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박사 학위논문

이용자 인식과 경험 가치를 반영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 및 맵핑

Assessing and Mapping Cultural

Ecosystem Services of Urban Forests

Based on Perception and Experience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김 지 영



이용자 인식과 경험 가치를 반영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 및 맵핑

지도교수  손  용  훈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김  지  영

김지영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세계적인 도시화 및 COVID-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도시림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도시림의 혜택은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한

관리 및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량적, 공

간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에서 문화서비스는 보다 인간

중심적 가치에 상응함에 따라 다른 서비스에 비해 정량적 평가 및 맵핑이

저조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등장으로 이러한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인식과 경험에 대한 대규모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 및 맵핑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그러나 지오태그 이미지(geotagged image)와 같은 특정 자료

에 국한된 기존의 문화서비스 평가 연구는 여전히 평가의 객관성 및 특정

가치에 대한 과소 및 과대 평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평가체계 및 최근

의 방법론들을 토대로 수요적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문화서비스 평가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세부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

다. 연구는 첫째로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새천년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서비스 범주의 적절성과

내러티브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내러티브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 인식 및 경험 가치에 기반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다. 셋째로, 도출된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를 토대로 지오

태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실험 지역에 대한 최종 평가맵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과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에서

는 이미지 등에 비해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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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내러티브 데이터로서 블로그 포스트의 텍스트가 활용되었다. 수집

된 블로그 포스트 데이터를 MA의 문화서비스 범주별로 수동 분류하고 포

스트당 식별된 문화서비스의 비율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총 5

개의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5개 유형에 대한 텍스

트 데이터는 명사, 형용사, 동사와 같은 품사 형태로 토큰화되었으며, 이로

부터 총 521개의 장소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문화서비스

유형별 주요 키워드 간의 의미 분석과 맵핑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북한

산의 문화서비스 유형으로 레크리에이션과 미적 가치의 번들 형태를 나타

내는 유형1(17.4%)과 사회적 관계, 문화유산, 교육, 영적 및 종교적 가치,

영감의 번들 형태를 나타내는 유형2(25.8%),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독립적

으로 나타난 유형3(35.1%), 장소감과 관련한 유형4(12.8%), 레크리에이션

가치가 낮은 반면 영감 및 미적 가치가 높은 유형5(8.9%)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MA 서비스 범주의 결합 및 분리를 바탕으로 연구는 문화서비스의

평가 단위 설정에 있어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필요성

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형4, 유형5에 대한 키워드 의미 분석 및 맵

핑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주로 간과되었던 간접

이용 가치를 식별하고 해당 가치가 전체 북한산의 문화서비스에서 차지하

는 약 20%의 비중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는 문화서비스 평가에 사

람들의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사회적 트렌드와 레크리에이션 가치의 양적

및 의미적 중요를 온전히 반영하고 공간적 제약에 국한되지 않는 내러티

브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블로그 포스트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 결과

를 바탕으로 북한산 문화서비스와의 관련한 토픽들을 추출하고 각 토픽에

대한 도시림으로서의 특성 및 공간평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토픽 모델링

결과 총 21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북한산 문화서비스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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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된 13개의 토픽 내용은 앞서 설명된 검토 과정을 통해 국내 도시림

의 일반적인 수요 특성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8개 도시림의 문

화서비스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8개 지표는 ‘정상정복형 중심의

산행 활동(27.6%)’,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14.5%)’,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10.2%)’, ‘가을철 경관 감상 및 산행 활동(6.6%)’, ‘여름철 수

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8.5%)’, ‘문화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

(9.0%)’, ‘인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나들이 활동(18.1%)’, ‘인근 주거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망 및 생활권 가치(5.5%)’와 같다. 연구를 통해 도

출된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는 지역 이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함에 따라

기존의 MA의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에 비해 국내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에 대한 보다 고유한 운영 단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도출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서

비스 지역의 맵핑을 수행하고자 이미지 분류 모델을 학습 및 구축하였다.

이미지 분류 모델은 앞서 평가 지표 도출에 활용된 블로그 포스트에서 함

께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었다. 8개 지표별 블로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지 내 객체 특성,

서비스 범위에 따른 총 18개의 이미지 분류 항목을 도출하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미지 분류 학습은 Google에서 제공하는 Cloud

AutoML Vision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모델의 평균 정

확도는 99.43%로 측정되었다. 이후 평가지역의 지오태그 이미지를 이미지

분류 모델에 적용하여 지표별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지표별 지오태그 이미

지의 수와 위치정보, 가시권역은 서비스 지역에 대한 평가맵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서비스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게 전달되는지를 가리키는 서비스 강도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서비스 다양성을 통해 평가되었다. 지표별로 도출된 서비스 지

역의 평가맵을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도시와의 인접지역에 대한 높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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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강도와 저지대의 도시림 주연부에 대한 높은 문화서비스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기반한 문화서비스 평가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러한 이용

자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정보 특성이 상이한 내러티브 데이터와 지오태

그 이미지의 연계 분석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단일 유형

의 데이터에만 기반하여 이루어진 문화서비스 평가에 비해 도시림에 대한

이용자 수요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지역의 분포

를 가시화함으로서 공급 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확장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개선함으로서 향후 국내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 및

평가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문화서비스 수요,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 블로그 포스트,

지오태그 이미지, LDA 토픽 모델링, Google Cloud AutoML Vision

학 번 : 2017-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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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해설

문화생태계서비스(문화서비스)

: 생태계서비스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서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자연자원의 기능을 말한다.

평가

: 문화서비스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정

량화에 집중한다.

공간 평가(서비스 지역 평가)

: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자원의 지리적 범위에 기반함에 따라 서비스의

평가는 공간 단위에 기반하여 측정되고 지도화될 수 있어야 한다. 서

비스 지역은 자연자원의 물리적 조건이나 특성이 사람들의 인식 및 경

험을 통해 서비스로 전달된 지역을 말하며 연구에서 서비스 지역의 최

소 단위는 30m x 30이다.

평가 지표 및 프록시

: 연구에서 평가 지표는 전체 문화서비스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사람들

의 인식이나 활동의 집합으로 설명된다. 프록시는 이러한 개별의 지표

를 측정할 수 있는 대용물로서 예로 연구에서 지표별 블로그 포스트

및 지오태그 이미지의 수는 각 지표에 대한 프록시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직접 및 간접 이용)

: 이용은 자연자원의 가치가 전달됨에 있어 매개가 되는 사람들의 활동

을 의미하며, 이에 직접 이용 가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전달이 가능한 자연자원의 가치를, 간접 이용 가치는 직접적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활동을 통해 자연자원의 존재 자체로

부터 전달가능한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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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

: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 번들은 자연자원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을 말하며, 연구에서는 주로 MA가 제시하는 10개의 문

화서비스의 범주를 대상으로 복수의 개별서비스가 동시적으로 발생하

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서비스 자원

: 사람들이 문화서비스를 제공받고 인식하는데 기여하는 물리적 자원으

로 연구에서는 문화서비스와 관련한 내러티브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장소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를 목록화하였다. 이는 또한 평가 지역 내

위치하는 내부 서비스 자원과 평가 지역 외 위치하는 외부 서비스 자

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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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인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UN

DESA, 2019). 도시화는 자연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 중에서도 인간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Das & Horton, 2012; Watts et al., 2015).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연구들

이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편익을 입증한 바 있다

(Hartig et al. 2014). 특히 2020년부터 이어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의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이나 사적 모임 제한은 도시림에 대한 수요를 더

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Beckmann-Wübbelt et al., 2021; Krellenberg

et al., 2021). 2020년 국내 국립공원의 전체 연간 탐방객 수는 팬데믹 이전

인 2019년에 비해 18.3%의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형 국

립공원인 북한산, 계룡산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는 각각 17.7%, 14.8%씩 증

가한 수치를 보였다(국립공원공단, 2021). 이러한 수치는 근거리의 여가 공

간으로서 도시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러

한 배경에 따라 도시림의 관리 및 계획의 수립에 앞서 도시림에 따른 혜택

이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

다(UN Habitat, 2017).

이에 생태계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는 문화생태계서비스(이하 문화서비

스)를 비롯한 자연자원 관련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에 대한 정량화와 맵핑에 대한 요

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Crossman et al., 2013; Maes et al., 2012).

그러나 여러 생태계서비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무형적이고 주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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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인식에 기반하는 문화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여겨져 왔다. 설문, 인터뷰 등의 일반적인 인식 조사는 특정 위치와 작은

표본에 국한됨에 따라 다양한 경관의 문화서비스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며

(Hernández-Morcillo et al., 2013; van Zanten et al., 2016), 이에 문화서비스

에 대한 정량화 및 지도화는 전체 생태계서비스 평가 중 대략 20% 정도의

연구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보고되었다(Martínez-Harms & Balvanera, 2012).

이러한 배경 아래 2013년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등장은 문화서비스 평가

연구 분야에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Casalegno et al., 2013; Nahuelhual

et al., 2014; Wood et al., 2013).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기존 방식에 비해

수집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적고 대규모의 표본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문화서비스 내용적, 공간적 평가 범위를 크게 확장하면서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지오태그

이미지(geotagged image)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는 문화서비스 평가 연구

는 여전히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일의 이미지 데이터만으로는 이용

자 인식이나 경험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이를 문화서비스 평가 단

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문화서비스 평가 방

법들을 토대로 내용적, 공간적으로 개선된 문화서비스 평가맵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선이라 함은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공간적 평가에 이용

자의 인식과 경험을 반영함에 있어 평가의 정확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는 문화서비스의 평가적 측면에서 내러티브와 지오

태그 이미지 데이터의 연결 및 통합 분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연구는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기반한 도시림의 문화

서비스 평가 지표 및 이에 대한 정량적, 공간적 평가맵을 도출한다. 본 연

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 및 평가모델 구축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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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과정

2.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1.1. 도시림의 범위

문화서비스는 생태계의 가치를 전달받고 인지하는 수혜자로 인해 성립

되며 이에 자원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생태계에서 문화서비스의 평

가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도시림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내용적 범

위는 국가별 제도, 자원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생활권역에 입지하고 도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녹지자원을

일컫는 용어로 통용되어 왔다(Bulkeley & Betsill, 2005). 도시림은 도시지

역의 공원을 비롯한 가로수, 연결녹지, 산림 등 다양한 유형의 녹지자원을

총칭한다(Devisscher et al., 2022).

국내에서는 산림청에서「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

림자원법)을 통해 ‘도시림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

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면 지역 및「자연

공원법」제 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로 정의한 바 있다. 산림자원법

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일상생활 및 건강 저하와 같은 사

회 문제에 대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양 공간 제공, 건강증진 및 정

서 함양을 목적으로 2021년 6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숲법)으로 타법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숲법에서는 기존의 ‘도

시림’ 및 ‘생활림’ 등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명명하고 면 지역 제외 규정

을 삭제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기반하여 수요적 측면에서 문화서비스

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역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림의 의미를 국내에서 규정하는 법적,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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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 및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입지한 녹지자원으로서의

광의의 사전적 의미에 집중한다. 다만 다른 녹지 유형에 비해 생태적 관리

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요 이해 및 공간적 평

가가 관리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림 지역에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한정한다. 이를 통한 연구의 결과물은 추후 국내 도시지역의 산림에 대한

문화서비스 평가 및 평가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1.2. 평가 지역

수도권에 걸쳐 자리한 대표적인 도심형 국립공원으로서 북한산 국립공

원의 면적은 약 76.922㎢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성곽 및 사찰 등의 문화자

원에 대한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의

5개구(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경기도 3개시(고양시, 양주

시, 의정부시)에 걸쳐 있으며 우이령을 경계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

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된다. 수도권에 입지함에 따라 도시민의 자연 휴

식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여 국내 국립공원 중

연간 평균 500만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국

립공원공단, 2021). 또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산과 같은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1). 이에 연

구에서는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가 입증된 북한산 국립공원을 도시림의 문

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실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평가지표 도출 및 정량적,

공간적 평가를 수행한다.

1) “국립공원 3곳, 코로나19에도 탐방객 늘었다”, 데일리안, 2020.07.28. https://w
ww.dailian.co.kr/news/view/908343. Accessed 2022.06.24.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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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의 내용적 범위

연구는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기반하여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 서비스 지역에 대한 평가맵을 도출한다. 이는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이하 MA), 생태계

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이하 TEEB), 국제 공통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Comm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이하 CICES) 등과 같은 명시적인

서비스 분류체계와 지오태그 이미지 등 소셜미디어 데이터 중심의 최근

문화서비스 평가 동향을 토대로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에 있어 보다

이용자 수요 중심의 평가방법을 모색하고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하고자 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

서비스 개념과 분류체계, 정량적 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과제와 한계를

설명하였다.

연구는 문화서비스 평가에 이용자 인식 및 경험을 반영함에 있어 내러티

브나 지오태그 이미지와 같은 상이한 특성의 수요 데이터를 문화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로 처리하고 연계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Figure 1).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는 연속된 3개의 세부 연구로 구성된다. 3장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MA의 서비스 범주에 기반한 문화서비스 유형

을 도출하고 유형별 서비스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

로 이용자 인식 및 경험 가치를 고려한 문화서비스 평가의 필요성과 텍스

트 형태의 내러티브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텍

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 인식 및 경험 가치에 따른 도시림의 문화

서비스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에 대한 평가 지표를 도출한다. 이는 도시

림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고유한 운영 단위를 식별하는데 의의가 있다. 5장

에서는 4장에서 도출된 평가지표에 따라 지오태그 이미지를 분류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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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지역에 대한 최종 평가맵을 도출한다. 이는 이미지 학습 및 분류 모델

을 통해 내러티브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이미지 자료와 지오태그 이미지의

연계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환경 조건 및 범위에 따

라 서비스 지역을 식별하고 평가값을 산출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앞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Figure 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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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서비스

1.1.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및 분류

생태계서비스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특정 자연의 기능이 인간 사

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언급되면서 발전되었다. 이후 1970~1980년대에 생

태계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생태학

적 문제들을 경제적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공

의 관심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Gómez-Baggethun et al., 2010).

Schumacher(1973)는 이를 설명함에 있어 자연자본의 개념을 사용하였고,

Westman(1977)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들을 열거함으로서 보다

많은 정보에 입각하여 정책 및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인간 복지와 생태계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혜택에 대한 개념들

은 ‘생태학적 서비스’, ‘환경적 서비스’, ‘자연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오다가 Ehrlich & Ehrlich(1981)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생

태계서비스로 불리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생태

학과 경제학의 추가적인 관점 및 주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Daily(1997)

와 Costanza et al.(1997)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인용되어 왔다. 이들은 각

각 생태계서비스를 “자연 생태계와 이를 구성하는 종이 인간의 삶을 유지

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과 과정(Daily, 1997)”과 “인간이 생태계 기능에

서 직간접적으로 얻는 혜택(Costanza et al., 1997)”으로 정의하였다.

MA(2005)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에 이러한 기존의 정의들을 모두 포함

하고 생태계서비스의 휴리스틱과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MA는 생태계서

비스를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는 혜택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복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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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토대로 지지서비스, 조절서비스, 공급서비스, 문화서비스로 분

류하였다(Table 1). 이를 바탕으로 인간 복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열하

고 분류된 생태계서비스와 구성요소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TEEB(2010)에서는 생태계서비스를 인간 복지에 대한 생태계의 직간접적

기여라 정의하고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TEEB의 분류체계는 Haines-Young

& Potschin(2010)이 제안한 캐스케이드 모델의 초기 형태를 바탕으로 생

태계의 생물물리학적 구조, 기능에서 출발하여 서비스, 혜택과 같은 인간

복지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에 기반한다(Figure 2). TEEB의 연계 구도

에서 도착 지점에 이를수록 시스템의 복잡성은 낮아진다.

CICES(2009)에서는 MA와 TEEB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조정하여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추정에 보다 적합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서 CICES 역시 TEEB과 동일하게 생태계가 인간 복지에 기여하

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캐스케이드 모델을 취하고 있으며 지지서비스는

Figure 2. 생태계서비스의 캐스케이드 모델

(Haines-Young & Potsch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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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기능 및 중간 서비스로 간주한다. CICES에서 주어진 서비스가 중

간 서비스인지 최종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유형과 이용에 기반

하며, 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는 사람들이 직접 소비하고 사용하는 생태계

의 최종 생산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적 틀은 생태계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서비

스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이중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La Notte et al., 2017). MA, TEEB, CICES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생태계서비스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로부

터 실질적인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및 분류 시스템은 생태계서비스의 평가의 주축

이 되는 평가항목으로서 기능하며 서비스 간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고 국

가 및 전지구적 규모의 평가에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데 기여

해왔다.

2) CICES는 2009년 Haines-Young et al.(2009)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CICES의
분류체계는 계속 개발 및 수정 중에 있다. 이를 주관하는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는 2018년 1월, 개정판인 CICES(v5.1)을 발표하였다.

