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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전후의
공원이용의 변화

• COVID-19로 인류의
일상생활이 변화함
• 도시민 여가 및 야외활동
장소가 공원으로 집중
• 국내 도시공원의 이용률이
51% 증가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인식 및
수요 파악

국

• 단시간, 저비용으로 모집단에
가까운 빅데이터 확보 가능
• 변화하는 사회 양상 파악을
통해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짐
• 공원 이용객 수와 동선 등
이용행태 및 양상을 밝히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

뉴노멀 시대
데이터 기반
정책 제시

• 공원이용에 대한 수요와
요구에 대한 양적/질적
데이터 자료 활용, 융합적
분석 가능
•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자료의 시각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시민 설득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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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전후의 공원이용의 변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인식 및 수요 파악
• 뉴노멀 시대 데이터 기반 정책 제시

• COVID-19 전후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의 시민 이용행태
및 관심도 특징 및 변화 양상

`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필터링/정제 : 연구와 무관된 반복적 게시글 정제
• 데이터 분석 : 파이썬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및 패키지 활용

• 대상 :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물 텍스트
• 시간적 범위 : 2016년 8월 1일 ~ 2020년 7월31일
• 공간적 범위 : 총 8개소 (4개 공원 유형당 공원 2개소 선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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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 8월 1일 ~ 2020년 7월31일

“시간적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과 관련 없는 공원 이용의 변화가 분석결과로 도출될 위험 존재”

공원
관악산

남산

양재천

한강공원

경의선 숲길

서울로7017

올림픽 공원

서울숲

산림형

수변형

선형

근린공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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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
- 각 공원의 이름을 필수포함 키워드로 설정하여 블로그 게시물 검색 후 해당 내용을 가져옴
- 이를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웹스크래퍼(Web Scrapper) 구현함
- 수집한 자료에서 필요한 성분만을 찾아내서 추출함
- 블로그 게시물의 작성일자, URL, 제목, 본문내용을 수집하여 적재함
<데이터 수집결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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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필터링 및 정제
“분석과정 및 결과에서 본래의 전처리 규칙이 불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음이 발견될 시 규칙의 개선 및 재실행 필요”

데이터 필터링
- 연구대상 공원명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이지만 공원과 전혀 상관 없는 것이 있음
-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광고성 게시물이 존재함

<분석의 흐름>

1_ 수집 데이터 중 중복값을 찾아내 제거
2_ 게시물 제목에 사용된 단어를 합해 빈도 산출, 상위 빈도어를 중심으로 제외해야
할 단어집합 작성
3_ 단어집합을 기준으로 게시물 필터링, 게시물 본문에 대해서도 동일 작업 수행

전처리 규칙 설정
(중복, 광고, 특수문자
제거 등)

4_ 공원 별 특이 케이스 처리 (ex. 서울 남산이 아닌 충주 남산에 대한 게시물 제거)
<필터링 단계별 데이터의 수>
공원명

데이터 필터링 및 정제

수집및중복제거결과

1차필터링결과

2차필터링결과(최종)

경의선 숲길

27,728

6,219

5,333

서울로7017

4,715

1,257

1,099

관악산

73,071

7,276

6,453

남산

451,483

58,118

44,681

양재천

43,110

7,837

6,867

한강 공원

125,698

49,100

42,057

올림픽 공원

145,347

39,159

34,293

서울숲

159,000

46,441

34,189

합계 (건)

1,030,152

215,407

174,972

100

20.91

81.23

전단계 대비 비율 (%)

규칙
업데이트

분석 실행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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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필터링 및 정제
데이터 정제
① 토큰화
- 텍스트를 띄어쓰기, 어절, 형태소 등 일정 기준으로 분리
→ 의미를 도출하기 용이한 ‘명사’를 추출하여 분리함
→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KoNLPy패키지의 Komoran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함
② 불용어 제거
-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단어를 제거하는 작업
- 글에 많이 등장해 분석결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해석상 유의미하지 않는 단어를 ‘불용어’로 규정함
- [‘나’, ‘너’] 등의 대명사, [‘은’, ‘는’, ‘를’] 과 같은 조사, [‘것’, ‘수’] 와 같은 의존명사가 대표적임
- 한국어 텍스트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단어집단 + ‘공원의 이름과 지역명’을 불용어로 선정함
“공원명과 지역명은 단어집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당연한 결과로, 해석상의 의미가 크지 않다”

