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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 연구는 플리커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관광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지역에 사진을 올린 사용자 가운데 거주지역을 기재한 사용자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추하였다. 3년 동안
관광객으로 유추된 사용자가 올린 사진은 총 39,175장이며, 관광객으로 유추된 사용자는 1,476명이었다. 서울방문 관
광객의 선호관광지는 DBSCAN 알고리즘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총 11곳으로 확인됐다. 선호 관광지 1순위는 종로·남
산으로 전체 사진의 54.5%를 차지하였다. 2순위는 신촌·홍대, 3순위는 전쟁기념관, 4순위는 국립중앙박물관, 5순위는
삼성역·봉은사·코엑스였다. 그다음은 잠실, 이태원, 강남역, 여의도, 가로수길, 압구정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방문 지역
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화권에서 종로·남산 RoA(Region of Attraction)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았고, 종로·남산 이외
의 RoA 방문은 문화권별로 상이한 패턴이 발생하였다. 미주권 관광객은 전쟁기념관, 구로 디지털단지 먹자골목 주변에,
유럽권 관광객은 올림픽 공원, 한강 공원, 상암, 선정릉 등에 집중지역이 나타났다. 아시아권 방문객은 가로수길과 김포
공항 방문이 눈에 띄지만, 이태원 방문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제어：플리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공간 분석, 주요관광지, 서울
ABSTRACT：This study analyzed the tourism characteristics of tourists visiting Seoul by using Flickr data
including geographical information. Among the users who uploaded photographs in the Seoul area for
three years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7, the tourists were inferred based on the users
who indicated their home location. A total of 39,175 photographs and 1,476 tourists were referred to
as tourists. A total of 11 RoAs are extracted as hot spots in Seoul through the DBSCAN algorithm.
Ranking of hot spots in Seoul is as follows: 1st - Jongno·Namsan which accounted for 54.5% of the total
photographs; 2nd – Shinchon·Hongdae; 3rd - War Memorial Museum; 4th - National Museum of Korea;
5th - Samsung Station·Bongeunsa·COEX; others are Jamsil, Itaewon, Gangnam Station, Yeoido,
Garosu-gail and Apgujeong. According to our analysis, Jongno·Namsan are the hot spots in Seoul that
all visitors prefer regardless of user’s cultural background. On the other hand, preferred RoA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er's cultural background. American tourists prefer visiting War Memorial Hall and
Olympic Park, Han River Park, European tourists prefer visiting War Memorial Hall and Olympic Park,
Han River Park, and Asian tourists prefer visiting Garosu-gil, Kimpo Airport. Especially, Asian tourists
do not prefer visiting Itaewon while other tourists do visiting there.
KeyWords：Flickr, Social Network Service, Spatio-Temporal Analysis, Region of Attracti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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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치는 다양한 인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여행객 선호를 파악한 관광 콘텐츠 개발
과 발굴, 여행객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효과적인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대용량 정보의 저장

관광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과 처리가 가능지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방대

특히 위치정보를 포함한 SNS 데이터, 즉 지오

해졌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태깅된(Geo-tagged)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관광

Service: 이하 SN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용자

지와 관광객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는 어디서든 사진을 쉽게 찍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지오태깅된 사진 데이터는 사진이 찍힌 장소

사용자의 활동, 의견 등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는

의 위경도와 같은 2차원의 공간 데이터와 날짜, 시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SNS 데이터는 사용자가

간 등 시간 데이터가 포함된 사진 데이터를 의미한

게시한 사진이나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

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모바일 기기에

치 정보 또한 제공해 양질의 데이터가 양산되는 추

GPS 기능과 카메라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세이다. SNS 데이터는 특정 이슈 관련 여론분석,

가 많기 때문에 지오태깅된 사진 데이터의 수 또한

흐름 파악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

증가하고 있다. 지오태깅된 사진 데이터는 플리커

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빅

(Flickr)와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이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도 개발되고 있다. 또한 행정·

SNS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NS데이터를 활용하

마케팅·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

려면 해당 기업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려는 노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는데, 플리커는 공개 API로 사용자가 게시한 데

관광 산업은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연계되어 연

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리커 데이터를 활

쇄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적

용하는 경우가 많다. 플리커는 세계 최대의 사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공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스타그램과 달리

확보하려면 관광지와 관광객에 관한 다각적 분석

지오태깅된 데이터를 연구·비영리 목적이라면 별도의

을 실시해 관광객의 선호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다.