정의 서비스

MA

(2005)

사람들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지지 서비스

TEEB

(2010)

인간 복지에 대한 생태계의 

직간접적 기여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서식지 서비스

·문화 및 어메니티 서비스 

CICES

(2009)2)
인간 복지에 대한 생태계의 

기여

·공급 서비스

·조절 및 유지 서비스

·문화 서비스 

Table 1. 일반적인 생태계서비스 정의 및 서비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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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서비스의 개념 및 범주

생태계서비스 중 문화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 복지에 기여하는 비물질

적인 가치 및 혜택과 기타 서비스들과의 작용을 환경 정책 결정에 포함시

키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문화서비스는 정보 기능(de Groot et al.,

2002), 어메니티 및 충족(Boyd & Banzhaf, 2007), 사회문화적 충족

(Wallace 2007), 삶의 충족 기능(Daily et al. 2009), 문화 및 어메니티 서비

스(de Groot et al., 201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렇듯 문화

서비스의 개념과 용어, 정의에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화서비스가

가지는 주관적이고 생물물리학적, 경제적 용어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무형

의 특성에 대해서는 광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서비스는 기타

생태계서비스에 비해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Plieninger et al., 2013) 이를 토대로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동기를 부여한다(Opdam et al., 2015). 문화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기여도와 문화적 평가에 달려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체적, 정

신적 혜택은 본질적으로 미묘하고 직관적이다(Kenter et al., 2011).

Costanza et al.(1997)은 휴양과 문화서비스를 개별의 생태계서비스로 구

분하고 각 서비스에 대해 휴양서비스는 생태관광, 낚시, 옥외 휴양 활동 등

에 대한 가치, 문화서비스는 생태계의 미적, 예술적, 교육적, 영적, 과학적

가치로 정의하였다. MA(2005)는 이를 통합하여 문화서비스를 인간이 정

신적 풍요, 인지 발달, 성찰, 휴양 및 미적 경험을 통해 생태계로부터 얻는

비물질적 혜택으로 정의하고 영적 및 종교적, 레크리에이션 및 생태관광,

미적, 영감, 장소감, 유산, 교육을 포함한 10개의 하위 서비스들을 범주화

하였다(Table 2). 이는 문화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개별의 평가항목으로 지

금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분류체계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서비스의 범주는 문화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으로서 기능한

다. 이는 개별의 범주를 상호배타적으로 설정하고 범주 간의 관계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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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첩되지 않는 분류 기준을 가진다. 이러한 문화서비스에 대한 실증주

의적 접근은 생태계가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기여하는 무형의 방식과 다

양성을 직관적으로 제시하며 개인의 인식과 경험 가치와 서비스의 다양성

을 중시하는 해석주의적 접근과는 구분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범주 설명

문화적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은 문화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영적 및 종교적 가치
많은 종교는 생태계 혹은 그 구성요소에 영적이거나 종교적

인 가치를 부여한다.

지식 시스템
생태계는 다른 문화에 의해 형성된 지식 체계의 유형에 영향

을 미친다.

교육적 가치
생태계와 구성요소 그리고 생태계 과정은 정규적 혹은 비정

규적인 교육의 기초를 제공한다.

영감
생태계는 예술, 민속, 국가적 상징, 건축, 광고에 풍부한 영감

의 원천을 제공한다.

미적 가치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름다움이나 미적 

가치를 발견하며 이는 공원, 시닉 드라이브(scenic drive), 택

지 선정을 지원하는데 반영된다.

사회적 관계

생태계는 특정 문화에서 확립된 사회적 관계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어업 사회는 목축이나 농업 사회와 많은 측면에

서 차이가 있다.

장소감
많은 사람들은 생태계를 포함한 환경 특성에 대한 개인의 인

식과 연관된“장소감”을 중시한다.

문화유산 가치
많은 사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관에(문화 경관) 대한 유지

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종의 유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레크리에이션 및 

생태관광

사람들은 종종 특정 지역의 자연이나 경작 경관의 특성을 바

탕으로 여가 장소를 선택한다.

Table 2. MA(2005)의 세부 문화서비스 범주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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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방법 및 맵핑

2.1.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방법

생태계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의 주요한 배경 중 하나는 인간 복지가 환

경 조건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 관리가 원론적으

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함으로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Tallis et al., 2008). 그러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환경과 같은 대상에 대

해서는 관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Liu, et al.,

2010). 따라서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서 지속가능

한 관리를 지원하는데 있다(Ehrlich & Pringle, 2008). 이에 개별의 서비스

는 가치를 식별하고 서비스 간의 시너지 혹은 트레이드오프의 이해를 위

해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Wallace, 2007). 이에 많은 연구들이

MA 등의 세부 서비스 범주를 기반으로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

해왔다.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 방법은 측정되는 평가 단위 및 평가 자

료에 따라 크게 경제적 평가와 비경제적 평가, 그리고 현시선호법과 진술

선호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Cheng et al., 2019).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서 현시선호법은 공원 입장료

(Sumarga et al. 2015)나 여행 비용(Christie et al., 2012; van Berkel &

Verburg., 2014), 부동산 가치(Garcia et al., 2016; Sander & Haight, 2012;

Spangenberg & Settele, 2010)와 같이 문화서비스와 관련한 실제 시장의

화폐적 가치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서비스를 산정하는데 활용되었다. 이에

반해, 진술선호법은 범주화된 문화서비스의 평가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지

불 의사를 묻거나(Gandarillas et al. 2016; Ginsburgh, 2017) 수준이 다른

서비스 대안에서 선호체계를 도출하고 각 대안에 대한 유지비용을 추산하

는(Ungaro et al., 2016)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문화서비스의



13

평가항목은 화폐 가치로 측정되기 힘들었으며 이에 휴양이나 경관미와 같

이 화폐화가 용이한 특정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대다수였

다. 문화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혜택은 개인과 조직, 경험과 형이상, 가변성

과 불변성 등 여러 차원에 걸쳐 복잡성을 가짐에 따라 목재나 식품과 같은

시장 재화로의 상품화가 용이한 공급 서비스 등에 비해 정량적 평가 단위

로 일반화되기 어려웠다(Chan et al., 2012).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의 한계에 따라 비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이 주목받게 되면서 관련 연구가 급증하였다(James et al., 2013;

Scholte et al., 2015; Sagie et al., 2013). 비경제적 가치 평가에서 현시선

호법으로는 문화서비스와 관련한 사람들의 특정 활동이나 행태를 직접적

으로 관찰하거나(Unnikrishnan & Nagendra, 2015), 텍스트, 이미지와 같

은 정성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Everard, 2010; Scholte et al., 2015)들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문화서비스 평가 연구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

는 소셜미디어 자료 또한 실제 이용자들의 행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

시선호 자료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비경제적 가치 평가에서 설문조

사와 인터뷰가 가장 대표적인 진술선호법에 해당되며 비경제적 가치 평

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휴양이나, 경관

미, 교육, 영감, 장소감 등 특정 문화서비스에 대한 가치 순위를 도출하거

나(Schmidt et al., 2016) 문화서비스와 관계한 자원에 대한 가치를 부여

함으로써 문화서비스의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Bryce et al.

2016). 응답자가 제공하는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내러티브 분석

(Bieling, 2014), 워크숍 등의 형태로 응답자에게 문화서비스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그룹 내에서 의견을 유도하는 포커스 그룹 방법(Spash,

2007) 또한 진술선호법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응답자의 생

활과 삶을 중심으로 문화서비스에 대한 보다 풍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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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현시선호법과 진술선호법은 각각 다음과 같은 명확한 장

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시선호법은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해 구축된 자료가 아닌 관찰 자료에 기반하며, 때문에 이를 평가에 활용

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진술

선호법은 문화서비스의 평가항목 및 구체적인 내용적 범위 대한 자료 수

집 및 설계가 가능하지만 이를 취득하기 위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이에 조사 범위가 넓은 광역 범위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

들다.

이에 문화서비스를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경제적, 비경제적 혹은 현시선

호, 진술선호와 같은 구분을 막론하고 한 가지 이상의 자료와 방법을 혼합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예로 Garcia et al.(2016)는 지역의 휴양 및 생태관

광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헤도닉 가격과 여행 비용 두 가지 경제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방문객 뿐 아니라 인근 거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함께 반영

하고 해당 가치 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García-Llorente

화폐적 가치 평가 비화폐적 가치 평가

현시선호법

(Revealed 

preference)

- 시장가격법

- 여행비용법

- 헤도닉가격법

- 가치이전법

- 관찰 조사

- 문서 분석

- 소셜미디어 분석

진술선호법

(Stated 

preference)

- 숙의적 접근법

- 가상가치평가

- 선택실험법

- 인터뷰

- 설문조사

- 내러티브

- 포커스 그룹 

- 전문가 기반

- Q방법

* Source : Cheng et al.,(2019)

Table 3.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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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2)은 지역의 다양한 경관 유형에 대해 지역민들이 인지하는 사회

적 가치를 WTP(Willingness To Pay) 조사를 통해 금전적으로 측정하고

전문가 포커스 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경관에 대한 생태적 가치의 중

요도를 식별함으로써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Plieninger et al.(2013)은 마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문과 인터뷰, 참여

맵핑을 실시하고 각 조사 결과를 연결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

화서비스의 유형과 양을 지도상에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서비스의

번들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평가 방법에 따라 적합한 평가의 내용적

범위나 지역적 규모, 특성은 상이하다. 따라서 문화서비스의 평가는 방법

에 따른 평가 지표와 평가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지역

의 공간적, 내용적 범위에 적합한 수준의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2.2. 문화서비스의 공간적 평가

환경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공간적 특성에 기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맵핑

또한 생태계서비스의 주요 평가 영역에 포함된다. 맵핑은 생태계서비스의

공간적 세분화를 통해 서비스의 패턴과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의

사결정자로 하여금 중요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ateman et

al., 1999; Chan et al., 2006; Eade & Moran, 1996). 시너지 및 트레이드오

프, 공급과 수요,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영역의 우선순위 결정, 시나리오 분

석 등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평가 영역에서 활용되어져 왔다(Burkhard

et al., 2012; Chan et al., 2006; Harrison et al., 2010; Raudsepp-Hearne et

al., 2010). 맵핑은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단순한 수치적 결과 형태에 머무르

지 않고 정책 및 의사결정 도구로서 생태계서비스를 주류화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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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 맵핑 연구에서는 평가 및 맵핑을 위한 사회조사 자료의 부족

으로 전체적인 서비스 자체 평가보다는 서비스와 관련한 사회적인 관심을

설명하는 프록시를 기반으로 문화서비스를 맵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

다. 설문 및 인터뷰를 동반하는 참여지도 작성법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문

화서비스를 지리적 영역에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참여

지도 작성법은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맵핑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기 이전부터 사회 및 생태 시스템(Social

ecological systems, SES)을 맵핑하고 비교하는데 활용되어 왔다(Kliskey,

1994; Brown et al, 2005).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은 문화서비스에 대해

가치를 인식하는 위치를 지도상에 포인트로 표시하도록 요구받는다. 연구

에 따라 표시된 포인트는 선호도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기도 했다. 수집된

포인트 데이터는 밀도 분석이나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크리

깅 등의 보간을 통해 핫스팟을 도출하거나(Alessa et al., 2008; Siniscalchi

et al., 2006) 토지피복과 같은 개별적인 환경 특성 혹은 종합 평가된 생태

적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Plieninger et al. 2013).

이러한 문화서비스 인식에 대한 포인트 자료의 분석은 핫스팟을 도출하고

연구 지역 내 환경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서 시작하여 연구 지역

외부 영역에 대한 문화서비스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데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USGS의 SolVES(Social Values for Ecosystem Services)는 생태계서비

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Sherrouse et al. 2011). SolVES는 GIS를 기반으로 MaxEnt 모형 소프트

웨어를 통합하여 개발되었다. MaxEnt 모형은 원래 생물종의 출현 데이터

로부터 종의 지리적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

는 문화서비스 평가 연구에도 다수 활용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이용자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입력한 환경 변수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공간적 분포와 서비스 잠재 지역을 맵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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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지역의 경우 문화서비스와의 공간적 관계를 구체화함에 있어

분석의 해상도는 대상지 규모에 따라 약 10m~500m까지 다양하게 나

타났다. 또한 도로나 트레일을 비롯한 기반 시설, 관광 및 문화 시설,

도시지역과의 거리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Arslan & Örücü, 2021), 또

는 경사, 고도, 수역과의 거리, 일정 반경 이내 수목 및 숲의 비율과 같

은 생태적 조건(Sherrouse et al., 2017), 보호지역 지정 여부와 같은 관

리적 조건(Richards & Tunçer, 2018)들이 주요한 환경 변수로 고려되

어왔다.

2.3.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 및 과제

인간 중심적 가치에 상응하는 문화서비스의 무형적 혜택은 근본적으로

개인과 조직, 경험과 형이상, 가변성과 불변성 등 여러 차원에 걸쳐 복잡성

을 가짐에 따라 정량적 평가 단위로 일반화하기 어렵다(Chan et al., 2012).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문화서비스의 범주는 서비스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혜택, 이용과 비이용, 시장재와 비시장재 같은 다양한 속성이 혼재

되어 있다(Hernández-Morcillo et al., 2013; Satz et al., 2013). 문화서비스

는 중간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최종 서비스가 다른 자본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Chan et al., 2011; Fisher et al., 2009) 때문에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적 동인이나 전달 과정을 식별할 수 있다 할지라

도 모든 가치나 혜택이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형태는 아니다(Milcu et

al., 2013). 이와 더불어 단일의 생태계는 다수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단일의 문화서비스는 둘 이상의 생태적 요소나 프로세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Satz et al., 2013). 때문에 이러한 유기적 관계 특성을

가지는 문화서비스의 평가 범주에 기반한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에서

는 이중 계산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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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의 정량적, 공간적 평가에 있어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특성과 규모에 대한 충분한 양의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 수요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서비스에서 데이터의 부족은

개별 서비스 간의 지식 격차로 이어지기 쉬우며 맵핑 결과의 신뢰도를 확

보하기가 어렵다(Feld et al., 2009; Naidoo et al., 2008). 그러나 문화서비

스를 평가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 및 이용 데이터는 수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참여 지도법은 이용자 수요적 관점에서

문화서비스를 평가하고 맵핑함에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조사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Brown & Fagerholm, 2015;

Heikinheimo et al., 2020), 조사 영역의 제한(Brown & Reed, 2009; Wood

et al., 2013), 수집된 포인트 데이터의 정밀성(Brown et al., 2014; Stopher

& Greaves, 2007) 측면에서 모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어 왔다(Depietri et al., 2021).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대부분의

문화서비스 평가와 지표는 정량화가 용이한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에 편중

되었으며 공간적 평가는 주로 소규모 지역이나 특정 산림, 수역에 한해 이

루어지거나 이용자 수요보다는 도면화가 비교적 용이한 공급적 측면에 편

향된 경향이 있었다(Depietri et al., 2021; Hegetschweiler et al., 2017).

이와 같은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과 분류체계에서 기인한 정량적 평가의

한계로 전체 생태계서비스 평가 연구에서 맵핑을 포함한 문화서비스 평가

는 약 20%로 다른 서비스 평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Martínez-Harms & Balvanera, 2012). 현재 생태계서비스 연구에서 문화

서비스의 평가는 가장 어렵고 성취도가 낮은 생태계서비스의 주요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MA(2005)가 제시한 총 344개의 생태계서비스 지표 중 38

개 지표만이 문화서비스에 해당되었으며, 그 중 32개 지표는 국가 단위의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평가와 관련한 지표였다. 이에 반해 사회적 관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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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시스템,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세부 혜택은 문화서비스 평가 및 지표

개발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평가항목으로서 기존의 광범

위한 문화서비스의 범주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단위의 서비스 범주와 명

확한 정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Haines-Young et al.,

2007; Hernández-Morcillo et al., 2013; Tallis et al., 2012).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서비스 평가 및 맵핑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대중의 인식, 행태를 관찰

함에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등장은 수요적 측면에 대한 평가와 맵핑 가능성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영역에서의 야생 지역에 대한 관광

가치를 평가한 Wood et al. (2013), 영국의 전원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의

미적 가치를 평가한 Caselegno et al. (2013), 칠레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휴양적 가치를 평가한 Nahuelhual et al. (2013)의 연구를 시작으로 문화

서비스 평가와 맵핑에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크게 급증하

였다.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각광받는 주요한 이유는 이

전의 설문 등의 조사 방식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 대비 많은 양의 데

이터를 다룰 수 있고(Ghermandi, 2018; Ilieva & McPhearson, 2018), 보다

넓은 공간 범위에서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며(Muñoz et al., 2019;

Sinclair et al., 2019), 이를 참여 지도 방식 등에 비해 정밀한 공간 해상도

로 표현(Bubalo et al., 2019; Figueroa-Alfaro & Tang, 2017)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은 경제적, 사

회적, 정치적 여러 동인에 반응하며 시간 및 공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

로 변화한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많은 경우 플랫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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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 이후부터의 과거 자료에 대한 수집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하

여 사람들의 인식 및 활동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주요

한 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지오태그 이미지(geotagged images)는 소셜미디어 데이터 중 문화서비

스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형태이다. 지오태그 이미지는

사람들이 야외 활동 중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각 이미지는

촬영 지점에 대한 지리정보를 함께 포함한다. 플리커(Flickr)3)와 파노라미

오(Panoramio)4)는 지오태그 이미지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

랫폼으로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Figueroa-Alfaro &

Tang, 2017).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지오태그 이미지의 수는 해당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프록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의 수

와 밀도가 공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사진에 대한 내용 분석이 함께 요구되었다. 이에 사진에 대한 내

용적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이미지 분류 기법 또한 함께 개발되어 왔다.