<데이터 정제 예시>
구분

1. 원자료 상태

처리결과

“경의선숲길은긴 숲길이 주는 산책길의 여유를 즐기고 초록잔디를 보면서 평화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멋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야생화가 이름도 모르지만 여기저기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토큰화(명사추출)

경의선숲길, 숲길, 산책, 길, 여유, 초록, 잔디, 평화, 풍경, 수, 멋, 야생화, 이름, 여기저기, 모습, 수

3. 불용어 제거

숲길, 산책, 길, 여유, 초록, 잔디, 평화, 풍경, 멋, 야생화 ,이름, 여기저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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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전후의 서울 도시공원의 포스팅 수에 따른 관심도 분석
- COVID-19 전후 서울 도시공원의 포스팅 수 시계열 분석
- 공원유형별 COVID-19 전후의 포스팅 수의 변화

• 총 기간의 포스팅 수 변화 확인
• 공원 유형별-연도별 동일기간 (1.1~7.31) 포스팅 수를 합산
• 연도별 동일기간의 포스팅 수를 유형별로 비교 (2019년과
2020년 간 패턴의 차이 확인)

2) COVID-19 전후의 키워드로 살펴본 도시공원 이용행태 변화
- COVID-19 전후 상위 20위 키워드 빈도 분석
- 공원유형별 COVID-19 전후 상위 20위 키워드로 본 이용 행태 변화

• 공원 유형별로 게시물을 나누어 상위 20개 키워드 확인
• 공원 유형별 상위 20개 키워드의 빈도를 ‘비율’로 변환
• 비율을 합산하여 각 공원유형별 게시물수의 영향을 보정한 전체
공원의 상위 20 키워드 도출

3) COVID-19 이후 공원유형별 토픽모델링을 통한 ‘코로나’ 상관어 분석
- 토픽모델링에 의한 공원별 주제어 도출
- COVID-19 관련 공원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코로나와의 연관어 찾기

• LDA 알고리즘에 따른 게시물 토픽 모델링 수행
• 각 공원 유형별로 게시물을 5개 주제로 나눈 후, 코로나가
주제어로 포함된 공원이용 관련 주제 선택
• 해당 주제 게시물에서 ‘코로나’와 연관성이 높은 다른 단어를 추출
(Word2Vec-Cbow 모델을 통한 단어 임베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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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분석 방법
① LDA 알고리즘 활용 토픽모델링
- 수집한 수만개의 게시물을 사람이 살펴보며 분류하는 것의 한계가 있음
- 컴퓨터 학습으로 ‘특정 게시물이 특정 토픽에 속할 확률’, 각 단어가 토
픽에 포함될 확률을 추정

② Word2Vec-Cbow 모델을 통한 연관어 찾기

- 임베딩은 인간이 이해하는 ‘자연어’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전체 게시물을 몇 개의 토픽으로 나눌지는 사람이 부여함

- Word2Vec의 Cbow 모델은 어떠한 단어를 둘러싼 단어들로 해당
단어를 맞추는 과정으로 텍스트를 학습함

- 각 토픽의 구성 단어들을 살펴보고 주제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질적인
분석과정

- 즉, 같은 문맥에서 등장한 단어의 의미적 연관성이 높게 도출됨

Bastani, K., Namavari, H., & Shaffer, J. (2019).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for topic
modeling of the CFPB consumer complaint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127,
256-271.

https://www.analyticsvidhya.com/blog/2020/03/pretrained-word-embeddings-n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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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전후의 서울 도시공원의 포스팅 수에 따른 관심도 분석
1) COVID-19 전후 서울 도시공원의 포스팅 수 시계열 분석
• 전체적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2020년에는 더욱 높게 증가
• 선형공원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COVID-19 이후 2020년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
• 산림형 공원, 수변형 공원, 근린공원은 2018년 다소 포스팅 수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
COVID-19 발생전 ◀

▶ COVID-19 발생후

<그림 1> COVID-19 전후의 도시공원의 포스팅 시계열 분석(2017년부터 2020년 각 년도의 1.1~7.31)