바탕으로 한 관광지 운영·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

플리커는 2004년에 런칭한 최초의 사진 클라우

만 관광객의 행동 패턴이나 수요 관련 자료는 부족

딩 서비스로, 2018년 8월 기준 전 세계 약 112백

한 실정이다(박석희·박상곤, 2005). 이러한 점에서

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약 60억

SNS 데이터는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장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지오태깅된 사진은 다양

있다. 관광객이 생성한 사용자 창작 콘텐츠(UGC:

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지만, 해외

User-Generated Contents)는 새로운 관광지를

에 비해 국내에서는 플리커를 활용한 분석이 활발

발굴하거나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관광 정책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완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SNS 중 하나인 플리커 데이

사용자는 SNS로 관광 정보를 얻고, 여행 중에는

터를 활용하여 서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관광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때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Ⅱ장에서는

문이다(Parra-López et al., 2011). SNS 분석으

SNS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분야 활용 사례를 검토

로 여행객의 선호, 여행 일정, 여행객에게 영향을

하였으며, Ⅲ장에서는 플리커 데이터의 수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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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지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Ⅳ장에서

연구(Hochmair, 2010)도 진행된 바 있다. Kádár

는 III장에서 기술한 방법론을 토대로 서울지역 주

(2014)는 부다페스트의 지오태깅된 사진으로 거주

요 관광지와 주요 관광지의 시계열 변동성, 그리고

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와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

관광객 문화권별 선호 관광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는 장소를 구분해 거주자만 방문하는 장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고 밝혀냈다. Kádár and Gede(2013)는 도시별로

과제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데이터의 수집과 공

지오태깅된 사진이 많은 지점 상위 20개 포인트를

간분석을 위해 파이썬과 오픈소스 프로그램 R

도출해 각 도시의 방문객이 가지는 도시 이미지를

3.4.1, ArcGIS Pro 2.2.1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하였다. Yuan and Meldel의 연구(2016)는
관광객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국내 여행객과 국
외 여행객의 여행 패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는 지역 거주자와 관광객의 데이

Ⅱ. SNS 데이터의 관광 분야
활용 사례

터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렇게 관광객을 분류해 문화권별 입국·관
광 패턴의 차이를 다루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Barchiesi et al., 2015; Vu et al., 2015).

SNS 데이터를 관광분야에서 활용한 사례로 국

관광활동은 본질적으로 공간적 현상을 의미하

내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와 관련 단어의 빈

기 때문에(Shaw and Williams, 2009; Williams

도분석으로 지역의 관광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진

and Shaw, 2011) 관광활동을 분석하려면 공간적

행되었다. 이수진·전유나(2015)는 소셜 미디어 데

현상의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가

이터의 텍스트 분석을 수행해 경기도 관광의 주요

미비하다. 국내 관광분야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 데

키워드를 도출했다. 류시영·유선욱(2017)은 소셜

이터의 활용가능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구는

미디어 데이터의 텍스트 분석으로 속초의 주요 관

다수지만, 실제 위치정보를 갖는 SNS 데이터를 심

광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텍스트 데이터 간 네트워

층 분석하는 연구는 시작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

반면, 해외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다방면의 연구가

간 관광객 방문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지 간 체계가 부실한 점을 지적한 연구도 진행
된 바 있다(박득희 외, 2016). SNS 데이터가 갖고
있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연구로 배선학(2014)은

Ⅲ. 데이터 수집과 처리,
주요 관광지 분석방법

지오태깅된 사진의 분포와 밀도를 분석해 계절적
변동성을 조사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지오태깅된 데이터를 관
광 분야에 활용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 데이터 수집과 사용자 분류

지오태깅된 사진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주로 이용
하는 경치가 좋은 경로(Scenic Route)와 실제 주

이 연구는 플리커에서 제공하는 공개 API로

요 지형이 잘 보이는 경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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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데이

분류하였다. 문화권 분류기준은 한국관광공사의

터를 수집하였다. <표 1>은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1984~2017년 출입국 국가별 월별통계에서 분류

의 예시이다. flickr.photos.search 메소드(Method)

된 기준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를 사용하였으며, 서울시 위도 37.4~37.8°, 경도