Google Cloud Vision, Azure Computer Vision, Clarifai와 같은 이미지 인

식 알고리즘 서비스는 입력된 사진의 주제에 대한 라벨 정보를 키워드 형

태로 반환함으로써 기존의 수동적인 내용 분류에 요구되던 시간을 크게

절감시켰다. 사진에 대한 라벨 정보는 연구에 따라 문화서비스와의 관련성

이나 활동, 자연 및 야생 동식물, 유적 등 세부 주제별로 수동으로 재분류

(Runge et al., 2020)되거나 군집분석(Richards & Tunçer, 2018; Lee et al.,

2019) 등을 통해 개별의 문화서비스 혹은 번들을 확인하는데 활용되었다.

또한 지오태그 이미지는 앞서 살펴본 여러 공간 분석 도구와 결합하여 공

급적 측면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화서비스 평가

의 내용적, 공간적 범위를 크게 확장하였다.

3) 플리커(Flickr), https://www.flickr.com
4) 파노라미오(Panoramio), 2016년 11월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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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오태그 이미지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

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Ilieva &

McPhearson, 2018; Muñoz et al., 2019; Sinclair et al., 2019). 소셜미디어

는 이용이 활발한 특정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령, 성별, 경

제적 불균형에 따른 소셜미디어의 이용 격차는 표본 편향을 야기할 수 있

으며 이는 모집단의 대표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로 지오태그 이미지는 대부분 사진과 촬영 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만 제공

할 뿐 이용자가 어떤 의도로 사진을 촬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Lee et al., 2020). 때문에 어떤 활동에 의해 문화서비스가 인지되고 전달

되는지, 그 기저에 어떠한 요구나 주변 맥락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오태그 이미지의 분류 과정에서 자연 경

관이나 유적 사진에 비해 휴양 활동의 사진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한

다(Richards & Friess, 2015; Tian et al., 2021). 그러나 설문이나 인터뷰

등의 사회조사를 통한 문화서비스 평가(Fish et al., 2016; Plieninger et al.

2013)에서 휴양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오태그 이

미지의 분류 결과를 직접적인 문화서비스 가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지오태그 이미지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이용자 인식이나 동기,

경험, 감정에 대한 많은 정보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문서 기반의 소셜미디

어 데이터도 문화서비스 평가 자료로 고려할 수 있다. 인터뷰나 워크숍 등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러티브 형식의 자료는 문화서비스 연구에서 지오

태그 이미지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자연과 사람의 보다 정서

적인 연결, 인식을 밝히는데 기여해왔다(Gee & Burkhard, 2010; Lee et

al., 2019; Ryfield et al., 2019). 트위터(Twitter) 데이터는 대표적인 내러티

브 형식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로 전통적인 자료 수집 방식에 비해 짧은 시

간 동안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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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포함할 수 있어 문화서비스 연구에 종종 활용되어 왔다. 종합적인 문

화서비스 평가(Dai et al., 2019; Johnson et al., 2019; Ruiz-Frau et al.,

2020)를 비롯하여 휴양(Roberts et al., 2017; Zhou & Zhang, 2016), 유산

(Ghermandi et al., 2020) 등 특정 가치에 대한 평가나 이용 만족도 및 감

정 분석(Becken et al., 2017; Wilson et al., 2019)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짧은 문장 형식의 트위터 데이터에 비해 블로그 데이터는 보다 많은

양의 서술 정보를 포함하며 이 또한 문화서비스 연구에 활용된 바 있다(고

하정, 2019; Kim & Son; 2021). 이와 같은 내러티브 자료는 지오태그 이미

지 연구에 비해 이용자들의 보다 다양한 활동 유형을 포착하고 관련한 변

수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환경적 변수보다는 문화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회

적 동인을 해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서 형식의 자료 분

석은 문장과 문서들을 단어의 형태로 토큰화하는 전처리 과정에서 시작한

다. 문화서비스 연구에서 분리된 개별의 단어들은 연구자가 서비스와의 관

련성을 검토하여 각 서비스별로 목록화되어질 수 있으며 분류된 단어의

빈도나 종류가 문화서비스의 양과 다양성에 대한 지표로 활용된다(Hale,

et al., 2019). 또는 단어의 의미적 연결에 기반하는 의미 네트워크 분석(고

하정, 2019; Hirahara, 2021)이나 Word2Vec 모델(Kim & Son, 2021) 등을

통해 문서가 가지는 중심 내용들을 포착하고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들

을 해석함으로써 문화서비스와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동인을 포착한

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서상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공출현 및 분포를 벡

터화하여 단어 간의 거리를 학습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 자료는 문화서비스의 정량적인 평가 측면에서 정보

의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는 점도 주요한 문제다. 일부 연구에서 플리커, 트위터 등 위치정보를 포함

하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제목이나 태그, 설명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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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맵핑한 바 있으나 전체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포함한 데이터 양

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Hale, et al., 2019; Johnson et al., 2019).

이에 문화서비스의 평가에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수집을 위한 플랫폼 선택, 자료 형태,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혼합 사용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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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A 서비스 범주에 기반한 도시림의 문화

서비스 유형 및 평가

1. 서론

생태계서비스 프레임워크는 오늘날 생태계와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공

식적인 접근 방식이자 자연 자원의 관리 도구로서 여러 환경과학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계가 인간 복지에 제공하

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평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으나 이

를 정량화된 지표로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Scholte et al., 2015). 경제적, 정량적 가치에 기반하는 생태계서비스의 평

가 기조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문화서

비스 평가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로 이어졌다.

자연 자원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생태계가 인간 복지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문화서비스를 보다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Chan et al., 2012). 신화나 역사, 대중매체, 픽션 어떠한 형태이건 인간의

삶과 인간적 현실을 구성하는 인식의 체계는 내러티브로서 존재한다

(Berger & Luckmann, 1966). 이러한 내러티브 형태의 지식들은 문화서비

스 연구에서 자연과 인간의 정서적 연결, 그리고 인식을 밝히는데 기여해

왔다(Gee & Burkhard, 2010; Lee et al., 2020; Ryfield et al., 2019).

그러나 내러티브 자료를 얻기 위한 인터뷰, 워크샵 등의 전통적인 사회

조사 방식에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표본 수의

부족으로 그 결과를 광역 지역에 대한 문화서비스로 표준화하기는 어렵다

(Retka et al., 2019). 이에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대안적 자료로서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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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데이터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Cheng

et al., 2019). 플리커, 파노라미오 등을 통해 수집되는 지오태그 이미지는

많은 연구에서 내용분석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 분류를 통해 문화서

비스 범주별로 정량화되고 해석되었다(Lee et al., 2019; Oteros-Rozas et

al., 2018; Retka et al., 2019). 그러나 지오태그 이미지는 게시자가 어떠한

의도로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그리고 인지된 서비스의 범주나 그 기저에

존재하는 사회적, 물리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지오태그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서비스 평가는 특정 문화서비스에 대한 과잉(예: 미

적 가치 및 야생동물 관찰) 및 과소(예: 레크리에이션 활동)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uiz-Frau et al., 2020; Tenkanen et al.,

2017).

블로고스피어는 웹 블로그 또는 블로그 관련 공간의 집합으로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해, 감정, 태도를 추출하고 발굴함에 있어 풍부한 정보원의 역

할을 하고 있다(Mishne & Rijke, 2006). 문화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사람들

의 인식과 경험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서술적으로 표현된

다. 또한 블로그 포스트와 같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수는 자연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관심 및 활동량과 비례한다(Appendix A).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블로그 포스트를 활용하여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내용적, 공간적 분포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문화서비스의 평가적 측면에서 내러티브 자료

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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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데이터 수집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내러티브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의 블로

그 포스트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범주화에 기반한 문화서비스 평가는 “북

한산”을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제공되는 블로그 포스트의 요약문을 활용

하고자 하였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요약문은 개별의 블로그 포스

트에서 검색 키워드인 “북한산”이 직접적으로 포함된 문장의 위치를 중심

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블로그 전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장에서 활용된 요약문은 한글을 기준으로 블로그

포스트 한 건당 평균 94자로 구성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1년간 게시된 블로그

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각 계절에 따른 내용을 고르게 반영하고자 검색

시 기간을 설정하여 계절별로 3개월씩 4회에 걸쳐 수집되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 9월 ~ 2018년 11월, 2018년 12월 ~ 2019년 2월, 2019년 3월 ~ 2019

년 5월, 2019년 6월 ~ 2019년 8월까지 총 4,000건의 블로그 포스트가 수집

되었다. 개별의 데이터셋은 포스트 제목, 작성일, 요약문, 블로그명, 포스트

url로 구성되었다. 수집에 활용된 웹크롤러는 Python의 Urllib, Beautiful

Soup, Selenium 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수집 작업은

2019년 10월 24일에 일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수집된 4,000건의 블로

그 포스트를 바탕으로 블로그 활동 정도에 따른 특정인의 편향을 피하고

자 한 게시자에 대한 다수 포스팅은 랜덤으로 한 건씩만 추출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2,005건의 블로그 포스트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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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서비스 범주별 블로그 포스트 분류

범주화에 기반한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해 수집된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세부 문화서비스 범주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문화서비스 범주는 관련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A(2005)의 10개 서비스 분류에 기준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 “지식 시스템” 2개 범주에 대한 서비스는 식별되지 않아 분석 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블로그 포스트에서 포착된 북한산의 문화서비스가 일

반적인 범주 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전의 문화서비스 평가 연구를 참

고하여 다음과 같은 식별 기준을 설정하였다(Table 4). 내용 분석은 해당

기준에 따라 모든 블로그 포스트를 읽고 포착되는 단일 혹은 다중의 문화

서비스 범주에 대해 0 또는 1 값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세부 사항이 함께 검토되었다. 첫째로, 많은 블로

그 포스트에서 사진촬영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산행 과정에서

일어난 경관 및 인물 사진 촬영에 대한 활동 내용은 “영감”의 범주에 별도

로 할당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북한산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서술함에 있

어 많은 경우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이나 장소가 함께 포함되었다. 북한산

내에 위치하는 봉우리, 계곡, 트레일, 방문자 센터와 같은 내부 서비스 자

원 및 교통 및 주거, 상업시설 등과 같은 외부 서비스 자원이 여기에 해당

된다. 이러한 정보는 적절히 고려되었으나 블로그 포스트에서 나타난 문화

서비스를 식별하고 분류함에 있어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예로 산행

경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적지 및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추가적 언급이 부재한 경우에는 단순한 산행 기점에 대한 기록으

로 간주하고 “문화유산 가치”에서 제외하였다. 즉, 모든 블로그 포스트는

물리적 자원이나 특정한 키워드의 유무가 아닌 요약문의 전체적인 맥락에

근거하여 분류되었다. 이와 별개로 문화서비스와 무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

는 380개의 블로그 포스트도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여기에는 “북한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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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단어를 실제 북한산의 지리적, 문화적 맥락과 무관한 상호명 등으로

언급한 예들이 해당되었다. 이에 따른 전체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과정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데이터 정제 과정

서비스 식별 기준

영적 및 종교적 

가치

북한산 및 북한산 내부 자원에 대한 신성시 혹은 종교적 관련 활동

에 대한 언급

교육적 가치
북한산의 자연물 관찰 활동 및 이해를 비롯한 자연을 매개로 한 지

식 전달 활동의 언급

영감 북한산을 매개로 한 창작 활동 및 창작물의 언급

미적 가치
북한산 및 북한산 내부 자원에 대한 시각적 아름다움의 언급 혹은 

북한산 조망을 가치로 표현하는 글

사회적 관계 친구들과의 만남 혹은 동호회 활동에 관한 언급

장소감
북한산 및 북한산 내부 장소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의나 

의미, 인식 혹은 상징성에 대한 언급

문화유산 가치 북한산 내 문화유적 및 사적지 답사 혹은 유산적 가치에 대한 언급

레크리에이션 및 

생태관광

여가 및 휴양 활동 장소로서의 북한산 혹은 직접적인 개인 경험에 

대한 언급

Table 4. 블로그 포스트에서의 문화서비스 식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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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화서비스 유형별 특성 분석

블로그 포스트별로 할당된 문화서비스 비율을 바탕으로 북한산에서 문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도출하고자 주성분 분석 및

Ward법을 사용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 및 군집

분석은 범주화된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서비스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번들

및 지역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어져 왔다(Kim et al., 2020; Retka et

al., 2019; Turner et al., 2014). 이에 따라 군집화된 블로그 포스트의 텍스

트 데이터는 이후 유형별로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별 내용 분석은 Word2Vec 모델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Word2Vec은 2013년 구글이 발표한 대표적인 임베딩 모델로

써, 딥러닝을 통해 단어들의 의미를 다차원의 공간에 벡터화한다. 변환된

단어의 벡터 값은 코사인 유사도를 바탕으로 단어 쌍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며, 의미적 관련성이 높을수록 가까운 거리를 가지게 된다.

Word2Vec 모델은 단어의 등장 빈도를 중시하는 Bag-Of-Words 방식과

달리 문장에서 단어들의 공출현을 고려하는 분포 가정에 기반한다. 분포

가정은 어떤 단어 쌍이 특정 범위의 문맥 환경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 의미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한다. 또한 단어의 목록이

증가할수록 벡터의 크기 또한 증가하는 One-Hot Encoding 방식에 비해

Word2Vec은 벡터 연산의 효율을 높이고 단어 간의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Word2Vec 모델에는 주변에 있는 문맥 단어를 가지고 타킷 단어를 예측

하는 CBOW와 타깃 단어를 가지고 주변 문맥 단어가 무엇일지 예측하는

Skip-gram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과정에서 Skip-gram은 같은 말뭉치

로도 보다 많은 학습량을 가짐에 따라 큰 말뭉치에서의 빈도가 낮은 단어

나 구도를 포착하는데 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블로그 포스트는 문장의 길이가 짧은 요약문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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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많은 샘플 수를 가짐에 따라 이에 보다 적합한 CBOW 모델을 활용

하였다. CBOW 모델은 자주 사용되는 단어에 대해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kolov et al., 2013a; Mikolov et al., 2013b).

Word2Vec 모델의 적용을 위해 블로그 포스트는 형태소 단위로 분리되

었으며 동음이의어는 1차적으로 사전 작업을 통해 각기 다른 단어로 전처

리되었다. 이후 일반명사, 고유명사, 형용사, 동사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

다. 형태소 분석은 Python 라이브러리 KoNLPy에서 제공하는 꼬꼬마

(KKMA)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고 Word2Vec 모델의 학습은 gensi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Figure 4. Word2Vec의 CBOW와 Skip-gram 모델

(Mikolov et al.,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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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

총 1,625건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식별된 8개의 문화서비스 범주별 비율

은 Figure 5와 같다. 이는 각각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식별된 모든 문화서

비스 범주에 대해 다중으로 값을 할당하여 도출되었다. 전체 문화서비스

범주에서 레크리에이션 및 생태관광(이하 레크리에이션)이 51.14%, 미적

가치가 19.9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식별되었으며, 이후 서비스 비율은 사

회적 관계(10.15%), 장소감(8.36%), 문화유산 가치(4.95%), 교육적 가치

(2.59%), 영적 및 종교적 가치(1.84%), 영감(1.05%) 순으로 나타났다. 레크

리에이션의 경우 전체 블로그 포스트 중 84%를 차지하는 1,365건에서 식

별되었으며, 비율적으로 다른 서비스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Figure 5. 블로그 포스트에서 식별된 문화서비스 범주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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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트에서 식별된 문화서비스의 범주별 비율을 바탕으로 주성

분 분석을 실시하여 총 3개의 주성분을 도출하였다(Table 5). 도출된 초기

3개의 성분이 전체 분산의 85.1%를 차지하였다. 첫 번째 인자(PC1)는 미

적 가치와 레크리에이션 간의 구분을 나타내면서 전체 문화서비스 분산의

53.7%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인자(PC2)는 전체 문화서비스 분산의 20.2%

를 차지하였으며, 장소감이 미적 가치 및 레크리에이션과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인자(PC3)는 사회적 관계가 장소감과의 구분되면서 전

체 분산의 11.2%를 차지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자는

특정 개별 서비스 간의 음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직접 이용 가

치와 간접 이용 가치 간의 상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총 5개의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

을 도출하였다(Table 6). 군집 수는 오차 제곱 합의 감소 폭에 기반하는 엘

보우 기법을 사용하여 총 5개의 문화서비스 유형을 도출하였다(Appendix

B). 군집분석 결과 북한산의 문화서비스는 레크리에이션과 미적 가치가

 PC1 PC2 PC3

SPI 0.012 0.041 0.039

EDU 0.014 0.058 0.080

INS 0.017 0.027 0.026

AES 0.605 -0.646 -0.155

SOC 0.005 0.236 0.721

SEN 0.117 0.591 -0.626

CUL 0.017 0.094 0.115

REC -0.787 -0.403 -0.203

분산(%) 53.699 20.160 11.243

누적(%) 53.699 73.859 85.102

SPI : 영적 및 종교적 가치, EDU : 교육적 가치, INS : 영감, AES : 미적 가치, SOC : 사회적 

관계, SEN : 장소감, CUL : 문화유산 가치, REC : 레크리에이션 및 생태관광 (이하 동일)

Table 5. 주성분 로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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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루어지는 유형Ⅰ(17.4%), 사회적 관계 및 문화유산 가치, 교육적

가치, 영적 및 종교적 가치가 높게 나타난 유형Ⅱ(25.8%), 레크리에이션의

독립적인 서비스 형태를 나타내는 유형Ⅲ(35.1%), 장소감 중심의 유형Ⅳ

(12.8%), 미적 가치 및 영감이 강조된 유형Ⅴ(8.9%)로 구분되었다.

