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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Big Data Research Trends i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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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적 개념이다. 본 연구는 도시 분야에서 이루어진 

빅데이터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빅데이터 도시연구의 특성과 향후 연구의 전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빅데이터 도시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처음 게재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해당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성격과 특성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어떤 빅데이터 도시연구가 

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도시연구에 큰 영향을 준 연구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다음

으로, 연구들이 게재된 학술지들 간의 인용-피인용 관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빅데이터 도시

연구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논의해 보았다. 통계분석에는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함께 다차원척도

법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 빅데이터 도시연구는 중국과 미국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소셜미디어 자료를 대상으

로 교통과 도시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연구로 Shelton et al.(2015)와 Liu 

et al.(2015)의 연구 등이 있었으며, 학술지들은 방법론-콘텐츠와 지리학-도시학의 두 차원에서, 그리고 게재빈도

-인용빈도의 차원에서 각각 분류될 수 있었다. 빅데이터는 도시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나 지리학적 접근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어 : 도시 빅데이터, 국제학술지, 연구동향, 인용, 다차원척도법

Abstract : Big data, alo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key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ow urban big data research is characterized and to which direction it is 

heading based on the examination of big data research in the field of urban studies. For this purpose, 

articles from 2013, in which the first article of urban big data research appears i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to 2019 are first investigated in order to examin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se studies and to 

identify urban big data research with a stronger impact as well as studies with a significant influence on 

urban big data research. The study als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ation network of academic 

journals in which these studies are published and then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s of urban big data 

research.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multidimensional scaling as well as some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is u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urban big data research is most active among Chinese and 

American geographers with transportation and urban focuses using social media data. Shelton et 

al.(2015) and Liu et al.(2015) are identified among the most influential studies. Journals can be classified 

in terms of the dimensions of methodology (methodological-applied) and discipline (geography-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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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사람들

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요한 기술 분야들로 사물인터넷(IoT), 인

공지능(AI), 3D 프린팅 등과 함께 빅데이터가 핵심적인 위

상을 차지하고 있다(강대중 등, 2018). 인공지능이 이미 제

법 오래전부터 학술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던 반면에1) 

빅데이터는 비교적 최근 형성된 개념으로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새로운 기술로 무장된 측정 장비들과 측정된 정

보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전송장비들, 그리고 이들을 

정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의 서버 등을 통해 현재 다

양한 방면에서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빅데이터의 유용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는 도시이

다. Wirth (1938)의 지적처럼 도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성

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도시에 거주하

는 인구가 대규모이므로 이들이 행하는 활동들도 대규모

이고 그러한 활동이 공간상에 투영된 결과물 또한 대규모

적이다. 현대로 오면서 점점 더 커지는 모집단의 규모 때문

에 전수분석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비교적 적은 수의 표

본만을 이용하면서도 모집단의 성격을 잘 분석해 내기 위

한 추론통계학이 발전하게 되었으나 그 결과는 어디까지

나 확률적인 추측이지 이를 실제의 모습이라고 단언할 수

는 없었다. 그에 비해 빅데이터는 도시의 모습을 있는 그대

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준

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개념

화되어 유행이 되어오는 학문적인 과정 속에서 도시 혹은 

도시 내의 현상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주요한 대

상이 되어왔다. 빅데이터 이용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분

석방법론의 측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하위분야로 자리

를 잡아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들 연구

들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 이를 바탕으로 앞으

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도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에 

대한 동향과 추이를 분석해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출

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연구들을 살

펴보고 그 연구동향에 있어서의 특성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Web of Science의 SSCI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제학술지를 대상으로 검색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연구들을 

분석하여 이들 연구들이 가지는 연구 성격적 특징들(분야, 

시기, 연구지역, 빅데이터 유형, 연구자 특성 등), 연구별 

영향력의 정도(인용횟수 등), 그리고 학술지 간 인용관계

의 특성(인용-피인용 네트워크상의 특성 등)을 밝혀 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장에서는 도시 연구에서 빅

데이터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들의 논의를 

정리하고, 3장에서 연구방법론에 대해 기술한 뒤 4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빅데이터 도시연구

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마지막 6장에서 결론과 연

구의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2. 빅데이터와 도시연구

1) 빅데이터의 성격과 이용추이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를 여러 가

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

인 부분이 현재성이다. 전통적 자료의 대표적 사례인 센서

스의 경우 일정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이

후에 데이터화되어 이용가능하게 되므로 시간적인 간극

studies), and also of the frequencies of publication-citation of urban big data research. Big data seem to 

open a new horizon to urban studies, but geographical approache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be 

important.

Key Words : urban big data,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research trends, citation, multidimensional 

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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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지식서비스와 같이 시공간적

으로 매우 유연한 경제활동 부문의 고용분포의 경우 현재

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Pajevic and Shearmur, 2017). 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여 빅데이터가 집계된다면 현재 시점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성과 함께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은 참여성이다. 

기존의 데이터들에서 도시민은 집계되는 데이터의 수동

적인 대상이었다면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보다 능동적으

로 데이터의 구축에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구자

용, 2016; 우현지·김영훈, 2017; 문성국 등, 2018). 여기에

는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신호나 교통카드의 단말기 태그 

등 소극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참여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능동적인 데이터의 구축이 가능한 배

경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휴대성과 뛰어난 

자료수집능력(이종원·오선민, 2016), 그리고 스마트폰

의 이용률과 이용시공간의 확장(이금숙·박소현, 2018)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의 이용은 크게 확산되어 왔으나 그 정의

에 대한 공감대는 적다(Graham and Shelton, 2013; O’Sullivan 

and Manson, 2015; Salmond et al., 2017). Pajevic and 

Shearmur (2017)는 정보와 수단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빅

데이터는 센서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얻어지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황변화에 대응하게 해 주는 데이터라고 정

의를 내린다. Salmond et al.(2017)는 보다 본질적인 세 가

지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정의한다. 첫째로, 데이터 자체의 

고유한 성질과 내재적 구조적 특성으로, 빅데이터는 크기, 

다양성, 속도 등에서 일반 데이터와 다를 뿐만 아니라

(Miller and Goodchild, 2015) 일반 통계자료처럼 가공처리

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집단 그 자체이다. 둘째로, 숫자를 

정보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과정과 기법 측면으로, 빅데

이터는 대규모성 그리고 자기선택적 편향2) 등의 문제들로 

인해 이를 다루는데 있어 기존의 통계기법과는 다른 새로

운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셋째로, 세상에 대한 주장을 펼

치는 특정한 방법, 즉 과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이론에 의지하지 않은 채 데이터만으로 어떤 과학적 가설

도 검증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활발히 쓰이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를 통해 인기