*세로축(우)는 2017년도의
기준기간 포스팅 수를 100으로
두고 이후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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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전후의 서울 도시공원의 포스팅 수에 따른 관심도 분석
1) COVID-19 전후 서울 도시공원의 포스팅 수 시계열 분석
- 산림형 공원인 관악산과 남산은 2020년도에 포스팅 수가 급격히 증가, 수변형 공원인 양재천은 다소 감소하고 한강공원은 증가
- 올림픽 공원은 점차적으로 감소, 서울숲은 점차 포스팅 수 증가, 선형공원인 경의선 숲길은 증가추세를 서울로7017은 감소 추세

산림형공원
수변형공원
선형공원
근린공원
<그림 2> COVID-19 전후의 서울 도시공원의 블로그 포스팅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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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유형별 COVID-19 전후의 포스팅 수에 따른 관심도 분석
- 산림형공원은 2017년에서 2018년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소폭 증가하였고 2020년 COVID-19 이후로는 포스팅 수 급격히 증가
- COVID-19 이후에는 다소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용층이 두터워짐
- 특히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의 포스팅 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감. 특히 2월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점에 산림형 공원에 대한 관심 증가

- 수변형공원은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포스팅 수가 높게 증가하였고 그 증가폭도 두터운 편
- 특히 2019년 대비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2020년 4월 13일을 근처로 포스팅 수가 급격히 증가
- 2019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점차 감소되었던 관심이 2020년에는 7월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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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유형별 COVID-19 전후의 포스팅 수에 따른 관심도 분석
- 선형공원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미비하게 변화,COVID –19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변화가 적음
- 2020년 4월 이후에는 지속적인 포스팅 수 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공원에 대한 관심은 다른 유형과 유사, 7월로 넘어가면서 감소하는 추세
- 방역체계가 3단계로 가는 5월에는 선형공원에서도 관심도가 증가

- 근린공원은 2018년까지 포스팅 감소, COVID-19 이후 증가, 산림형 공원이나 수변형 공원보다 다소 미비한 증가
-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근린공원 유형의 포스팅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

블로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본 COVID-19 전후 서울시 주요 도시공원의 시민 이용행태 및 관심도 변화 16

2. COVID-19 전후의 키워드로 살펴본 도시공원 이용 행태 변화
1) COVID-19 전후의 상위 20위 키워드 빈도 분석
- COVID-19 이전 : 공원 이용에 있어서 사진 및 촬영하는 행태와 ‘산책’, ‘코스’ 등의 일상적인 정적활용, ‘꽃’, ‘벚꽃’, ‘나무’ 등의 자연경관적 요인,
‘친구’와 이용하는 동반자 형태는 COVID-19 전후 공통적으로 주요 키워드임
- 공통 키워드 ‘사진’, ‘벚꽃’, ‘꽃’, ‘산책’, ‘모습’, ‘친구’, ‘나무’, ‘카페’, ‘거리’, ‘촬영’, ‘느낌’, ‘코스’, ‘공간’
COVID-19 이후 : ‘코로나’ 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여 공원과 코로나와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축제’, ‘진행’,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문화 키워드에서 ‘자전거’, ‘운동‘ 등과 같은 신체활동 중심의 키워드와 ‘야경’, 마음’ 등의 정적인 키워드로 변화
-

‘축제’, ‘장소’, ‘날씨’, ‘하늘’, ‘데이트’, ‘진행’, ‘공연’ 등 7개의 키워드가 ‘코로나’, ‘자전거’, ‘야경’, ‘마음’, ‘운동’, ‘봄’, ‘차’ 7개로 COVID-19 이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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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 전후의 키워드로 살펴본 도시공원 이용 행태 변화
2) 공원유형별 COVID-19 전후 상위 20위 키워드로 본 이용 행태 변화

산림형 공원

수변형공원

선형공원

2020.1.20 (국내 첫 확진자 발생)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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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 전후의 키워드로 살펴본 도시공원 이용 행태 변화
2) 공원유형별 COVID-19 전후 상위 20위 키워드로 본 이용 행태 변화
- 산림형공원은 공통적으로 사진, 둘
레길, 바위, 정상, 등산 등과 같은 산
림형 공원의 이용행태 및 장소성에
대한 용어가 등장
- COVID-19 전후로는 이전에는 축
제나 체험과 같은 문화 활동에서 이
후에는 자연과 마음, 운동 등 자연에
대한 요구와 운동 등의 건강증진 활
동으로 변화

