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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서울시와 지방 광역도시의 대표 트위터들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시민들의 질의와 , 

시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트위터를 통한 정보서비스에 대해 평가하였다 주 연구방법은 내용분석· . 

을 사용하였으며 개 도시의 트위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에 게재되었던 석 달 동안의 (content analysis) , 6 ( , , , , , )

트윗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트위터상의 정보게재에 대한 빈도수 분석에서 가장 많은 트윗을 게재한 도시는 . 

부산시였으며 서울시는 링크를 활용한 트윗글 게재 수가 가장 높았다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 URL . 

내용분석 결과 가장 많이 제공되었던 정보는 시민의 생활 편의에 관련된 정보였으며 링크를 제공하는 트윗글 , URL

또한 생활정보 공모 서비스 안내 순이었다 시민들의 질의를 분석하였을 때 시민들은 생활정보와 교통에 관련된 , , . ,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였다 끝으로 트위터를 통한 더 나은 공공 정보서비스를 위해 몇 가지의 의미있는 제안을 하였다. . 

키워드 정보서비스 공공정보 트위터 내용분석 정보제공: , ,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ents of twitters serviced by metropolitans and citizens’ questions to 

propose improvements. Using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corded and analyzed 

all the tweets of six metropolitans (Seoul, Busan, Daegu, Incheon, Daejeon, Gwangju) for three months. 

As the results, the frequency analysis of tweets revealed that Busan posted more tweets than other cities, 

and Seoul posted the highest number of tweet using URL link.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ly provided information from tweeters was about convenience of citizens living. Tweets 

using URL link were focused on information about citizen living, prize contest, and service announcement. 

Citizens had a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their life and traffic. For public information service using tweeter 

in the future, this study provided several important suggestions.

Keywords: Information service, Public information, Tweeter, Content analysis, Provid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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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최근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공공정보 제공의 장으로 트위터를 앞 다투어 운영

하고 있는 추세다 공공정보의 의미는 법률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 ·

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며 공공정보 서비스란 공공부문의 생산된 정보를 가공 전달하여 · , ·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된다 또한 공공정보의 의미를 정보의 소유. , 

주체인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라고 제한하는 경우와 국민들

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공익정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재진 외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의 조작적 정의를 연구목적에 맞게 좀 더 광의의 ( 1999). 

의미인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공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의 잠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위터는 시공간. , 

의 한계를 넘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비해 보다 정보가 빨리 확산

된다 신호경 외 시민들에게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 중에 자신과 ( 2011). 

관계가 있고 듣고 싶은 내용만을 걸러서 소통할 수 있는 수용자의 선택이 강화된 미디어인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조창환 외 ( 2011). 

그러므로 공공기관들은 다수의 트위터 팔로워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공공 정보서비스를 위해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가 시민들에게 실제로 제공되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 제공, 

되는 정보가 시민들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선. 

행연구들은 공공기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기술적으로만 분석함

으로써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국내외 연구는 트위터의 . 

영향력을 의제설정 효과에 맞추어 정치학 분야와 신문방송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보제공과 이용이라는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 

공공정보 서비스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 

이 연구는 서울시와 지방 광역도시의 대표 트위터들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의 내용을 심층 분

석 평가하고 시민들의 질의를 통한 정보요구와 시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비교 분석하· , ·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트위터를 이용한 공공 정보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트위터. Ⅱ



트위터를 활용한 공공 정보서비스 연구  3

- 117 -

트위터는 이용자들이 자 이내의 간단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140

이다 트위터는 년 에 의해 시작. 2006 Jack Dorsey, Evan Williams, Biz Stone, Noah Glass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기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트위터의 어원은 사용자들이 짧은 단문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동이 새들이 재잘거리는 소리

과 유사하다고 해서 트위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김유정 조수선 트위터의 (tweet) ( , 2012). 

