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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플리커에 게시된 사진 게시물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하여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권별

관광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울 시내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플리커의 지오태깅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체 사용자를 관광객과 거주자로 분류하였다. 이후,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인 RoA를 도출하여 RoA 방문 경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서울 시내 문화권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핫스팟 지역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167,410건 이였으며,

사용자 수는 3,921명이었다. 이후 RoA를 도출하기 위하여 DBSCAN 알고리즘을 통하여 서울 전체에 11개, 종로 내부에 12개의 

RoA를 도출하였다. 서울 전체에 종로, 홍대, 남산, 신촌, 강남역, 코엑스, 이태원, 잠실, 가로수길, 전쟁기념관, 대학로 RoA가

도출되었으며, 종로 내부의 경우에는 경복궁, 명동, 광화문, 동대문, 북촌, 시청, 창덕궁, 인사동, 남대문, 광장시장, 창경궁,

감고당길에서 RoA가 도출되었다. 이후 문화권별 관광객의 관광 경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권, 미주권, 유럽권 관광객의

관광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문화권별로 각각 상이한 핫스팟 지역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발생핫스팟(EHSA)

를 통하여 관광객 추이의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리커, 관광객 분류, 주요 관광지, DBSCA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ourist characteristics of tourist attractions and cultural
areas of tourists who visited Seoul through spatial analysis of photograph posts posted on Flickr. We collected
geotagged data from Flickr between January 1, 2013 and December 31, 2017 in downtown Seoul, and classified
all users as tourists and residents. After that, RoA, which is the area visited mainly by tourists, was derived
and the tendency of visiting RoA was analyzed. In addition, hotspot areas visited by many tourists in Seoul
city were also analyzed. A total of 167,410 data were used in the analysis, and the number of users was 3,921.
In order to derive RoA, we derive 11 RoA in Seoul and 12 RoA in Seoul by DBSCAN algorithm. In the whole
of Seoul, Jongno, Hongdae, Namsan, Shinchon, Gangnam Station, COEX, Itaewon, Jamsil, Street, War Memorial,
RoA was derived from Insadong, Namdaemun, Plaza Mayor, Changgyeonggung, and Hangangganggil.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 of tourism trends of tourists by culture, we confirmed the tourism trends of Asian,
American, and European tourists. In addition, Emerging hotspot (EHSA) was used to confirm the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of tourist trends.
Key Words : Social network service, Flickr, Tourist classification, RoA, DB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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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관광 산업은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에 이익 창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한국관광공사, 2018)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경우 2017년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 중 78.8%

가 서울을 방문할 만큼 서울은 관광객에게 중요한 관광지

이다. 뿐만 아니라 점차 외래 관광객의 수가 많아지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관광지 및 관광객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광객들의 

특성과 선호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지 운

영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광객의 행동 

패턴이나 수요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박석희·

박상곤, 2005).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소

셜 미디어에 사진, 텍스트,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를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들의 다

양한 의견, 활동, 관심사 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가 원하는 경우 지리적 위치정보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그 질

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간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더욱 방대해졌

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관광 분야에 활용한다면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선호 지역, 여행 일정, 여행객들에

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관광 콘텐츠의 개발, 맞춤형 관광 서비

스 구축과 같은 효과적인 관광 사업 관리 및 보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오태깅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2)는 관광지 

및 관광객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용량의 지오태깅된 사진들이 게시

되어 있는 플리커(Flickr)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

한 외국인 관광객을 문화권 별로 분류한 뒤, 문화권별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Ⅱ장

에서는 지오태깅된 사진을 통하여 관광객의 주요 관심지

역을 도출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III장에서는 지오태깅된 

사진 데이터의 수집 및 전처리, 관광객 분류 방법, 주요 관

심지역 도출 방법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문

화권별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핫스팟 및 발생핫스

팟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V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

를 정리하고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II. 지오태깅된 사진을 통한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 분석 사례

관광이란 공간적 현상을 의미하며, 관광활동의 분석을 

위해서는 공간적 현상의 분석이 필요하며 관광객의 움직

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

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실제적인 이동

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GPS를 부착하여 연구하거나

(Hwang et al., 2006; Mckercher and Lau, 2008;  Wu and 

Carson, 2008), 설문조사 방법을 수행하거나(손철 등, 2014), 

블루투스 트래킹 데이터를 활용하였다(Silm and Ahas, 

2014; Versichele et al., 2014). 최근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비정형 및 정형 데이

