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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D1)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구시 공원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기초 

연구

허대겸 ․ 노백호1) ․ 배헌균1)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1)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전공

1.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공원수요가 증가되어 

왔다. 과거 도시 공원은 녹지공간의 보전 ․ 활용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경관 ․ 문화 등을 포괄하는 공간으로 변화

하고 있다(우경숙, 2018). 특히 그린인프라 및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도시열섬 완화 및 바람길 조성(차재규 

등, 2007). 가로녹지(한봉호 등, 2014)에 있어 공원은 도시공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맺김하고 있다. 기존 많은 

연구들이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도시 공원 네트워크를 접근하였으나, 주민의 요구, 사회 ․ 경제적 특성이나 건강, 
복지 등 다양한 목적의 도시공원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대구시 도시공원의 다양한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공원이용행태를 분석하는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

이닝 기법에 의거하여 대구시 공원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공원 네트워크를 조성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인 “Textom”을 활용하여 최근 3년(2017-2019)간 대구 공원에서 일어난 주요 

이용 행태를 파악하였다. 최근 3년간 블로그 글, 카페 글, SNS 글에 언급된 대구공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문헌 고찰을 토대로 대구공원을 키워드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 곳의 도시공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세 곳의 공원과 관련된 행태분석을 실시

하였다. 목적성 ․ 장소성 등을 기준으로 행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 접미사 ․ 접두어 등의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구공원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송해공원(1,573건), 달성공원(1,041건), 두류공원(976건)이 가장 많이 도출

되었다. 각각의 공원별 행태분석 결과, 송해공원은 산책‧나들이, 달성공원은 동물원 ․ 주변 명소, 두류공원은 피

크닉 ․ 놀이공원 등에 관한 키워드가 많이 도출 되었다. 송해공원은 산책, 나들이 등의 행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변의 명소와 녹지를 활용한 다양한 도보 네트워크 조성이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달성공원은 주변 

명소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조성함과 동시에 네트워크의 주요 결절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류공원

은 피크닉과 놀이공원을 활용한 여가생활 중심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주변 녹지와의 연계를 통하여 피크닉 

등에 관한 이용 행태의 반경을 넓히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활용은 공원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써, 공원의 조성 ․ 관리

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공원 네트워크 조성 시,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의 도시공원 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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