장점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지역적인 제한이 없이 전 세계 이용자와 짧은 글을 통해 대

화를 주고받거나 친구가 될 수 있고 팔로우 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근래 , ' (follow)'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페이스북 등의 블로그와는 달리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일방적으로 , 

팔로어 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표 은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본 ' (follower)' . < 1>

연구의 방향에 맞게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용어 정의

트윗(Tweet) 시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쓴 글

팔로워(Follower) 시 트위터을 받아보는 시민들

팔로잉(Following) 시 트위터에서 팔로우 하는 시민계정

리플라이(Reply) 시 트윗글에 대답을 한 글 일반 웹상에서의 리플의 개념( )

리트윗(Retweet) 팔로워의 공유하고 싶은 글을 시 트위터의 팔로워에게 같은 글로 다시 트윗하는 것

표 트위터의 주요 용어와 개념 정의< 1> 

트위터상의 정보는 팔로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리트윗을 통해 다른 사

람들에게 다시 전파되어 가는 위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트위터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팔로워. 

의 규모뿐 아니라 리트윗이나 업데이트 빈도와 같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비중을 두어

야 한다 조태종 외 특히 리트윗은 최근 정보 확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목( 2012). 

받고 있다 리트윗은 한 사용자가 작성한 트윗을 그것을 읽은 팔로워가 다시 자신의 팔로워에. 

게 재전송하여 팔로워에게서 다른 팔로워들로 입소문이 퍼지듯이 퍼지는 장점이 있다 리트. 

윗은 클릭 한 번으로 무한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으로 빠른 정보 전파를 가능하

게 하여 교통상황이나 긴급재난 시에 트위터 내에서 빠르고 넓게 전달될 수 있다 김(twitter) (

형아 외 리트윗에 대한 연구들로는 은 트위터 팔로워의 수는 트위2011). Cha et al.(2010)

터 영향력을 특정하는데 부족하다는 검증을 통해 리트윗과 리플라이를 통한 영향력을 강조하

였다 이원태 외 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팔로워 수보다는 리트윗의 영향력이 트. (2010)

위터 공간에서 유력자들에게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트위터는 정부운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미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운영하는 , Myidea4ca

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트위터로 매우 유명하다 김형아 외 트위터를 이용한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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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서비스는 효율적인 정보의 수집 저장 가공 관리 전달 판매 등을 위한 정보기술의 , , , , , 

활용을 중시하는 공공기관들의 경향과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빠른 전파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천대윤 김유정 조수선 기업에서도 트위터를 홍보 마케팅용이나 고객 관( 1984; , 2012). 

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팔로워의 수를 늘리거나 콘텐츠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

태종 외 도서관도 사회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의 활2012). 

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도서관들은 트위터에 도서관의 새로운 소식 프로그램 안. , 

내 정보 관련 중요한 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의 적극 활용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 . 

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아보지 않아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과 이용자 모

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의경( , 2012).

선행연구. Ⅲ

국내외 트위터 이용한 공공정보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예린과 정영미 는 국내외 공공도. (2010)

서관의 트위터 사용현황과 목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에서 해외 공공도서관들은 트위터들은 , 

정보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내 공공도서관들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오의경 는 국외 공공도서관 트위터 활용사례 조사 분석에서 미국 개 . (2012) 5

공공도서관 트위터를 수집 분석하여 트위터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

의 자동 반복 트윗 소셜미디어와의 공동 운영 트윗복과 같은 프로그램 활용을 제안하였다 김/ , , . 

지은과 노영희 는 트위터와 블로그를 포함한 마케팅의 도서관 서비스 적용에 대한 (2013) SNS 

사서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서들은 도서관 마케팅의 적용에는 긍정적인 반응SNS 

을 보였지만 도서관 의 주당 평균 게시물 업로드와 도서관 팔로워의 수가 적어 활성SNS SNS 

화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변회균과 조현양 은 국내 도서관에서 소셜네트워크. (2013)

서비스 적용 사례조사와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트위터를 이용하는 국내 대학도서관은 총 개14 , 

공공도서관은 총 개로 도서관 홍보와 의사소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13 . 

공공부문에서의 트위터 활용에 대한 연구로 한국정책연구에서 발표한 서울시의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서울시가 미디어센터를 통해 운영 중인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행정관리

를 제안하였다 김형아 외 국외에서는 과 는 미국 주요 개 도( 2011). Heverin Zach(2010) 30

시 경찰청의 트위터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트위터의 주요 사용 목적은 범죄 관련 정보 공유, 

교통안내 행사안내 안전교육 범죄예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고하였다, , , . Gol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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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의원들의 트위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 트윗 의 절Grimes, Rogers(2010) (Tweet)

반 이상이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트윗의 가 을 포함하고 있었75% URL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행사 등 정보제공에 관련된 트윗 이 직접적인 주민과. , (Tweet) 27%, 

의 소통을 위한 트윗은 로 밝혔다7.4% .