관광객은 일정 기간만 머물다가 출국하기 때문

126.8~127.2° 범위의 Bounding Box에 해당하

에 플리커 사진에는 서울 범위 내 일정기간의 사진

는 사진의 Photo id를 수집하였다. Photo id별로

만 존재할 것이고, 서울거주자라면 사진게시가 활

flickr.photo.getInfo 메소드를 이용해 해당 사진

발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의 지리적 위치, 사진 찍은 시간, 사용자 정보(아이

사진게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디, 거주지), 태그 등을 파싱하였다.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 범위 내 사용자가 게

플리커에 사진을 게시하는 사용자는 관광객일

시한 최초 사진과 최종 사진의 시간적 차이가 특정

수도 있고, 거주자일 수도 있다. 관광특성을 분석

임계치 이상이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주자와 관광객이 느끼는 주

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때 관광객을 가장 정확하

요 관광지점에 보이는 관심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

게 예측하는 임계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자가 기

에 거주자와 관광객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한 거주지 정보(owner location)를 기준으로

플리커 사용자 가운데 거주자와 관광객을 분리하

다양한 임계치(7일, 10일, 15일, 40일, 60일)의 정

는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기재한 프로필 정보

확도를 평가하였다. 기간 내 수집된 플리커 데이터

(owner location 정보) (Paldino et al., 2015),

는 사용자 수 기준 1,974명이었지만, 거주지 정보

사용자가 올린 사진의 시간적 임계치(Girardin et

를 기재한 사용자는 879명이었으며, 이 중 Korea,

al., 2008), 사용자가 기재한 언어종류(Graham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와 같이 서울

et al., 2014), 혹은 사용자가 기재한 프로필 정보

거주 여부 판별이 불가능한 사용자를 제외하고 거

와 시간임계치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Yuan and

주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868명이었

Medel, 2016) 여러 변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Da

다. 따라서 모델 평가에 사용된 유효 데이터는 총

Rugna et al., 2012)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868명이다.
관광객 분류 모델의 평가 기준은 관광객 예측도

있다.
이 연구는 플리커 사용자가 기재한 프로필 정보

를 기준으로 하였다. 관광객 예측도는 관광객으로

와 사진이 게시된 시간 임계치를 사용하여 거주자

분류한 결과 중 실제로 관광객인 경우의 비중을 의

와 관광객으로 분류하였다. 프로필 정보를 기재한

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문화권을 미주권, 유럽권, 아시
아권, 대양주권, 국내, 기타(중동권, 아프리카권)로

<표 1> 지오태깅된 플리커 데이터 예시
Owner
ID

Latitude

Longitude

Taken
Time

Owner
Location

Picture
URL

Tags

Titles

84692082
@N05

37.58417

126.9986

2016-11-17
07:18

Taipei,
Taiwan

https://farm.staticflickr.
com/585.jpg

['sony',
'ultra']

Please be
s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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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전체 데이터의 거주자와 방문객 추정 결과

식 (1)

지오태깅된 사진 데이터

  : 실제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분류한 수
 : 실제 거주자를 관광객으로 분류한 수

분류 결과

사용자 수

관광객

거주자

관광객

거주자

39,157개

47,147개

1,476명

498명

계

86,304개

1,974명

이때 관광객 예측도가 가장 높은 임계치는 30
일이었고, 예측도는 88.979%, 정확도는 76.037%

보를 기재하지 않은 사용자 중 관광객이 존재하기

로 조사됐다. 다른 임계치를 적용하면 관광객 예측

때문에 앞선 관광객 추정모델에 따라 관광객을 분

도는 7일은 85.452%, 10일은 85.693%, 15일은

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1,974명 가운데

85.795%, 40일은 88.748%, 60일은 88.665%로

거주지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한 관광객은 689명,

분석됐다. 30일 임계치를 활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그리고 거주지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지만

<표 2>와 같다.

사진게시 30일 임계치를 이용하여 관광객으로 추

<표 3>은 거주지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한 관광

정되는 사용자 787명을 합해 관광객은 1,476명으

객을 문화권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거주지 정보를

로 추정됐으며, 이들이 게시한 사진은 총 39,157

명확하게 기재한 사용자 868명 가운데 관광객은

개로 파악되었다.