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관광 분야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주

로 텍스트 중심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박득희 등(2016)의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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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텍스트 노드 간의 연결을 행렬로 표현하는 방

법인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을 통하여 관광지의 위치적 특성 이외에 자원적인 특성을 

통하여 관광객의 행동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SNA분석을 

통하여 관광지 간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

힌바 있다. 이외에도 류시영·유선욱(2017)은 강원도 관

광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트위터의 속초와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 결과, 속초와 관련된 식문화에 대한 텍스트

의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음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마케팅 방안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수진·전

유나(2016)는 트위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 분석 툴(Tool)인 ‘넷 마이너(Net Miner)’를 이용한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해 국내 및 경기도 관광과 관련한 현

대인의 다양한 관심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나홀로 

관광, 모험 관광, 힐링 관광과 같은 트렌드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소셜 네트워크 데이

터를 활용한 관광 분야에서의 연구는 주로 텍스트 데이터 

위주로 진행되어 정확한 데이터 발생 위치를 파악할 수 없

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지오태

깅이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데이터의 발생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광객이 생성한 데이터의 발생 위치를 

통하여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Hochmair(2010)의 연구에서는 플리커 뿐만 아니라 파노

라미오(Panoramio), 위키매피아(Wikimapia) 등의 지오태

깅된 사진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관광 

경로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도출한 결과와 

실제 지형 경관과의 비교를 통하여 도출한 경로가 실제 관

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 경로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Kádár(2014)는 부다페스트의 지오태깅된 사진을 통하여 

거주자와 방문객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각의 집

단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가 상이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설문 조사나 현장 조사로 밝혀낼 수 없는 거주자와 

관광객의 방문 패턴의 차이를 통하여 각자 다른 편의 시설

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Yuan and Medel (2016)의 

연구에서는 RoG(Radius of Gyration), 엔트로피, 무역중력

모델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연구하여 관광

객 유형(국내 여행자, 국외 여행자, 거주자)별로 어트랙션

에서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지, 이동의 패턴은 어떻게 다른

지 연구한 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관광객의 유형에 따라 관

광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지오태깅

된 플리커데이터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구분하고, 선호관

광지를 분석하거나 관광객의 이동특성, 주요 관광지별 관

심사를 지오태깅된 사진의 텍스트를 통해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이주윤 등, 2018; 김나연 등, 2019; 박예림 

등, 2019).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찰해 본 결

과,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관광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관광

객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객의 유형별 관광 특성 또한 분석할 수 있다.

III.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공간적 분석 방법론

1. 플리커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플리커에서 제공되는 공개 API를 통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시내에 게

시된 지오태깅된 사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lickr.photos. 

search 메소드를 사용하였으며, 서울시 범위에 해당하는 

위도 37.4°~37.8°, 경도 126.8°~127.2°의 Bounding Box에 

해당하는 사진의 Photo id를 수집하였다. 이후, 파싱3)한 

Photo id를 통하여 사진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flickr.photo.getInfo 메소드를 이용하여 해당 사진

의 지리적 위치, 사진의 찍힌 시간, 사용자 정보(아이디, 거

주지), 태그, 제목 등을 크롤링 하였다. 서울 내에 파싱된 

데이터는 총 167,140개로, 서울 내의 전체 지오태깅된 사

진 데이터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표 1은 파싱된 데이터

그림 2. 지오태깅된 사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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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시이다. Owner ID는 사용자의 암호화된 고유 아이디

가 수집된다. Latitude와 Longitude는 사진 데이터가 게시

된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된다. Taken-Time은 사진이 

촬영된 시간을 의미하며 ‘yyyy-mm-dd hh:mm:ss’의 형식

으로 파싱된다. Owner Location은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

필에 직접 기재한 거주지이다. 이 칼럼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Null값으로 

파싱된다. Picture URL은 플리커에 게시한 사진의 .jpg 파

일의 URL이 크롤링되며, 수집된 URL을 통하여 사용자가 

게시한 사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거주자와 관광객의 분류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 게시글을 올리는 데에는 제한이 