이외에도 최영균 은 트위터를 통해 기업과 제품에 관련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쉽(2010)

게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의 상호 작용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캠페인

이 가능하므로 기업의 홍보 마케팅수단으로 트위터가 주목받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유사한 . 

연구로 은 트위터는 고객 스스로가 정보를 수용하고 리트윗을 통해 다Jansen et al.(2009)

른 고객에게 전파 시킬 수 있으므로 입 소문 효과 를 통해서 마케팅과 홍(Word-of-Mouth)

보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강호 는 기업의 트위터 유형을 고객 . (2010)

관계관리 조사 및 마케팅 브랜딩 판매 협업으로 분류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과 , , , , . 2008

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트위터 활용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알려지며 2012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대한 트위터의 영향력에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장우영과 . 

류석진 은 대 총선에서의 트위터 영향력에 대한 조사에서 후보의 팔로우수와 리트(2013) 19

윗활동 트위터 활동기간이 득표율의 결정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 Tumasjan et al.(2010)

은 정치적 트윗의 내용분석을 통해 트위터 상에서 이용자들은 활발한 상호토론과 정치적 의

견의 개진을 통해 공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 . Diakopoulos Shamma(2010)

은 년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회의 트윗 내용분석을 통해 트위터상의 토론이 대중들의 2008

정서적 반응과 정치적 효능감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방법. Ⅳ

조사 대상 도시 선정은 전국에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 시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균형 분배를 원칙으로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서울 경기. , , 

충청 호남, 그리고 영남에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그리고 부산시로 , , , , , , 

선정하였으며 울산시는 광역도시이지만 영남지역에 이미 대구와 부산을 조사 대상 도시로 선, 

정하여 부득이하게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될 서울시와 지방 광역도시 트위터는 . 

서울마니아 트윗 팔로워 팔로잉 인천광역시청 트윗 팔로( :20,732, :51,714, :52,680), ( :8,891, 

워 팔로잉 드림대전 트윗 팔로워 팔로잉 광주광:28,479, :30,325), ( :3,928, :16,730, :17,159), 

역시 트윗 팔로워 팔로잉 대구다채움 트윗 팔로워 팔( :4,882, :8,974, :9,285) ( :6,580, :27,578, 

로잉 그리고 톡톡부산 트윗 팔로워:26,163), ( :35,131, : 18,514, 팔로잉 으로 정하였: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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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도시 트위터의 트윗 팔로워 팔로잉의 수치들은 내용분석을 완료한 년 월에 . , , 2014 10

조사한 수치이다.

주 연구방법은 내용분석 을 사용하였으며 년 월 일부터 월 (content analysis) , 2014 4 1 6

일까지 석 달 동안의 개 트위터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트위터 30 6 . 

내용 기록 기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은 세월호 침몰 월 일 제 회 지방선거 월 일(4 16 ), 6 (6 4 ). 

월드컵 한국경기 월 일 일 일 등이 있었으며 각 도시마다 서울 지하철사고와 같(6 18 , 23 , 27 ) 

은 사건이 각각 발생하기도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트윗글의 내용분석을 위해 세 가지 항. 

목 각 도시별 트위터의 트윗글 이 첨부된 트윗글 리트윗글 에 대한 게재 빈도와 내용분( , URL , )

석을 실시하였고 시민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트, . 

윗글에 대한 분석결과와 시민 질의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코드북 제작을 위해 본 연구는 에 의해 사용된 방법Dickey et al.(2007)

을 응용하였다 은 고객과 서비스센터간의 채팅서비스를 통한 정보교환. Dickey et al.(2007)

을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와 동료들은 코드북 제작을 위해 미리 결정된 코드들 . Dickey

없이 무작위로 선별된 소수의 데이터에서 협의에 의해 일차 코드북을 만들고 여러 차례의 ,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코드북을 최종 연구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먼저 각 트위터. 