689명이었고, 이들이 게시한 사진은 총 25,639장
이었다.
플리커에 사진을 올린 사용자 가운데 거주지 정

2.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도출·분석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는 관광객이 사진을 올리

<표 2> 30일 임계치를 활용한 관광객 분류 결과(단위: 명)

는 지점의 밀도분석으로 도출할 수 있다. 관광분야

분류 결과

유효
데이터

관광객

거주자

계

관광객

549

140

689

거주자

68

111

179

계

617

251

868

에서는 이를 RoA(Region of Attraction)로 표현
한다. 관광객은 스스로 자신의 흔적을 지오코딩하
거나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하여 게시
한다. ‘체크인’, ‘게시글’, ‘사진’ 등으로 표현된 관
광객의 행적은 점(point)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때 점이 집중적으로 게시된 곳, 혹은 중심이 되는

<표 3> 지오태깅된 사진의 문화권별 분류

곳을 ROA라고 할 수 있다.

문화권 분류

지오태깅된 사진의 수

사용자 수

미주권

7,438개 (29.01%)

205명 (29.75%)

RoA를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밀도기반 클러스

아시아권

7,381개 (28.79%)

220명 (31.93%)

터링인 DBSCAN과 P-DBSCAN 알고리즘이 주로

유럽권

4,768개 (18.60%)

169명 (24.53%)

사용되고 있다. DBSCAN이란 Density Based

대양주권

3,734개 (14.56%)

24명 (3.48%)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국내

2,160개 (8.42%)

57명 (8.27%)

의 약자로 데이터의 밀도를 기준으로 군집을 생성

기타

158개 (0.62%)

14명 (3.05%)

한다(Ester et al., 1996). DBSCAN은 연구지역

계

25,639개

689명

내 최소 점의 개수와 최소 검색 반경을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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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집의 모양이 다양하고 사전에 군집의 개

수행하였으며, 핫스팟 분석 시 연구 지역을 200m

수를 미리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도 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핫스팟 분석은

이 연구에서 서울 시내 RoA를 도출하기 위한

Getis-Ord G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Getis-Ord

최적의 검색반경(  )과 최소 점의 개수( min   )

G  지수는 아래 수식을 따랐다(Getis·Ord, 1992).

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광객 데이터 39,157개에
휴리스틱 기법으로 다양한 변수 쌍(pair)을 적용해



보았다. 최적의 변수 쌍을 도출하기 위하여 <표 5>

  

에 나타난 것처럼 15회 이상의 DBSCAN 실험을
수행하였고,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노이즈가 가장 적은 변수 쌍을 선택하였



 

     








 





    
  

 

 
 







다. 그 결과,  =350  , min   =250개의 조합

  = 에 대한 속성 값,

이 서울 시내의 RoA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  와  사이의 공간 가중치,

판단하였으며, 이때 RoA는 11개가 도출되었다.

 = 피처의 총 수

(2)

DBSCAN의 분석결과는 포인트 데이터가 밀집
된 영역의 폴리곤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하나의
RoA 내에서도 밀집지역이 더 구체적으로 표시될

3. 주요 관광지의 시공간 변동성 분석

필요가 있다. 하나의 RoA 내 구체적 밀집지역을
DBSCAN에 따른 RoA의 도출은 주요 관광지가

분석하기 위해 핫스팟 분석(Hotspot Analysis)을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주요 관광지가 갖는 시
간적 특성은 분석하지 못한다. 주요 관광지의 시간

<표 5> DBSACN 휴리스틱 실험 결과

변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pace Time

검색 반경
(m)

최소점 개수
(개)

클러스터
개수

노이즈 개수

300

200

34

18,850

300

350

19

26,279

350

250

11

8,764

400

150

43

11,841

는 시각화 기술이다. 시공간밀도와 같은 밀도분석

400

200

34

14,407

과 핫스팟 분석을 활용한 시공간 패턴 발견에 용이

400

400

18

23,039

하다(Kristensson et al, 2009). 2015~2017년

500

150

36

9,105

500

350

24

16.907

500

400

20

19,263

500

450

17

20,971

3개월 단위의 빈(bin)을 생성하고, 생성된 빈을 2

500

500

15

22,195

차원으로 표현하여 경향성을 분석하는 발생핫스팟

500

600

12

24,839

분석(Emerging Hotspot Analysis)을 수행하였

900

1,000

6

20,143

1,000

1,200

5

19,377

1,000

1,500

6

20,733

였으며, 시간축은 3개월을 단위로 하였다. 발생핫

1,000

2,000

5

25,120

스팟의 경향성은 새로운 핫스팟(New Hotspot),

Cube 분석을 수행하였다. Space Time Cube 분
석은 3D 토지시각화(geovisualization)의 한 방법
으로, 시공간 데이터를 큐브에 지도화하여 표현하

