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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the government made a total of 357 hydrophilic districts into parks to create rest areas in the national 

river with the four major river 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60 water-friendly districts with low utilization 

were lifted in January 2017, and 297 water-friendly districts are currently being managed.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the maintenance costs necessary to maintain these hydrophilic districts, which require considerable costs, so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local residents at the operation stage after designation.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residents in the hydrophilic district were analyzed by correlating social factors with river users, crawling 

social network data to analyze visit patterns, and derived related keyword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drophilic 

district. The study target areas are Samrak and Daejeo Ecological Park, located downstream of the Nakdonggang River. Social 

factors analyzed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data, economic activity income, households, stress perception rate, and pet 

breeding status through public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and analyzed user visit patterns and image keywords on 

weekends.

KEYWORDS: Correlations, Public data, Social factors, Social networks, Water-friendly park

요  약: 과거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국가하천 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57개소의 친수지구를 공원화하였다. 2014년도 

친수지구 국민 이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도가 저조한 친수지구 60곳을 2017년 1월 해제하였고, 현재는 

297곳의 친수지구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친수지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수 비용들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친수지구 지정 후 운영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특성 및 요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친수지구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사회적 요인과 하천 이용객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방문 패턴 분석, 및 연관 키워드 도출을 통한 방문 목적을 분석하였으며, 방문객의 연령대를 분석하여 

친수지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삼락과 대저생태공원이다. 사회적 요인들은 통계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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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도시지역 내 주민의 휴식과 레저를 위한 공간 

수요 증가에 따라 하천이 제공하는 자연경관, 수상스포

츠 등의 기회 및 지역사회의 활기를 높이는데 친수지구

의 운영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친수지구는 

하천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친수활동을 위한 

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의미하

는데, 친수지구로 지정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를 

통해 광장, 자전거도로, 경관식재 등 하천이용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친수지구를 활용하여 건전한 지역복

지를 증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하천관리 정책과 실무차원에서 하천이용객 수요를 잘 

이해하고, 친수지구의 계획, 유지관리, 인･허가에 있어

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Lee & Kim 

2017).

정책적인 측면에서 2014년부터 하천 이용자들의 수

요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 바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의 현장 인력을 동원해 간헐적으로 이용객 수를 조사하

였고, 드론 촬영기법을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 (MOLIT 

2016). 이는 인력 및 경비 등이 크게 소모되는데 반해, 

확보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도출된 결과의 정확성

에 대한 문제점 등이 종종 제기되었다 (NARS 2017). 

따라서 친수시설 이용 분석 방법론으로 통신 빅데이터

의 활용성을 검토한다. 통신 빅데이터는 하천관리 분야

에서 익숙하지 않은 자료지만, 이미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타 분야에서 다수 완료됨에 따라 그 가

능성이 확인되었다.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활동 

인구의 시공간적 분포와 변화를 통해 공간정책 활용방

안을 제시하였으며 (Kim et al. 2014), De jong et al. 

(2012)은 주간의 인구밀도 추정, 통근자 이동성 추정을 

통해 통계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Douglas et al. 

(2015)은 이탈리아 밀란을 대상으로 인구분포 데이터

와 통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상지구 인구 추정 가능성

을 검토하고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Kim et al. (2019)은 통신 빅데이터와 무인기 영

상을 활용한 하천 친수지구 이용객 추정을 통해 결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두 방법으로 추정한 이용객 수 

추정 결과가 다소 상이한 패턴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도로 및 주차장 등에 멈춰 있는 신호들 때문에 공원 내 

이용 패턴이 왜곡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친수지구의 

공원 이용 행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

으며, Kim et al. (2019)은 해시태그를 활용한 제3세대 

SNS 뿐만 아니라 구글맵의 혼잡도(Google popular 

times) 그래프를 사용하여 친수공원 이용 행태와 만족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다. 이는 친수지구 공원 설계 및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

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Kim et al. (2020)은 통신 빅데이터

와 GPS 기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공원에서의 이용객 

수를 요일별로 구분하여 주중 및 주말 이용경향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에서의 이용객을 추정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방법을 모색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요

인들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행정

구역 단위의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경제활동 소득, 

가구수, 스트레스 인지율, 반려동물 사육현황과, 각 행

정구역간의 공간적 거리를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구글지도에서 제공하는 Google Popular Times