의 트윗 중 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Tweet) 30

일차 코드북을 작성하였다 코더들은 다른 개의 트윗을 추출하여 다시 내용분석을 실시하. 30

였다 코더들은 내용분석 과정에서 코드북이 명확하고 충분히 내용을 잘 분석할 수 있는지 . 

논의한 후 코더북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코더들 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 

때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위의 수정과정을 차례 걸친 후에 최종 코드북이 완성되. 5

었으며 내용분석을 위한 완성된 코드는 표 같다 내용분석은 연구자를 포함한 두 명의 < 2> . 

코더가 수행하였으며 코더가 불일치한 결과를 보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는 를 보여 연구결과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Intercoder reliability 93% . 

연구결과. Ⅴ

운영현황 분석1. 

가 전체 게재 빈도 분석. 

서울시와 지방 광역도시들에서 운영하는 대표 트위터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자주 제공하

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트윗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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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트위터의 트윗에 게재된 글은 총 개였으며 부산 개 이 가장 많은 글을 게재하여 1,066 (505 )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고 다음은 서울 개 대구 개 인천 개 대전 개 광주, (231 ), (134 ), (97 ), (71 ), 

개 순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림 과 같다(28 ) . < 1> .

그림 도시별 트윗글 게재 빈도< 1> 

코드 설명 예시

시 행사 안내 시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들 안내 장애인 취업박람회개최 장소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 )

서비스 안내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민원관련,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서울이야기’에 참여하세요

문화 체육행사· 문화 체육관련 행사 안내· 청계천 수상패션쇼 전자현악공연 개최, 

미디어 홍보 미디어를 통한 시 활동 홍보 내용 전달
부산시가 ‘수년 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위로  2

선정되었다는 보도입니다.

복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안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하는 햇살둥지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보상 지급하는 시 활동 관련 공모 아이디어 , 

공모전등
제 회 부산 모바일 앱 공모전에 도전하세요5

생활정보 생활 편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올봄에 어떤 컬러 아이템이 좋을까요 부산의 패션인을 , . 

만나보았습니다.

관광 음식· 관광정보 맛집 음식조리에 관련된 정보, , 확고한 철학이 있는 장인의 빵집 해운대 르느와. *

인사 유머· 단순 안부를 전하거나 조크나 농담의 내용, 봄을 만끽하는 하루로 오늘도 화이팅

애도 큰 사건에 대한 슬픔의 표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유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교통 교통속보 교통상황에 대한 안내, 
지하철 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접촉사고 발생 현재 2 , 

운행중단중입니다

치안 안보 공사· ·
범죄 사실 안내 예방 민방위 훈련정보, , , 

공사 정보
서울역 굴착공사와 관련된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시민의견수렴 보상지급이 없는 시 활동제안 요청
시민의견수렴 온라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참여 . 

하세요

표 분석 코드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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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별 게재 빈도 분석. 

전체 트윗글 게재 수를 주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월드컵 월 주 이 있던 주간에 모든 (6 3, 4 )

조사 대상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의 트윗 게재 글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 , , , , , )

수 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에서 월드컵 응원에 관한 트윗글이 많이 게재되었다 월에는 . , , . 5

부산 대구 대전 트위터의 트윗글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월에 열린 부산 대구 대전의 시행, , 5 , , 

사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인천시와 광주시는 세월호 침몰 주간 월 주. (4 3 ,4

주 에 트윗글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개 조사 대상 도시에서 모두 ) . 6

애도의 트윗글을 여러 번 게재하였다.

월 첫 주에 있었던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트윗글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사 6 , 

대상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모두 지방선거와 관련한 트윗글은 모두 선거참( , , , , , ) 

여에 관한 독려의 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운영은 철저히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 

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각 도시별로 시 행사나 중요 사건이 있을 때 각각 다른 트윗글 게재의 빈도를 보

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역 사고 월 주 가 있던 주간에 트윗글이 큰 증가세. (5 1 )

를 보였다 부산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월 주에 시 트윗글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 4 2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때 집중되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 

정리해 보면 그림 과 같다< 2> .

그림 주별 트윗글 게재 빈도조사< 2> 

다 링크 빈도 분석. URL

트위터를 통한 정보제공에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URL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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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까지의 짧은 트윗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담은 웹 문서나 동

영상 등을 트윗글에 링크를 걸어 두어두는 것은 효율적인 트위터 운영의 한 방법이다 김URL (

형아 외 시민들은 간결한 문장을 통해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에 링크를 따라 이, 2011). 