3.2.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별 특성 분석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별 내용적 특성은 연구의 중심 키워드인 ‘북한

산’과의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10개의 키워드를 비롯한 단어 벡터의

시각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되었다(Figure 6, Appendix C). 레크리에이

션의 성격이 강조된 유형Ⅲ을 비롯하여 번들 형태를 나타내는 유형Ⅰ, 유

형Ⅱ, 유형Ⅳ에서는 산행 활동과 관련한 키워드(‘산행’, ‘등산’, ‘북한산둘레

길’, ‘백운대’ 등)의 코사인 유사도가 높게 나타났다. 관련 키워드로 자주

등장하는 ‘북한산둘레길’은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

한 총 21개 구간의 저지대 수평 산책로를 말하며, ‘백운대’는 북한산 정상

에 해당하는 봉우리를 가리킨다. 유형Ⅳ의 일부와 유형Ⅴ의 일부에서는 이

와 같은 레크리에이션과 무관한 장소감 및 미적 가치 경험과 관련한 키워

드들이 도출되었다.

N(%) SPI EDU INS AES SOC SEN CUL REC

유형 Ⅰ 282(17.4) -0.461 -0.078 -0.781 0.393 -0.466 -0.458 -0.209 0.113

유형 Ⅱ 418(25.8) 1.706 1.750 1.029 -0.708 1.788 -0.414 1.763 -0.031

유형 Ⅲ 570(35.1) -0.851 -0.570 -0.958 -0.782 -0.466 -0.458 -0.681 1.545

유형 Ⅳ 208(12.8) -0.002 -0.531 -0.408 -0.484 -0.389 1.789 -0.404 -0.440

유형 Ⅴ 145(8.9) -0.392 -0.570 1.117 1.581 -0.466 -0.458 -0.470 -1.186

Table 6.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



34

유형Ⅰ은 레크리에이션과 미적 가치가 번들로 나타남에 따라 산행 및 경

관 자원, 경관 표현에 관한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Figure 6, Appendix

C1). 그중에서도 가을 산행과 관련한 키워드(‘백운대’, ‘단풍’)들이 ‘북한산’

과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보이면서 해당 키워드 간의 강한 응집을 나타냈

다. 특히 레크리에이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유형Ⅲ에 비해 경관 감상 활

동 관련 키워드(‘풍경’, ‘비경’, ‘사진’)이나 시각적 계절감을 드러내는 경관

자원에 대한 키워드(‘진달래’, ‘상고대’, ‘설경’)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유형Ⅱ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단체 활동과 관련한 키워드(‘친

구’, ‘산악회’, ‘모임’, ‘정기산행’)의 코사인 유사도가 높게 나타났다(Figure

6, Appendix C2). 또한 영적 및 종교적 가치, 문화유산 가치와 관련한 활동

및 장소 키워드의 빈도가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동시에 사

회적 관계와의 높은 연관성을 포착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적 및 종교적 활

동과 관련한 ‘시산제’, ‘정기’, ‘사찰’과 같은 키워드는 주로 연말이나 신년에

이루어지는 산악회 활동에 기반한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새해 무탈을 기원하는 장소로서 산이나 사찰을 찾는 데서

Figure 6. 키워드‘북한산’과의 코사인 유사도 상위 10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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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다. 이중 ‘진관사’, ‘삼천사’와 같은 사찰은 북한산 내 종교적 활동이

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소이자 문화유산으로서 시대적 배경을 가리키는

‘신라’를 비롯한 ‘역사’, ‘문화’와 같은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Ⅲ은 레크리에이션의 독립적인 서비스 형태를 나타내며, 이는 전체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북한산둘레길에

서의 단순한 산책, 등산과 같은 산행 활동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높은 코사

인 유사도와 강한 응집 형태를 보였다(Figure 6, Appendix C3). 이에 따라

집에서 북한산까지의 이동 수단부터 날씨, 산행 거리 및 시간, 경유지, 목

적지와 같은 이동과정이 강조되었다. 유형Ⅰ에서 강조되었던 바위나 봉우

리 등의 경관자원은 유형Ⅲ에서 주로 경유지나 목적지로서 언급되었다. 또

한 유형Ⅲ에서는 ‘운동’, ‘체력’, ‘도전’과 같은 키워드 빈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소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유형Ⅳ에서는 북한산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

어지는 키워드들의 분리된 응집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6,

Appendix C4). 북한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장소감은 주로 산행 활동에서

비롯되었으며, 관련 키워드가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냈다. 북한산 외

부에서 형성된 장소감의 경우에는 북한산 인근에서의 나들이 활동 관련

키워드(‘카페’, ‘드라이브’)나 부동산(‘매매’, ‘주택’)과 관련한 키워드 응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심’, ‘자연’과 같은 상반된 의미를 가지는 두 키

워드의 빈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Ⅴ는 외부에서 북한산을 바라봄으로써 전달되는 미적 가치에 대한 내

용들로 북한산 조망 활동과 관련한 키워드(‘뷰’, ‘전망’)에 대한 키워드가 주

를 이루었다(Figure 6, Appendix C5). 이와 더불어 조망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지점 및 활동 키워드들이 지역에 기반하여 응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대부분은 북한산 인근 지역에 위치한 상업시설 키워드(‘카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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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 영감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지점에서의 북한산 촬

영이나 작품 활동에 대한 키워드(‘촬영’, ‘공릉천’, ‘벽제역’)들이 확인되었다.

3.3.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별 공간적 분포

북한산 블로그 포스트에서 수집된 521개의 장소 키워드는 국립공원의

경계를 기준으로 계곡 및 폭포, 바위 및 봉우리, 트레일, 서비스 시설, 종교

시설, 문화재 및 유적, 상업시설과 같은 내부 서비스 자원과, 산 및 공원,

하천, 교통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문화 및 스포츠 시설, 관광명소, 기타

시설과 같은 외부 서비스 자원으로 구분되었다. 장소 키워드의 특성별 비

율 및 공간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7, Figure 7). 전체 장소 키워드

구성은 내부 서비스 자원(38.4%)에 비해 외부 서비스 자원이 61.6%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장소키워드에 대한 등장 빈도는 내부 서비스

자원이 60.7%로 외부 서비스 자원(39.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Figure 7. 문화서비스 관련 장소 키워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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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장소 키워드들의 특성별 빈도와 맵핑된 북한산의 문화서

비스 유형별 장소 키워드의 분포 결과는 각각 Figure 8, Figure 9와 같다.

Figure 9에서 북한산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장소 키워드의 분포는 북한산

내부 지역에서 41.46%, 북한산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17.85%, 북한

산으로부터 500m ~ 3km 이내 지역에서 17.08%, 북한산으로부터 3km 이상

지역에서 23.61%로 나타났다. 살펴보면, 북한산 외부에서 서비스가 주로 이

루어지는 유형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봉우리를 중심으로 내부

서비스 자원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8). 유형 Ⅰ

에서는 북한산 내 주요 경관 자원인 계곡 및 폭포, 바위 및 봉우리에 대한

장소 키워드의 언급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키워드 출현 
문서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내부 서비스 자원

계곡 및 폭포 12(2.3) 46(1.3)

바위 및 봉우리 44(8.4) 999(28.1)

트레일 31(6.0) 390(11.0)

서비스시설 26(5.0) 192(5.4)

종교시설 37(7.1) 248(7.0)

문화재 및 유적 30(5.8) 251(7.1)

상업시설 20(3.8) 33(0.9)

외부 서비스 자원

산 및 공원 103(19.8) 549(15.4)

하천 8(1.5) 24(0.7)

교통시설 62(11.9) 373(10.5)

주거시설 15(2.9) 20(0.6)

상업시설 51(9.8) 202(5.7)

문화 및 스포츠 시설 12(2.3) 20(0.6)

관광 명소 38(7.3) 140(3.9)

기타시설 32(6.1) 69(1.9)

Table 7. 장소 키워드 특성별 분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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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와 유형Ⅲ의 경우 Figure 9에서 나타난 공간적 분포는 유사한 듯 보이나

언급된 장소 키워드의 경우 유형Ⅱ에서는 종교시설을 비롯한 문화재 및 유

적과 같은 내부 자원에서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유형Ⅲ에서는 트레일과 같

은 내부 자원과 더불어 북한산의 연계 산행이 가능한 북한산 외부의 산과

공원에 대한 장소 키워드의 언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유형Ⅱ와

유형Ⅲ에서 강조된 외부 서비스 자원은 주로 500m부터 3km 이내 지역에

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소감과 관련한 유형Ⅳ에서의 문화서비스는 북한

산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내부 활동의 비율이

높은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에 비해 내부 서비스 자원의 비율은 상대적으

로 적은 반면 외부 서비스 자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형Ⅴ에서

는 다른 유형에 비해 북한산의 내부 서비스 자원의 빈도는 19.91%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북한산으로부터의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상업시설 및

관광명소의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서 3km 이상 지역에 위치한 장소 키워드 빈도가 13.43%로 모

든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장소 키워드는 주로 하천

및 관광명소에 대한 빈도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8.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 및 자원별 장소 키워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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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별 장소키워드 분포

4. 논의 및 결론

4.1. MA 서비스 범주에 기반한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

MA의 범주에 기반한 북한산의 문화서비스는 레크리에이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미적 가치, 사회적 관계, 장소감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5). 레크리에이션의 높은 비중에 따라 연구에서 도출된 5개 문화서비스 유

형은 크게 레크리에이션과의 관계성에 기반하고 있다. 다른 서비스와 함께

번들의 형태를 나타내는 유형Ⅰ과 유형Ⅱ,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독립적으

로 이루어지는 유형Ⅲ,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무관한 유형Ⅴ가 이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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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Ⅳ는 문화서비스와 관련한 장소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는 레크

리에이션 활동 장소로서 장소감을 다루고 있으나, 다른 일부는 도심에 위

치한 녹지공간으로서의 북한산에 대한 장소감을 다루고 있었다. 후자는 북

한산 인근의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과 같은 도시 인프라를 설명함에 있어

북한산의 존재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북한산과의 인접성과 이로 인한 지역

의 쾌적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 자원에 대한 노출이나 경험이 비교적 적

은 도시민에게서 높은 경관적 화폐 가치를 형성한다고 지적한 이전의 연

구 결과를 지지한다(Ciesielski & Stereńczak, 2018; Ala-Hulkko et al.,

2016, Paracchini et al., 2014; Sayadi et al., 2009).

레크리에이션은 자연 체험을 위한 직접적인 경험과 활동의 실체로 다른

개별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동기 혹은 결과로 나타난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미지 데이터에 기반한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일반적으

로 저평가되는 레크리에이션 가치가 문화서비스에서 가지는 양적, 의미적

중요를 온전히 반영한다. 특히 신체 건강 및 정서 안정과 관련한 유형Ⅲ은

전체 문화서비스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산림형 국립공

원의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건강 및 치유’가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

고 있다(국립공원연구원, 2019). 이를 고려했을 때 블로그 포스트는 사회적

트렌드와 수요를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형Ⅳ와 같은 장소감을 비롯한 일부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별도

의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식별되며 식별된다 할지라도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직접 이용 가치와의 종합적인 비율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부분의 문화서비스 평가 연구는 보다 정량적 지표가 다양한 직접 이용

가치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접 이용 가치를 포

함하는 유형Ⅳ와 유형Ⅴ가 북한산의 전체 문화서비스에서 약 20%의 비중

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 이용 가치가 문화서비스 평가에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범주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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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별 공간적 분포 특성

본 연구의 맵핑 결과는 북한산에 대한 경험 및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서 동반되어 나타난 장소 키워드의 빈도에 근거한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크게 관여하고 있는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에서는 트레일 등의 휴양 기반

시설에 따라 공간적으로 유사한 분포 형태를 보였다(Figure 9). 그러나 앞

서 텍스트 분석 및 관련 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문화서비스 유형에 대

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자원의 기여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형

Ⅰ에서는 계곡 및 바위, 유형Ⅱ에서는 종교시설 및 문화유적, 유형Ⅲ에서

는 트레일이 및 주변 녹지자원에 대한 장소 키워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키워드 분석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유형Ⅰ은 가을의 단풍이나 경

관 감상, 유형Ⅱ는 모임 등의 단체 활동과 연계된 이벤트 및 문화유적 답

사, 유형Ⅲ은 신체 건강 및 증진 목적에 따른 난이도별 코스 관련 키워드

가 각 유형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러티브 데이터는 이용자가 북한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표현함에 있

어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주로 산의 내부에서 전달되는

직접 이용 가치와 외부에서 전달되는 간접 이용 가치 간의 차이를 보다 명

확하게 나타난다. 간접 이용 가치에 대한 유형Ⅳ, 유형Ⅴ 모두 기타 유형에

비해 북한산으로부터 0.5km 이내의 외부 지역에 대한 장소 키워드 빈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장소 키워드에는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관광 명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미적 가치가 강조된 유형Ⅴ는

외부에서의 조망 활동에 기반함에 따라 3km 이상 외부 지역에 대한 장소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편, 직접 이용 가치와 관련하여 맵핑된 외

부 장소 키워드는 유형Ⅲ에서는 연계 활동에 따른 주변 녹지 자원, 유형

Ⅱ에서는 접근성과 관련한 교통시설에 대한 높은 빈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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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내러티브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연구에서는 MA의 서비스 범주에 기반하여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을

도출 및 맵핑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내러티브 데

이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MA의 10개 개별 서비스는 북한

산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분리되거나 유지되거나 다른 개별의 서비스와 결

합되면서 5가지 유형으로 특징지어졌다. 본 연구에서의 유형화와 유형별

키워드의 응집성은 문화서비스 편익에 대한 인위적인 분리보다는 상호 연

결성에 기반한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MA 서비스 범주가 다중으로 식별되었으며, 도출된 서비스 유형들은 각각

다수의 경험과 인식들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Milcu et al.,

2013).