도의 시간적 추이를 확인한 결과(Allam and Dhunny, 

2019)에 의하면, 빅데이터의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

작한 것은 2011년 후반 경부터로 채 10년이 안된 현상이며 

2014년 이후로 현재까지 최고 인기도 수준을 나타내는 

70~100 사이에서 지수값이 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2014~18년까지 연구논문 및 보고서 제목을 대상으로 텍스

트 마이닝한 결과(김홍광·안종욱, 2019)에 따르면 빅데

이터라는 용어의 이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동 

기간 동안 이 용어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보다도 더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보

면, 빅데이터와 함께 출현빈도가 높은 연관어는 해외의 경

우 분석, 연구, 클라우드, 챌린지, 학습, 건강, 관리, 스마트

시티, 마이닝, 소셜이었으며 국내의 경우는 분석, 이용, 연

구, 데이터, 개발, 소셜, 기술, 보안, 시스템, 서비스(이상 출

현빈도 순)로 해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응용이,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기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속성은 지리

학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리학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방대한 양의 공간정보를 다루기 위한 방법론적 고민

들을 해 왔기 때문이다(Goodchild, 2006). 그러한 점에서 

빅데이터가 지리학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혁명적이라기보

다는 점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Miller and Goodchild, 2015). 

이러한 이해 하에, Burns and Thatcher (2015)는 빅데이터

의 공간성이 자료생산의 상황적 요소이자 동시에 그 자체

로서 자료와 기술이 생산되는 재료이고 소재인 상황에서 

지리학이 자료의 운용과 목적에 대한 탐구에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 도시연구에서 빅데이터의 기여와 한계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관점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텍스트, 웹자료, 트윗, 센서자료, 오디오, 비디

오, 로그 파일, 금융거래 및 구입자료, 사회관계망 대화방, 

교통류 센서, 이동전화 GPS 추적, 스마트에너지계측기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 빅데이터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도

시는 거대한 자료공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Rabari and 

Storper, 2015). 이처럼 도시 공간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집

되는 빅데이터를 통해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미시적 수준

에서 매우 광범위한 범역에 걸쳐 도시 공간 분석이 가능해

지면서 우리가 알던 연구대상으로서 기존의 도시경관은 

자료경관(datascape) (Arribas-Bel, 2014)으로 새롭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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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고 있다. 도시의 새로운 자료경관이 보여주는 자료

는 기존의 자료가 제공되는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시간적 측

면에서 보다 빈번한 빈도로, 공간적 측면에서 보다 미세한 

공간단위의 수준에서 이용가능하며, 기존의 자료가 집계

되지 못하는 곳들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다. 도시라

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다학제성에 더

하여, 특정한 목적이나 맥락없이 수집 제공되는 빅데이터

는 다방면적인 분야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빅

데이터 도시연구는 학제적 연구에, 그리고 학제간 통합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예를 들

어, Arribas-Bel (2014) 참조).

빅데이터가 도시공간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

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회)과학적 접

근을 통한 도시연구에 있어 빅데이터가 가지는 한계점 또

한 분명하다.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빅데이터의 블랙박

스적인 성격이다(Pajevic and Shearmur, 2017). 빅데이터

는 도시현상에 대한 매우 자세한 시공간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미래예측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

에 대한 배경 혹은 상황적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는다. 도

시 공간 내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이동을 추적할 

수 있지만 왜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왜”, 그리고 “어떻

게”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패턴의 배

경과 맥락에 대한 교차적 참조 없이는 패턴에 대한 의미부

여는 추정과 상관관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지적되

고 있다(Salmond et al., 2017). 정보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평균적인 도시민의 정보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도시민 개

개인 간의 정보격차는 다양한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다. 

Mossberger et al.(2003)는 접근성 격차(정보통신기기의 

위치, 사용빈도 등), 기술 격차(기술적 능력, 기술문맹률 

등), 경제적 기회 격차(경제적 안전성, 온라인 경험의 유무 

등), 민주적 격차(인터넷을 통한 정치 활동 유무 등) 네 가

지 측면에서의 정보격차를 분류하고 있다(박수경, 2015). 

도시 빅데이터에 이와 같은 하나 혹은 여러 차원의 정보격

차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자료의 대표성에 문

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자료의 경우는 정보격

차를 포함하여 자료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완전성이라

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Shelton and Poorthuis 

(2019)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자료는 제한되고 비대표적인 

자기선택적 표본으로 연령에서 젊은 층이 그리고 지리적

으로 도시지역이 과다하게 대표되며, 사회경제적 지위나 

기술수준에서도 편향성이 높다. 아울러 이 자료는 공간적

인 측면에서 볼 때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자료나 심지어 전

통적인 통행일지 방식에 비해 개인의 이동(과 이동수단)을 

완전하게 기록하지 못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한

계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도

시 분석이 수행될 경우 다양한 개념적 및 통계적 문제에 노

출될 수 있다.

현재, 빅데이터와 관련된 도시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Pajevic and Shearmur, 2017). 한 

가지 흐름은 경험적 연구로 도시공간에서 실제 이용사례

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는 자료 주도적 연구들이며, 

다른 한 가지는 빅데이터의 성격과 한계, 잠재적 위험과 관

련된 주제들을 다루는 인식론적인 연구들(예를 들면, 

Kitchin (2013, 2014) 등 참조)이다. 국내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도시연구의 경우는 아직 연구의 저변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상태로 경험적 실증연구들이 축적되기 시

작하고 있으며 두 번째 흐름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연구들

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볼 

때,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지리학 분야 연구는 크게 세 가

지의 방향성을 보이는데, 하나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

는 현주인구를 활용한 분석들(예를 들어, 김감영·이건학

(2016), 이건학·김감영(2016), 이건학(2018) 등)이고, 다

른 하나는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흐름을 분석하는 연

구들(예를 들어, 이금숙 등(2014), 박종수·이금숙(2015, 

2018) 등),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퀘

어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위치정보(geotag)를 이용한 분

석들(예를 들어, 오충원(2013), 박재희·강영옥(2014), 구

자용(2015, 2016, 2017, 2018), 황태건 등(2016), 우현지·

김영훈(2017), 홍일영(2017), 문성국 등(2018) 등)이다,

이와 같이 도시 빅데이터 분야 국내 연구의 경험적 축적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가 보다 활발하고 다양하게 수

행되고 있는 국제학계의 연구동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국

내 학계에서 향후 연구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도시 같은 새로운 환경의 도시가 필요로 하는 지식

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성을 

잡는데 유용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다음 

장에서는 명시적으로 도시공간을 전제한 연구, 즉 하나 혹

은 여러 개의 도시들을 연구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삼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학술지의 경험연구들을 사례로 하

여 이들의 성격과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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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소개한다.