동하면 완성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관찰 기간 동안 서울시는 전체 개의 트윗글 중에 개의 트윗글에서 을 활용했으231 147 URL

며 이는 전체의 비중을 차지한다 부산시는 전체 개의 트윗글 중에 개의 트윗글에64% . 505 115

서 을 활용하여 활용도를 보였다 이는 서울시의 활용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URL 23% . URL 

수치이지만 한국 평균이 장덕진 김기훈 이라는 연구결과를 본다면 부산시 또한 13.7%( , 2011)

링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URL

다 대전시는 라는 높은 링크 활용도를 보였고 다른 도시의 링크 활용도는 인천. 92% URL , URL

광주 대구 순 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림 과 같다(64%), (46%), (34%) . < 3> .

그림 트윗글과 링크 빈도조사< 3> URL

라 리트윗 빈도 분석. 

트위터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중 주목할 부분은 리트윗에 관한 부분이다 리트윗은 중요하. 

다고 판단되는 트윗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도시 트위터 운영자. 

가 팔로워들의 트위글중에서 전체 시민에게 다시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이를 리트윗

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중요 정보가 확산되도록 한다 하지만 리트윗을 위해서는 다른 팔. 

로워들의 글을 수시로 살펴야 하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도시 트위터. 

들의 리트윗 현황을 보면 부산 개 서울 개 대구 개 등으로 모든 도시에서 리트윗의 (7 ), (5 ), (5 ) 

활용이 아직 미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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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도시 리트윗 빈도조사< 4> 

트윗 내용 분석2. 

가 전체 트윗 내용 분석. 

서울시와 지방 광역도시들에서 운영하는 대표 트위터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분

석 평가하였다 먼저 각 도시의 트윗글 개 을 코딩북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전체 트윗· . (1066 ) . 

글 중에 가장 많은 제공되었던 트윗은 시민의 생활 편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217

개 였다 다음으로는 시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들 안내하는 시행사 안내 정보 개 시 활) . (141 ), 

동 관련 공모 정보 개 시에서 제공하는 민원을 포함한 서비스정보 개 인사와 유(116 ), (105 ), 

머 개 문화 체육관련 행사 안내정보 개 관광이나 맛집에 대한 정보 개 교통속(91 ), · (77 ), (69 ), 

보나 교통 상황에 대한 안내정보 개 등의 순으로 정보가 제공되었다 특히 세월호 침몰과 (55 ) . 

그림 주요 제공 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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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거나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윗글 개 도 있었다(60 ) . 

결론적으로 각 도시의 트위터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보와 시행사 안내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도시별 트윗 내용 분석. 

이를 도시별로 다시 분석해보면 각 도시 트위터의 운영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생활정보 개 서비스안내 개 공모 개 의 순. (69 ), (38 ), (27 )

이었다 부산시의 경우 시행사 안내 개 가 다른 도시들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인사 유머. (94 ) , ·

개 공모 개 등의 순이었다 부산시의 경우 다른 도시들에 비해 시의 트위터 운영자(61 ), (57 ) . 

가 시민들에게 안부성 인사를 전하는 글이 많았다 대구시는 생활정보 개 관광 음식. (44 ), ·

개 공모 개 순으로 정보가 제공되었다 대구시의 경우 관광 음식에 관한 정보제공(16 ), (12 ) . ·

의 비율 이 높았다 인천은 생활정보 개 와 애도 개 의 정보가 주를 이루었고 대(12%) . (30 ) (15 ) , 

전은 생활정보 개 와 시행사 안내 개 정보를 광주는 애도 개 와 시행사 안내 개(22 ) (9 ) , (6 ) (4 ) 

등의 정보가 제공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에 정리하였다. < 3> . 

