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오트윗 사용자의 이동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 이동과 해외 이동 비교 연구

백의영1, 조재희2*

1광운대학교 시공간데이터분석연구실 연구원, 2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교수

A Study on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Geotweet Users: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ovements

Eui-Young Baik1, Jae-Hee Cho2*

1Researcher, Spatio-temporal Data Analysis Lab, Kwangwoon University
2Professor, Information Convergence College, Kwa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한 지오트윗 사용자를 이동거리평균과 이동거리표준편차에 따라 그룹화하여,
국가 간 이동과 자국 내 이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고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데이터마트를 구축 후 국가
간 이동과 자국 내 이동이 발생한 지오트윗을 분리하였고, 해버사인공식을 이용해 사용자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국가 간 이동 집단에서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방식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서 많이 이동하였고, 자국 내 이동에서
는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선진국 위주의 국가에서 많은 이동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별 이동거리를 계산하여 공통
된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사용자의 이동거리 특성에 따라 그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1개국은 국가별
경제력이나 나이, 직업 등에서 차이가 커 많은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는 현실적
인 사항을 추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오트윗, 이동성 분석, 국내 이동, 해외 이동, 이동거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and domestic travels 
and to seek ou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by grouping the geotweets users who moved abroad, 
according to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moving distances. Geotweets which caused 
foreign and domestic travels occurred divided, after building a data mart and the moving distances of 
users were measured by using the Haversine formula. It has moved more often among groups of foreign 
travelers in countries that use the same language and have similar lifestyles. There has been a lot of 
movement in developed countries with well-established infrastructure in a group of domestic travelers. 
This study tried to draw common features, by calculating the travel distances by each user and grouped 
us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moving distanc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national economic power, age, jobs, etc. among users from a total of 21 countries analyzed by this 
study, so a more precise analysis would be able to be conducted, only if the whole conditions are 
considered. A future study should additionally consider re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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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이동은 여행, 출장, 이주 등 여러 목적으로 행
해지며, 개인의 경제, 사회적 조건 및 가치관 등과 함께 
해당 공간의 인구, 환경, 문화적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행
위이다[1]. 도시의 규모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상 적으로 매우 낮아 인구이동이 도시 변화의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2]. 

인구이동을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는 여러 종류이지만, 
국경을 넘어가는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패턴을 포착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트위
터는 트윗을 게시할 때 사용자의 정확한 좌표가 표기되
는 기능이 있어 사용자 스스로 오프라인상의 족적을 온
라인에 연결해 남길 수 있다. 트위터에서는 사용자의 위
치가 포함된 지오트윗(GeoTweet)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지오트윗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트윗량 또는 인구수를 
정량화할 수 있다. 지오트윗을 이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는 지오트윗 사용자를 센서스 보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행태 및 인구밀도, 인구분포 등을 파악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6].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전 세계 지오트윗 
사용자들의 정확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도
시 또는 동 단위의 협소한 공간에서 나타난 현상만을 밝
히고 있다. 지오트윗을 통해 트위터 사용자의 이동에 관
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행태를 잘 이해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에 전 세계 지오
트윗 사용자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오트윗 사용
자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가 간 
이동성에 관한 지오트윗 사용자의 특징에 해 파악해보
고자 한다. 

지오트윗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오트윗 사용자는 그룹화될 수 
있는가? 그룹화될 수 있다면, 국가 간 이동과 자국 내 이
동에서 나타나는 두 그룹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이들의 이동 특성에 관한 의의는 무엇인가?’에 해 답
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트윗을 사용하는 주요 21개국에서 
발생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행태 및 특징을 고
찰한 것이다. 지오트윗에 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비행기 승객수를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고, 21개

국에서 445,276명의 지오트윗 사용자의 이동패턴을 태
블로(Tableau 2020.1)를 이용해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이동한 거리와 표준편차에 따라 그룹화하여 이들의 특징
을 규명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센서스 대체재로써 최신 추세 예측 가능 여부에 
관한 선행연구

