

   

<Figure 1> Dart-type Space Division

수식 (a)는 Haversine 거리 공식으로 두 지  간

의 직선 거리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이 공식에 의해 

도시 심좌표와 사용자가 트윗한 치좌표 간의 거

리를 계산하 다. 여기서 Lat은 Latitude( 도)를, 

Lon은 Longitude(경도)를 나타낸다. T는 (Lati- 

Latc)이고, N은 (Loni-Lonc)이며, i는 사용자의 트

윗지 을, c는 도시 심 을 표시하며, r은 지구의 

반지름인 6371.01km를 입한다. 심 으로부터

의 거리를 알면 도넛 반경을 임의로 설정하여 

<Figure 1>의 A와 같이 도넛형 공간차원을 만들 

수 있다.

   





  
 

   (a)

수식 (b)는 Azimuth 각도 공식으로 도시 심

과 정북 비 사용자 트윗지  간의 사잇각을 계

산할 수 있고, 역시 임의로 각도 구간을 설정하면 

<Figure 1>의 B와 같이 이형 공간차원을 생성

할 수 있다.

∠   ×  (b)

<Figure 1>의 C는 앞서 말한 Haversine 거리 

공식으로 생성한 도넛형 공간차원과 Azimuth 각

도 공식으로 생성한 이형 공간차원을 결합하여 

만들며, Cho and Baik(2018)은 이를 다트형 공간

차원으로 명명하 다. 도넛형 차원과 이형 차원

은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값을 설정하여 공간의 

규모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넛반경을 1km, 

이각도를 15°로 설정하 으며, 이에 따라 도넛 

공간 10가지와 이공간 24가지가 생성되었고, 이

를 결합한 다트형 공간의 개수는 240가지이다. 

3.3 도심권 공간분석용 데이터마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넛형, 이형, 다트형 

공간차원에 의한 시각화 분석을 구 하기 해 

<Figure 2>와 같은 데이터마트를 구축하 다. 메

인 테이블은 다섯 가지 차원(사용자 속성, 다트형 

공간분할, 트윗발생 치좌표, 트윗발생 일시, 

상 도시)과 네 가지 측정치(트윗량, 트윗인구, 거

리, 각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형태로 구축된 

데이터셋은 ‘태블로’라는 데이터시각화 툴에 연결

되어 ‘4. 연구결과’ 섹션에 나오는 다양한 분석정

보들을 산출하게 된다.

 <Figure 2> Data Mart Schema for Urban Spatial 
Analysis



치기반 트윗 데이터를 이용한 도심권 추정과 인구의 공간분포 분석 135

3.4 도심권 시각화를 한 폴리라인 개념

도심권을 시각 으로 형상화하기 해 폴리라인 

개념을 사용하 다. 폴리라인은 이형 공간차원

을 이용하여 생성하는데, 각 이공간(15°) 안에서 

수집된 트윗 들의 도 평균값과 경도 평균값의 

치를 으로 고 그 을 이어 다각형을 만든 

것이다. 도시 심 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까

지 인구의 분포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에 도심권역을 설명하기에 합하다고 

단된다. 이 폴리라인을 통해 리와 두바이 두 도

시의 도심권역을 추정하 다. 

 3.5 분포함수 분석

앞서 언 한 Haversine 거리공식을 사용해 도

시 심 과 각 트윗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 다. 

모든 트윗의 거리를 계산하 기 때문에 도시 심

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인구의 분포

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트형 

공간분할’과 ‘폴리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

러나 두 도시를 한 차트로 비교하기엔 제한 이기 

때문에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커 를 그려서 두 도시 내 트윗인구의 공간분포를 

시각화 비교하 다.

4. 연구결과

4.1 핫 이스 발견

리는 매년 많은 객들이 찾는 통 인 

도시로 2017년에는 세계에서 3 를 차지하 다.2) 

<Figure 3>은 2016년과 2018년 리 내 외국인

과 지인의 공간분포를 다트형 공간분할 방식으

로 집계한 것이다. 외국인은 지가 많은 도시 

심에 분포가 집 되어 있는 반면, 지인은 외곽 

지역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인의 경우 2016년과 2018년 동일하게 호텔드

빌역(1,824명, 5,043명), 랑리 박물 (1,212명, 

1,112명), 샹젤리제거리(1,141명, 925명) 순으로 인

구분포가 많았다. 외국인은 2016년에 에펠탑(5,763

명), 호텔드빌역(4,066명), 샹젤리제거리(3,225명) 순

으로 인구분포가 많았으며, 2018년에는 호텔드빌역

(10,813명), 에펠탑(5,528명), 루 르박물 (2,964명) 

순으로 분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 Dart-type Space Division Map of Paris  

두바이는 통 인 도시는 아니지만 속한 

발 을 통해 세계 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객을 유치하게 된 도시이며, 2017

년에는 리에 이어 4 를 차지하 다.3) <Figure 

4>는 2016년과 2018년 두바이 내 외국인과 지

인의 인구분포를 집계한 그림이다. 두바이는 리

에 비해 인구는 지만 과 비즈니스 목 으로 

방문하는 사람의 수는 리에 하기 때문에 지

인에 비해 외국인의 분포가 많다. 

  

<Figure 4> Dart-type Space Division Map of Dubai

2, 3) Mastercard’s 2018 Global Destination Citie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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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2016년에 버즈칼리 (425명), 두바이몰

(410명), 두바이국제공항(232명) 순으로, 2018년에

는 뉴골드숙센터(279명), 두바이국제공항(263명), 버

즈칼리 (250명) 순으로 인구분포를 보 다. 그리고 

외국인은 2016년에 버즈칼리 (4,460명), 두바이몰

(3,580명), 두바이국제공항(2,857명) 순으로, 2018년

에는 뉴골드숙센터(6,042명), 버즈칼리 (3,553명), 

엠마스퀘어(2151명)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 다.  