를 통해 주중 주말의 이용객 방문 패턴 분석, 인스타그

램의 게시글 키워드와 이미지 키워드를 도출하여 방문 

목적을 분석하였으며,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이용객 패

턴과, 단말기 신호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유동인

구 데이터를 통해 각 연령대별 방문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행정구역 단위의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경제활동 소득, 가구수, 스트레스 인지율, 반려동물 사육 

현황과, 각 행정구역간의 공간적 거리를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구글지도에서 제공하는 Google Popular Times를 

통해 주중 주말의 이용객 방문 패턴 분석, 인스타그램의 게시글 키워드와 이미지 키워드를 도출하여 방문 목적을 분석하였으며,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이용객 패턴과, 단말기 신호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통해 각 연령대별 방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핵심어: 공공데이터, 사회적 요인, 소셜네트워크, 상관관계, 친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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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선정 및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시범지역)는 부산광역시 대

저지구 및 삼락지구이다. 삼락 생태공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에 위치하였으며, 면적이 4.72 km2으로 

낙동강 하구 둔치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다. 해당 공원

에는 각종 체육 공간과 잔디광장, 자연학습장, 문화마

당 등으로 꾸며진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

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

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저생태공원은 부산광역시 강서

구 대저1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로 지정되어 시민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습지 및 유채꽃 단지와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등이 

조성된 자연생태 친수공간이다. 공원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 (0.37 km2)는 매년 4월 유채꽃 축제가 개최되어 수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의 시범지역은 공원 이용객이 많은 유

료체육시설, 자전거대여소 등의 친수시설이 다수 설치

된 지구로 선정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2019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와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시군구별 공공데이터를 사용

하여, 지역별 특징과 해당 지역에서 친수공원에 방문한 

이용객 수에 대한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또

한 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 지역인 삼락생태공

원과 대저생태공원에 대한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로 구

글 지도의 방문객 리뷰와 Google popular times의 방문 

시간대 데이터, 인스타그램에서 대상 지역의 키워드와 

게시한 이미지 키워드 데이터를 크롤링(crawling)하여 

연관 검색어 등을 도출하고 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2.2.1 데이터 수집 방법

(1) 사회적 요인 데이터 수집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통계청(KOSIS)에

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의 시군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부동산 요인을 나타내는 종합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수집하여 실거

래가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가구 현황을 알 수 있는 1인가구 연령 및 거처, 세대구성 

및 가구원별 가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구수에 따

른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경제 현황을 나타내는 종합

소득세, 경제 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데이터를 수집하여 

소득에 따른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 

데이터를 통해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

출하고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별 반려동물 사육현황 데

이터를 수집하여 반려동물 사육현황에 따른 상관관계

를 도출하였다.

(a)

(b)

Fig. 1. A study area (a) Daejeo ecological park and (b) 
Samrak ecologic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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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a) 구글 맵 데이터

Google Android의 위치 데이터 공유를 선택한 사용

자로부터 GPS 기반으로 위치 기록 정보 데이터를 사용

하여 요일 별 시간대의 방문율을 보여주는 Google 

popular times를 사용해 시간대 방문율 수치를 수집하

였다. Google popular times는 8주간 평균 이용객 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되며 익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 인기도 데이터는 평균비율로 방문자의 정확한 수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요일별마다 시간대 이용수치를 

크롤링하여 요일마다 공원별 이용자의 시간대별 이용

특성과 이용객 수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 구글

지도에서 해당 지역 방문자의 리뷰 정보를 수집하여 키

워드 및 연관어를 도출하였다.

(b) 인스타그램 데이터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인 

인스타그램에서 각 대상지역에 대한 게시글 정보를 크

롤링하여 키워드 도출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언급량을 

도출하였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에 존재하는 메타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of social factors

Factor Income Pet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Single person 

household
2nd generation or 
more household

Stress 
awareness

Distance

Samrak 0.1922 0.1000 -0.3865 0.0693 0.1159 -0.2429 -0.6253

Daejeo 0.4005 0.1893 0.4108 -0.1400 0.0462 0.0432 0.0357

(a)

(b)

Fig. 2. Correlation of social factors (a) Daejeo ecological park and (b) Samrak ecologic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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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하여 이미지 키워드를 도출하여 주 방문 목

적을 확인할 수 있다.