Blanford et al.[7]은 10개월간 케냐에서 생성된 지오
트윗을 시간(주기적으로 매일) 척도와 공간(지역적, 국가
적, 국제적으로) 척도로 구분하여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
찰하였다. 장거리 여행자와 단거리 여행자를 포착해 내었
고, 케냐와 주변국 사이의 지역적 연결과 국경을 초월한 
움직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움직임에 관한 패턴을 연구하
고 지역 간 이동과 지역 내 이동이 사람들의 시공간 척도 
매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Zagheni 
et al.[8]은 수집한 지오트윗 데이터에서 OECD 가입국 
사용자 50만 명을 선별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이동 패턴에 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스
와 같이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한 국가들은 해외로 이주
하는 이민의 흐름이 증가하였으나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
의 국가들에서는 외부 이민자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Khan et al.[9]는 오스트레일리
아 내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트위터 게시물의 위치정보
를 분석하여 이동패턴을 모델링하였다. 인간의 이동을 중
력 모델과 방사형 모델로 분석했는데, 장소 간 흐름을 추
정할 때 중력 모델이 방사형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 이들은 각 도시의 이동 흐름을 정확하
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시마다 적합한 매개 변수가 다
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Hawelka et al.[10]은 
1,300만여 명의 지오트윗 사용자가 생성한 9.4억 개의 
지오트윗을 이용해 국가별 해외여행 비율 및 여행 국가 
수,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출국 비율 등에 해 계산하였
다. 지오트윗을 이용한 계산 결과가 국제관광 통계 데이
터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고, 항공교통 데이터보다 지
오트윗 데이터가 훨씬 더 상세한 수준의 국가 간 이동패
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2.2 실제 사건을 통한 인간의 행태 이해에 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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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et al.[11]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네 곳의 
학도시에서 발생한 지오트윗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 가

지 유형의 사건(알려진 사건과 알 수 없는 사건, 반복적
인 사건)으로 분류해내었고, 시공간 패턴 결정에 성공하
였다. Cvetojevic et al.[12]는 사람들이 2015년 파리 
테러 공격에 SNS상에서 응하는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시공간적 패턴에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건 관련 키워드 및 해시태그가 나타난 개
별 트윗을 거리기반 클러스터링(1km2 당 트윗 밀도 1천 
개로 표시)을 통해 지리적 분포를 보았다. 이들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과 사건에 

한 정보가 지리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방식을 알아내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J. H. Cho & I. J. 
Seo.[13]과 Lenormand et al[14]이 지오트윗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지인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장소
를 이동한다는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J. H. Cho & 
I. J. Seo.[13]는 서울시를 250m 간격의 격자형 셀로 구
분하여 거주자와 방문객의 공간 이동성에 관한 차이를 
연구하였고, 서울시 지오트윗 사용자의 70%가 거주자임
에도 관광객이 거주자보다 3배 정도 많은 방문셀수를 보
인다고 하였다. Lenormand et al[14]는 58개 도시에서 
사용자 57만 명이 게시한 2,100만 개의 지오트윗으로 
현지인과 관광객의 도시 내 이동을 비교한 결과, 관광객
이 더 많은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3 이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Soliman et al.[15]은 트윗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가 

집과 직장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진실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지나친 단순화라는 결론에 도달하
였다. 그러나 트위터를 게시한 시간 에 따라 토지 이용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Leetaru et 
al.[16]은 지리적으로 근접성이 높은 사용자들 간의 커뮤
니케이션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중 영
어권 국가에서 이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
다. C. Y. Ku.[17]는 서울에서 발생한 지오트윗 83,476
건의 발생 밀도가 높은 7개 영역 선정 및 트윗 텍스트 분
석을 실행하여 표적인 지역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7
개 지역 중 1·2지역이 도심지이고 3·5지역은 경제활동지
이며 4지역은 외국인 활동지, 6·7지역은 직장인 활동지
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트윗을 게시한 시간을 분석한 결
과, 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1·2·4·6·7 다섯 개 지역이
었고,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1·2·3지역이라고 밝혔
다. Li et al.[18]는 미국에서 발생한 트위터 데이터와 플