구분
생활

정보

시행사

안내
공모

서비스

안내

문화·

체육

행사

미디어

홍보

관광·

음식

인사·

유머
애도 교통

치안·

안보·

공사

복지
시민의

견수렴
전체

부산 49 94 57 44 41 36 32 61 20 29 13 5 24 505

서울 69 19 27 38 11 3 18 7 7 11 7 6 8 231

대구 44 9 12 6 8 4 16 12 7 4 4 0 8 134

인천 30 6 10 7 5 3 1 9 15 5 6 0 0 97

대전 22 9 7 8 9 2 2 2 5 3 1 0 1 71

광주 3 4 3 2 3 0 0 0 6 3 0 1 3 28

표 각 도시별 제공 정보 내용 분석< 3> 

다 내용분석. URL 

조사 대상 도시의 트윗글 개 중에서 링크가 있는 트윗글은 개로 를 차지1066 URL 449 42%

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활정보 링크 개 공모 링크 개. (URL 129 , 59%), (URL 67 , 58%), 

서비스 안내 링크 개 관광 음식 링크 개 순으로 링크를 (URL 57 , 54%), · (URL 32 , 46%) URL

통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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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트윗글 대비 링크 제공 정보< 6> URL

도시별로 링크가 많이 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다른 도시들보다 많은 항URL

목에서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활정보 개 서비스안내 개URL . (46 ), (29 ), 

공모 개(21 ), 관광 음식 개 의 항목에서 시민들에게 링크를 통한 자세한 정보제공을 · (13 ) URL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공고 개 관련 정보에 가장 많은 . (21 ) 

링크를 제공하였고 생활정보 개 와 관광음식 개 순이었다 대전시는 거의 모든 URL , (20 ) (15 ) . 

트윗글에 링크가 있었지만 특히 생활정보 개 와 시행사 안내 개 에 집중되었다URL , (21 ) (10 ) . 

인천시는 생활정보 개 와 공모 개 에 링크를 많이 사용하였다 대구시는 링크(20 ) (10 ) URL . URL

를 그다지 활용하지 않았는데 생활정보 개 시행사 안내 개 등에 링크를 사용하, (21 ), (5 ) URL

였다 광주시는 공모 개 시행사 안내 개 를 위한 정보에 링크를 사용하였다. (3 ), (2 ) URL . 

그림 항목별 링크 제공정보< 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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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리트윗 내용 분석. 

각 도시 트위터의 리트윗 활용이 미비하여 전반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 

분석해 볼 때 전체 개의 리트윗 중에서 가장 많은 리트윗을 통한 정보제공은 트윗정보의 20

내용분석과는 다르게 관광 음식 이었으며 교통 생활정보 시행사· (40%) , (20%), (20%), (10%), 

서비스안내 치안 안보 공사 의 순이었다(5%), / / (5%) . 

그림 항목별 리트윗 제공정보< 8> 

시민 질의 분석3. 

시민들이 시 트위터에 필요한 정보나 민원에 대해 질의를 하면 시 트위터 운영자는 시민들에

그림 시민 질의 내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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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리플라이를 하여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시에서 리플라이한 내용은 트위터에 . 

공유되므로 시민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 도시 트위터에 대한 개월간의 내용. 6 3

수집을 통해서 수집된 시민 질의 수는 개였다 도시별로 보면 부산시 개 서울시 개85 . (45 ), (25 ), 

대전시 개 대구시 개 광주시 개 순이었다 주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생(7 ), (4 ), (4 ) . 

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교통 치안 안보 공사 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27%), (17%), · · (11%) .

도시별로도 시민 질의의 내용이 차이가 있었는데 부산시민들은 생활정보 개 와 공모, (14 ) (6

개 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서울시민들은 교통 개 과 생활정보 개 치안) , (9 ) (5 ), ·

안보 공사 개 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대구시민들과 광주시민들은 교통 관련 질의가 있었· (5 ) . 

고 대전 시민들은 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그림 도시별 시민 질의 내용< 10> 

개 도시의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전체 트윗글과 시민 질의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생활정6

보에 대한 트윗글은 시 트위터에서도 가장 많이 제공되었고 시민들의 질의도 많았다 하지만 .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교통과 치안 안보 공사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트윗글의 게재· ·

가 적었다 특히 부산시는 시행사 안내에 대한 트윗글이 많았지만 시민들의 질의는 생활정보. , 

와 공모에 집중되었다 서울시는 생활정보에 대한 트윗글이 많았으나 시민들은 교통에 대한 .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였다 시민 질의가 많았던 교통과 치안 안보 공사 관련 정보에 대한 . · ·

링크 활용 또한 미흡하였다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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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 Ⅵ

본 연구는 서울시와 지방 광역도시의 대표 트위터들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의 내용을 심층 

분석 평가하고 시민들의 질의를 통한 정보요구와 시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비교 분· , ·

석하였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공공 정보서비스를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트위터상의 정보게재에 대한 빈도수 분석에서 부산시가 가장 많은 트윗글을 게재하며 시 

트위터를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다 주별 빈도 분석에서 각 도시별로 중요한 시 행사나 . 