RoA의 시간흐름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플리커 데이터의 연·월·일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다. 이때 그리드 셀의 간격은 200미터 단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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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생 핫스팟 개념
출처: pro.arcgis.com

<그림 3> 지오태깅된 사진의 분포

<그림 2> 발생 핫스팟 16개 유형
출처: pro.arcgis.com

로, 분포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가운
데 관광객으로 분류된 사용자의 사진 39,157개를
기준으로 DBSACAN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RoA
는 <그림 4>와 같으며, 각각의 RoA 정보는 <표 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중 가장 관광객이 많은
곳은 종로·남산 RoA로 나타났다. 명동, 동대문 시
장, 고궁, 남산, 남대문 시장 등 2017년 외래 관광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핫스팟(Consecutive

객 실태조사에 따른 상위 5개 관광지가 위치하고

Hotspot), 산발적인 핫스팟(Sporadic), 심화되는

있으며, 공간적 범위도 넓고 전체 관광객 사진의

핫스팟(Intensifying Hotspot) 등 총 16개의 형태

54.5%에 해당하는 21,323개의 사진이 게시되어

로 유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ESRI).

종로·남산이 서울의 관광 중심지이며 관광객이 집
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RoA는
신촌·홍대 지역으로 이화여대, 연세대, 홍대 등 대
학가와 연남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사진의

Ⅳ. 서울시 주요 관광지의
시공간 특성 분석

6.7%에 해당하는 2,607개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그다음은 전쟁기념관이 3위, 국립중앙박물관이 4
위, 삼성역·봉은사가 5위, 잠실이 6위, 이태원이 7
위 RoA로 도출되었다. 또한 기타 강남역, 여의도,
가로수길, 압구정 RoA가 주요 관광지로 도출되었

1.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다. 상대적으로 전쟁기념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플리커에

같이 전시관 형태로 전시관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게시된 서울시내 지오태깅된 사진은 총 86,291개

RoA도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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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 시내 주요 RoA

<표 6> 도출된 RoA 명칭과 기본 정보
순위

명칭

면적

주요 관광지

사진 개수

1

종로·남산

19.65

삼청동, 고궁(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청계천, 시청, 남대문시장,
서울역, 인사동, 명동, 남산공원, 남산타워, DDP, 광장시장, 대학로

21,323개

2

신촌·홍대

7.30

이화여대, 연세로, 연남동, 홍대역 일대, 메세나폴리스

2,607개

3

전쟁기념관



1.73

전쟁기념관

1,017개

4

국립중앙
박물관

0.49

국립중앙박물관

970개

5

삼성역·
봉은사·
코엑스

2.45

봉은사, 코엑스

876개

6

잠실

2.16

7

이태원

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

849개



한남동, 이태원역, 경리단길

842개



2.60

8

강남역

2.38

강남역 거리

752개

9

여의도

1.75

IFC몰

430개

10

가로수길

1.36

가로수길

421개

K-Pop 거리

306개

11

압구정



0.81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울 전 지역을 200로 나눈 후 그리드 내 한 사용

중 하나는 헤비 업로더 문제이다. 특정 사용자가

자가 게시한 사진 중 첫 번째 게시한 사진만 남기

유사한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면 그 영향을 받기

고 나머지 사진은 모두 제거하였다. 해당 RoA를

때문이다. 헤비 업로더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서

방문한 사용자 수를 분석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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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지역을 한 장의 지도에 나타내었다.