2.3 상관분석

행정구역 별 사회적 데이터와 해당 친수공원에 방문

자의 출발지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진행한 항목으로는 소득, 반려동물, 실거래가, 1인가

구, 2세대 이상 가구, 스트레스 인지율, 친수공원과의 

거리에 대해 파이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통해 피

어슨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Table 1) (Fig. 2).

행정구역의 연령대 인구 데이터와 방문이용객 수 그

리고 해당 친수공원과 행정구역간의 거리를 3차원으로 

분석하여 산점도를 나타내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하였다 (Table 3) (Fig. 3).

Table 2. Social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level value

Factor Income Pet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Single person 

household
2nd generation or 
more household

Stress 
awareness

Distance

Samrak 0.043 0.294 0.004 0.433 0.033 0.183 0.007

Daejeo 0.003 0.164 0.002 0.234 0.043 0.189 0.026

Table 3. Age group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Age 0 ~ 9 10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

Samrak 0.003 0.347 -0.010 -0.120 0.365 0.086 0.082 0.193

Daejeo 0.650 0.067 0.558 0.484 0.324 0.329 0.358 0.332

(a)

(b)

Fig. 3. Correlation by age group (a) Daejeo ecological park and (b) Samrak ecologic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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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요인 상관관계 분석

친수공원에 방문한 이용객과 지역별 사회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행정구역과

의 거리)와 통계 데이터(사회적 요인)를 피어슨 상관계

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적 요인에 따른 친수공원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삼락생태공원과 거리가 가까운 시군구에 사는 주

민일수록 삼락생태공원을 많이 찾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체육시설과 레져시설이 많은 삼락생

태공원의 특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행정구역별 스

트레스 인지율과 삼락생태공원의 방문자 수와의 상관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은 음적 상관관계을 나타내

며, 공원의 역할 중 하나인 스트레스 해소 장소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분석되었다. 대저생태공

원은 소득이 높은 시군구 주민 일수록 대저생태공원을 

많이 찾는 것을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대저생태

공원이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반면 삼락생태공

원은 반대로 나타났다. 거리 외에 소득 등의 사회적 요

인별 상관 계수는 공원별 단순 비교로서의 의미로 추가

로 분석 대상을 많이 확대하여야만 명확한 상관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연령별 상관관계 분석

부산시의 행정구역별 연령별 인구 구분은 10세 단위

로하여, 처음 0 - 9세로 시작하여 마지막 70세 이상부터

는 하나의 단위로 구분지어 총 8단계의 연령대로 구분

하여 지역별 연령대 인구를 구분하였다. 오픈 지리정보 

소프트웨어인 QGIS를 활용하여서 지역과 대상 공원

간의 거리 그리고 연령별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여 3D 

산점도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별 인구분포와 시

군구별 생태공원 방문자의 상관관계를 더욱 유의미하

게 분석하였다 (Fig. 3). 0 - 9세 인구비율과 대저생태공

원 방문자의 상관관계는 0.65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났다. 0 - 9세 인구비율이 많은 시군구에서 대저생태공

원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분에서 

아동을 위한 활동위주가 아닌 녹지공간 이용을 할 경우 

대저생태공원을 자주 찾는 것으로 예측된다. 10 - 19세 

인구비율과 대저생태공원 방문자 상관관계는 0.347이 

나왔으며, 해당 부분은 삼락생태공원 근방 5개의 학교

가 위치하여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 29세에

서의 상관관계는 0.558가 나왔으며, 피크닉과 같은 휴

식을 위해 녹지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20대에서 대저생

태공원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30 - 39세는 

0.484가 나왔으며, 40 - 49세는 0.324, 50 - 59세는 

0.329, 60 - 69세는 0.358, 70세 이상의 중년, 노년층은 

0.332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자녀

와의 여가를 위해 3 - 40대는 대저를 좀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꽃놀이를 즐기는 40대 이상 연령

대에서는 유채꽃단지가 조성 되어있는 대저를 선호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친수공원 방문 사용자 분석을 위해 필요한 소셜미디

어 데이터를 2가지로 유형화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 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2019 - 2020년간의 비정형 소셜네트워크 빅 데이터를 

기반 정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하였다.