없이 때문에, 지오태깅된 사진을 게시하는 사용자는 서울

에 방문한 관광객일수도, 서울에 거주하는 거주자 일수도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활동 및 선호하는 관광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관광객 혹은 거주자로 분류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내

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사진 게시 추이와 사용자가 직접 입

력한 자신의 국적 정보(Owner Location)를 토대로 관광객

과 거주자로 분류하였다. 관광객은 관광지에 일정 기간만 

머물다가 출국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범위 내에 게시된 플

리커 사진은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한 사진만이 존재할 것이

고, 만약에 한 사용자가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 지역 내에서

의 사진 게시가 일정 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활동은 사용자가 처음 사진을 게시한 시간과 

마지막으로 사진을 게시한 시간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때 

처음 사진을 게시한 시간과 마지막으로 사진을 게시한 시

간의 차이가 특정 임계치(Threshold) 이상이면 거주자, 그

렇지 않으면 관광객으로 분류하였다. 관광객과 거주자를 

가장 정확하게 분류하는 임계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167,140

개 중 사용자의 거주지 정보가 있는 80,224개 사진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관광객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임계치를 

도출하였다. 이때 정확도는 수식 1과 같다. 



  (1)

: 실제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분류한 경우,

: 실제 관광객을 거주자로 분류한 경우,

: 실제 거주자를 거주자로 분류한 경우,

: 실제 거주자를 관광객으로 분류한 경우

서울 범위 내에 사용자가 게시한 최초 사진과 최종 사진

의 시간적 차이가 특정 임계치 이상이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서울을 재

방문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거주자로 분류된 

사용자가 업로드한 일련의 사진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 데이터인 관광객 이동궤적 데이터(trajectory)를 구

축하였다. 이때 관광객의 사진 사이의 시간차를 기준으로 

[]번째와 []번째 사진의 Taken Time의 차이가 30일 

이상이라면 재방문으로 판단하여, ‘개별 관광(trip)’으로 

분리하였으며, 각 사용자의 관광객 활동 데이터는 1개 이

상의 개별 관광을 포함한다. 이때 최초의 개별 관광이 특

정 임계치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관광

객으로 분류하였다(그림 3). 그 결과 60일 임계치에서 정

확도는 83.0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0일 임계치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와 관광객을 분류하

였다. 7일 임계치에서는 75.248%, 15일 임계치에서는 

80.269%, 30일 임계치에서는 80.905%의 정확도가 나타났

다. 전체 데이터 167,140개 중 관광객이 게시한 데이터는 

88,752개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은 3,921명 중 3,417명으로 

나타났다(표 2).

관광객과 거주자를 분류한 뒤, 관광객의 문화권을 기준

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서울을 방문한 사용자 중, 거주지 

정보를 입력한 1,05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문화권별 사

진 개수, 문화권별 사용자 수는 표 3과 같다. 이때 문화권 

표 1. 파싱된 데이터 예시

Owner ID Latitude Longitude
Taken

Time

Owner

Location

Picture

URL

84692082@N05 37.58417 126.9986 2016-11-17 7:18 Taipei, Taiwan
https://farm4.staticflickr.com/3919/

14863623969_a9d2a354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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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출입국관광객 조사 결과

를 기준으로, 전체 사용자를 아시아권, 미주군, 유럽권, 대

양주권, 국내, 기타 문화권(중동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수의 사용자가 방문한 문화권

은 아시아권으로 전체 방문객 중 34.53%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한 문화권은 미주권으로 전체 방문객 중 

28.56%를 차지한다. 이외에 유럽권, 대양주권, 국내,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권과 미주권 사용자가 과반수

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권별 분

석을 수행할 때에, 공간 분석의 유의성을 위하여 서울에 

사진을 게시한 사용자가 250명 이상인 아시아권, 미주권, 

유럽권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공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공간 분석의 지오태깅된 사진 데이터를 보정하였

다. 관광객은 관광 활동 중 사용자는 같은 위치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며, 관광 활동 중 다수의 데이

터가 같은 위치에 생성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 데

이터는 같은 위치에 1개 이상의 사진이 게시되기 때문에 

공간적 분석 과정에서 중복 사진이 게시된 위치에 많은 사

용자가 방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정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8,752개의 관광객 사