3. 도시 분야 빅데이터 연구동향의 

분석방법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는데 먼저 첫째

는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집계된 다양한 항목

들(연구분야, 게재 학술지, 학술지 분야, 발간연도, 연구의 

성격, 이용된 빅데이터 유형, 연구지역, 연구자 소속국가, 

연구자 전공분야)에 대해 빈도분석과 교차표 등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도시연구 분야가 주요 항목별로 어

떻게 활성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두 번째 분석은 먼저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들의 연

구별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용횟수를 기준

으로 순서화함으로써, 피인용도 측면에서 상위에 위치한 

영향력이 높은 연구들을 파악하고, 이들 연구들이 영향력

이 높은 이유나 배경 등에 대한 규명을 시도해 본다. 더 나

아가 이 분석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현재의 도시 빅데이

터 연구들에 영향을 준 연구들을 각 연구의 참고문헌목록

을 집계하여 빈도수에 따라 서열화함으로써, 가장 핵심적

인 역할을 한 연구들을 파악하고 그런 연구들의 성격을 탐

색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인용횟수는 구글학술 인용횟수

와 Web of Science 인용횟수 두 가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두 가지 인용횟수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975)가 있으나 동시에 차이도 존재하는데, 인용수의 집

계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Web of Science가 저

명학술지에 국한되어 좀 더 학술성의 측면이 강하다면 구

글학술의 경우에는 전문학술지 이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접속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출판물들에서의 인용들까

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좀 더 범용성 혹은 대중성이 잘 반

영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참고문헌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최다인용문헌은 각각 학술지 논문, 서적, 북

챕터로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두 가지 분석 모두 총 인용횟수와 연평균 

인용횟수(Wrigley and Matthews, 1986)를 같이 확인함으

로써 연구물의 발간 후 시간길이에 따른 영향력의 편향성

을 보정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분석은 빅데이터 도시연구를 다루는 학

술지들 간에 영향력을 교환하는 방식을 확인하고자 이들 

간의 인용-피인용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보통 대상간의 네

트워크 분석에는 사회연결망 분석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

으나 학술지의 인용-피인용과 같은 관계의 경우에는 근접

중심성이나 매개중심성 등 사회연결망 분석이 제공하는 

다양한 중심성 지표들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3) 이 

연구에서는 이 분석법 대신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이용하여 인용-피인용 네트워크가 나타

내는 학술지의 성격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다차원척도

법은 대상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예를 들면, 대상들 

간의 행렬값)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공간(보통 직관적인 이

해가 가능한 2차원 평면)에서 이들 대상들을 좌표화한 후, 

대상들 간의 유사성을 반영하는 위치의 근접성에 따라 대

상들을 직관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이 분석

법은 이미 지리학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 학술연구

의 메타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분석의 대상도 학

술지(Xhgnesse and Osgood, 1967; Eagly, 1975; Slater, 

1983; Gatrell and Smith, 1984), 개별 연구자(남영우·이인

용, 2002; Choi and Nam, 2012), 연구자집단(Goodchild 

and Janelle, 1988; Johnston, 1989)들 간의 상호관계 등 비

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이루어져 방법론으로서의 

적합성이 검증된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차원척도법의 

분석결과와 함께 부가적인 분석정보들(예를 들면, 최다인

용-최다게재 학술지, 영향력지수 등)이 같이 제공되면 학

술지의 인용-피인용 네트워크의 성격이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국제학술지에 출간된 빅데이터 도시

연구이다. 앞서 언급된 바대로, 보다 정확하게는 명시적으

로 도시공간을 전제한 연구, 즉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도시들

을 연구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삼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

제학술지의 경험연구들이 연구의 대상이다. 이를 위해 

Web of Science의 SSCI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제에 “big 

data”로 검색한 후 추가옵션/값에서 “geography” 또는 “urban 

studies”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추출하고 이들 논문들

을 검토해 보면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한 연구인지를 

판단하고 분류하였다. 대상논문은 2019년까지 게재가 이

루어진 논문들로 1차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추출된 

논문의 총 수는 603편이었으며, 이 중 콘텐츠 검토, 즉 해당

논문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도시들을 특정하여 연구대상

으로 삼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연구인지를 확인한 결

과 146편의 논문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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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분야 빅데이터 연구동향의 특성

1) 빅마켓: 누가/무엇이 두드러진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도시 분야 빅데이터 연구는 2013

년부터 확인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이보다 몇 

년 전부터 도시공간에의 빅데이터 적용에 대해서는 관심

이 있어왔지만 이들 초기의 연구들이 시간적 격차를 가지

고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수록되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였

다고 판단된다. 표 1은 연구의 연도별 주제 분야별 분포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5) 표에서 보면 2013년부터 2019

년에 이르기까지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논문

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빅데이터 도시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분야별로는 교

통지리학과 도시지리학 분야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다

음으로 GIS, 시간지리학, 정보통신지리학, 도시계획 분야

가 이들을 따르고 있다. 특히 분야별 논문의 편수가 가장 

많았던 교통 분야의 경우 최근 2년 사이의 증가세가 두드

러진다.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상의 현재성과 자

료의 방대함이 도시거주자들의 이동양상에 대한 보다 풍

성한 자료를 제공하고 여기서 추출된 정보가 자료의존성

이 높은 교통지리학 분야의 연구기회를 보다 확대시킨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논문들이 어떤 학술지에 게재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지들을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각 유형별로 논문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

지를 표 2에 정리하였다. 먼저, 학술지 분야별로는 도시학

표 1. 연도별 주제 분야별 빅데이터 도시 연구

연도

주제분야

교통 도시 GIS 시간
정보

통신

도시

계획
사회

관광

여가
주택 경제 인구 기타 계

2013 0 0 0 0 1 0 0 0 0 0 0 0 1

2014 0 2 0 1 0 0 0 0 0 0 0 1 4

2015 2 5 4 1 0 1 2 1 1 0 0 1 18

2016 3 0 2 3 2 1 0 0 1 0 0 0 12

2017 4 5 5 3 0 2 2 1 3 0 2 2 29

2018 8 3 2 2 5 2 3 4 1 0 1 2 33

2019 13 10 4 2 3 4 2 2 1 5 2 1 49

계 30 25 17 12 11 10 9 8 7 5 5 7 146

주: 각 연도별 최빈값 음영표시

표 2. 연도별 학술지 분야별 빅데이터 도시연구

연도
학술지 분야

인문지리학 도시학 GIS 공간분석방법론 지리학 일반 계

2013 0 0 1 0 0 1

2014 1 0 1 0 2 4

2015 3 5 2 1 7 18

2016 2 3 6 0 1 12

2017 6 9 6 4 4 29

2018 12 2 6 11 2 33

2019 12 17 9 8 3 49

계 36 36 31 24 19 146

주: 각 연도별 최빈값 음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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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문지리학, GIS가 논문의 게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분석의 대상이 도시연구로 