리커(Flickr) 데이터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사회경
제적 특성 관계를 분석하였다. 트윗은 도시 지역의 도
로를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나 플리커는 유명 관광지를 중
심으로 분포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상으로 두 
SNS데이터의 밀도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나 인종과 같은 요인이 공간적으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간의 이동은 인구이동이 시작되는 출도착지에 한 
분석을 통해 도시의 흥망성쇠, 영향력, 탁월성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이동은 물리적 공
간을 이동했다고 하여 단순하게 이동으로 정의될 수 없
고 시간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자들이 분석에 이용한 도구는 달
랐으나, 결론은 단순 통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많이 이
동한 경로를 살펴본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
용자별 이동거리 계산을 통해 기존 연구를 발전시키고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사용자의 이동거리 
특성에 따라 그룹화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은 지오
트윗 사용자가 이동한 물리적 공간을 국내로 제한한 연
구가 다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트위터 
사용국가 246개 중 90% 이상의 비율이 나타나는 20개
국(US, TR, BR, JP, MY, ID, TH, MX, GB, PH, ES, 
RU, AR, IT, CA, KW, FR, CL, CO, AU)에 우리나라
(KR)를 포함하여 사용자 이동에 관한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지오트윗 사용자가 적어지는 추세에 놓여 많은 
국가의 사용자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는 것에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3. 데이터 준비

3.1 비행기 출입국 승객 데이터를 이용한 지오트윗 
사용자 데이터의 유의미성 비교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2014년과 2015년에 미국에서 조사된 
비행기 출입국 승객수[19]를 바탕으로 지오트윗 사용자
와의 관계를 R2 값으로 비교한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서 자국 내 항공 물류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항공우주산
업이 발달한 만큼 항공 관련 기준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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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객관적이다[20]. 지오트윗 사용자 수를 미국
의 비행기 출입국 승객수로 비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위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둘째, 지오트윗 사
용자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미국에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외에 국가 간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있지만, 
미국으로 이동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오트윗 사용자와 미국 비행기 출입국 승객수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미국과 캐나
다, 미국과 멕시코가 가장 높은 이동을 보인다. 

구분 PATH
Passengers Tweet People

2014 2015 2014 2015

ARRIVALS

CA-US 13,410 13,778 4,705 7,255
MX-US 11,102 12,753 4,734 7,322
GB-US 8,693 9,111 2,544 4,044
JP-US 5,742 5,545 1,170 1,789
FR-US 3,300 3,494 1,272 2,015
KR-US 2,664 2,851 262 345
BR-US 2,688 2,709 2,374 3,465
IT-US 1,490 1,586 1,018 1,969
CO-US 1,467 1,580 602 866
ES-US 1,381 1,494 1,136 2,190
AU-US 1,360 1,447 618 1,166
PH-US 414 407 454 1,176

DEPARTUR
ES

US-CA 13,444 13,777 4,711 7,304
US-MX 11,125 12,860 4,859 7,347
US-GB 8,732 9,159 2,733 4,007
US-JP 5,573 5,452 1,144 1,813
US-FR 3,304 3,506 1,455 1,985
US-KR 2,615 2,783 242 363
US-BR 2,666 2,691 1,863 3,472
US-IT 1,456 1,553 1,167 1,908
US-ES 1,353 1,479 1,079 2,013
US-CO 1,461 1,572 596 8,73
US-AU 1,335 1,419 641 1,218
US-PH 393 391 462 1,092

※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10 million passengers (Thousands of 
passengers)

Table 1. Numerical Comparing R2 with GeoTweets for 
International Travelers

Fig. 1은 Table 1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각
화한 것으로, 상단의 2014년 R2값은 0.848935이고, 하
단의 2015년 R2값은 0.840525로 나타났다. 매우 유의
미한 값으로, 지오트윗 사용자들의 이동이 현실에서의 이
동 인구와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p-값이 
<0.0001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에 귀무가설 기각
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트윗과 승객수의 관계만을 
살핀 것이기에 p-값에 한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 

Fig. 1. Comparing R2 Visualizations of International 
Travelers with GeoTweets

3.2 분석 국가 설정을 위한 데이터 정제 과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treaming API를 이용해 2014년 8월 
23일부터 2018년 3월 3일까지 244일간 수집된 지오트
윗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데이터 총량은 1,092,845,631
행으로, 192.3GB로 구성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둘째, 연구자가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를 추출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사람이 게시한 것으로 판단
되는 인스타그램과 포스퀘어 두 기기에서 트윗을 보낸 
사용자들의 트윗만을 추출하였다. 총 246개국에서 
7,037,529명이 81,076,735건을 게시한 것으로 집계되
었다. 