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같은 사용자가 ×  그리드 

셀 내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면 첫 번째 사진을 제외하

고 삭제하였다. 전체 사용자가 서울에 게시한 사진에 대하

여 이러한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39,915개의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3. 주요 관광지 도출 및 시공간 변동성 분석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는 관광객이 사진을 올리는 지점

의 밀도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이를 

RoA(Region of Attraction)4)로 표현한다. 관광객들은 스스

로 자신의 흔적을 지오코딩하거나 지오레퍼런싱(Geo-Refer-

encing)하여 게시한다. ‘체크인’, ‘게시글’, ‘사진’ 등으로 표

표 2. 전체 데이터의 거주자와 방문객 추정 결과

지오태깅된 사진 데이터 사용자 수

관광객 거주자 관광객 거주자

분류 결과 88,752개 78,388개 3,417명 504명

계 167,140개 3,921명

그림 3. 거주자 관광객 분류 흐름도

표 3. 문화권별 사진개수, 사용자 수

문화권 분류 사진 개수 사용자 수

아시아권 14,608개 393명

미주권 8,943개 325명

유럽권 7,478개 266명

대양주권 4,417개 41명

국내 4,249개 88명

기타 220개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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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관광객의 행적은 점(point)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때 점이 집중적으로 게시된 곳, 혹은 중심이 되는 곳을 RoA

라고 할 수 있다. 

RoA를 도출하는 방법에는 밀도기반 클러스터링인 

DBSCAN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DBSCAN이란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의 약자로 데이터의 밀도를 기준으로 군집을 생성해나간

다(Ester et al., 1996). DBSCAN은 연구지역 내에서 최소 

점의 개수와 최소 검색 반경을 설정해야하지만 군집의 모

양이 다양하며, 사전에 군집의 개수를 미리 설정하지 않아

도 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인 RoA를 도출하기 

위한 최적의 검색반경()과 최소 점의 개수 (min)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광객 데이터 39,915개에 대하여 휴리

스틱하게 다양한 변수 쌍(pair)을 적용해 보았다. 최적의 

변수 쌍을 도출하기 위하여 15회 이상의 DBSCAN 실험을 

수행하였고,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

며 노이즈가 가장 적은 변수 쌍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350, min=250개의 조합에서 서울 시내의 RoA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때 RoA는 11개

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로 

지역의 RoA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굉장히 크게 도출되었

다. 주변의 클러스터를 연속적으로 탐색하는 DBSCAN 알

고리즘의 특성상, 주요 관광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종

로지역의 경우 별도의 RoA 도출 과정이 필요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종로 지역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DBSCAN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다

른 클러스터로 분류하는지 여부를 주로 확인하였다. = 

100, min=150개의 조합에서 종로의 RoA가 나타났

으며, 12개의 RoA를 도출하였다(그림 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울 시내에 총 22개의 RoA를 도출하였다.

DBSCAN의 분석결과는 포인트 데이터가 밀집된 영역

의 폴리곤 형태로 표시되기 되기 때문에 하나의 RoA내에

서도 밀집지역이 더 구체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있다. 하나

의 RoA내에서 구체적 밀집지역의 분석을 위해 반경 100m 

육각형 그리드(Hexbin)의 핫스팟 분석(Hotspot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핫스팟 분석은 Getis-Ord G지수를 활용

하였으며, Getis-Ord G지수는 아래 수식을 따랐다(Getis 

and Ord, 1992). 이때 각 육각형 그리드에 위치한 관광객

이 게시한 사진의 수를 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에 대한 속성 값,

= 와  사이의 공간 가중치,

= 피처의 총 수 

DBSCAN에 의한 RoA의 도출은 주요 관광지가 어디인

지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주요 관광지가 갖는 시간적 특성

은 나타내지 못한다. 주요 관광지의 시간변화에 따른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Space Time Cube분석을 수행하였다. 

Space Time Cube분석은 3D Geovisualization의 한 방법으

로 시공간 데이터를 큐브에 지도화하여 표현하는 시각화 

기술로 시공간밀도와 같은 밀도분석 및 핫스팟 분석을 통

한 시공간 패턴 발견에 용이하다(Kristensson et al., 2009). 