이러한 서비스 및 인식의 단위는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와 더불어 물

리적인 환경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aniel et al., 2012; La Rosa et al., 2016, Retka et al., 2019). 독립적 혹은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서비스의 전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

별 서비스 범주별로 환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면, 번들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개별의 서비스 범주들로 이중 산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

며, 다수의 상이한 인식 및 활동들은 하나의 서비스 범주로 병합되면서 공

간적 분포 특성이 희석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평

가 지역에 대한 수혜자들의 인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범위에 보다 적

합한 문화서비스 평가 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서비스의 공간적 평가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적 이해를 토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문화서비스 유형

Ⅰ, 유형Ⅱ, 유형Ⅲ은 맵핑 결과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이러한 결과

의 근거가 되는 단어의 의미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로 설명력이 높은 단어들의 의미적 거리와 주요 단어인 ‘북한산’과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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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차이를 해석하고 설명하였다. 이전의 많은 문화

서비스 연구에서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환경적 지표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한 위치의 분포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활동 특성이 변

화하는 경우 기존의 지표들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의 경

우만 하더라도 COVID-19에 따른 여파로 단체보다는 개인 활동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처럼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함께 변

화한다(Beckmann-Wübbelt et al., 2021; Cardoso et al., 2022). 이러한 측

면에서 내러티브 데이터는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지만

공존하기는 힘든 해석적 접근과 정량적 평가 간의 간극을 줄이는 절충적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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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도시림의 문화서비

스 수요 특성 분석

1. 서론

생태계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문화서비스는 인간이 정신적 풍요, 인지

발달, 성찰, 휴양 및 미적 경험을 통해 생태계로부터 얻는 비물질적 혜택을

말한다(MA, 2005). 일반적으로 문화서비스 평가는 문화서비스가 가지는

무형성, 주관성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 중 가장 어렵고 저조한 것으로 간

주되어왔다(Schaich et al., 2010). 문화서비스의 평가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로 많은 연구들은 기초 데이터의 부족을 언급하였다(Brown et al.,

2016: Paracchini et al., 2014).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사회물리적 지

표, 프록시 개발과 이를 활용한 가치 이전 및 모델링이 시도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0년대 초반 소셜미디어가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정보원으로

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Caselegno et al., 2013; Nahuelhual et al., 2014;

Wood et al., 2013) 문화서비스와 기타 생태계서비스 간 평가 연구의 격차

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시간 및 공

간에 대해 많은 양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지오태그 이미지는 공

간정보까지 함께 반영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문화서비스 평가 및 맵핑 연

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서비스 평가의 연구

흐름에 따라 지오태그 이미지를 문화서비스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이미지

내용 분석(Oteros-Rozas et al., 2018; Richards & Friess, 2015) 및 라벨링

을 통한 자동 분류(Richard & Tunçer, 2018; Runge et al., 2020)와 같은

데이터 처리 기법, 그리고 이러한 기법들의 정확성 개선에 대한 방법(Lee

et al., 2019; Yoshimura & Hiura; 2017)들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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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이 평가의 주요한 한계로 작용하는 배경을 고려했을 때, 활용 가능

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평가 기법의 개발이나 개선 방향이 논의되는 것

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인지

하는 가치나 서비스의 내용보다는 정량화 혹은 공간적 맵핑에 다소 치중

된 측면이 있다. 이는 시장 가치로의 환산이 가능한 화폐 기반의 특정 서

비스에만 평가가 집중되던 생태계서비스 초기의 평가 양상과 유사하다. 특

히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사람들의 활동이나 촬영 동기, 이미지에 대한 인

식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일부 연구들은 데이터의 전처리 및

정제 과정에서 특정 활동 중심의 이미지를 선별하거나 감정 분석 등을 통

해 보다 문화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Fox et al., 2021; Huang & Sun et al., 2019; Plunz et al., 2019). 이는 기

존의 방식에 비해 평가 결과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사람들

의 인식에 대한 절대적 정보량이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서비스 가치에 대한 산정 오류로 이

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미지 데이터의 한계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

다.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MA(2005)의 서비스

범주는 문화서비스와 관련한 생태계 기능을 설명하는데는 적절할 수 있

지만 정량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Haines-Young et

al., 2007; Hernández-Morcillo et al., 2013; Norton et al., 2012). 지오태

그 이미지를 활용한 평가에서 이는 대부분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

관 사진의 빈도에 따른 미적 혹은 자연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Ruiz-Frau et al., 2020; Tenkanen et al., 2017) 여러 활동 특성이 하나

의 서비스에 종속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간적 가치가 희석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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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북한산을 대상으로 블로그 자

료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의 수요 특

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블로그와 같은 내러티브 형식의 자료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는 내

러티브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림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및

경험과 같은 향유 방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화서비스 유형별로 도시림으

로서의 대표성,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는 크게 1) 토픽 모델링을 통해 나타나는 도시림의 이용자 인식과

경험을 문화서비스 관점에서 해석하고 2) 해당 유형별로 도시림의 문화서

비스에 대한 맵핑 가능성을 검토하는 2단계의 분석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이용자 인식과 경험 기반의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분석에서는 북한산에 대

한 블로그 포스트를 바탕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수요 중심의

문화서비스 유형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LDA 토픽 모델링은 서비스 수

요자의 인식과 경험을 구성하는 포스트 키워드들의 분포 및 공출현에 근

거하여 이를 주제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LDA를 통해 도출된 토픽들은 문

화서비스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문화서비스 관련 토픽과 비관련 토픽으로

구분된다. 문화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토픽들은 지역에 대한

고유한 문화서비스의 잠재 지표이자 평가 항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서비

스 유형별 지표를 바탕으로 도시림으로서의 특성,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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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데이터 수집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기반한 문화서비스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이용자 인식 자료로 연

구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전문과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북한산”, “도봉산” 두 개의 키워드를 각각 혹은 동시에 포함하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게시된 블로그 포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별의 데이터셋은 게시일, 작성자 ID, 포스트 고유번호, 제목, 본문, 이미

지, 포스트 url로 구성되었다. 이에 43,318명에 의해 작성된 총 103,712건

(ID당 평균 2.39건)의 블로그 포스트를 수집하였다. 수집에 활용된 웹크롤

러는 Python의 urllib, Beautiful Soup, Selenium 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

하여 작성되었다. 수집된 블로그 포스트는 모든 방문자에게 공개되도록 설

정되어 있었으며, 분석 과정 및 결과에서 작성자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

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2.2.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기반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유형

2.2.1. 데이터 정제

토픽 모델링 적용을 위해 크게 문서 단위 정제와 형태소 단위에서의 정

제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서 정제에서는 우선 제목을 포함한 본문 텍스트

의 글자 수가 5자 미만인 포스트의 경우 사실상 검색 키워드 외의 정보력

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특정인의 편향

을 피하고자 한 게시자에 대한 다수의 포스팅은 무작위로 한 건씩만 추출

하였다. 다만 계절 변화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각 계절

에 따라 3개월(봄: 3-5월, 여름: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별로 중

복 게시자의 포스트 정제를 실시하였다. 게시자 ID를 비롯한 본문 텍스트

의 경우에도 중복일 경우, 이는 광고의 목적이거나 한 게시자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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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또한 무작위로 한 건씩만 추출하였다. 이러한 정제

과정을 통해 총 48,333건의 블로그 포스트의 데이터가 보존되었다.

정제된 데이터는 특수문자 제거 후 형태소 분석을 통해 형태소 단위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Mecab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

하였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홀로 의미를 내포하는 단일어와 원형어 다음에

낱말 등이 함께 나열되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의미를

가지는 복합어로 구분될 수 있다(최성용 외 2017). 이러한 단일어와 복합

어를 비롯하여 신조어 또는 특정 장소나 상호명 등 고유명사에 대한 형태

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한 의미 단위로 추출하기 위

해 본문에서 각 단어들의 띄어쓰기 형식을 통일하고 사용자 사전 추가 및

우선순위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작성된 사용자 사전을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일반명사(NNG), 고유명사(NNP), 동사(VV),

형용사(V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형태소를 바탕으로 “북한산(NNP)” 및 “도봉산(NNP)” 주변 단

어, 불용어 목록 작성, 단어별 등장 문서 빈도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정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포스트는 개인의 자유로운 형식으

로 작성되며,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는 북한산 및 도봉산과는 실제로 무관

한 이용자의 생각이나 경험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와 보다

관련성이 높은 형태소를 추출하고자 각 포스트에서 본 연구의 주요 키워

드인 “북한산(NNP)”과 “도봉산(NNP)”이 등장한 위치를 중심으로 전후

100개의 형태소만 선택하여 추출하였다. 블로그 요약문은 대부분 100자 미

만으로 구성되며 이에 100개 형태소는 “북한산”, “도봉산” 관련 문장에 대

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불용어 목록은 전체 문장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거나 한 글자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소들

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단어들은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단어

별 등장 문서 빈도는 단어가 등장한 포스트의 수를 기준으로 20개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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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에서만 등장한 단어들은 추후 토픽 모델링 과정에서 불필요한 워드

셋을 축소하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정제 과정을

통해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 3,331건의 블로그 포스트가 추가적으로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정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45,002건의 블

로그 포스트가 분석에 활용되었다(Figure 10).

2.2.2. LDA 토픽 모델링 결과 및 해석

도시림에 대한 문화서비스 유형 도출을 위해 연구에서는 앞서 정제된 형

태소를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LDA는 베이즈 추론 모델로서 문

서들은 혼합된 몇 개의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토픽들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Blei., 2012). Figure 11은 LDA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문서 생성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Figure 11에서

Figure 10. 데이터 정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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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번째 문서의 번째 단어를, 은 에 대한 토픽의 할당을

나타낸다. 이는 번째 문서에서의 토픽 비중을 나타내는 의 영향을 받는
다. 는 번째 토픽의 단어 분포를 의미한다. 와 는 와 에 대한 디
리클레 분포를 따르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화살표는 각 변수 간의 영향

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은 번째 문서의 단어 수, 는 전체 문서

수, 는 토픽의 수를 의미하며, 상자는 각 변수 크기만큼 반복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을 제외한 변수는 모두 미지수이며 와  , 그리고 는 모
델링을 실시하기 전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지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LDA의 가정에 따라 문서의 단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생성될 수 있다. 먼저 전체 문서에 대한 토픽별 단어 분포를 추정하고

다음으로 개별 문서에 대한 토픽의 분포를 결정한다. 이후 단어에 할당된

토픽과 단어의 분포를 바탕으로 문서의 단어가 선택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LDA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 변수인 토픽별 단어 분포  ,
문서별 토픽의 비율  , 토픽에 대한 단어의 할당 을 추론하며 학습이
잘 될수록 문서의 단어들은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LDA는 깁스 샘플링 등을 통해 개별의 문서에서 관찰된 단어를 바탕

으로 모델에서 추정한 단어의 출현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매개 변수 ,
 , 를 최적화한다.

Figure 11. LDA의 문서 생성 과정(Ble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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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LDA 토픽 모델링은 Python의 gensim 라이브러리를 활용

하여 수행되었으며 모델 생성을 위한 와 는 코퍼스로부터 비대칭의 하
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auto’ 값으로 적용되었다. 이를 바탕

으로 토픽 수 결정을 위해 최대 30개 LDA 모델에 대한 토픽의 일관성과

유사성을 계산하였다. 토픽의 일관성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값이 클수록 단

어 간의 유사도 및 토픽의 의미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픽의

유사성은 한 토픽의 단어들과 다른 토픽의 단어들이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카드 유사도를 통해 산출되며 값이 낮을수록 토픽 간

의 중복이 적음을 의미한다. LDA 모델별 최종적인 일관성과 유사성은 토

픽별 일관성과 유사성에 대한 산술 평균값으로 도출되며, 일관성과 유사성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에 일관성과 유사성의 값의 차이를 토대로

토픽의 일관성을 최대화하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값으로 21개의 토픽을
결정하였다(Figure 12).

Figure 12. 별 LDA 모델의 토픽 일관성 및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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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도시림 문화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평가 가능성 검토

LDA 토픽 모델링 및 문화서비스와의 관련성 검토를 통해 문화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도출된 토픽들은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특성을 도출하

기 위한 렌즈로서 도시림으로서의 특성,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석되었다. 도시지역에 대한 문화서비스의 평가 지표 개발 및 맵핑에 대

한 이전 연구에서는 특정 연구 지역에서 식별되는 세부 서비스 및 지표를

바탕으로 3개 등급의 척도를 사용하여 도시 맥락과의 연관성 및 맵핑 가능

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Abualhagag & Valánszki, 2020; La Rosa et

al., 2016). 해당 과정에서는 도시화 수준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에의 적용을

위한 조정 필요성 및 재현성 등에 기반한 소통성(Communicability) 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림으로서의

특성 및 공간적 평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준을 Table 8과 같이 설정하였

다. 도시림으로서의 특성은 북한산의 고유한 특성이 아닌 재현성을 바탕으

로 도시림의 환경적 조건에 따른 발생 및 증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되

었으며, 공간적 평가 가능성은 문화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최종 결정 과

정에서 사람들의 활동 양식 및 인식, 물리적 조건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설

정되었다. 각 토픽은 이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3단계 척도(L: 낮음, M: 중

간, H: 높음)으로 구분되었다.

척도 도시림으로서의 특성 공간적 평가 가능성

L
도시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움

사람들의 활동 양식 및 인식에 의해 

서비스가 결정됨

M
도시림의 환경적 조건에 따른 

서비스의 증감 가능성이 있음

사람들의 활동 양식 및 인식과 

물리적 조건이 서비스 결정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함

H
도시림의 환경적 조건에 따른 

서비스의 증감 가능성이 적음

물리적 조건에 따른 

서비스 의존도가 높음

Table 8. 도시림으로서의 공간적 평가 가능성 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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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토픽 모델링 결과 및 토픽 해석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블로그 포스트로부터 도출된 21개 토픽들의

성격과 토픽별 상위 10개 단어는 Table 9와 같다. 각 토픽에 대한 세부적

인 내용은 토픽별 상위 100개 키워드와 토픽의 구성비가 60% 이상인 블로

그 포스트의 원문을 바탕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토픽들은 북한산에 대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집합적인 인식과 경험의 범위로서 도시림이 사람들의

생활 및 휴양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토픽 모델링 결과 개인의

경험 기록 혹은 정보 공유와 같은 포스팅의 성격이나 서술되는 활동 및 대

상에 따라 크게 ‘산행 활동에 대한 경험(29.9%)’, ‘자연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 경험(21.0%)’, ‘음식점 후기 및 광고(19.1%)’, ‘부동산 관련 정보

(10.7%)’ 등에 관한 내용의 토픽들이 다수 도출되었다. 해당 토픽들은 서

로 유사한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토픽 내용에 대한 배경 지역,

세부적인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부 구분되어졌다. 이외 ‘창작 및 작품 감상

경험(11.2%)’, ‘문화재 답사 및 관련 역사 정보(3.7%)’, ‘지하철 노선 연장

정보(1.4%)’, ‘기타 상업시설 광고(1.3%)’ 토픽들이 각각 도출되었다.

산행 활동에 대한 경험과 관련한 토픽의 경우 도시림에서의 직접적인 개

인 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 경험’이나

‘음식점 후기 및 광고’, ‘부동산 관련 정보’와 같은 토픽들은 도시림 외부의

인근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토픽들은 실제 도시림에 방문

하지는 않더라도 도시림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서적 안정이나 생활 환경의

쾌적성 등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에서 자원의 실제적인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직접 이용과 간접

이용의 가치 유형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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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토픽 

번호

포스트 

수(%)
상위 10개 단어

산행 

활동 경험

3 5,199(11.6)
등산, 구간, 정상, 운동, 백운대, 비봉, 하산, 도착, 

초보, 등린이 

13 2,738(6.1)
산행, 백운대, 바위, 코스, 능선, 인수봉, 정상, 

불암산, 수락산, 숨은벽

1 2,349(5.2)
정상, 능선, 구간, 바위, 산행, 방향, 관악산, 계단, 

전망대, 등산

16 1,923(4.3)
구간, 북한산둘레길, 걷기, 둘레길, 서울둘레길, 

인왕산, 안산, 북악산, 자락길, 스탬프

18 1,235(2.7)
단풍, 국립공원, 가을, 사패산, 설악산, 숨은벽, 

지리산, 산행, 시기, 명소

10 755(1.7)
신선대, 도봉, 마당바위, 도봉산역, 산행, 자운봉, 

계곡, 등산, 도봉구, 포대

자연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 

경험

8 3,787(8.4)
공원, 날씨, 한강, 가을, 풍경, 아침, 자전거, 남산, 

산책, 모습

17 1,585(3.5)
계곡, 송추, 은평한옥마을, 진관사, 자리, 근교, 

아이, 물놀이, 주차, 한옥마을

5 2,136(4.8)
여행, 카라반, 수영장, 예약, 엄마, 아이, 캠핑, 

바비큐, 글램핑,호텔

6 1,937(4.3)
나무, 벚꽃, 자연, 사찰, 소리, 식물, 산책, 창포원, 

마음, 생태

음식점 후기 

및 광고

7 3,458(7.7)
맛집, 맛있, 친구, 카페, 우이동, 고기, 메뉴, 두부, 

주문, 식당

15 3,402(7.6)
카페, 커피, 자리, 야외, 공간, 주문, 전망, 음료, 

분위기, 고양

11 1,714(3.8)
맛집, 맛있, 백숙, 정릉, 칼국수, 식당, 메뉴, 주문, 

오리, 막국수

부동산 관련 

정보

14 1,499(3.3)
분양, 고양, 센터, 산업, 지축역, 지식, 가능, 지구, 

예정, 시설

12 1,322(2.9)
개발, 구역, 지역, 사업, 시설, 문화, 계획, 예정, 

환경, 도시

9 1,032(2.3)
주택, 세대, 가능, 테라스, 공간, 거실, 도보, 매매, 

구조, 소개

21 985(2.2)
아파트, 부동산, 가격, 창동, 은평구, 거래, 

도봉구, 불광동, 경매, 전세

Table 9.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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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및 작품 감상 경험(Topic 2)’, ‘문화재 답사 및 관련 역사 정보

(Topic4)’는 전자의 경우에는 도시림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직접

적인 창작 활동이나 혹은 관련 창작물을 감상하는 활동들이 해당되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도시림 내부의 주요 문화재와 관련한 답사 활동 또는 해

당 문화재와 관련한 역사 정보를 포함하였다. 이는 직접 및 간접 이용에

대한 가치를 동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보다는 개별의 토픽 내용과 해

당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 특성이 보다 강조되어 나타났다. 또한‘지하철 노

선 연장 정보(Topic 20)’, ‘기타상업시설 광고(Topic 19)’ 토픽이 추가적으

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전체 토픽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토픽에 대한 문화서비스와

의 관련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문화서비스와 무관한 토픽 내용들에 대한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토픽을 구성하는 포스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북한산의 사회문화적 혜택과 무관한 식당 등 상업시설(Topic 7,

Topic 11, Topic 19) 및 부동산 광고(Topic 14, Topic 21), 북한산 외 지역

에서의 산행 활동 경험(Topic 1), 사람들의 직접적인 활동이나 인식을 포

함하지 않는 뉴스 형식(Topic 12, Topic 20)의 총 8개의 토픽은 북한산의

문화서비스와 무관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토

픽별 포스트의 세부적인 내용 예시는 Appendix D와 같다.