국한되다 보니 자연지리학을 포함하는 지리학 일반 학술

지에의 게재빈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추이를 보면 초기 도입기에 빅데이

터 도시연구는 지리학 일반 학술지를 통해 소개되다가 GIS 

학술지에서 새로운 기법과 연결되어 다루어진 후 자료와 

방법론의 응용단계로 가면서 도시학과 인문지리학 분야

의 학술지로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 학술지들에의 게재빈도를 살펴보면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이하 CEUS)가 24편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이를 이어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s (이하 IJGIS), Cities, 

Applied Geography (이하 AG),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이하 JTG)가 각각 18, 14, 10, 10편의 빈도를 보

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GIS 계열의 학술지들

(IJGIS, Transactions in GIS (이하 TGIS), Cartography and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이하 CGIS))가 보다 활발

하게 이용되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CEUS로 집중이 이루

어지고 있다. CEUS의 범역이 도시적 맥락에서 방법론적 

심화연구와 사례응용연구의 두 가지 트랙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 빅데이터 도시연구의 관점에서 적절한 투고

의 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성격을 방법론, 이슈, 응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연구가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어떤 도시현상을 분석하거나 주제를 다룬 응용연구

(90편)였으나 방법론 관련 연구(47편)도 적은 편은 아니었

다. 이들에 비해 도시공간에서의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슈

들을 도시에서의 실제 사례와 함께 다루는 연구(9편)는 희

소한 편이어서 개념적이고 비교적 추상적 수준에서 이루

어져 오던 빅데이터 이슈 논의들을 현실세계 도시생활 속

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연결고리에 해당

하는 연구들이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에 어떤 빅데이터가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대상 빅데이터의 유형을 그림 1에 정리하였다. 유형들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빅데이터는 소셜미디어 

자료(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였으며 뒤를 이어 교통자료

(교통카드 탑승정보, 택시경로기록 등), 정보통신자료(휴

대폰 및 와이파이 위치정보), 지도 및 GIS 자료(인터넷지

도, POI, 거리뷰 등)가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면서 빅데

이터 도시연구의 핵심자료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 유형

들에서 연구가 활발하다는 의미는 제공되는 자료와 개방

되는 정보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 자료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다른 자

료가 위치 등 공간정보만을 제공하는데 비해 위치정보가 

연결된 소셜미디어자료는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활동이나 

생각, 의견 등의 콘텐츠자료까지 함께 제공해 줄 수 있으므

로 사회과학적 도시연구에서의 활용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각 유형들은 연도별로는 특별한 추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지역으로는 중국의 도시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64편) 미국이 그 절반 정도의 사례로 이용되었고(36편) 이

그림 1. 대상 빅데이터별 빅데이터 도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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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한번 이상 연구가 수행된 도시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

의 도시였다. 한국의 경우 2편으로 아시아의 싱가포르(2

편)나 일본(1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논문저자의 소속

국가 분포양상은 연구지역 분포가 나타내는 양상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표 3). 저자의 소속국가로 볼 때 중국과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미중 공동연구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많은 편이었다. 그 밖에 서구와 

아시아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도시 사례들로 비교적 

알려진 도시들이 속한 국가들의 연구자들이 많은 편이었

으나 한국은 2편에 불과했다. 특히 중국저자들의 경우 미

국 이외에도 외국학자들과의 공동연구에 있어 국가다양

성(미국을 제외하고 11개국 저자들과 공동연구)이 매우 높

은 편이었다. 미국의 경우 역시 중국 다음으로 다양성이 높

아서 중국을 제외하고도 10개국 저자들과 공동연구가 이

루어졌다. 흥미로운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는 없지

만 이들 저자들의 이름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다수가 중

국출신 저자들로 현재 중국 이외 다른 여러 국가들의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조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빅데이터 도시연구에 있어서 국

제적 연구 공조의 활성화를 연구자 인적 측면에서의 국제

교류의 활성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연도별 추이

를 보면, 초기에는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서구국가들에서 

연구가 먼저 활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의 연구가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서구에서 아시아

로의 새로운 학문분야 확산의 전형적인 단계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저자 소속기관의 분포를 보면 학술지 게재 논문들이 학

술적 연구이다 보니 압도적으로 대학내 기관(학과(부) 및 

연구소)이 많았다(약 85%).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연구

자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연구의 학술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가 상당부분 학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연구를 실제 생활에 활용하거나 혹

은 정책 등에 반영하는 방식의 파급효과는 아직 충분치 않

다는 의미일수도 있다. 저자 소속 전공분야로는 지리학이 

가장 많았고(66) 도시학(26)과 건축학(26)이 그 뒤를 따르

고 있어 지리학이 도시 빅데이터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하고 있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볼 때 지리학의 경우 

중국, 미국, 중국-미국 공동연구의 비중이 15편, 14편, 16편

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건축학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각각 16편, 1편으로 압도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높아 중국 

내에서는 지리학과 함께 건축학 분야가 빅데이터 도시연

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대상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특징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지역, 저자 소속국가와 학술지와의 관계를 보

면 가장 많은 논문이 수록된 CEUS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연구지역으로 하는 연구들 중에서는 가장 게재가 많이 이

루어진 학술지였으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저변이 넓지 않

았다. 한편, 2위에 해당하는 IJGIS, 3위, 4위인 Cities, AG, 

JTG의 미국과 중국에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

외 국가들에서 저변은 더 넓었다. 빅데이터 도시연구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류라고 볼 때 주류연구들은 CEUS에, 지

리적으로 보다 넓은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표 3. 연도별 저자 소속국가별 빅데이터 도시연구

연도

저자 소속국가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싱가

포르
스페인

네덜

란드
기타 계

2013 0 0 1 0 0 0 0 0 0 0 1

2014 1 1 0 0 2 0 1 0 1 3 9

2015 1 5 3 4 1 1 0 1 0 4 20

2016 4 2 2 0 2 1 0 0 0 5 16

2017 9 7 6 0 0 2 1 1 1 7 34

2018 10 8 4 3 3 2 1 1 1 11 44

2019 17 7 12 1 1 1 3 2 2 19 65

계 42 30 28 8 9 7 6 5 5 49 189

주: 각 연도별 최빈값 음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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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의 연구들은 IJGIS, Cities, AG, JTG에 게재가 이

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지역, 저자 소속국가와 연구성격 간의 관계로 

볼 때, 중국의 연구는 응용분야 중심적인 성격이 강한데 비

해(연구지역 기준 44편, 저자 소속국가 기준 34편) 미국의 

경우는 응용 중심적이긴 하지만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제

법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연구지역 기준 16편, 저자 

소속국가 기준 13편). 이슈와 관련된 연구는 전반적으로 

적었으나 유럽 국가들에서의 연구가 비교적 두드러져(연

구지역 기준 영국 2편, 소속국가 기준 네덜란드 3편) 국가

별로 연구 성격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셋째, 연구지역과 대상 빅데이터 간 관계에서, 미·중 두 

국가를 비교해 볼 때, 미국은 공공기관자료 이용연구가 4

편, 사물인터넷 이용연구가 2편인데 비해 도시 빅데이터 

연구가 가장 활성화된 중국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연구가 

없었다. 이는 미국 공공기관의 도시정보와 자료 개방성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보다 많은 정보가 이용 가능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의미이다. 사물인터넷의 경우도 특정

국가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보안 등의 목적

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이 자료를 축적하고 있지만 이들 국

가들이 모두 이 정보를 연구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을 시

사하고 있다.