그림 4. 서울 시내 도출된 RoA

그림 5. 종로 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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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7년까지 RoA의 시간흐름에 따른 경향성

을 분석하기 위해 플리커 데이터의 연, 월, 일,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3개월 단위의 빈(bin)을 생성하고, 생성된 빈을 2

차원으로 표현하여 경향성을 분석하는 발생핫스팟 분석

(Emerging Hotspo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 때 육각형 

그리드의 간격은 100미터를 단위로 하였으며, 시간축은 6

개월을 단위로 하였다. 발생 핫스팟의 경향성은 새로운 핫

스팟(New Hotspot),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핫스팟

(Consecutive Hotspot), 산발적인 핫스팟(Sporadic), 심화

되는 핫스팟(Intensifying Hotspot)등 총 16개의 형태로 유

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ESRI).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Python 2.7.14, Node.js, 오픈소스 프로젝트 R 3.5.0, 

ArcGIS Pro 2.2.3등이 활용되었다.

IV.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분석 결과

1. 서울 시내 RoA 도출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서울 시내에 

게시된 관광객의 데이터 중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 데이터

는 총 39,915개다. 서울 전체에서 도출한 RoA는 종로, 홍

대, 남산, 신촌, 강남역, 코엑스, 이태원, 잠실, 가로수길, 

전쟁기념관, 대학로이다. 표 4는 서울시내에 도출된 RoA 

별 명칭, 포함 관광지, RoA별 게시된 사진 수, RoA를 방문

한 사용자 수를 나타낸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지오

태깅된 사진이 게시된 곳은 종로로, 전체 사진의 약 45.6%

가 종로 RoA에 게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홍

대에 4.6%, 남산에 2.7%, 신촌에 2.6%의 사진이 게시된 것

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서울 전체에서 도출한 RoA에 게시된 사진 개수의 순위

는 종로(18,219개), 홍대(1,851개), 남산(1,082개), 신촌

(1,035개), 강남역(856개), 코엑스(824개), 이태원(704개), 

잠실(632개), 가로수길(561개), 전쟁기념관(492개), 대학

로(347개) RoA 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25미터 반경

내 사용자별 중복사진을 제거한 후 도출한 RoA별 사용자 

수는 종로(1,851명), 남산(459명), 홍대(435명), 이태원

(282명), 신촌(278명), 강남역(265명), 코엑스(246명), 가

로수길(178명), 잠실(164명), 전쟁기념관(128명), 대학로

(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사진 수

와 사용자 수의 순위가 다른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

태원의 경우, 704개의 사진이 게시되어 사진 수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7위지만, 이태원 RoA에서 사진을 게시한 사

용자는 282명으로 4위를 차지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진 대비 방문자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종로 내에 많은 관광 지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큰 RoA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종로에 게시된 18,219개의 사진을 이용하여 

종로 RoA 내부에 클러스터를 도출한 결과, 표 5와 같다. 플

리커의 사진은 경복궁에 16.9%, 명동에 9.8%의 사진이 게

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광화문, 동

대문, 북촌, 시청, 창덕궁, 인사동, 남대문, 광장시장, 창경

궁, 감고당길과 같은 RoA가 도출되었다(그림 5).

종로 내부에서 도출한 RoA에 게시된 사진 개수의 순위

는 경복궁(3,076개), 명동(1,792개), 광화문(1,319개), 동

대문(1309개), 북촌(1,149개), 시청(1,034개), 창덕궁(950

표 4. 서울 전체 RoA 도출 결과

1차 분류 명칭 주요 관광지 사진 수 사용자 수 

A 종로 북촌 한옥마을, 삼청동 카페거리 등 18,219개 1,851명

B 홍대 홍대역 일대, 메세나폴리스 등 1,851개 435명

C 남산 남산타워, 남산 공원 등 1,082개 459명

D 신촌 이화여대, 연세로 등 1,035개 278명

E 코엑스 봉은사, 코엑스 등 824개 246명

F 가로수길 가로수길 입점 상점 561개 178명

G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492개 128명

H 강남역 강남역 거리 856개 265명

I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 등 632개 164명

J 이태원 한남동, 이태원역, 경리단길 등 704개 282명

K 대학로 혜화역, 대학로 등 347개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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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사동(920개), 남대문(536개), 광장시장(315개), 창