창작 및 작품 

감상 경험
2 5,029(11.2)

마음, 작품, 사랑, 친구, 작가, 그림, 자신, 아이, 

자연, 전시

문화재 답사 및 

관련 역사 정보
4 1,679(3.7)

조선, 시대, 역사, 신라, 진흥왕, 나라, 한양, 

순수비, 경복궁, 고려

지하철 노선 

연장 정보
20 647(1.4)

호선, 의정부, 양주, 경기도, 노선, 버스, 도시, 

지하철, 옥정, 연장

기타 상업시설 

광고
19 591(1.3)

일출, 학원, 시험, 센터, 노원, 활동, 교육, 신청, 

운해, 꽃집

* 음영 처리된 토픽은 북한산의 문화서비스와 무관한 토픽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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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수요 특성 분석

이후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유형과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해

각 토픽에 대한 세부적인 문화서비스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문화서비

스와의 관련성은 MA(2005)가 제시한 10개 세부 서비스 범주에 기준하여

(Table 2), 각 토픽에서 해당 서비스들이 식별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

토되었다. 해당 과정을 통해 도출된 총 13개의 북한산 문화서비스 관련 토

픽들은 크게 ‘등산 및 트레킹 활동’, ‘계절성이 있는 휴양 활동’, ‘자연 감상

및 정적 휴양 활동’, ‘문화유산 답사 및 역사적 가치’, ‘관광·편익시설과 연

계한 간접 이용 가치’, ‘일상 속에서의 간접 이용 가치’, ‘영감 활동’ 7개 문

화서비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Table 10). 토픽별 세부 내용은 문화서비스

를 식별하는데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이는 북한산의 자원 및

가치가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서비스로서 결정되는 과정에 필요한 매개 활

동이나 인식을 나타낸다.

북한산의 문화서비스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산 및 트레킹 활동’

유형에서는 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가벼운 트레킹 활동(Topic 16)부터 청

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상정복형 등산 활동(Topic 3), 산악회 등의 장거리

및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암벽 등반 및 종주 활동(Topic 13), 그리고 도

봉 지역에서의 산행 활동(Topic 10)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활동의

난이도, 동반 유형,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계절성이 있는 휴양 활동’

유형은 여름(Topic 17) 혹은 가을(Topic 18)에 이루어지는 휴양 및 경관

감상 관련 토픽들로 구성되었다. Topic 17은 북한산 내 수경관을 비롯한

계곡부를 중심으로 한 휴양 및 경관 감상 활동을, Topic 18은 단풍 경관

감상을 위한 산행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Topic 6은 앞서 도출된 휴양 활동 유형에 비해 동식물 관찰을 통한 교

육 및 템플스테이 와 같은 보다 정적인 휴양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매개로 얻게 되는 정서적 안정, 자연에 대한 감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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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Topic 4는 기타 MA 서비스나 인식, 활동, 주변 시설 등과는 별개로

북한산 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답사 성격의 활동 및

인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유형들은 대부분 북한산 내부

에서의 직접적인 답사 활동 및 자원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의 특성들을

나타낸다.

북한산 외부에서의 간접이용 및 시설과 연계된 문화서비스 유형은 다음

과 같다. ‘관광·편익 시설과 연계한 간접 이용 가치’ 유형의 Topic 15와

Topic 5는 각각 북한산 자락 및 인근에서 상업 및 관광 시설과 연계한 여

가 활동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Topic 15의 경우 상업시설을 중심

으로 하는 1일 나들이 활동을, Topic 5는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1일 이상의

여행 활동 내용을 포함하였다. Topic 5의 일부 포스트에서는 북한산에서

의 직접적인 휴양 활동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일상 속에서의 간접

이용 가치’ 유형의 Topic 8과 Topic 9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북한산 조망

활동이나 인접성에 대한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 이용 가치 유

형들은 모두 북한산의 조망에 따른 미적 가치나 녹지공간으로서 북한산의

장소감과 같이 북한산의 존재 자체로부터 부여되는 자연성에 기반하고 있

다. 이와 별개로 ‘영감 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Topic 2와 같은 형태의 서비

스는 북한산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과 같은 이용적 관점보다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식 및 활동에 의해서 구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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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 

유형

토픽 

번호
토픽별 서비스 내용

포착된 주요

MA 서비스

등산 및 트레킹 

활동

3
청년층 및 정상정복형 중심의 

개인 등산 경험

휴양

미적 가치

13
암벽 등반, 성문 종주, 연계 산행 등 

단체 중심의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

휴양

미적 가치

사회적 관계

문화유산

16
저지대의 산자락에서 이루어지는 

트레킹 활동 

휴양

미적 가치

10 도봉 지역에서의 산행 활동
휴양

미적 가치

계절성이 있는 

휴양 활동

18 가을철 단풍 감상을 위한 산행 활동
휴양

 미적 가치

17
인근 관광 및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름철 계곡부 활동 경험

휴양

미적 가치

장소감

자연 감상 및 

정적 휴양 활동
6

동식물 관찰, 템플스테이 등의 

정적 휴양 활동

휴양

미적 가치

교육

문화유산

문화유산 답사 

및 역사적 가치
4

사적, 국보 등 문화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
문화유산

관광·편익 

시설과 연계한 

간접 이용 가치

15
북한산 자락의 카페 및 식당 등의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일일 나들이 활동

미적 가치

장소감

5
북한산 자락의 캠핑장, 글램핑장 및 호텔 등 

관광 시설 중심의 여행 활동 

휴양

미적 가치

장소감

일상 속에서의 

간접 이용 가치

8 일상에서의 북한산 조망 및 감상 경험 미적 가치

9
북한산 조망 및 인접 생활권 지역의 

부동산 가치 및 홍보

미적 가치

장소감

영감 활동 2
북한산을 대상으로 한 

미술, 문학 작품 창작 및 감상 활동
영감

Table 10.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 및 세부 토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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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림 문화서비스의 공간적 평가 가능성

북한산의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13개 토픽을 대상으로 한 도시림으로서의

대표성 및 공간적 평가 가능성 검토를 위해 공간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자원

및 장소, 시설 키워드들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단, 상업시설의 경우 구체적인

상호명은 생략하였다. 이에 따른 각 토픽별 검토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도

시림으로서의 특성 혹은 공간적 평가 가능성이 낮은 5개의 토픽을 제외하고

총 8개의 토픽이 공간적 평가가 가능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로 확인되었다.

‘산행 활동 및 트레킹 활동’ 유형에서 공간 특성과 관련한 토픽별 상위

키워드의 경우, Topic 3에서는 북한산 내 주요 봉우리 및 휴양기반시설,

Topic 16에서는 북한산 및 북한산둘레길과 연결된 트레일 혹은 관련 시설

키워드들이 확인되었으며, Topic 13에서는 장거리 및 연계 산행 활동과 관

련한 성문 종주, 암벽 등반 관련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에 등산 및 트레

킹 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토픽들은 도시림으로서의 대표성이나

공간적 평가 가능성이 모두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Topic 13과 같

은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은 보다 다양한 휴양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규모가 크고 자연성이 높은 도시림일수록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opic 10은 북한산에서의 산행 활동을 다

루고 있으나 이는 서비스 내용보다는 북한산 내 특정 지역성이 강조된 토

픽으로 이는 도시림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계절성이 있는 휴양 활동’ 유형에서는 Topic 18의 경우 가을철의 단풍

경관 관련 키워드, Topic 17의 경우 산림 내 수경관을 비롯한 인근 상업시

설에 대한 키워드들이 각각 확인되었다. 미적 가치에 기반한 계절 경관의

특성은 두 서비스 모두 대부분의 도시림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Topic 17

에서의 상업시설은 북한산의 주요 계곡 하류에서의 휴양 활동과 연계하여

이용에 따른 것으로 이는 도시림의 규모나 환경 특성에 따라 전달되기 어

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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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답사 및 역사적 가치’ 유형에 해당하는 Topic 14는 사적, 국보

등 점적인 역사 자원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역사

자원의 존재 유무나 자원의 상징성에 따라 도시림 뿐 아니라 모든 경관 에

서의 서비스 제공 및 공간적 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관광편익시설과 연계한 간접이용가치’ 유형의 Topic 15에서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거나 인접한 카페 및 상업시설과 지역명에 대한 키워드가

확인되었으며, Topic 5에서는 북한산과 인접한 관광 시설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두 서비스 모두 특정 시설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 공간적 평가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opic 15와 같은 활동의 경우 도시림

과 인접한 생활권 및 이용이 밀집된 상업지역에서 서비스의 재현 가능성

이 있으나, Topic 5와 같은 비일상형 관광 활동은 일반적인 도시림 인근에

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국립공원으로서 북한산이 가지는 특수성으

로 해석된다.

‘일상 속에서의 간접이용가치’ 유형에서는 Topic 9는 주거 시설 및 주거

시설과의 인접성을 가리키는 키워드가 식별되었으며, 이는 도시 내에서 도

시림이 가지는 자연성에 기반하며 기타 도시림에서의 서비스 제공될 수

있다. 이에 반해 Topic 8의 경우 공간 특성과 관련한 키워드들은 다수 확

인되었으나 이러한 키워드는 북한산을 조망하는 관자의 위치에 기반하며

공간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외 ‘자연 감상 및 정적 휴양 활동’에 대한 Topic 6, ‘영감 활동’에 대한

Topic 2 또한 도시림으로서의 특성이나 공간적 평가 가능성은 낮은 편에

해당한다. 이는 문화서비스의 관련성 검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비스

전달 특성상 해당 서비스들은 물리적인 자원이나 시설보다는 개인의 주관

적인 인식에 의해 최종적인 서비스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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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 

유형

토픽 

번호
공간 특성 관련 키워드

도시림으로서의 

특성

공간적 평가 

가능성

등산 및 트레킹 

활동

3

정상, 비봉, 바위, 족두리봉, 

향로봉, 원효봉, 탐방지원센터, 

사모바위, 주차장, 경사, 화장실

H H

13

백운대, 바위, 능선, 정상, 

불암산, 수락산, 대동문, 

만경대, 암벽, 암릉, 용암문,

릿지, 대서문, 대성문

M M

16

둘레길, 북한산둘레길, 

서울둘레길, 자락길, 코스, 

전망대, 숲길, 안산, 트레일, 

산책로, 우이령길, 쉼터

H H

10

신선대, 도봉, 우이암, 마당바위, 

도봉산역, 천축사, 자운봉, 계곡, 

망월사, 도봉구, 포대

L H

계절성이 있는 

휴양 활동

18 단풍, 숨은벽, 산단풍 H H

17
계곡, 은평한옥마을, 진관사, 

송추, 계곡물, 폭포, 카페, 맛집
M H

자연 감상 및 

정적 휴양 활동
6

사찰, 생태숲, 창포원,

화계사, 흥국사, 생태공원,
H L

문화유산 답사 

및 역사적 가치
4

순수비, 승가사, 비석, 

석탑, 북한산성
M H

관광·편익 

시설과 연계한 

간접이용가치

15
카페, 레스토랑, 근교, 경기도, 

고양, 덕양구, 평창동, 우이동
M H

5
카라반, 캠핑장, 글램핑장, 

호텔, 리조트
L H

일상 속에서의 

간접이용가치

8
공원, 한강, 남산, 계양산, 

팔각정, 인천, 여의도
H L

9
빌라, 주택, 평창동, 수유동, 

의정부, 수유역, 숲세권
H H

영감 활동 2 미술관, 바위, 도서관, 소나무 M L

Table 11. 문화서비스 유형별 도시림으로서의 특성 및 공간적 평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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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태계서비스의 평가적 측면에서 북한산의 문화서비스에 대

한 사람들의 인식 및 경험정보가 풍부한 블로그 포스트를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을 통한 문화서비스 유형 도출 방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도시림으

로서의 특성과 공간적 평가 가능성을 도출하는 검토 과정을 진행하였다.

블로그 포스트와 같은 형태의 소셜미디어 자료는 대상지에 대한 연구자의

정보 차이에 따른 결과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토픽

모델링은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나 경험에 대한 구분된 특성을 설명하고

토픽의 비중에 따른 양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Ghahramani et al., 2021).

토픽 모델링 수행 결과 연구에서는 북한산에 대한 13개 문화서비스 관

련 토픽을 식별하였다. 문화서비스와의 관련성을 검토함에 있어 연구에서

는 MA의 문화서비스 범주를 참고로 하였다. 그러나 Table 12과 같이 대

부분의 개별 토픽에서 다수의 MA 서비스 범주가 식별되었다. 이는 개별

의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문

화서비스의 전달 방식임을 알 수 있다있다(Haines-Young & Potschin,

2012). 따라서 이러한 MA 등의 가치 범주 체계는 이전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문화서비스의 형태와 다양성을 제시하는데는 유용하나

(Hernández-Morcillo, 2013; Milcu et al., 2013) 이로부터 물리적 자원과

사람들이 인지하는 혜택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Riechers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각의 문화서비스 유형은 이러한 가치 범주 체계를

비롯한 세부적인 활동, 시설 및 자원, 이용자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특정지어졌다. 예로 산행 및 트레킹 활동 유형에서의 Top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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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COVID-19 이후 증가한 청년층의 활동 특성이 강조되었으며,

Topic 13에서는 높은 난이도의 다양한 휴양 활동 특성이, Topic 16에서는

둘레길과 같은 특정 휴양 기반 시설에서의 활동 특성이 강조되었다.

연구에서는 도시림으로서의 특성과 공간적 평가를 위한 근거를 추가적

으로 설명하고 공간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의 문화서비스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의 MA의 범주 체계에 기반한 도시 녹지의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 및 수요 특성에 비해 지역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

용자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도시 녹지 및 산림 지

역의 문화서비스 평가 결과는 고도나 지형에 따른 미적 가치(Schirpke, et

al., 2016), 산림의 규모(Dai et al., 2019)나 이용자 접근성(Tenerelli et al.,

2016)에 따른 서비스 기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복합적인 이용자 활동 및 서비스에 기반하여 계절에 따른 경관 특성

(‘Topic 17’, ‘Topic 18’), 간접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특성(‘Topic 9’, ‘Topic

15’)과 같은 국내 도시림의 고유한 수요 특성을 식별하였다.

이처럼 지역의 고유한 운영 단위를 바탕으로 한 공간적 특성의 이해는

서비스 지표별로 관계한 자원 및 활동 특성을 구체화한다. 이는 특정 자원

이나 서비스 항목에 따른 중복 산정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림 내 문화서비

스 지역을 보다 정밀한 단위로 맵핑하고 지역별 중요도를 식별하는데 기

여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국내 도시림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정량적, 공간

적 평가의 가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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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미지 분류 학습 및 지오태그 이미지를 활용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맵핑

1. 서론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추세에 따라 오늘날 대다수의

세계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도시민의 삶의 질,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림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는 지난 30년간 중

요한 연구 주제로 언급되어왔다(Kabisch et al., 2015). 도시림의 문화서비

스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문화서비스의 평가는 필수적이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도시림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문화서비스 맵핑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Baumeister et al., 2020; Beckmann-Wübbelt et al., 2021;

Depietri et al., 2021).