셋째, 7,037,529명이 246개국에서 게시한 트윗은 상
위 20개국에서 80% 이상의 트윗 사용자가 9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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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quisition Day Criteria Analysis Country GeoTweet Data Volume

트윗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20개국에 우리나
라를 포함(6,191,852명의 사용자가 70,747,890건의 트
윗 생성)하여 총 21개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21개국 내에서도 국가 간 이동이 있는 사용자만
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자의 ID에 따라 일시로 정렬하여 
출발국과 도착국으로 O-D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21개
국 내에서 국가 간 이동을 한 사용자는 445,276명으로 
11,738,994건의 트윗을 게시하였다. Fig. 2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한 396,693명의 트
윗데이터를 국가 간 이동과 자국 내 이동으로 분리하였
다.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한 트윗은 1,108,778건이고, 자
국 내 이동만 나타난 트윗은 10,184,940건으로 집계되
었다. 둘 간의 이동에 관한 차이를 비교해 각 그룹 내 특
징을 발견하고자 한다. Table 2와 같다. 

Difference International trip Domestic trip only

People 445,276 396,693

# of GeoTweets 1,108,778 10,184,940

Table 2. Aggregated Global Geotweets 

3.3 지오트윗 인구 특성
Table 3은 Table 2의 인구수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

이다. Table 3에서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 간의 격차인

데,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사용자들에게서 국
가 간 이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사용자는 40%
에 육박하는 사용자가 타국으로 이동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 칠레,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전체 사용자의 3%가 채 되지 않는 사용자만이 국가 간 
이동을 하였다. 국가 간 이동은 출장, 여행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후진국일수록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음
은 분명하다. 

국내 이동에서도 미국, 영국, 스페인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 이동 역시도 선진국에서 많은 이동이 발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위 20개국에 포함
되지 않는 국가로, 트위터 사용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음
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사용자의 3%가 넘는 사용자가 해
외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GDP 등의 지표상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 체
감이 어려운 다수에게는 이 지표가 부가적인 정보를 제
시함으로써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4 데이터마트 
Fig. 3은 지오트윗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특징을 밝혀

내기 위해 데이터마트를 구축한 것이다. 사용자(USER)로 
국가 간 이동자와 자국 내 이동자를 구분하였다. 하나의 
사실 테이블(FACT_GEOTWEET) 하나와 세 개의 차원 
테이블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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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Code

International Country 
Code

Domestic
People (%) People (%)

1 US 166,719 37.44% US 136,910 34.51%
2 GB 78,304 17.59% GB 61,637 15.54%
3 ES 63,341 14.23% ES 48,860 12.32%
4 FR 54,454 12.23% FR 35,760 9.01%
5 IT 46,628 10.47% IT 32,575 8.21%
6 MX 43,648 9.80% BR 31,495 7.94%
7 CA 38,370 8.62% MX 31,292 7.89%
8 BR 38,016 8.54% MY 30,405 7.66%
9 MY 36,278 8.15% CA 27,536 6.94%
10 TH 34,012 7.64% JP 27,281 6.88%
11 JP 32,141 7.22% ID 25,669 6.47%
12 ID 31,594 7.10% TH 24,328 6.13%
13 AR 28,799 6.47% AR 21,786 5.49%
14 TR 22,211 4.99% TR 19,534 4.92%
15 AU 21,127 4.74% AU 16,770 4.23%
16 PH 20,117 4.52% PH 16,276 4.10%
17 KR 14,714 3.30% KR 11,383 2.87%
18 CO 12,743 2.86% RU 11,086 2.79%
19 RU 12,590 2.83% CO 9,496 2.39%
20 CL 12,119 2.72% CL 9,134 2.30%
21 KW 7,387 1.66% KW 7,562 1.91%

Total 445,276 100% Total 396,693 100%

Table 3. The Number of Geotweets and Population 
from Two or More Countries 

Fig. 3. DataMart for Analysis of Geotweets User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ers