경궁(311개), 감고당길(142개)로 나타났다. 또한 종로 내

부에서 도출한 RoA에 사진을 게시한 사용자 수의 순위는 

경복궁(686명), 명동(539명), 광화문(527명), 동대문(432

명), 인사동(344명), 시청(340명), 북촌(321명), 창덕궁

(237명), 남대문(232명), 광장시장(137명), 창경궁(73명), 

감고당길(72명)로 나타났다. 사진 수와 사용자 수의 순위

가 서울 전체에서 도출한 RoA에 비하여 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2. 서울 시내 문화권별 주요 관광지 도출 결과

문화권별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위하여 사용자 수가 150명 이상인 미주권, 유럽권, 아시아

권을 대상으로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권별(아시

아권, 미주권, 유럽권) 핫스팟 분석 결과는 그림 6, 그림 7, 

그림 8과 같다. 모든 문화권에서 경복궁, 광화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남산 공원에서 공통적인 핫스팟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권 관광객의 경우

에는 다른 문화권에 달리 김포공항에 핫스팟이 형성된 것

표 5. 종로 내 RoA 도출 결과

1차 분류 2차 분류 명칭 주요 관광지 사진 수 사용자 수 

A

(종로)

1 북촌 북촌 한옥마을, 삼청동 카페거리 등 1,149개 321명

2 동대문 동대문 시장, DDP 등 1,319개 432명

3 명동 명동로 1,792개 539명

4 광화문 광화문 광장, 세종문화회관 등 1,309개 527명

5 남대문 남대문, 남대문시장 등 536개 232명

6 시청 서울 시청 광장, 덕수궁 등 1,034개 340명

7 인사동 인사동, 쌈지길 등 920개 344명

8 경복궁 경복궁, 고궁 박물관 등 3,076개 686명

9 광장시장 광장시장 등 311개 137명

10 창덕궁 창덕궁 950개 237명

11 창경궁 창경궁 315개 73명

12 감고당길 공예골목, 드라마 촬영 장소 등 142개 72명

그림 6. 아시아권 관광객 핫스팟

그림 7. 미주권 관광객 핫스팟 그림 8. 유럽권 관광객 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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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이는 아시아권 방문객의 주

요 국가를 운항하는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취항하는 선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른 문화권에 비하여 이

화여대에 큰 핫스팟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이화여대부터 이어지는 신촌, 홍대, 합정까지 

연속적인 핫스팟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서촌, 대학로, 명동에서도 특징적으로 큰 핫스팟

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태원과 경

리단길의 경우 비교적 적은 수의 사진이 게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문화권에 비하여 가로수길, 

압구정에 큰 핫스팟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

만 아니라 가리봉동, 건대역 주변 등 차이나 타운이 형성

된 지역에서도 핫스팟이 형성되었다.

미주권 관광객의 경우, 이화여대와 신촌에 핫스팟이 형

성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7). 이는 아시아권 관

광객과 달리 서북권 관광지를 많이 찾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외에도 대학로와 명동에도 핫스팟이 형성되지 않

았다. 하지만 이태원과 경리단길에서 다른 문화권에 비해 

넓은 핫스팟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

시아권 관광객에 비하여 여의도에 다양한 핫스팟이 형성

되었다. 여의도 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63빌딩, IFC몰 등에

서 핫스팟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강

남권의 경우에도 압구정에서 핫스팟이 발생하지 않은 것

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아시아권 관광객에 비하여 코엑스

와 삼성역 주변의 핫스팟이 더 넓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외에도 종합운동장에서 핫스팟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국제 공연 및 경기가 종합 운동장에서 많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유럽권 관광객의 경우 아시아권, 미주권 관광객과 달리 

핫스팟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 우선, 이화여대와 연세대에 핫스팟이 발생하였고 신촌

에는 핫스팟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외대와 경희대에서도 핫스팟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문화권과 달리 특징적으로 선유도, 

여의도 전체, 마포대교, 마포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과 

같이 한강 주변에 위치한 공원에 주로 방문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문화권에 비하여 유럽권 관광객

의 경우 도시 내 자연 환경을 향유하는 데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강공원 이외에도 북한산 둘레길에도 