공간적 분포 분석을 위한 PGIS 및 PPGIS(Brown & Fagerholm, 2015;

Bryan et al., 2010, Plieninger et al., 2013)는 대표적인 조사 방식으로 이

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요구되므로 광역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

운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문화서비스를 비롯한 사람들의 활

동과 지리적 분포 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비용효율적인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Wood et al., 2013; Richards et al.,

2015; Calcagni et al., 2019).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크게 텍스트 및 이미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형태의 문화서비스(Dai et al., 2019;

Roberts et al., 2017)나 이용자 만족도 및 감정 분석(Becken et al., 2017;

Wilson et al., 2019 등에 활용되어왔다. 또한 지리정보를 동반한 이미지는

다양한 경관에서 문화서비스의 공간적 분포를 평가 및 모델링(Arslan &

Örücü, 2021; Clemente et al., 2019)하는데 활용되어 왔으며, 이를 문화서

비스 관점에서의 해석을 위한 내용 분석 및 자동 분류(Le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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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 & Tunçer, 2018; Song et al., 2020), 공간 모델링 기법이 함께 공

유되었다.

이미지에 대한 내용 분석은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수동적으

로 진행되거나 기계 학습을 통한 자동 분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동 분류

의 경우에는 Google Cloud Vision API를 통한 자동 라벨 지정이나(

Oteros-Rozas et al., 2018; Runge et al., 2020), CNN과 같은 딥러닝 모델

(Cardoso et al., 2022)을 통해 수행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지 학습을

위한 라벨링이 실시된 데이터셋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지들은 최종적으

로 동식물 등의 객체나 경관 자원, 인간 활동 특성 정도에 따라 세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 분류 방식과 공간 분포 결과로 문화서

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의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맵

핑 결과에서 나타난 이미지의 경중은 서비스 중요 지역을 식별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문화서비

스를 제한하거나 증진함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종종 문화서비스에 대한 절대적 지표로서 이

용자 및 이미지 수가 고려되기도 하지만, 도시림은 문화서비스 지역임

과 동시에 생태적 보전의 대상으로 이용의 증가를 직접적인 서비스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이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 그리고 자원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뷰 및 워크샵, 혹은 트위터나 블로그와 같은 내러

티브 데이터는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 감정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력을 바

탕으로 문화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왔다(Dai et al., 2019;

Lee et al., 2020; Ruiz-Frau et al., 2020).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내러티브

데이터는 정보의 효율성이 낮고 특히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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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려워 지오태그 이미지 등과 같은 데이터에 비해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평가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정보의 양이나 수준, 특성

이 상이한 자료들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도시림의 문화서

비스 지역을 식별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

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블로그 포스트와 같은 내러티브 데이터

로부터 수집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

요 특성을 파악한다. 2) 서비스 수요에 대한 이미지 자동 분류 모델을 학

습 및 구축하여 이를 공간정보와 연계한다. 3) 이미지 분류 모델을 통해

식별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수요 특성에 따른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지역

을 맵핑하고 평가한다.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수요 기반의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별로 각 서비

스 지역에 대한 평가맵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는 블

로그의 텍스트 데이터와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인지하는

5개의 서비스 유형을 식별하고 각 유형에 대한 맵핑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는 8개의 서비스 지표를 도출하였다(Table 12). 이전 연구에서 활용된

블로그 포스트는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당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모델에 지오태그 이미지를 적용하여 서비스 지표별

로 서비스 지역을 맵핑 및 평가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과정

을 통해 진행된다. 1) 블로그 포스트 이미지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표별 이

미지 분류 항목을 목록화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분류 모델을 학습 및

구축한다. 2) 동일한 실험 지역에 대한 지오태그 이미지를 수집하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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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이미지 분류 모델에 적용하여 서비스 지표별로 지오태그 이미지를

분류한다. 3) 서비스 지표별 내용에 따라 서비스 반경 범위를 적용하여 서

비스 지역을 식별하고 이미지 포인트의 수에 기반한 서비스 평가값을 도

출하고 맵핑한다.

2.1. 이미지 분류 모델 학습

2.1.1. 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내용분석

이전 연구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총 48,333건에 대한 텍스트 데

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8개의 도시림 문화서비스 지표를

도출하였고, 해당 지표와 관련한 블로그 포스트는 총 18,793건5)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서비스 지표별 이미지 분류 학습을 위해 해당 블로그 포스

트에 포함된 총 226,145건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해당 이미지 데

이터는 이전 연구에서 활용된 블로그 포스트의 텍스트 자료와 함께 서술

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분류 학습을 위해서는 서비스별로 나타나는 이미

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이미지 분류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

에 서비스별 이미지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Google

Cloud Vision API를 활용하여 수집된 이미지에 대한 라벨 정보를 수집하

였다(Table 12). Google Cloud Vision AP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전송하는 이미지에 대한 내용 정보를 키워드 형태의 라벨과

각 라벨에 대한 0에서 1사이의 신뢰도 값으로 반환해준다. 이미지당 최대

50개의 라벨이 반환되었으며, 신뢰도 값이 0.7 이상인 이미지 라벨이 전체

이미지에 대한 내용 분석에 활용되었다.

5) 문화서비스 지표 도출을 위해 4장에서 실시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각 서비스
지표에 상응하는 토픽별로 토픽 구성비가 60% 이상인 블로그 포스트 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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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이미지 분류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이미지에 대한 라벨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류 학

습을 위한 항목이 구체화되었다. 첫째로, 경관 혹은 경관 구성요소와 관련

한 이미지 라벨들을 수동으로 선별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관을 포함한 이

미지와 포함하지 않은 이미지를 구분하였다. 경관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문화서비스와 무관한 이미지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경관 요소

와 관련한 이미지 라벨은 크게 원경 특성, 경관 인식, 그 외 초지 및 수목,

암벽 및 바위, 수역과 같은 경관 구성요소에 대한 라벨로 구분되었다

(Table 13).

서비스 유형 서비스 지표
포스트 

수

이미지 

수

라벨 수

(고유 라벨 수)

산행 휴양 활동

정상정복형 중심의 

산행 활동
5,199 51,397

707,806

(3,026)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
2,738 61,527

730,556

(1,833)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
1,923 31,585

418,292

1,969

계절 경관 감상

가을철 경관 감상 

및 산행 활동
1,235 10856

128,172

1,436

여름철 수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
1,585 13,095

206,299

(2,047)

문화유산 가치
문화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
1,679 10,077

100,169

(1,619)

편익시설과 

연계한 

간접이용가치

인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나들이 활동
3,402 37,550

602,352

(3,025)

일상적

간접이용가치

인근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망 및 생활권 가치
1,032 10,058

156,035

(1,171)

Table 12. 이용자 수요에 따른 문화서비스 유형 및 데이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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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각 문화서비스 지표별로 보다 우세한 이미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별로 집계된 개별 라벨의 빈도를 바탕으로 카이제곱검정을 실

시하고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키 라벨을 목록화

하였다. 이는 서비스별로 라벨 빈도가 최소 5 이상인 라벨을 대상으로 수

행되었다. 서비스의 직접 혹은 간접 이용 특성에 따라 라벨의 구성이나 빈

도 분포에 차이가 예상됨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은 직접 이용과 관련한 6개

서비스, 간접 이용과 관련한 2개 서비스에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도

출된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라벨들은 해당 라벨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서비스의 고유 특성으로 해석되었다(Table 14).

셋째로, 각 서비스별로 확인된 키 라벨을 중심으로 분류 학습을 위한 이

미지 항목을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키 라벨과 서비스의 내용을 토대로

자원, 인물, 경관과 같은 객체의 개별 혹은 조합 특성에 따라 세분하였다.

이는 분류 모델의 예측 정확성을 고려하여 수동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항

구분 관련 이미지 라벨

원경 특성
hill, mountainous landforms, highland, mountain range, mountain, 

valley, terrain, horizon, geological phenomenon

경관 인식
nature, landscape, natural landscape, natural environment, garden, 

nature reserve, park 

초지 및 수목

twig, shrub, wood, woody plant, tree, deciduous, subshrub, conifer, 

botany, vegetation, leaf, branch, terrestrial plant, plant, annual plant, 

plant community, plant stem, herbaceous plant, groundcover, grass, 

grass family, grassland, lawn, herb, vascular plant

암벽 및 바위 rock, bedrock, outcrop, reef, boulder, pebble, rubble, gravel

수역

waterway, water, water resources, body of water, underwater, 

watercourse, water feature, wave, wind wave, reflecting pool, fluvial 

landforms of streams, stream

Table 13. 경관 이미지 식별을 위한 이미지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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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대한 학습 세트로 최소 100개 이상의 이미지가 확보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서비스 전달을 위한 환경 범위와 관련하여

점적 시설, 근경 및 원경 특성을 함께 구분하고 모든 이미지 항목에서 해

당 속성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 18개의 이미지 분

류 항목이 도출되었다(Figure 13).

서비스 지표 서비스별 라벨(p < 0.05)

정상정복형 중심의 

산행 활동

sky, people in nature, gesture, flag, pole, bird’s eyes view, 

hill station, summit, landmark, thigh, skyscraper, city, 

metropolitan area, wind, standing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

bedrock, slope, outcrop, klippe, helmet, 

rock climbing, formation, mountaineer, team, 

adventure, extreme sport, snow, freezing, winter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

plant community, signage, trunk, woody plant, woodland, park, 

jungle, trail, nature reserve, walking, soil, twig, map, 

walkway, ecoregion, terrestrial plant, stairs

가을철 경관 감상 및 

산행 활동

flowering plant, biome, deciduous, atmospheric phenomenon, 

temperate broadleaf and mixed forest, orange, red, leaf, 

maple leaf, autumn, maple, calm

여름철 수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

water resources, leisure,waterfall,

 riparian zone, watercourse, waterway, vacation, stream, 

canopy, toddler, tints and shades, natural foods

문화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

monument, art, monolith, sculpture, carving, archaeological 

site, pagoda, temple, grave, chinese architecture, font, 

commemorative plaque, place of worship, historic site, shrine

인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나들이 활동

table, chair, outdoor furniture, umbrella, grass, lawn, event, 

garden, floor, window, living room, interior design, ceiling, 

daylighting, tile

인근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망 및 생활권 가치

building, property, neighbourhood, residential area, real 

estate, commercial building, mixed-use, suburb, apartment, 

urban design, tower block

Table 14. 서비스 지표별 이미지 라벨 빈도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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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서비스 지표 식별자

프록시 이미지 

설명

감지 객체 

특성

서비스

범위

학습 

이미지 

수

산행 휴양 

활동

정상정복형 

중심의 

산행 활동

S1-1
정상에서의 

휴양 활동

자원 and 

인물
근경 984

S1-2
봉우리에서의 

휴양 활동

자원 and 

인물
근경 747

S1-3
원경을 배경으로 

하는 휴양 활동

인물 and 

경관
원경 594

S1-4 도심 경관 감상 경관 원경 481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

S2-1
산림 경관

(능선, 산맥 등)
경관 원경 504

S2-2
암벽 경관

(암벽, 봉우리)
경관 중경 533

S2-3 암벽 등반 활동
경관 and 

인물
근경 504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

S3-1 숲 내부 경관  경관 근경 474

S3-2
숲 내부 쉼터 및 

휴양 시설
자원 근경 549

계절 경관 

감상

가을철 경관 감상 

및 산행 활동
S4-1 단풍 경관 감상

자원 or 

경관
근경 466

여름철 수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

S5-1
계곡 및 폭포 등 

수경관 감상
경관 근경 465

S5-2 계곡 휴양 활동
경관 and 

인물
근경 468

문화유산 

가치

문화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

S6-1 사찰 및 석탑 자원 포인트 927

S6-2 비석 및 사적 자원 포인트 307

S6-3
역사 안내 정보

(안내판)
자원 포인트 465

편익시설과 

연계한 

간접 이용 

가치

인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나들이 활동

S7-1
인근 상업시설 

이용

경관 and 

자원
근경 545

S7-2
상업시설에서의 

조망

경관 and 

자원
중경 460

일상적

간접 이용 

가치

인근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망 및 생활권 

가치

S8-1 인근 주거 환경
경관 and 

자원
원경 486

Table 15. 분류 학습을 위한 서비스별 이미지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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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분류 모델 구축을 위한 항목별 학습 이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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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이미지 분류 모델 학습

이미지의 분류 학습 및 모델 구축은 Google에서 제공하는 Cloud

AutoML Vision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AutoML Vision은 이미지 분류 및

객체 감지를 위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현한 AutoML 기술이다.

AutoML은 자동으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고 하이퍼파라미터를 최적화

하여 분석 방법과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미지 처리 및 분류 기법으로

최근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의 경우 아키텍처를 직접 만들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높은 숙련

도가 요구되는 비해 AutoML은 비교적 경험이 적은 사용자가 고품질의

학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Rawat & Wang, 2017; Zeng &

Zhang, 2020). 연구에서 이미지 분류 모델은 지오태그 이미지에 대한 분

류를 통해 각 서비스별 공간 정보를 맵핑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이용자 인식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갖는 내러티브 데이터와 정밀한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지오태그 이미지를 이미지라는 공통 특성으로 연계

하기 위함이다.

이에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은 앞서 설정한 18개의 이미지 분류 항

목별로 최소 100장 이상 최대 1,000장 이하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총 10,175

장의 이미지로 구축되었다. 입력된 데이터셋은 AutoML Vision에 의해 기

본적으로 80%의 학습 데이터, 10%의 검증 데이터, 10%의 테스트 데이터

로 분할된다. 전체 학습을 완료하는데 약 42.4 노드 시간이 소요되었다.

2.2. 문화서비스별 지오태그 이미지 분류

동일한 실험 지역에 대한 지오태그 이미지를 수집하고 앞서 도출한 이미

지 분류 모델에 적용하여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지표별로 지오태그 이미지

를 분류한다. 해당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별된 문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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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해당 과정을 통해 공간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경험 분석을 위해 활용된 블로그 포스트와 동일한 기

간에 대한 2021년 1월부터 12월에 대한 램블러6) 지오태그 이미지를 수집하

였다(Figure 14). 데이터는 평가 지역인 북한산을 모두 포함하는 사각의 검

색 영역을 반경으로 수집되었으며, 이후 간접 이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분

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산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에 대한 222,008건의

지오태그 이미지를 앞서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에 적용하였다.

2.3. 이용자 수요에 따른 문화서비스 지역 평가

분류된 지오태그 이미지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지표별 서비스

지역을 식별하고 평가하였다.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지오태그

이미지는 이용자의 수요로 간주되며(Cao et al., 2022), 따라서 서비스별 지

6) 램블러(ramblr). https://www.ramblr.com

Figure 14. 수집된 램블러 지오태그 이미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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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그 이미지의 수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요의 크기를 설명한

다. 그러나 이러한 지오태그 이미지의 위치정보는 정확히는 서비스를 전달

받은 지점을 가리키며, 해당 서비스가 결정되고 전달되는데 요구되는 환경

범위나 특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오태그 이미지에 대한 가시권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서비스 지역을 식별하고 서비스 지역에 대

한 서비스 다양성 및 강도를 평가하였다.

2.3.1. 서비스 지역 평가를 위한 지오태그 이미지 정제

서비스 지역 식별 및 평가를 위한 가시권역 분석에 앞서 동일한 이용자

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촬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서비스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고 20만건 이상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시

간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미지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였다. 정제는

평가 지역에 대한 30m 격자망을 활용하여 격자별로 고유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무작위로 한 건씩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총 42,778건의 데이터가 보존되었다.

2.3.2. 서비스 지역 식별 및 평가맵 도출

서비스 지역 식별을 위한 가시권 분석은 이미지 항목별로 구분된

근경(500m), 중경(1.5km), 원경(3km)과 같은 거리 반경에 따라 수행

되었으며, 시설 중심의 서비스 이미지는 서비스가 점적 자원에 기반

함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개별의 그리드를 서비스 지

역으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항목별 서비스 범위 설정에 대한 정보는

Table 15와 같으며 가시권 분석을 위한 30m 해상도의 DEM이 구축

및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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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포인트에 대한 서비스의 평가값은 전체 서비스 포인트 수에 대한

30m*30m 그리드당 서비스 포인트 수의 비로 계산된다(Figure 15). 평가값

이 매겨진 개별 포인트의 가시권역은 서비스 단위로 누적 합산되었다. 이

미지 항목별로 도출된 18개의 서비스 지역의 평가맵은 최종적으로 8개의

문화서비스 지표별로 다시 병합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맵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서비스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 전달되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각 그리드당 포인트에 대한 고유 서비스들의 합을 바탕으로 서

비스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맵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값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유형의 서비스가 전달되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도출된 평가맵은 동일한 격자에 대한 서비스 지역의 분포 패턴, 토지피복

및 주요 환경 특성 정보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해석되었다. 이

는 구체적으로 국지적 모란지수 LISA를 활용한 서비스 지역의 핫스팟 및

콜드스팟 분석,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토지피복 영향 분석, 표

고, 경사, 하천 등의 환경적 특성과의 이변량 관계맵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

으며, 각 분석에 대한 결과 및 지도는 부록으로 정리하였다(Appendix E).