4.2 도심권 추정

도시 심 으로부터 10km 이내의 공간에서 수

집된 트윗과 15°각도로 등분한 24개의 이형 차

원을 이용하여 폴리곤 형태를 만들어 두 도시의 

도심권역을 추정하 다. 폴리곤은 각 이형 공간

의 트윗 치의 산술평균 24개 지 을 꼭짓  삼아 

연결하여 형성한다. 따라서 폴리곤의 형태는 24각

형이다. 선의 굵기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Figure 5>를 보면 지인의 도심권역(폴리곤)의 

면 이 외국인에 비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 4.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에 방문

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도심에 인 한 번화가나 

지 주로 분포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에 반해 지인들은 외국인들에 비해 곳곳에 고

른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Figure 5>의 상

단처럼 도심권역의 면  한 넓은 것으로 보인다.

 

<Figure 5> Urban Areas in Paris

<Figure 6>은 두바이의 도심권역을 그린 것이

다. 지인과 외국인 모두 2016년보다 2018년에 

도심권역의 면 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동 방향의 도심권역 확 가 돋보인다.

                  

<Figure 6> Urban Areas in Dubai

<Figure 7>은 각 폴리곤의 면 을 비교한 표

인데, 이 면 은 이썬 코딩을 통해 계산하 다. 

리의 경우, 에 띄는 차이는 외국인과 지인

의 도심권역 크기이다. 2018년을 를 들면, 외국

인의 도심권역 면 은 22.2km2인 반면 지인의 

면 은 35.7km
2
로써, 지인이 외국인보다 61% 

더 큰 도심권역을 가지고 있다.

<Figure 7> Comparison of Urban Area Size 

두바이의 경우는 두 연도 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지인의 경우 도심권역이 48% 확 되었고, 외국인

의 경우 한 20% 확 되었다. 이는 성장하고 있

는 두바이의 경제를 반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4.3 두 도시의 공간분포(CDF)

리와 두바이 두 도시의 심 으로부터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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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이내에서 발생된 모든 트윗지 과 도시 심

 사이의 거리(km)라는 측정치를 x축에 배치하

고, y축에 확률을 배치하여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커 를 도시하 다. 두 도

시의 연도별 공간분포와 지인-외국인의 공간분

포를 각각 <Figure 8>과 <Figure 9>에 비교하

다. 이 커 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해당 

지역의 트윗량이 많음을 나타낸다. 특정 지역에서

의 트윗량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해

당 치에서 많은 트윗을 업로드 하 다는 의미이

며, 따라서 그 지역의 인구분포가 많음을 뜻한다.

<Figure 8>을 보면 리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에 600m～1km 구간에서 트윗량이 증

한 것을 볼 수 있다. 리 체 트윗량의 약 27%에 

달하는 트윗량이 소규모 다트형 공간(1km-90°) 안

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특이한 상이라고 할 수 있

다. 어떤 일시 인 이벤트에 의한 트윗량 증가가 아

니라 이 지역이 새로운 명소로 부각된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두바이는 2018년 4km부분에 분포

가 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

(4.1  핫 이스 발견)에서 언 한 귀 속 쇼핑

몰인 뉴골드숙센터(New Gold Souk Center)가 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8> CDF of Two Cities by Year 

<Figure 9>를 보면 리는 반경 3km와 4km

사이에 외국인의 트윗량이 많은데, 이는 앞(4.1  

핫 이스 발견)에서 언 한 에펠탑과 샹젤리제

거리 등 유명 지가 치해 있는 구간이기 때

문이다. 두바이는 반경 2km～2.5km 구간(버즈칼

리 , 두바이몰)에 지인의 트윗량이 많고, 외국

인은 4km(뉴골드숙센터)에 트윗량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9> CDF of Two Cities by Residence Status

5. 결  론

리와 두바이에서 발생한 치기반 SNS 데이

터를 이용하 고, 이 데이터가 제공하는 속성 정

보와 추가로 만든 생 정보를 활용하여 공간분석

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격자형’ 공간분할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다트형’ 공간분할 방법을 제시하 고 이를 

사용하여 두 도시 내 인구의 공간분포를 분석하

다. ‘다트형’ 공간분할 방식을 해 생성한 도시 

심 과 트윗 발생지  사이의 거리와 정북 비 각

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 다. 

둘째, 2016년 데이터와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하

여 두 시 의 공간분포를 비교하 고, 동시에 

지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

하 다. 

셋째, 지오트윗 데이터를 창의 으로 변환하여 

폴리 라인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도심권역을 

추정하 다. 즉, 도심권역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해

당 지역에서 트윗 활동을 한 사람들의 수를 반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넷째,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GPS 정보만 있으

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분석 임워크를 

용하여 상세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다. 이 분석 



138 김태규․이진규․조재희

정보는 상가  주거시설의 입지선정, 마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다트형 공간분할은 큰 규모의 공간 보다 작은 규

모의 공간 분석에 합하다. 격자형 공간분할은 각 

격자의 면 이 동일하고 이해가 쉬운 반면, 다트형 

공간분할은 각 다트 공간의 면 이 상이하다. 즉, 

심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면 이 소하고, 심

에서 멀어질수록 면 이 커진다. 따라서 수집된 

SNS 데이터의 량 보다는 인구 도(면 비)

와 같은 상 인 수치를 사용할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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