넷째, 저자 소속국가와 소속기관 간 관계에 있어, 중국내

에서는 대학 연구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연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은데 비해 미국-중국 공동연

구의 연구에는 여전히 대학 연구자가 가장 많긴 하지만 공

공기관(7편)과 민간기업(6편) 연구자도 어느 정도 활발하

게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참여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국 내 연구자들의 연구는 대학이라는 좀 더 폐쇄적인 네

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중국연구자들의 국제

적 공조연구의 경우는 학계 외부로의 확장성을 강화하면

서 좀 더 실용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연구가 강조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2) 빅네임: 누가/무엇이 영향력이 큰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들의 인용횟수(2020년 1월 29

일 기준)를 구글학술과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각각 총 인용횟수와 연평균 인용횟수를 집계한 

후 이들 네 항목에서 최상위 5위권에 포함되는 논문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먼저, 구글학술이 학술논문에서의 

인용만을 집계하는 Web of Science와는 달리 다양한 형식

의 연구물들에서의 인용까지 집계하기 때문에 Web of 

Science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이론상 

네 가지 항목 각 5순위씩을 더하면 21편(중복순위 포함)의 

논문이 집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모두 9편의 논문으로 항

목 간 목록에 있어서 중복성이 강했고, 따라서 어떤 논문이 

대중성, 범용성이 보다 강하고 어떤 논문이 학술성이 보다 

강한지를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9편 중 6편의 논문들이 대

상기간의 초기인 2013~15년 사이의 논문들이어서 출판이

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 인용의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 중 4편은 연평균 인용횟수

에서도 순위 안에 위치하여 단순히 시간적 효과라고 보기

표 4. 인용횟수 상위 5위권에 포함되는 빅데이터 도시연구 논문 목록

구글학술

(총 인용횟수)

Web of Science

(총 인용횟수)

구글학술

(연평균 인용횟수)

Web of Science

(연평균 인용횟수)

순위 논문 인용 논문 인용 논문 인용 논문 인용

1 Zhong et al.(2014) 230 Zhong et al.(2014) 114 Shelton et al.(2015) 40.4 Yao et al.(2017) 23.0

2 Shelton et al.(2015) 202 Shelton et al.(2015) 107 Zhong et al.(2014) 38.3 Shelton et al.(2015) 21.4

3
Garcia-Palomares 

et al.(2015)
188 Gao et al.(2013) 97

Garcia-Palomares 

et al.(2015)
37,6 Zhong et al.(2014) 19.0

4 Shelton et al.(2014) 167
Garcia-Palomares 

et al.(2015)
93 Yao et al.(2017) 31.7

Garcia-Palomares 

et al.(2015)
18.6

5 Arribas-Bel (2014) 144 Shelton et al.(2014) 77 Shelton et al.(2014) 27.8
Gong et al.(2016)

Xiao et al.(201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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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웠다.

표 4의 논문들 중 네 가지 항목 모두에 걸쳐 상위 5위권에 

포함되는 논문은 3편으로 이들은 다른 연구들에서 인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핵심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먼저, Zhong et al.(2014)는 GIS관련 분야의 방법론과 응

용연구 등을 아우르는 대표학술지인 IJGIS에 게재된 논문

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영국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결과물이다. 연구자 구성으로 볼 때 이 분야 저명학자인 

Michael Batty를 중심으로 한 학술네트워크로 추정되며 아

래의 최다인용서적에서 소개되는 Batty의 방법론 저서와 

내용적으로 밀접히 연결된다. 연구에서는 새로운 도시환

경에서는 흐름과 상호작용이 도시공간구조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므로 네트워크 관점을 통해 이를 담아낼 수 있

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하에 그래프이

론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분석을 제안하고 이를 싱가포르 

교통카드 이용 자료에 적용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논문의 

성격으로 볼 때 방법론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연구로 다른 

응용 연구들에 방법론적인 참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

은 논문이다.

Shelton et al.(2015)는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이하 LUP)에 게재된 논문이다. LUP는 (도시)경관과 그 변

화의 지속가능성을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학술지로 도시계획, 조경, 건축, 설계를 중심으로 최근

에는 본 연구에서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들과 방법론 

연구들에까지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들은 모두 

미국 대학 소속이며, 특히 Matthew Zook은 이미 20여 년 전

부터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지리학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잘 알려진 저명학자이다. 논문은 기존의 위치정

보를 가진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리학 연구들이 공간분석에

만 그치고 있음을 비판하며 빅데이터 연구에 사회공간론

(socio-spatial theory)과 비판(Critical) GIS를 결합한 새로

운 개념적 방법론적 틀을 제안하고 이를 미국 루이빌시의 

트위터 자료 분석에 적용한 연구이다. 분석기법이 이론과 

결합될 때 도시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됨을 시론적으로 보여준 연구로 이후 연구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Garcia-Palomares et al.(2015)는 AG에 게재되었는데, 

AG는 인문, 자연, 자연-사회, GIS등 지리학의 전 영역을 다

루는 학술지이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는 

차원에서 이름에 Appli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

자는 모두 스페인의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교(Univer-

sidad Complutense de Madrid) 인문지리학과 소속이며, 

연구에서는 관광객과 주민의 소셜미디어 활동의 공간적 

차이를 보기 위해 유럽의 8개 도시를 대상으로 구글이 2016

년까지 운영하던 위치기반 사진공유서비스 Panoramio의 

자료에 대해 공간통계기법 중 하나인 핫스팟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 연구가 비록 빅데이터 도시 연구에 공간통계를 

접목시키긴 했지만 위의 두 논문에 비하면 관점이나 연구 

틀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여를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보인

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인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빅데이터 도시연구가 도시 

공간 내 거주자의 생활, 활동과 관련된 연구인데 비해 이 연

구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연구 측면의 빅데이터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인 각 논문들의 참고문헌 목록을 정

리, 집계하여 어떤 연구들이 현재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활

발하게 인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학술지 논

논문
Liu et al. (2015)

북챕터

Gao and Liu (2014)

25(1) / 5.0(1) 3(1) / 0.4(4)

Elvidge et al. (2014)

서적

Mayer-Schonberger and Cukier(2013) 2(2) / 0.3(5)

10(1) / 1.4(1) Palczewska et al. (2014)

Batty(2013) 2(2) / 0.3(5)

7(3) / 1.0(2)

Rodrigue et al. (2009)

5(4) / 0.7(3)

그림 2. 빅데이터 도시연구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물

(주: 수치는 총 인용횟수(총 인용순위) / 연평균 인용횟수(연 평균 인용순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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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적, 북챕터의 세 가지 부문에서 각각 가장 인용이 많

이 이루어진 연구물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방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총 인용횟수와 연평균 인용횟수별

로 상위 5위까지의 목록을 만들어 이들 순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연구들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정리

하였다.