사건이 있었을 때 각각 다른 트윗글의 빈도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 지하철, 

역 사고 월 주 가 있던 주간에 트윗글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공공 부분에 있어 위급(5 1 ) .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시민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트위터의 활용 가능

성을 보여준 경우이다 그 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월드컵이 있던 월 주에는 . 6 3, 4

모든 조사 대상 도시의 트윗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트윗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은 웹 문서나 동영상 등의 링크를 걸어 두는 방법은 URL

트위터상의 짧은 정보제공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 

울시와 대전시가 링크 활용도가 높았지만 부산시나 대구시는 링크 활용에 적극적URL , URL

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리트윗에 대한 분석에서 리트. , 

윗이 트위터의 영향력을 확대할 좋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의 리트윗 활용도는 아직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내용분석에서 전체 트윗의 내용분석 결과로 각 도시

의 트위터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보와 시행사 안내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도시별 트윗글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트위터의 운영 성격에 따라 각 . , 

도시에서는 조금씩 다른 정보제공의 행태를 보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 , , 

의 경우에는 생활정보에 대한 트윗글이 가장 많았고 부산시는 시행사 안내 광주는 애도에 관, , 

련된 트윗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이한 점은 부산시의 경우 트위터 운영자가 시민들에. 

게 안부성 인사를 전하는 글이 많았고 대구시의 경우 관광 음식에 관한 정보제공의 비율이 , ·

높았다 조사 대상 도시들의 링크를 제공하는 트윗글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 URL

생활정보 공모 서비스 안내 관광 음식순으로 링크를 통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 , , · URL

위해 노력하였다 리트윗을 활용한 정보제공은 관광 음식 교통 생활정보의 순이었다. · , , . 

트위터에서 제공되는 공공정보와 시민 질의와의 전반적인 비교를 하였을 때 시민 질의가 , 

많았던 생활정보에 관련된 정보는 시 트위터에서도 많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일상, 

과 직접 관련되는 교통과 치안 안보 공사에 대한 트윗글이 적었던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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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할 점이다 또한 각 도시별로 주요 트윗글과 시민 질의 내용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 , 

시 트위터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 도시의 트위터들은 시민의 생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실시간으로 추가

되는 정보를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의 트위터에 비해 다른 도시들은 전체 빈도수나 정보 제공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각 도시 운영과 시민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과 더불. , 

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제공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신속한 정보 제공과 의미 있고 질 높은 정보를 엄선하여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트위터 운영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나은 정보서비스의 제, 

공을 위한 개선점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분석의 결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와 광역도시들이 비중 있게 제공하는 정보와 ,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와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트위터는 시민들이 알고 . 

싶어 하는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고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위해 정보의 품, 

질을 관리하는 정보 필터링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링크와 리트윗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연구결과 특히 리트윗에 대한 활용도가 , URL . 

무척 낮았는데 이는 리트윗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활용도가 전적으로 시  트위터 운영자, 

에게 달려 있음에 기인한다 시 트위터 운영자가 다른 기관의 트위터나 팔로워들의 트위터를 .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트윗글 중 가치 있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리

트윗하여 게재할 수 있을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수의 팔로워를 확보해야 한다 팔로워의 수로 단순히 트위터의 영향력을 평가하, . 

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팔로워들이 트윗글을 리트윗하여 정보가 실시간으로 급속히 확산시, 

킬 수 있는 만큼 트위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팔로워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에서는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가입을 시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미디어홍보를 ,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 , 

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생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정보를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트위터의 장점을 알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 트위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행사 서비스 공모 등과 같이 시간/ /

적 개념이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트윗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홈페이. 

지나 블로그에서 관련 정보를 보지 못했을 경우라도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에 주지시키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질적 평가와 시민들의 공공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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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교화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트위터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정보수용자가 쉽고 빠르게 공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수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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