지오트윗 사용자 중 국가 간 이동이 있는 사용자만을 
추출하기 위해 DIM_LOCATION 차원 테이블을 구축하
였다. 사용자(USER)별로 방문국가수(NUMBER OF VI 
SITED COUNTRIES)를 계산하여 2개국 이상을 이동한 
사용자만을 선별하였다. 사용자별로 출발국가(ORIGIN_ 
COUNTRY)와 도착국가(DESTINATION_COUNT RY)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을 시간 순서 로 
정렬 후, 국가코드(COUNTRY_CODE)를 이용하여 출발
국과 도착국 링크(O-D_LINK)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DIM_LINK 차원은 분석에 이용될 출발국과 
도착국의 링크(COUNTRY_O-D_LINK)와 사용자의 정
확한 위치로 이동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LON-LAT_O-D 

_LINK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DIM_GROUP은 국가 간 이동과 자국 내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한 차원 테이블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를 계산하여 이동거리표준
편차와 이동거리평균을 구할 수 있었다. 

4장. 이동 특성에 관한 사용자 그룹 

4.1 국가 간 이동 링크 구성 
지오트윗 사용자를 이용하여 21개국 내에서 이동한 

사용자 간의 이동 링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출발국과 
도착국 간의 이동이 발생한 사용자는 Fig. 4와 같이 집계
되었다. 이동이 많을수록 짙은 색상으로 표시되는데 자국 
내 이동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미국 내 이동, 영
국, 스페인, 프랑스 순으로 이동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 
간 이동에서는 미국과 멕시코가 가장 활발하다. 다음은 
행선지의 순서만 바뀐 멕시코와 미국이다. 미국과 멕시코
는 미국의 4개 주와 멕시코의 6개 주가 국경을 사이에 
둔 인접국으로, 국가 간 왕래가 빈번하다. 세 번째로 이동
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와 미국, 미국과 캐나다인데, 두 국
가 역시 미국과 멕시코보다 더 많은 주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국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다.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리적 거리가 가깝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
용하는 국가 간의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4.2 이동거리 계산을 통한 사용자 이동 유형 분류 
사용자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개별 사용자가 

트윗을 게시한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렬하였다. 사용자가 
처음 트윗을 게시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수식(1)을 이용하였다. 수식(1)은 사용자
의 경위도 좌표를 이용하여 이동한 국가 및 장소 간의 거
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Latc는 사용자가 위치한 장소의 
위도를 나타내고 있고 Lonc는 경도를 나타내고 있다. n
은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 사용자 수이고 Lati와 Loni는 
각각 트윗의 위도와 경도이다. 

  


  



    


  



 

사용자가 트윗을 게시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까지의 거
리 Ri는 수식(2)와 같다. 수식(2)는 경위도 좌표를 이용하



지오트윗 사용자의 이동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 이동과 해외 이동 비교 연구 175

Fig. 4.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Observed by Heatmap

여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표적인 공식인 해버
사인 공식(Haversine formula)[21]을 이용하였다. 수식
(2)에서 A는 (Lati-Latc)이고 O는 (Loni-Lonc)이다. 그리
고 r은 지구 반경인 6371.0009를 적용해 거리 계산하였다.

  arcsin
sin 


coscos sin 


  

다음으로 수식(2)를 통해서 구한 이동거리를 이용하여 
수식(3)과 같이 이동거리평균(Mean Travel Distance, 
MTD)을 구하였고 수식(4)와 같이 이동거리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Travel Distance, SDTD)를 구
하였다. 

 


  



 








  



 
 

4.2.1 국가 간 이동
Fig. 5에서 국가 간 이동을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표현하였다. 좌측 상단 Neighboring 
Country는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 간의 이동이 다수
이고, 하단 Across Ocean으로 바다에 의해 떨어져 있는 

국가 간의 이동이 많이 나타났다. CDF 차트선을 형성하
는 점들은 개인이다. 즉, 한 점이 한 사람이다. 트윗인구 
1,000명 이상이 이동한 것만을 나타내었다. 좌측 상단의 
Neighboring Country는 총 30개국 간의 국가에서 이
동이 발생하였다. 국가 간 이동이 평균적으로 1,000명 
이상이 이동한 국가만을 살펴본 그림이다. 가장 많은 트
윗인구가 이동한 국가는 미국(US)과 멕시코(MX), 멕시
코와 미국, 미국과 캐나다(CA), 캐나다와 미국이었다. 다
음으로 많은 이동이 발생한 국가는 프랑스(FR)에 인접한 
국가로, 영국(GB)과 프랑스, 프랑스와 스페인(ES), 프랑
스와 이탈리아(IT)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국경이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유로터널(Euro Tunnel)을 이용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좌측 하단의 Across Ocean에는 영국과 미국, 미국과 
영국으로 가장 많은 트윗인구가 이동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서 일본(JP)으로 가는 인구와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 이는 
여전히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
표로 볼 수 있다. 