학술지 논문들 중 총인용과 연평균 인용횟수의 두 가지 

기준 모두에서 상위 5위내에 든 Liu et al.(2015)는 두 항목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이다. 이 논

문은 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고 저변이 넓은 대표학

술지 중 하나인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

phers (이하 AAAG)에 게재되었으며 미국-중국(UC 산타바

바라-북경대)간의 공동연구이자 중국출신 학자들의 공동

연구이기도 하다.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인간사회 

자료발굴과정에 대해 원격탐사로부터 파생된 용어인 사

회탐사(social sensing)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이들 자료

가 공간적 상호작용과 장소의 의미, 느낌에 대한 매우 풍부

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을 분석할 때 고려해

야 하는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 학술지의 특성과 

연구의 성격으로 볼 때 이 논문은 도시연구 빅데이터 분야 

실증분석연구의 착수단계에서 연구자가 읽어보게 될 만

한 보편성을 가진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서적의 경우에는 세 편이 요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먼저 

Mayer-Schonberger and Cukier (2013)의 경우는 두 가지 

순위에서 모두 1위에 오른 가장 영향력이 높은 서적이다. 

이 책의 출간 당시 Mayer-Schonberger는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Cukier는 이코노미스트 자료편집인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 책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

가 주관하는 올해의 비즈니스북 최종후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책이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이 책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빅데이터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장점과 환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 우려되는 부분 등 양쪽에 균형을 맞추어 논의를 진

행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Walker (2014)가 지적하듯이 이 

책은 새로운 기술의 혁명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혁명이 

우리의 삶, 일, 생각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학술전문서가 아닌 대

중서이긴 하지만 여타의 비즈니스 매뉴얼이나 MIT스타일

의 미래전망서와는 분명히 차별화된다. 그러한 점이 대중

서임에도 여러 학술논문들에서도 빅데이터 논의의 출발

점에서 이 책이 빈번하게 인용, 언급될 수 있도록 만든 배경

일 것이다.

영국 런던대학교(UCL) 교수인 Batty (2013)의 저서는 사

회물리학, 도시경제학, 교통이론, 지역학, 도시지리학, 시

스템계획접근, 복잡과학 등에 학문적 기반을 두고 도시 분

석 방법론을 다룬 학술서로 빅데이터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나 도시의 미래상을 구성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에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석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는 

현대도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과학의 바탕으로 네트워크

적 관점을 들면서,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이해하기 위

한 여러 가지 분석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도 언급하

고 있듯이 이 책은 미래전망서나 혹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 위한 제안서가 아니라 미래를 객관적으로 탐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과학을 위한 도구이자 관점을 제공하는 책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시환경에서 적용 가능

한 여러 가지 방법론적 무기들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도

시 분야 빅데이터 연구자들의 이 책에 대한 활용성이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Rodrigue et al.(2009)의 저서는 미국과 캐

나다의 대학에서 교통지리학을 담당한 3인이 공동으로 집

필한 학부 교통지리학을 위한 대학교재성격의 책이다. 이

전까지 여러 교통지리학의 교재들이 다소 방법론적 측면

을 강조하거나 수학적인 설명방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

성했던 것에 비해 이 책은 서술 중심으로 내용을 꾸려감으

로써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도 가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이 책은 현재 교통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통지

리학 개론서이므로 이 책에는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

본개념과 분석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빅데이터 도시 연구에서 교통이 가장 인기 있는 분

야임을 고려할 때 이 책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서적 중 하나

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한편, 북챕터의 경우는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물이 세 건

이었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 인용횟수가 매우 적은 편이어

서, 분석대상인 도시 분야 빅데이터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빅네트워크: 누가/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인용-피인용의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학술지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손정렬

- 172 -

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가장 많은 인용이 이루어지는, 즉 

빅데이터 도시연구에 가장 영향력이 큰 학술지들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였다. 표 5에는 인용횟수에서 상위 10대 학술지

를 앞선 절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이 가장 많이 게

재된 상위 10대 학술지와 함께 교차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차표가 제시하는 정보를 보면 인용횟수 10위권 학술

지의 과반수가 분석대상논문게재 수 10위권 학술지와 중

복되어 학술지들의 자기인용성이 강함을 유추할 수 있다. 

10개 학술지 중 학술지의 성격으로 볼 때 IJGIS, CEUS, JTG 

등은 상대적으로 방법론적 지식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LUP, AAAG, Environment 

and Planning B (이하 EPB), AG 등은 보다 일반적 혹은 (이

론과 방법론을 모두 아우르는) 범용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LoS one (이하 PO), Urban Studies 

(이하 US), Environment and Planning A (이하 EPA)는 빅

데이터 도시연구 논문의 게재빈도로 볼 때에는 상위권에 

없으나 인용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이 빅데이터 도시연구가 활발하게 게재되는 학술지들은 

아니나 그러한 연구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술

지들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PO는 다학제적 연구를 출판하

는 학술지로 과학 공학, 의학 및 이들과 관련되는 사회과학 

분야 등 200여개 전공분야 이상의 연구들을 게재하고 있으

며,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 맥락에서 정보통신

기술 등과도 관련되는 여러 연구들이 인용되어 빅데이터 

도시연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편, Cities, 

TGIS, CGIS, Habitat International (이하 HI) 등은 대상논문

게재 빈도수에 있어서는 10위권에 있으면서 인용횟수로

는 10위권 밖에 위치하여 위의 학술지들과 비교할 때 빅데

이터 도시연구에서는 각광을 받는 학술지들이나 그러한 

연구에의 학술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들 학술지의 영향력지수가 표에서의 학술지 분

류방식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지, 즉 영향력지수가 높은 학

술지가 빅데이터 도시연구 분야에서도 보다 활발하게 인

용이 이루어지는 학술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별 

영향력지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았다. 평균을 집단별로 

보면, 인용-게재 상위10위권(IJGIS 등)의 경우 3.51, 인용 

상위 10위권(PO 등)은 2.83, 게재 상위 10위권(Cities 등)은 

3.04로, 인용과 게재가 모두 활발한 학술지들의 영향력지

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아 영향력이 큰 학술지들의 경우 

빅데이터 도시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이들이 향후 이 분야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빅데이

터 도시연구 분야에서 인용 상위 10위권 학술지들의 영향

력지수(2.83)는 10위권 밖 학술지들의 평균값(3.04)보다

도 낮아서 학술지의 일반적인 영향력과 빅데이터 도시연

구 분야에서의 영향력 간에는 특별히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학술지 간의 인용관계 네트워크를 자료로 다차원척도법

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논문들이 실린 학술지들 간의 인용

패턴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분석

에는 총 35개의 분석대상 학술지가 전체 919개 학술지로부

터 인용이 이루어진 인용네트워크 자료가 행렬의 형태로 

입력되었으며 SPSS에서 ALSCAL 알고리듬이 이용되었고 

자료로부터 변수들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리행렬을 

값의 표준화변환 없이 카이제곱 측도를 이용하여 구축하

였으며,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한 척도화모형을 통해 추정

하고 이를 추상적인 2차원으로 압축한 상태에서 각 학술지

의 상대적인 위치가 추정되었다.6) 그래프 상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둘 사이에 유사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여기서는 학술지의 인용양상이 비슷한, 즉 성향이 비슷한 

학술지라는 의미이다.