1위 종로·남산, 2위 신촌·홍대는 동일하지만, 3위
는 이태원, 4위는 강남역, 5위는 삼성역·봉은사·코

종로·남산 RoA에서도 경복궁~광화문~시청,

엑스로 분석돼 사진개수를 기준으로 한 RoA와 헤

창덕궁, 인사동, 삼청동, 명동, DDP, 남산타워에

비업로더 문제를 제거한 후 분석한 RoA 순위가 차

서 핫스팟이 발생하였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강한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쟁기념관이

선형의 핫스팟이 나타났다. 종로·남산 RoA에 속해

나 국립중앙 박물관처럼 전시관 형태의 RoA는 일

있더라도 서울 시내 관광지인 대학로, 서촌, 광장

부 사용자가 많은 사진을 게시하기 때문에 사진 수

시장 같은 지역은 핫스팟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종

기준의 RoA분석에서는 순위가 높게 나타나지만,

로·남산을 제외한 기타 RoA를 살펴보면, 신촌·홍

사용자 수 기준 RoA에서는 순위가 낮게 나타난 것

대 RoA는 이화여대~신촌~홍대입구역에 이르는

이다. RoA 순위를 사진 수만 기준으로 고려할 수

횡적으로 긴 핫스팟이 발생하였다. 이태원, 전쟁기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념관, 가로수길, 강남역, 삼성역·봉은사·코엑스, 잠실
RoA는 <표 6>에 기재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DBSCAN을 활용한 RoA분석은 서울의 주요관
광지가 어디인지 대략적 경계를 나타내기는 하지
만, 종로·남산 RoA처럼 공간적 범위가 넓으면 해

<그림 5> 종로·남산 RoA 핫스팟

당지역 전체가 관광지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RoA 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밀집지역이 있는지 알아보는 핫스팟분석을 수
행하였다. 핫스팟 수행결과는 <그림 5>, <그림 6>
과 같다. 종로·남산 RoA의 공간적 범위가 넓기 때
문에 별도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종로·남산을 제

<표 7> 사진 개수와 사용자 수에 따른 클러스터 순위
순위

사진 개수

사용자 수

1위

종로·남산 (21,323개)

종로·남산
(1,025명)

2위

신촌·홍대 (2,607개)

신촌·홍대 (216명)

3위

전쟁기념관 (1,017개)

이태원 (163명)

4위

국립중앙박물관 (970개)

강남역 (125명)

5위

삼성역·봉은사·
코엑스 (876개)

삼성역·봉은사·
코엑스 (116명)

6위

잠실 (849개)

가로수길 (81명)

7위

이태원 (842개)

잠실 (83명)

8위

강남역 (752개)

9위

여의도 (430개)

전쟁기념관, 여의도
(72명)

10위

가로수길 (421개)

11위

압구정 (306개)

<그림 6> 기타 RoA 핫스팟

국립중앙박물관,
압구정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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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4>는 종로·남산을 제외한 기타

집중된 핫스팟이 확인됐고, 여의도와 압구정, 국립

RoA의 계절별 핫스팟을 나타낸 것이다. 신촌·홍대

중앙박물관 RoA는 핫스팟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석된 핫스팟이 계절별로 특성이 있는지 살펴

RoA는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 핫스팟이

보려고 3년간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을 계절별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름에는

구분한 후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절의 구분

홍대역 부근을 제외하고 이대와 신촌 거리에는 거

은 봄은 3월~5월, 여름은 6월~8월, 가을은 9

의 핫스팟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신촌

월~11월, 겨울은 12월~2월로 할당하였으며, 종

은 겨울에만 핫스팟이 발생하였다. 이태원 RoA는

로·남산 RoA와 그 외 지역 RoA를 구분하여 지도

봄에 가장 큰 핫스팟이 발생하며 겨울에는 핫스팟

화하였다. <그림 7~11>은 종로·남산 RoA의 계절

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

별 핫스팟을 나타낸 것이다. 종로·남산 RoA는 봄,

박물관 같은 전시형 RoA는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

가을에 핫스팟 지역이 커지는 특성을 보이며, 서울

절에 일정한 크기의 핫스팟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역 , 남산 , 창경궁, 창덕궁은 봄과 가을에만 핫스

할 수 있었다. 삼성역·봉은사·코엑스 RoA는 봄에

팟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대문은

가장 큰 핫스팟이 발생하며, 가을에 핫스팟이 발생

사계절 모두 많은 사진이 게시되고 있으며, 남산타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잠실 RoA는 여름과 겨울

워는 가을에 가장 큰 핫스팟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

에 핫스팟이 크게 형성되었으며, 가을에는 핫스팟

됐다.