핫스팟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도시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자

연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코엑스에도 핫스팟이 발생하였으며, 아시아권과 미주권

과 달리 롯데월드 및 롯데월드타워에 핫스팟의 발달이 빈

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주변의 종합운동장과 올림

픽 공원에서 넓은 핫스팟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른 문화

권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

그림 9. 아시아권 관광객 발생 핫스팟

그림 10. 미주권 관광객 발생 핫스팟

그림 11. 유럽권 관광객 발생 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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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의 문화권별로 상

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년간의 발생핫스팟 추이를 문화권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9, 10, 11과 같다. 아시아권, 미주권, 유럽권 관광객 모

두 모든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방문객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시아권의 경우 종로와 광

화문 일대에서 대폭 관광객이 줄어드는 새로운 콜드스팟

(New Coldspot)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콜드스팟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전 시기보다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SNS 중 하나인 플리커에 게시된 지오태깅된 

사진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하여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

의 관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의 RoA를 도출

하였고 서울 관광의 시계열적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서울 시내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플리커의 지오태깅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전체 사용자를 관광객과 거주자로 분류하였

다. 이후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인 RoA를 도출하여 

RoA 방문 경향 및 RoA 간의 이동을 분석하였다. RoA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핫스팟 지역 또

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플리커의 공개 API를 활용

하여 크롤링하였다. 이후, 관광객과 거주자를 분류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간적 임계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전체 파싱된 전체 데이터의 3,921명의 사용

자의 167,140개 데이터 중 3,417명의 88,752개의 데이터를 

관광객의 데이터로 분류하였으며, 관광객의 데이터를 관

광지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용자 데이터를 아시아

권, 미주권, 유럽권, 대양주권, 기타 문화권, 국내 관광객으

로 나누어 문화권별 분류도 수행하였다.

관광객의 RoA를 도출하기 위하여 DBSCA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서울 전체에 11개, 종로 내부에 12개의 RoA를 도

출하였다. 서울 전체의 경우에는 종로, 홍대, 남산, 신촌, 

강남역, 코엑스, 이태원, 잠실, 가로수길, 전쟁기념관, 대

학로에서 RoA가 도출되었으며, 종로 내부의 경우에는 경

복궁, 명동, 광화문, 동대문, 북촌, 시청, 창덕궁, 인사동, 

남대문, 광장시장, 창경궁, 감고당길에서 RoA가 도출되었

다. 이후 문화권별 선호하는 RoA 또한 상이함을 밝혔다.

서울 관광의 문화권별 주요 관광지의 상이함을 분석하

기 위하여 아시아권, 미주권, 유럽권 관광객의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권 관광객의 경우 김포공항, 이

대와 신촌, 압구정, 가로수길을 비교적 많이 방문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미주권 관광객의 경우 이태원을 많이 방문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권 사용자의 경우 한강공

원,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북한산 둘레길과 같은 지역

을 방문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광 선호 지

역은 문화권별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와 관광객의 문화권별 선호 관광지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지오태깅된 사진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

요 관광지와 그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는 사회 및 정책적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연구에 보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보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전

체 사용자를 관광객과 거주자로 나누는 알고리즘에 대한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 지역의 데이터만을 

크롤링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서울 지역 이외의 궤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의 데이터를 크롤링한다면 사용자의 전 지구적인 움직임

을 파악하여 관광객과 거주자의 분류의 정확도를 더욱 높

일 수 있다. 두 번째로, 플리커 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다양

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크롤링하여 데이터

셋을 보충한다면 관광객의 관광 활동에 대한 더욱 심층적

이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註

1) 김나연, 2019, “플리커(Flickr) 데이터를 확용한 서

울 방문 관광객의 관광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 지오태깅(Geo-tagging)된 데이터란 데이터가 생

성된 장소의 위·경도와 같은 2차원의 공간 데이터

와 날짜, 시간과 같은 시간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를 의미한다.

3) 파싱(Parshing)은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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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흔히 웹 사이

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크롤링 과정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파싱하여 수집할 수 있다.

4) RoA(Region of Attraction): 어트랙션은 방문객을 

이끄는 매력을 가진 장소나 물건이라는 의미로 사

용되는데, 관광분야에서 RoA는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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