그래프에서 보면 다수의 학술지가 중앙부에 거대한 클러

스터를 이루어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반면, 비교적 

표 5. 인용횟수와 분석대상논문게재 수 상위 10대 학술지의 교차표

분석대상논문게재 수 10위권

포함 미포함

인용횟수 

10위권

포함
IJGIS (3.55), CEUS (3.39), LUP (5.14), AAAG (3.04), EPB (2.83), 

JTG (3.56), AG (3.07) 
PO (2.78), US (3.27), EPA (2.46)

미포함 Cities(3.85), TGIS(2.19), CGIS(2.27), HI(3.85)

주: 괄호 안은 2018년 학술지 영향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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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하게 유사성을 보이는 몇 개의 집단이 구분가능하다. 

이들은 CEUS-IJGIS-TGIS, AG-JTG-Cities, AAAG-HI-EPB 등

으로 각각 방법론적 지향성이 강한 집단, 방법론적 지향성

도 있지만 첫 번째 집단에 비해서는 응용연구도 포함하는 

집단, 그리고 응용연구이거나 이슈 등 콘텐츠 지향 연구 중

심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CGIS는 방

법론적 지향성이 강한 학술지라는 점에서 그래프 상의 위

치는 이와 같은 분류방식과는 다른 예외적인 결과라고 판

단된다. LUP의 경우 주변에 위치한 다른 학술지와 특별한 

유사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위치상으로 볼 때 지리학 분

야의 여러 학술지들에 비해 위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

다. 이러한 집단구분과 중앙부 클러스터 내 학술지들의 좌

표정보를 바탕으로 두 축을 명명해 본다면, x축(차원1)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법론-콘텐츠(이슈, 응용 등) 스펙

트럼, y축(차원 2)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지리학-도시학 

스펙트럼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개별 학술지들

의 상대적 위치를 해석한다면 빅데이터 도시연구에서 이들

의 성격이 어디에 자리매김하는 학술지인지를 가늠해볼 수 

그림 3. 35개 분석대상 학술지의 다차원척도법 분석결과 산포도

(학술지:AAAG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AG (Applied Geography), ASAP (Applied Spatial Analysis and Policy), 

BG (Bulletin of Geography), Cartographica, CEUS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CG (Canadian Geographer), CGIS 

(Cartography and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Cities, EPA (Environment and Planning A), EPB (Environment and Planning B), EPD 

(Environment and Planning D), EPS (European Planning Studies), GA (Geographical Analysis), Geoforum, GeoJournal, HI (Habitat 

International), HS (Housing Studies), IJGI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IJUR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JM (Journal of Maps), JPER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JTG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JUPD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JUT (Journal of Urban Technology), LUP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PG 

(Professional Geographer), RSRS (Regional Studies, Regional Science), RSU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TGIS (Transactions 

in GIS), UD I(Urban Design International), UFUG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UG (Urban Geography), UP (Urban Planning), US 

(Urb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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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므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관련 연구를 투고하고

자 할 때 연구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보다 적합한 학술

지를 선정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5. 빅데이터 도시연구의 향후 전망

2010년대에 들어서야 빅데이터 도시 분야 연구들이 국

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

면 빅데이터가 도시 공간 연구에 학술적으로 활용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다. 빅

데이터에 대한 인식론적인 논의들과 본 논문의 분석대상

이었던 경험연구들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빅데이

터 도시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몇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는 도시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Behnisch et al.(2019)가 언급한 도시 형

태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전면적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된

다. 빅데이터가 가능케 해 주는 자료의 시공간 차원에서의 

세분화는 다양한 시간적 스케일, 그리고 다양한 공간적 스

케일에서의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적용을 매우 유연하게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량의 시계열자료를 바탕

으로 한 종단분석과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의 다중스

케일적 접근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한 자료 환경 

속에서 도시연구는 한편으로 빅데이터의 이용을 위해 필

요한 새로운 분석방법론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다른 한편

으로 경험적인 개연성은 알려져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

의 부재로 인해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

론과 이론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빅데이터 도시연

구는 도시공간연구에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시간지리

학의 활성화를 훨씬 뛰어넘는, 스마트시티 시대의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연구는 빅데이터와 스몰데이터, 즉 기존의 전

통적 방식의 데이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빅

데이터가 도시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자료임에

는 틀림없지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로 인

해 이 자료는 도시 내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배경

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빅데이터의 이

러한 부족한 부분이 특정한 목적, 즉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수집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 빅데이터의 이용에 대해 인식론적인 

접근으로 연구를 수행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공통적으

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을 정리하면, 

어떤 분석의 접근에 있어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와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가장 값어치가 있다(Salmond et al., 

2017)는 점에서, 빅데이터는 스몰데이터를 완전히 대체하

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스몰데이터와 공존(Burns and 

Thatcher, 2015)해 나가게 된다. 특히 전통적 데이터 중에

서도 고도로 표준화되고 목적 혹은 배경과 맥락의 측면에

서 상세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집계하는 센서스자료는 빅

데이터 시대에도 고유성을 이어나갈 것(Shearmur, 2015)

으로 예상된다.