우측은 서양을 사이에 둔 국가와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 간 이동 거리로, Fig. 4의 행렬에 있는 셀 중에서 

서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둔 31개 국가만을 추출하여 
CDF 차트로 표현하였다. 태평양이 더 넓기때문에 평균 
이동거리가 14,287km로 더 크고, 서양을 횡단한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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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rnational Movement of Users in 21 Countries by Edge Weight more 1000 and Atlantic Ocean vs. Pacific
Ocean

Fig. 6. Domestic Movement of Users in 21 Countries by Country Size Group and Continent Group

인구의 평균 이동거리는 8,633km이다. 우측 상단 trans 
Atlantic Ocean은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러나 하단의 trans Pacific Ocean을 살펴보면, 캐나다
가 포함된 선의 패턴이 특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_
일본(CA_JP) 간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선 중간 부분에 
평평한 구간이 있다. 이는 캐나다의 도시 구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선호하는 지역과도 연관이 
있다. 평균선 하단의 수직구간은 일본과 밴쿠버 간 이동
량이고, 상단 수직구간은 일본과 토론토 간 이동량이다.

4.2.2 자국 내 이동
Fig. 6 자국 내 이동에서 CDF 차트는 Fig. 4 인접행

렬표의 각선 구간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X축은 
이동거리평균으로 로그를 적용하였다. 움직임이 거의 없
는 트윗인구가 1km 이하로 이동한 바닥의 긴꼬리를 형
성하고 있는데, 구성 비율이 5% 이하이다. 

좌측은 국토면적으로 그룹화(BIG: AU, BR, CA, RU, 
US / MEDIUM: AR, ID, MX / SMALL: CL, CO, ES, 
FR, GB, IT, JP, KR, KW, MY, PH, TH, TR)한 것으로, 
선의 굵기는 해당 국가 내 이동에 관한 빈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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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nsfer Links between Countries (Departure Country is US)

Fig. 7. Transfer Links between Countries

영토가 넓은 국가일수록 이동거리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영토가 크고 교통수단이 발달되
어있으므로 이동거리평균도 400km에 근접하고, 이동거
리표준편차 또한 700km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측은 21개국을 륙으로 구분한 것이다. 아시아에 
가장 많은 8개 국가(ID, JP, KR, KW, MY, PH, RU, 
TH)가 있고, 유럽에 5개 국가(ES, FR, GB, IT, TR), 북

미에 2개국(CA, US), 남미에 5개국(AR, BR, CL, CO, 
MX), 오세아니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1개국만 포함되어 
있어 AU로 표기하였다. 5개 륙에서의 총 이동은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순서로 총이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윗인구의 이동이 소위 선
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일수록 인프라 정비가 잘되어 있
기 때문에 먼 거리의 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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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거리평균(Avg.MTD)의 평균은 북미, 오스트레일
리아, 남미, 아시아, 유럽 순서로 평균 이동이 적었다. 이
는 트윗인구의 이동을 그룹화하여 나타난 현상인데, 그룹
화한 국가의 수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으로 해석 가능하다.

4.3 국가 간 이동 링크
앞서 살펴본 그림과 표는 사용자 개인의 이동거리를 

평균으로 측정해 살펴본 것이다. Fig. 7은 사용자 개인의 
이동이 아닌, 국가를 그룹화하여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코드를 “O_D”로 구분하여 이동거리평균과 이동거
리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이동거리평균과 이동거리표준
편차 사이에서 나타난 간격의 편차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둘 간의 편차가 큰 국가들이고, 둘째는 편차가 
비슷한 수준으로 자리한 국가들이다. 이동거리평균과 이
동거리표준편차 사이의 편차가 클수록 국토의 면적이 넓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O_D에 위치한 국가 모두 국가의 
면적이 넓고 방문하는 장소가 많기에 먼 거리 이동이 많
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국 모두 국토가 넓으나 
간격이 좁게 나타난 일본과 러시아(JP_RU)와 같은 국가
가 있다. 러시아의 국토는 광활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하는 지역은 몇 개의 도시뿐이기 때문이다.