이 발생하지 않았다. 강남역 RoA는 봄과 가을에

<그림 7> 종로·남산 RoA 핫스팟 (봄)

<그림 8> 종로·남산 RoA 핫스팟 (여름)

<그림 9> 종로·남산 RoA 핫스팟 (가을)

<그림 10> 종로·남산 RoA 핫스팟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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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타 RoA 핫스팟 (봄)

<그림 12> 기타 RoA 핫스팟 (여름)

<그림 13> 기타 RoA 핫스팟 (가을)

<그림 14> 기타 RoA 핫스팟 (겨울)

큰 핫스팟이 발생하였으며, 겨울에는 핫스팟이 발

(Historical Hotspot)으로 가장 최근에는 핫스팟

생하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로수길 RoA

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구 대상 기간 3년 중

는 강남역과 유사한 계절적 변동 양상을 보였다.

90% 이상의 기간에 핫스팟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

반면, 압구정 RoA는 여름에만 핫스팟이 생성되었
<그림 15> 종로·남산 RoA 발생 핫스팟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oA의 특성별로 계절에 따
른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주요 관광지 시공간 변동성
RoA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동성 확인을 위해
발생 핫스팟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5~16>
과 같다. 종로·남산RoA는 경복궁이 3년간 지속적
인 핫스팟(Persistent Hotspot)이었던 것으로 분
석됐다. 광화문 거리와 시청 광장도 역사적 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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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타 RoA 발생 핫스팟

핫스팟(Historical Hotspot)이 나타나는 반면, 여
의도, 이태원의 동쪽 지역, 가로수길, 압구정, 강남
역, 잠실일부지역은 새로운 콜드스팟(New Coldspot)이 발생하여 관광객이 게시하는 사진 수가 시
간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시간 흐름에 따른 발생 핫스팟 분석 결과, 지속
적 핫스팟이나 역사적 핫스팟이 일부 나타나는 반
면, 간헐적 콜드스팟이나 새로운 콜드스팟은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됐다. 반면, 중부시장, 서대문 사거리, 남산의 남
쪽 일부지역은 간헐적인 콜드스팟(Sporadic Cold

3. 관광객 출신지별 관광지 방문 특성분석

Spot)으로 확인됐다. 이화마을 일부, 동대문, 남산
일부 지역은 새로운 콜드스팟(New Coldspot)으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 기준 관광객의 출신지별

로 최근에 사진게시가 감소하는 지역인 것으로 밝

RoA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혀졌다.

<그림 17>과 문화권별로 RoA 내에 게시한 사진

기타 RoA는 신촌·홍대 주변, 전쟁기념관, 이태

개수를 누적 100%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미주

원에 지속적 핫스팟(Persistent Hotspot)과 역사

권은 종로·남산 RoA에 가장 많은 사진을 게시하

<그림 17> 사용자 문화권별 RoA 내에 게시한 사진의 개수 (100%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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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주권 관광객 핫스팟

<그림 19> 유럽권 관광객 핫스팟

며, 이외의 RoA는 비슷한 비중으로 사진을 게시한

<그림 20> 아시아권 관광객 핫스팟

다. 아시아권은 종로·남산에 게시한 사진 비중이
가장 크지만, 신촌·홍대 RoA의 방문비중이 매우
높고 다른 문화권보다 가로수길 RoA 방문 비중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양주권은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관련 사진의 비중이 다른 문화권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종로·남산 RoA에 게
시된 사진의 비중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낮은 특징
을 갖고 있다. 국내 관광객은 신촌·홍대, 삼성역·

변, 가로수길, 김포공항을 많이 방문하며, 이태원

봉은사·코엑스, 강남역 RoA에 게시한 사진 수가

방문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았다. 또한 기타 관광객은 이태원 게시 사진의
비중이 매우 컸고, 전쟁기념관이나 국립중앙박물
관 같은 전시관 형태의 RoA는 방문하지 않았다.
기타 문화권에 속하는 곳은 아프리카권와 중동권

Ⅴ. 요약과 결론

으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방문하는 RoA가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권별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를 공간 분석하

이 연구는 지오태깅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인 플

기 위해 사용자 수가 150명 이상인 미주권, 유럽

리커를 이용하여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관광 특

권,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였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플리커 데이터 수집은 시