셋째, 빅데이터 시대의 도시연구에서 지리학적 이론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연구의 진행과정에 있

어 빅데이터 시대가 이전과 다른 부분은 연구 질문을 만들

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중

심으로 그 속에서 어떤 패턴이나 일반성을 찾아나가는 우

선순위의 변화이다. 이런 순서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

도 도시연구 전문가적인 직관이나 판단보다는 일련의 연

산과정과 그 결과로 치환될 수 있고 그 속에서 도시연구 전

문가대신 데이터과학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Salmond et al., 2017). 그렇게 된다면 지역성이나 장소성

과 같은 특정한 도시적 맥락이 없어진 일반화, 보편화된 방

식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면서 지리학적 전문지식이 설 자

리를 잃게 되고, 빅데이터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가

설도 입증할 수 있게 되면서(Salmond et al., 2017), 궁극적

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지리학의 이론체계는 종말을 맞이

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현상에 대한 사회과학

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던지는 “왜‘라는 질문은 빅데

이터가 제시해 주는 패턴이나 일반성만으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패턴간의 상관관계는 이론

적 지지기반을 가진 인과관계와는 엄연히 다르며 그런 점

에서 빅데이터는 어떤 이론을 지지하거나 확인할 수는 있

어도 이를 귀납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Pajevic and Shear-

mur, 2017). 아울러 지리학적 사고에서는 일반성, 보편성

의 측면과 함께 특정장소에 고유한 장소성, 지역성 등 지리

학적 맥락(Miller and Goodchild, 2015) 또한 도시의 본질

을 규명하는 중요한 기제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배경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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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대한 고려 없이 빅데이터만을 이용한 분석으로는 추

상적이고 일반화된 공간(space)을 그려낼 수는 있어도 구

체화되고 각자의 개성을 가진 장소(place)를 담아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이 지리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한 도시공간을 설명하는 지리학 이론은 계속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과 함께 핵심어

로 자리 잡고 있는 빅데이터가 도시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도

시학과 지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기존의 연구문

헌들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도시연구는 주제에서는 교통

과 도시, 학술지에서는 CEUS, 자료에서는 소셜미디어 자

료, 저자 소속국가로는 중국, 미국, 중국-미국, 연구자 분야

에서는 지리학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했다. 둘째, 인용빈도

로 볼 때 다른 연구들에 큰 영향을 미친 분석대상 연구로 

Shelton et al.(2015) 등의 연구가, 그리고 분석대상 연구들

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로 Liu et al.(2015) 등의 연구가 있었

다. 셋째, 인용관계의 네트워크상에서 학술지들은 방법론-

콘텐츠, 지리학-도시학 차원의 스펙트럼 상에서 분류될 수 

있었으며, 다른 차원에서는 빅데이터 도시연구의 게재가 

빈번한 학술지(Cities 등), 그러한 연구에 인용이 활발히 이

루어지는 학술지(PO 등),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학

술지(IJGIS 등) 등이 확인되었다. 넷째, 연구자들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빅데이터는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나 지리학

적 이론은 여전히 중요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앞서 2장의 내용 중 한국 지리학계에서 빅데이터 도시연

구 동향을 다루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축적

되면서 저변이 서서히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제학술지에서의 연구 활동으로 

보면 한국의 국제학술연구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상

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국가 

측면이나 연구 대상지역의 측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46편의 논문 중 불과 3편의 

논문만이 한국과 연결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편(Park and 

Kim, 2019)은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국가와 연구 대상

지역 모두 한국이었고, 또 한 편(Kim, 2018)은 연구지역 만

이, 그리고 다른 한 편(Hong and Jung, 2017)은 기관의 소

속국가만이 한국이었다. 스마트시티 등 미래기술 분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선진적인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기

술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데 비해 그러

한 기술의 진보를 사회공간적인 관점에서 담아내는 노력

들은 비교적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빅데이터 도시

연구 분야의 국제학술지활동 미흡도 어쩌면 그러한 연장

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점점 빠르게 진화해 가는 기

술수준에 맞추어, 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적절히 해석하고 의미부여를 해

주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사회와 공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제학계와의 학술적 

및 인적 연계를 강화해가는 차원에서 이 연구 분야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의 전개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먼저 빅데이터 도시연구

동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현

재까지 수행된 빅데이터 도시연구들을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지가 이 연구의 지향점이다 보니 연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을 두루 연구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

고 그 과정에서 연구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빅데이터 도시

연구에 대한 동향연구에 있어 하나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동향을 규명하고 체계화하는 작업

이 요청된다.

또한,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

석을 수행함으로써, 단행본이나 연구보고서, 학술대회논

문집 등 그 밖의 저작물을 포함하지 않아 보다 다양한 방식

으로 전개될 수 있는 빅데이터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연구

는 보다 포괄적인 유형의 연구물들을 아우름과 동시에,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다른 주요어들에 대한 도시연구 분

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다 종

합적인 연구전망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는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필요한 지리학적 연

구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연구의 미래상을 제시해주는 데

에 기여할 수 있다.



손정렬

- 176 -

주

1) 인공지능에 대한 지리학 분야에서의 관심은 이미 1980년대

부터 있어 왔다. 1980년대 중반 Professional Geographer

에 인공지능을 다루는 논문들(예를 들면, Nystuen (1984), 

Smith (1984), Couclelis (1986), Estes et al.(1986) 등 참

조)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사회에서의 관심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1968년에 제작된 영화 “2001 스

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우주선의 인공지능 할(HAL9000)

을 자기보호의식을 형성하면서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대상

으로 그리는 것을 볼 때 적어도 1960년대부터는 인공지능

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스마트폰 위치정

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당사안과 관련된 전체집단을 잘 대표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콘텐츠분석을 통한 결과가 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인구집단의 생각까지도 잘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적 문제제기이다.

3) 근접중심성의 의미를 생각해볼 때 한 학술지가 인용-피인

용 관계상에서 다른 학술지와 몇 단계에 의해서 연결되는

지, 그리고 매개중심성의 의미로 볼 때 어떤 학술지가 한 

학술지로부터 다른 학술지로 인용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

느 정도 매개의 역할을 하는지 등의 질문들에는 의미부여

가 어렵다.

4) 빅데이터를 검색어로 논문을 검색할 경우 본문을 포함하여 

논문 어디에서도 이 용어를 쓰지 않았다면 그 논문은 검색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최근에 들어 매

우 인기 있는 주요어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들

도 최대한 연구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한 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때문에 누락되는 

연구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용어가 부상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성격상 빅데이터에 가까운 자료

들, 예를 들면 초창기 교통카드 자료나 부동산거래 전수조

사 자료 혹은 도시 전체 지목자료 등을 분석한 연구 등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

을 보다 엄밀하게 한정한다면 연구자가 명시적으로 빅데이

터의 개념 안에서 혹은 암묵적으로 빅데이터 개념과 연결 

지어 수행한 연구를 담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주제 분야 판단은 논문의 제목과 연구목적을 기준으로 판단

하되 그것만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본문의 내용을 참

고하였다. 드물지만, 만약 논문이 두 가지 이상의 주제 분

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혹은 중요한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SNS 맛집 등장빈

도와 부동산 가격 연계 연구라면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부

동산 가격 연계 연구를 기준으로 분류를 수행하였다.

6) 분석결과의 오차도를 보여주는 스트레스 값은 0.30555로 

0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결과의 유의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

면 충분히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 분석의 목적이 유형 

집단의 엄정한 구분보다는 다른 학술지들과 명확히 구분되

는 특징적인 유형의 학술지들을 확인하고 대략적으로 어떻

게 집단이 구분될 수 있는지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논의하

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스트레스 값을 낮추기 위해 차원의 

수를 늘릴 경우 차원 및 학술지들의 좌표값에 대한 직관적

인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점의 이유로 여기서는 2차원 평면

상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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