- 수변형공원은 공통적으로 벚꽃, 축제,
사진, 꽃, 날씨, 친구, 자전거, 주말,
산책, 텐트, 하늘 등 꽃, 벚꽃, 하늘과
같은 자연요소와 자전거, 산책 등과
같은 동적 활동 행태, 사진, 축제, 텐
트 등과 같은 이용 행태임
- 이용시간은 주말, 동반자 유형은 친
구임
- COVID-19 전후 비교
: 이전에는 대규모 행사 중심의 참여
와 문화행태가 형성
: 이후에는 자전거, 피크닉, 돗자리,
라면 등 소규모, 개인적 활동의 참여
와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과 활동 등
이 도출됨

COVID-19
주요 도시공원의시민
블로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본 COVID-19 전후
서울시전후
주요서울시
도시공원의
시민 이용행태이용행태및
및 관심도 관심도
변화 변화
19

2. COVID-19 전후의 키워드로 살펴본 도시공원 이용 행태 변화
2) 공원유형별 COVID-19 전후 상위 20위 키워드로 본 이용 행태 변화
• 선형 공원은 경의선숲길, 서울로 7017로 공통적으로 사진, 거리, 산책, 공간, 꽃, 카페, 야경, 도시 ,친구와 같이 도심, 야경과 같은 도시에 위치한 장소적 특성
과 거리, 공간 등과 같은 공간의 특성, 카페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특성, 사진, 꽃 등의 이용행태과 자연요소, 친구와 같은 동반자 행태를 파악
• COVID-19 전후를 비교하면, 이전에는 장소, 축제, 모습, 시민, 공연 등 대규모 문화 행사가 특징적이었는데, 이후에는 조명, 정원, 코로나, 촬영 등 일반적인
공원이용의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

• 공통적으로 사진, 촬영, 꽃, 스냅, 나무, 친구, 벚꽃, 장미, 산책 등 사진, 촬영, 산책 등과 같은 이용 행태와 꽃, 벚꽃, 장미, 나무와 같은 자연요소,
친구 등과 같은 동반자 행태
• COVID-19 전후를 비교하면, 이전에는 장소, 가족, 날씨, 진행, 데이트, 공연 등 문화행사와 가족단위 및 연인 단위의 동반자 유형에서 이후에는
코로나, 맛집, 메뉴 등 공원 내적 요인보다는 공원 외부에서의 이용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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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VID-19 이후 공원유형별 토픽모델링을 통한 ‘코로나’ 상관어 분석
1) 토픽모델링에 의한 공원별 주제어의 분석
공원유형

산림형
공원

수변형
공원

선형
공원

근린
공원

토픽

주제구성단어(15개)