다. 핫스팟 분석 결과는 <그림 18~20>과 같다. 미

간적으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

주권 사용자는 다른 문화권과 달리 전쟁기념관과

일까지로 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서울을 포함하

구로 디지털단지 먹자골목 주변에 큰 핫스팟이 형

는 위도 37.4°~37.8°, 경도 126.8° ~ 127.2° 범

성되어 있다. 유럽권 사용자는 핫스팟이 서울 전역

위로 하였다. Bounding Box에 해당하는 사진의

에 분포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권 사용자가 방문하

Photo id를 수집한 후 flickr.photo.getInfo 메소

지 않는 올림픽 공원, 한강 공원, 상암, 선정릉, 종

드를 이용하여 해당 사진의 지리적 위치, 사진 찍

합 운동장 같은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힌 시간, 사용자 정보(아이디, 거주지), 태그, 제목

아시아권 사용자는 다른 문화권보다 이화여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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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진 URL을 파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신촌 홍대 일부지역에 지속적 핫스팟(Persistent

지역에 플리커 사진을 올린 사용자 중 관광객과 거

Hotspot), 광화문과 시청 광장, 전쟁기념관, 이태

주자를 분리하기 위해 플리커 사용자 가운데 거주

원에 역사적 핫스팟(Historical Hotspot)이 확인

지역(Owner Location)을 기재한 사용자를 대상

됐다. 하지만 중부시장, 서대문 사거리, 남산의 남

으로 데이터를 훈련한 후, 거주자 정보를 기재하지

쪽 일부지역에는 간헐적 콜드스팟, 그리고 이화마

않은 사용자 데이터에 훈련 결과를 적용하여 분류

을 일부, 동대문, 남산 일부 지역, 여의도, 이태원

하였다. 분류 결과, 해당 기간 플리커에 게시된 사

의 동쪽 지역, 가로수길, 압구정, 강남역, 잠실일부

진 86,304건, 사용자 1,974명 가운데 관광객은

지역에는 새로운 콜드스팟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

39,157개의 사진을 올렸으며, 플리커에 사진을 올

는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 핫스팟이나 역사적 핫

린 관광객 수는 1,476명으로 분류되었다. 1,476명

스팟이 일부 나타나는 반면, 간헐적 콜드스팟이나

가운데 거주지 정보를 기재한 관광객은 689명이었

새로운 콜드스팟이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나 3년

으며, 사용자의 거주지역을 문화권별로 구분하여

동안 시간흐름에 따라 관광객이 감소한 것을 확인

문화권별 분석도 수행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를 플리

또한 문화권별로 선호하는 RoA가 다르다는 사

커 사용자가 올린 사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

실을 알 수 있었다. 아시아권 관광객은 신촌·홍대

순위는 종로·남산으로 전체 사진의 54.5%를 차지

와 가로수길, 대양주권 관광객은 전쟁기념관이나

했다. 그다음은 2순위 신촌·홍대, 3순위 전쟁기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전시관 형태의 RoA를 많이

관, 4순위 국립중앙박물관, 5순위 삼성역·봉은사·

방문했다. 기타 관광객은 이태원 RoA를 많이 방문

코엑스, 기타 잠실, 이태원, 강남역, 여의도, 가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서울 방문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를

수길, 압구정 순이었다.
200 그리드 내 중복사진을 제거한 후 관광객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향후 추가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순위 종로·남산과 2순위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도출되었다. 플리커 데이터

신촌·홍대는 동일하지만, 3순위 이태원, 4순위 강

에서 거주자와 관광객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

남역, 5순위가 삼성역·봉은사·코엑스 등으로 나타

한 기초 작업이며, 관광객을 문화권별로 구분하는

나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됐다. 관광객 수 기준으

것은 문화권별 다양한 차이를 인식하는 기초 전처리

로 산출하면 69.4%의 관광객이 종로·남산을 방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플리커 사용자 가운데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울 방문 관광객에

거주지를 기재하는 비율이 50% 이내이기 때문에

게 종로·남산 지역의 중요도와 집중도를 알 수 있

사용자의 방문객 여부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정

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계절별 관광객 핫

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용자 ID별

스팟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서울 시내의 관

30일 임계치를 두고 관광객 여부를 구분하였지만,

광지의 특성에 따라 계절별로 관광객이 주로 방문

사용자 ID별 로그데이터를 추적해 거주지를 추정

하는 관광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는 3년간 서울에 업로드된 사진을

었다.
RoA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동성을 확인하기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사진 수는 많지만 사용자

위해 발생 핫스팟 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복궁과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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