Fig. 8은 Fig. 7을 알아보기 쉽게 드릴다운한 것으로, 
출발국가를 미국으로 선정하였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미
국과 태국, 미국과 쿠웨이트의 경우, 이동거리평균과 이
동거리표준편차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다. 미국에서 출발
해 이동한 세 국가 모두, 국토의 면적이 넓어 이동하는 
거리가 매우 멀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지오트윗 사용자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국소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21,22]. 위치기반의 지오트윗은 
트위터 전체의 1%에서만 발견되는 희박성으로 인해 사
용자의 특징을 관찰하고 발견하여 종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설득력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전 세계 지오트
윗 사용자 중 80% 이상이 위치한 상위 20개국에 우리나
라를 포함해 이동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445,276명의 
지오트윗 사용자가 이동한 이동거리를 계산하였고, 이동
거리평균과 이동거리표준편차를 이용해 이동 유형을 국
가 간 이동 집단과 자국 내 이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CDF 

차트를 그려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오트윗 사용자를 4개로 그룹화하였

다. 먼저, 국가 간의 이동에서는 국경이 맞닿은 국가와 그
렇지 않은 국가 간의 이동, 그리고 서양과 태평양을 사
이에 둔 국가 간의 이동으로 그룹화하여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자국 내 이동에서는 국토면적과 륙별로 그룹화
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그룹에서 나타난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 간의 이동이 높게 나타
났는데, 특히 미국 주변의 영어권 국가에서 트윗 사용자
의 이동이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동일한 
언어, 즉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가 적은 국가 간의 이동
이 높게 나타났다[3,14].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
들 사이의 이동은 선진국으로의 이동과 선호 지역 간의 
이동(예: 캐나다와 일본)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국토면적으로 그룹화하여 비교한 결과, 영토의 
면적이 넓은 국가일수록 이동거리평균 역시도 긴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리와 미국 
시애틀에서 마이애미를 가는 것과는 10배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자국 내 이동이라고 할지라도 영토가 
클수록 이동거리가 긴 것이 당연하다. 

셋째, 자국 내 이동을 5개 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총 이동거리는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오스트레
일리아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일수록 인프라 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트윗인구의 먼 거
리 이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자국 내 이동거리평균(Avg.MTD)의 평균은 북
미,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아시아, 유럽 순서로 평균 이
동이 적었다. 트윗인구의 이동을 그룹화하여 나타난 현상
인데, 트위터를 사용하는 국가의 수가 상위 20개국에서 
90%를 보이기에 그룹화한 국가의 수가 비례할 수 없다
는 데이터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링크를 살펴본 결과에 따
르면 이동거리평균과 이동거리표준편차의 간격이 클수록 
O_D를 구성하는 국토의 면적이 넓은데, 이는 먼 거리 또
는 많은 장소를 이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
으로 국토가 넓지만, 간격이 좁게 나타난 국가는 실제 사
람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사막 또는 빙하가 존재
하는 국가들이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이동에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표
를 개발하여 인간이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지오트윗 사용자 그룹별 이동에 관한 특성을 밝혀 
인간의 이동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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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트윗이 발생한 21개국에서 발생한 사용자 간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그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향후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으로 분석된다면 다양한 
지리적 연구의 수행 및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동패턴은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
반인의 발자취이다. 특별한 삶을 사는 이의 특별한 패턴
을 발견하고자 함이 아닌 일반인의 생활 터전에서 나타
나는 삶의 패턴이기에 더욱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이들
이 자주 등장하는 장소를 파악하고 장소에 한 이해를 
통해 보존해야 할 지역과 최신의 흐름을 반영한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한다면, 주변 지역과의 상
생발전을 기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한 21개국은 국
가별 경제력이나 나이, 직업 등에서 차이가 크기때문에 
여러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오트윗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현실적 사항
을 추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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