토픽1

꽃,벚꽃,사진,야경,산책,코스,나무,하늘,둘레길,모습,코로나,풍경,봄,걷기,주차장

토픽2

사진,카페,친구,커피,엄마,저녁,느낌,밥,운동,차,맛집,마음,일상,코로나,아침

토픽3

정상,바위,소나무,코스,인왕산,등산,산행,모습,능선,이름,방향,마음,구간,조선,고개

토픽4

용산,조성,교육,문화,도시,꽃집,사진,공간,진행,지역,꽃,계획,장소,사업,활동

토픽5

낙산,숲,체험,도시,자연,응답,스냅,성곽,유아,한양도성,웨딩,마을,구간,흥인지문,문화

토픽1

벚꽃,축제,코로나,취소,폐쇄,거리두기,시민,올해,시기,마스크,봄,통제,확산, 주차장,주말

토픽2

코스,공간,자연,시설,조성,생태,시민,이용,숲,문화,둘레길,운동,지역,주변,사업

토픽3

사진,꽃,자전거,산책,하늘,벚꽃,모습,야경,다리,나무,풍경,코로나,촬영,바람,날씨

토픽4

사진,친구,카페,저녁,엄마,밥,커피,메뉴,맛집,언니,느낌,날씨,차,주문,행복

토픽5

텐트,피크닉,돗자리,라면,자전거,대여,힐링,이용,치킨,편의점,예약,주차장,그늘,배달,사진

토픽1

카페,사진,메뉴,커피,주문,분위기,느낌,데이트,맛집,자리,방문,친구,파스타, 가게,소스

토픽2

꽃,친구,카페,엄마,사진,밥,커피,코스,일상,느낌,코로나,맛집,저녁,마음,산책

토픽3

벚꽃,꽃,사진,산책,야경,조명,코로나,나무,책거리,하늘,모습,촬영,거리,장미,마스크

토픽4

꽃,고양이,꽃다발,상가,공방,선물,아파트,데이트,산책,맥주,네온사인,예약,사진,공간,꽃집

토픽5

공간,구간,도시,문화,산책,정원,조성,지역,시민,여행,책거리,용산,꽃,도심,봄

토픽1

가죽,데이,센터,공간,클래스,공방,공예,체험,데이트,문화,지역,아파트,설치, 진행,이용

토픽2

촬영,사진,스냅,꽃,웨딩,야외,꿈,나무,작가,호수,진행,꽃잎,수국,느낌,장소

토픽3

사진,꽃,벚꽃,산책,나무,코로나,자전거,모습,튤립,장미,날씨,마음,주차,하늘,주말

토픽4

라인,교육,운동,강습,수업,사용,치료,진행,스케이트,건강,안전,헬스,인라인, 관리,부분

토픽5

카페,메뉴,사진,맛집,친구,와인,주문,커피,느낌,차,분위기,밥,파스타,데이트,치즈

공원이용활동
공원 주변지역 활동

공원 이용의 제한
공원이용활동

공원이용활동
공원 주변지역 활동

공원이용활동

공원 이용활동
공원 이용의 제한적 활동
공원 주변에서의 이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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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VID-19이후 ‘코로나’ 주제글에서 나타나는 연관어 분석 (word2vec cosine similarity)
• 전체공원에서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거리두기, 자제순으로 연관어
가 도출되었으며, 다른 연관어 또한 코로나로 인한 주의사항이나 코
로나가 미친 부정적 여파와 관한 단어들임

• 산림형공원에서는 코로나와 마스크, 거리두기, 운동, 건강, 행복 등
공원을 이용하며 긍정적인 연관어들이 도출되었으며, 일상, 그 외에
도 하루 등도 도출

• 수변형공원은 거리두기,확진, ‘확산’ 등이 상위 연관어, 나들이, 야외,
놀이, 시민, 봄꽃, 안전 등의 단어들과 폐쇄, 통제와 같은 부정적 연관
어가 차지

• 근린공원의 경우 마스크, 폐쇄,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관련 단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구경, 나들이, 안전 등의 긍정적인 단어
와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연관어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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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공원 관련 관심도 증가
• 자연이 풍부하고 개방성이 강한 관악산, 남산, 서울숲의 공원 포스팅 수 증가
• 폭이 좁고 자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의선숲길, 서울로7017의 공원 관심 감소
• 향후 자연성과 개방성이 강한 공원 중심으로 공원에 대한 관심도와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결론 02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중심에서 자연중심의 동적 활동 증가
• 젊은 세대 중심으로 돗자리, 피크닉, 자전거, 운동 등의 행태 증가
• 축제, 공연 등과 같은 문화중심에서 호수, 자연 등과 같은 자연중심 키워드 변화
• 행정적 처분에 의해 문화 콘텐츠가 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대한 이용은 증가. 또한 행
태가 자연경관 및 개인적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결론 03

• ‘코로나’ 관련 연관어 분석 결과, COVID-19로 인해 도시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 제약 용어가 다수 등장
• 반면 일상적인 공원 이용과 이로 인한 긍정적‧감정적 언어가 등장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원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점차 증가 예측
• 또한 공원은 서울 시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여
• 따라서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원 등의 물리적인 공간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데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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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블로그만을 자료로 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원에서의 행태와 요구사항을
읽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LBSN(위치기반 Social Network) 등과 같은 다른 성격의 SNS 수집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첫째,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림형공원과 수변형공원의 이용객 서비스 증진
• 둘째, 개인적, 소규모 활동 중심의 정책 추진
• 셋째,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적 방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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