대저생태공원은 유채꽃, 축제, 공원, 자전거, 삼락생

태공원은 자전거, 공원, 산책, 가족이 연관 키워드로 도

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저생태공원은 축제와 연관이 

있으며, 삼락생태공원은 가족단위의 산책이 목적으로 

판단된다.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친수공원이 태그된 게시글의 

키워드 (Fig. 4) 및 이미지 키워드를 빈도분석 하였다 

(Fig. 5). 대저생태공원 키워드는 핑크뮬리, 유채꽃, 일

상, 럽스타그램이 연관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이미지 

키워드는 person, flower, nature, sky가 도출되었다. 삼

락생태공원 키워드는 합천영상테마파크, 럽스타그램, 

피크닉, 풍경 연관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이미지 키

Table 4. Age group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ce level value

Age 0 ~ 9 10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

Samrak 0.409 0.531 0.572 0.672 0.586 0.436 0.549 0.182

Daejeo 0 0.193 0.003 0.002 0.049 0.040 0.0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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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는 person, nature, sky, tree가 도출되었다 (Fig. 6). 

삼락공원의 연관 검색어중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삼락

공원 오토캠핑장의 연관검색으로 추정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공공데이터와 구글 지

도 및 인스타그램에서 크롤링한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를 활용하여 부산시 삼락과 대저생태공원의 이용 패턴

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성과 한계점들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가지 분류의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과 거주지의 부동산 실거래가, 

친수공원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반려동물 및 가구수,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해서는 상

관관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각 요인별로 분석한 결

과, 대저생태공원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과 부동

산 실거래가가 높은 곳에서 방문율이 높았으며, 삼락 생

(a)

(b)

Fig. 4. Bar Plot of the number of keywords on Instagram 
posts (a) Daejeo ecological park and (b) Samrak 
ecological park.

(a)

(b)

Fig. 5. Bar Plot of the e number of keywords for Instagram 
image (a) Daejeo ecological park and (b) Samrak 
ecological park.

(a)

(b)

Fig. 6. Word Cloud about Instagram Images keywords 
(a) Daejeo ecological park and (b) Samrak ecologic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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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공원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가 낮은 지역 그리고 거

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방문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령별 방문자 상관관계에서는 대저생태공원

은 0 - 9세의 영유아와 20대, 30대의 연령층에서 상관관

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 30대의 젊은 층의 방문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구성

원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락생태공원에서는 

10대, 40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삼락

생태공원 근방에 5개의 학교가 위치하여 10대의 방문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oogle의 위치정보 기반 데이터 (Google popular 

times)를 통해 방문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두 지역 모두 

주말 (토요일, 일요일) 2 - 3시에 방문율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삼락생태공원의 경우 평일에 방문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저생태공원의 경우 주말 이외에 

금요일에도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구글 지도 리뷰 게시글과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구글 지도 리뷰에서 대저생

태공원은 유채꽃, 축제, 공원, 자전거, 삼락생태공원은 

자전거, 공원, 산책, 가족이 연관 키워드로 도출되었으

며,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이미지 키워드로는 대저생태

공원이 태그된 게시글 키워드는 핑크뮬리, 유채꽃, 일상, 

럽스타그램, 이미지 키워드는 person, flower, nature, 

sky가 도출되으며, 삼락생태공원이 태그된 키워드는 

합천영상테마파크, 럽스타그램, 피크닉, 풍경, 이미지 

키워드는 person, nature, sky, tree가 도출되었다.

종합적으로, 친수공원에 방문 패턴의 공통된 특징으

로는, 평일보다는 주말 낮 시간대에 방문율이 높으며, 

모두 자연과 산책을 공통된 목적으로 방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두 지역의 차이점으로는 방문 패턴

에서 대저생태공원이 주말 이외에 금요일에 방문율이 

높은 점과, 사회적 요인에서 소득 및 부동산 실거래가

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경제활동이 삼락생태공

원보다 활발한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추가 분석이 요구

된다. 또한 삼락생태공원은 거리적 요인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나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

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분석한 결과를 보았을 

때도 삼락생태공원의 경우 피크닉, 소풍과 같은 일반적

인 공원의 특징이 있는 반면 대저생태공원의 경우 꽃, 

축제와 같은 키워드가 도출됨에 따라 유체꽃축제와 같

은 축제 기간에 많은 방문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위와 같은 간접적인 이용특성 분석기법을 통해 

친수공원의 이용객의 특징을 분석하여 지자체의 주요 

축제 이용객 추정, 대규모 집회 참석인원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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