Figure 15. 서비스 지역 평가값 산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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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이미지 분류 모델 평가

AutoML Vision을 통해 도출된 분류 모델은 0부터 1까지 주어진 신뢰도

임계값 수준에서 1,013(10%)건의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이 평가

된다. 평가 결과는 정밀도와 재현율 간의 곡선으로 나타나며 곡선의 각 점

은 주어진 신뢰도 임계값에서의 정밀도 및 재현율의 값을 나타낸다. 정밀

도는 모델이 긍정이라고 식별한 이미지 중 실제 긍정으로 예측한 비율을

가리키며, 재현율은 실제로 긍정인 이미지를 정확히 식별한 비율을 나타낸

다. 모델의 평균 정확도는 AUC PR(정밀도-재현율 곡선 아래 면적)으로

측정되며,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의 평균 정확도는 99.43%로 측정되었다.

성능 평가 결과는 모델에 대한 신뢰도 임계값 0.5에서 분류 모델의 정밀도

및 재현율은 각각 96.56%, 97.04%로 도출되었다.

Figure 16. AutoML 모델 평가

a) AUC PR, b) 정밀도-재현율 곡선(신뢰도 임계값: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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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화서비스 지표별 지오태그 이미지 분류 결과

이미지 분류 모델에 대한 222,008건의 지오태그 이미지 적용 결과

‘Unlabeled’로 처리된 27,521건의 이미지를 제외한 총 194,487건의 이미지가

18개의 문화서비스 이미지 분류 항목에 따라 분류되었다(Table 15). 분류 결

과 이미지 항목별로는 능선 및 산맥과 같은 원경 특성을 지닌 산림 경관 이

미지(S2-1)가 14.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류되었으며, 숲 내부 경관에 대

한 이미지(S3-1)가 13.0%, 암벽 및 봉우리와 같은 산림 자원에 대한 경관

이미지(S2-2)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표별로는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에 대한 서비스 이미지가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이후로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 관련 서비스가 20.6%, ‘문화

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 관련 서비스가 17.7% 순으로 집계되었다.

Figure 17은 이미지 항목별로 나타난 지오태그 이미지 수를 서비스 지표

별로 합산하여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해당 서비스가 전달된 지점

에 대한 밀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북측에 위치한 도봉

산 지역보다는 남측의 북한산 지역에서 더 많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정상정복형 중심의 산행 활동(S1)과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S2) 의

이미지 분포에서는 특정 지점에 대한 밀도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반

적으로 정상부 및 봉우리와 같은 고지대에서 높은 밀도의 유사한 분포 형

태를 보였다.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S3)에 대한 분포에서는 서

비스의 특성에 따라 이전의 두 서비스에 비해 저지대에 걸쳐 보다 넓게 분

산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절 특성에 따른 가을철 경관 감상 및

산행 활동(S4), 여름철 수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S5)에서는 각 활동이 강

하게 나타나는 특정 지역에 대한 분포가 확인되었다. 문화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S6)는 이미지 분류 항목에 따른 사찰 및 사적, 비석 등의

문화재의 점적 역사 자원를 중심으로 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탐방

로 등의 접근성에 따라 분포 밀도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간접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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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포함하는 상업시설 중심 서비스(S7), 주거지역 중심 서비스(S8)

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모두 북한산 외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

며, 서로 유사한 분포 형태를 보였다. 상업시설 중심의 서비스의 경우 산의

경계부를 중심으로 대부분 낮은 밀도로 분산된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북한

산으로부터 약 2~3km 이상의 떨어진 도심부의 상업지역에서의 넓고 강한

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중심의 서비스에서는 이에

비해 비교적 작은 밀도의 분포가 보다 분산된 형태로 나타났다.

식별자 프록시 이미지 설명 이미지 수 (%)

정상정복형 중심의 산행 활동(S1) 28,809 (14.8)

S1-1 정상에서의 휴양 활동 2,520 (1.3)

S1-2 봉우리에서의 휴양 활동 10,832 (5.6)

S1-3 원경을 배경으로 하는 휴양 활동 6,114 (3.1)

S1-4 도심 경관 감상 9,313 (4.8)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S2) 63,413 (32.6)

S2-1 산림(능선, 산맥 등) 경관 28,903 (14.9)

S2-2 산림 자원(암벽, 봉우리) 경관 25,316 (13.0)

S2-3 암벽 등반 활동 9,194 (4.7)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S3) 40,108 (20.6)

S3-1 숲 내부 경관 25,380 (13.0)

S3-2 숲 내부 쉼터 및 휴양 시설 14,728 (7.6)

가을철 경관 감상 및 산행 활동(S4) 5,973 (3.7)

S4-1 단풍 경관 감상 5,973 (3.1)

여름철 수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S5) 6,224 (3.2)

S5-1 계곡 및 폭포 등 수경관 감상 5,334(3.20)

S5-2 계곡 휴양 활동 890 (0.5)

문화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S6) 3,4376 (17.7)

S6-1 역사 자원(사찰 및 석탑) 18,779 (9.7)

S6-2 역사 자원(비석 및 사적) 4,803 (2.5)

S6-3 역사 안내 정보(안내판) 10,795 (5.6)

인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나들이 활동(S7) 1,768 (0.91)

S7-1 인근 상업시설 이용 931 (0.5)

S7-2 상업시설에서의 조망 837 (0.4)

 인근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망 및 생활권 가치(S8) 13,816 (7.1)

S8-1 주거지역에서의 조망 13,816 (7.1)

Table 16. 이미지 분류 모델을 통한 지오태그 이미지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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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서비스 지표별 지오태그 이미지 분포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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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비스 지역의 공간적 분포 및 평가

분류된 지오태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가중치가 매겨진 서비스 지역의 다

양성 및 서비스별 강도와 다양성은 Figure 18과 같다. 서비스의 다양성은

전체 평가 지역에 걸쳐 식별된 서비스의 수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평가값

은 1-8점까지 범위를 가진다. 다양성에 대한 평가 결과로는 북측의 도봉

지역에 비해 남측의 북한산 지역에서, 그리고 고지대 보다는 저지대의 도

시와의 인접 지역에서 보다 높은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별 강도는 0-1의 범위로 표준화하였다. 이는 서비스 특성에 따른

서비스 지역의 범위를 함께 설명한다. 정상정복형 중심의 산행 활동(S1),

높은 난이도의 산행 활동(S2),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S3)과 같

은 일반적인 산행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 유형에서는 대부분의 평가 지역

에 걸쳐 넓은 범위에서 각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서비스 강도와 관련해서 S1 및 S2와 같은 서비스 유형에서는 정상정

복형 및 고난이도의 산행 활동에 대한 이용자 수요 특성에 따라 두 유형

모두 표고나 경사, 트레일과의 거리, 도시지역과의 거리와 서비스 강도 간

의 관계에서 유사한 분포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2에서는

높은 강도의 서비스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반면, S1에서는 S2에 비해

High-High 지역이 적은 범위의 분산된 형태로 나타났다(Appendix E1).

또한 S2에서는 주로 표고나 경사가 낮은 저지대 지역에 걸쳐 Low-Low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3에서는 S1과 S2에

비해 표고 및 경사가 높은 지역에서도 넓은 범위의 Low-Low 지역의 분

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도심에 인접한 산 경계부 지역을 따

라 High-High 지역이 소규모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간접 이용과 관련한 편익시설 중심 서비스(S7), 생활권 중심

서비스(S8)은 북한산 인근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이용이나 외부에서의 조

망을 통해 식별되는 서비스 지역을 가리키며 직접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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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범위의 서비스 지역이 식별되었다. 두 서비스

지역 모두 산의 경계부를 따라 저지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특성에 따라 S7에서는 다른 피복 특성에 비해 초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서비스가 1.72배 강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Appendix

E7) 상업시설 및 상업시설의 조망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가

집중적인 형태로 전달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반해 S8의 경우 도시지역

과의 거리와 서비스 강도 간의 관계가 높고 도시와의 인접지역에

High-High 지역이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S8에서는 초지와 암벽 및 바위의 비율이 각각 0.03배, 0.23배 낮

을수록 서비스 지역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E7).

그 외 가을철 산행 활동(S4)이나 수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S5)과 같은

계절 경관 유형에 대한 서비스 지역은 자연적으로 시간적 특성을 포함하

며 이와 관련한 자원의 유무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 및 강도가 결정된다.

S4에 대한 서비스 강도는 다른 피복 특성에 비해 활엽수림의 비율이 높을

수록 0.37배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Appendix E7), 표고 및 경사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넓은 범위의 High-High 지역이 집중된 형태로 나타

났다. S5에 대한 서비스 분포는 하천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을 중

심으로 High-High 지역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천으로부

터의 거리가 가깝다 할지라도 탐방로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접근이 어

려움에 따라 서비스 강도는 낮게 나타났다.

문화유산 가치와 관련한 서비스(S6) 유형 또한 계절형 서비스와 유사하

게 각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화재 등의 역사자원

의 유무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이 점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개별의 자원이 갖는 역사성이나 상징성, 기타 접근 조건 등에 따른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포의 형태는 서비스를 전달받은 지역과 동일한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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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서비스 강도 및 다양성 평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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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4.1. 수요 자료로서 이미지 데이터의 활용 및 분류

공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

기 위한 노력으로 지오태그 이미지의 활용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은 점차 대

중화되고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다(Christin et al., 2019; Gosal & Ziv,

2020; Weinstein, 2018). 그러나 사람이 인지하는 혜택과 물리적인 요소 간

의 상호작용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를 위한 특정 서비스의 값으로 할당하

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Cardoso et al., 2022). 특히 이미지 분류 과정

에서 문화서비스의 식별은 크게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를 기준으로 자연

요소의 경우 동식물 등의 종 특성, 경관 요소, 인공 요소의 경우 인간 활동,

시설 혹은 건축물 정도의 분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Hausmann et al.,

2018; Moreno-Llorca et al., 2020; Vaz et al., 2020). 그러나 MA 등의 문

화서비스 범주를 떠나 하나의 서비스로 특정 가능한 이용자 인식 및 유형

에서 이러한 중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지

표에 따라 각 지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분류

를 위한 학습모델을 구축 및 평가하였다. 내러티브 이미지에 대한 서비스

별 라벨 정보는 시설 및 자원의 유형이나 인물의 유무, 경관의 범위, 그리

고 이러한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로 서비스 지표 S1과 S2 서비스

의 발생 지점은 정상부 및 봉우리와 같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각 서비

스를 설명하는 이미지의 경우 S1은 특정 지역에서의 개인 활동이나 산에

서 내려다보는 도심 경관과 관련한 이미지 라벨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

면, S2에서는 지형적 특성이나 암벽 특성이 두드러진 경관 감상 관련 빈도

가 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비스 범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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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부 또한 문화서비스의 평가와 맵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

오태그 이미지라 할지라도 촬영된 지점의 공간정보는 포함하지만 촬영 대

상에 대한 공간정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Shirai et al, 2013;

Yoshimura & Hiura et al., 2017). 서비스별로 최소 100장의 이미지가 수

집 가능한 수준에서 8개의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지표에 대해 18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경관 특성이나 장소, 생물 물리학적 속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경험은 보다 구체적인 단위의 조합들로 형성됨을 보

여준다(Bieling, 2014).

연구에서 이미지 분류 모델은 이러한 이용자 수요에 대한 내용적 특성을

반영하는 내러티브 이미지와 공간 정보를 가지는 지오태그 이미지 간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Google Cloud의 Vision AutoML을 통

해 도출된 이미지 분류 모델의 정밀도와 재현율은 높은 성능을 보임에 따

라 문화서비스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문화서

비스 평가에서 이미지 분류 모델의 활용은 이미지의 객체를 통해 서비스

의 내용이나 가치를 추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에 따른 이미지 분류를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경관 속성에만 근거하여 절대적인 용어로 가치를 부

여하는 방식은 실제 이용자 수요와 서비스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Crouzat et al., 2022; James, 2015). 이러한 측면에

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문화서비스 평가에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요 및 서비스와 이미지 간의 연관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분류 체계에 대한 설계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2. 도시림 문화서비스의 공간적 분포 특성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요 특성에 따른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지역을 평가

및 식별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강도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분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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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공간적 평가 결과에서는 서비스 강도

와 도시지역 간의 연관성이 강조되었다. 도시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

에 대한 서비스 강도 및 집적도는 높은 반면, 표고나 경사, 피복 등의 환경

적 특성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도시지역과의 거리가 커질수록 해당 지역들

의 서비스 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근 지역의 인구 밀도

및 접근성이 도시림 대부분의 이용 빈도나 문화서비스 강도를 설명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Bing et al., 2021; Crouzat et al., 2022;

Kabisch & Haase, 2014; Rall et al., 2017). 인구밀도, 접근성과 같은 도시

지역의 특성은 문화서비스의 양적 수요 증가에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Ala-Hulkko et al., 2016; Vigl et al., 2017). 또한 이러한 경향은

COVID-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이용자 수요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논의되

고 있다(Beckmann-Wübbelt et al., 2021).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지역은 이러한 도시지역에 의한 절대적인 영향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별 수요 특성에 따른 분포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는 각

수요에 따른 이용자들의 방문 시기나 목적, 체류 시간, 활동 유형, 요구되

는 물리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예로 목적지 중심

의 정상정복형 산행 활동과 같은 S1의 서비스 지역은 정상부나 봉우리를

중심으로 높은 서비스의 강도가 좁은 지역에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는 반

면, 연계 산행이나 장거리 산행 등의 수요 및 활동 특성을 가진 S2의 서비

스 지역은 전체 서비스 중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높은 서비스 강도를 나

타냈으며 탐방로와 같은 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등산보다는 저지대에서의 걷기 활동 등이 주를 이루는 S3의 경우 높

은 표고나 경사 지역에 비해 산 자락의 주요 경계지역에서 높은 강도의 서

비스 지역이 밀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4, S5, S6과 같은 서비스들

은 임상 및 수자원, 문화 및 역사 자원의 유무에 대한 의존도와 분포의 특

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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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롯한 S7, S8과 같은 간접이용 가치에 대한 서비스 유형들은 앞서

일반적으로 도시림의 수요 서비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행 활

동 유형에 비해 적은 강도와 면적의 분포 특성을 갖는다. 서비스별 이미지

분류 결과 8개 서비스 중 32.6%로 가장 많은 이미지가 할당된 S2에 비해

여름철의 수경관 감상과 관련한 S5와 상업시설 중심으로 한 서비스 S7의

이미지는 각각 3.2%, 0.9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6). 하지

만 해당 서비스들은 개별의 서비스 지역에 대한 강도는 낮으나 분포는 높

은 서비스 다양성 지역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에서는 서비스 지역의 강도와 더불어 전체 지역에 대한 서비스 다양성

을 함께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는 도심과 인접한 저지대 지역에서의 높

은 다양성을 식별하였다. 앞서 Plieninger et al.(2013)은 생물 다양성, 문화

유산, 경관이 뛰어난 지역 뿐 아니라 일상적 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접적인 휴양 활동 뿐 아니라 도시

림의 존재 가치에 기반하여 전달되는 인접 지역의 조망 및 생활권의 가치

를 함께 설명한다(Motiejūnaitė et al., 2019; Sander et al., 2012).

이와 같은 서비스 수요 특성에 대한 이미지 정보 및 서비스별 이미지의

자동 분류 모델의 구축은 지역의 현재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서비스 지

역의 식별과 정량적, 공간적 평가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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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도시화 및 COVID-19에 따른 수요 증가하고 있는 도시림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기반하여 문화서비스를 평가하고 맵핑하

였다. 과정에서 연구는 문화서비스 평가에 이용자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적절한 평가 단위를 논의 및 도출하고 소셜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관찰 데

이터의 활용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3개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용자의 인식 및 경험 가치에 기반한 문화서비스 평가를 위한

내러티브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MA의 서비스 범주에 따른 평

가의 적절성을 논의하였다. MA 서비스 범주에 따른 블로그 텍스트 데이

터의 수동 분류를 통해 연구 대상지인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을 도출

하고 유형별 주요 키워드 간의 의미 분석, 장소 키워드를 활용한 맵핑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MA의 10개 서비스 범주는 북한산에서 단일의 서

비스가 보다 세분화되거나 유지되거나, 다른 개별의 서비스와 결합되어 5

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실제 인지하고 경험함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서비스 단위와의 불일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불일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중복 산정 또는 특성이 상이한 서비스에 대한 희석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때문에 문화서비스의 평가 단위 설정에 있어 이용자의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블

로그와 같은 내러티브 데이터는 지오태그 이미지 등의 소셜미디어 데이터

에 비해 이용자가 개인의 인식이나 경험을 표현함에 있어 공간적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화서비스 평가에서 주로 간과

되었던 간접 이용에 대한 가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해당 유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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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서비스 유형과 함께 이를 설명하는 장소 키워드의 빈도를 바탕으로 맵

핑되었다. 그러나 장소 키워드에 기반한 맵핑 결과는 GPS 기반의 데이터

에 비해 정밀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둘째로, 북한산에 대한 내러티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 인식 및 경

험 가치에 기반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에 적용가능한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평가 지표는 블로

그 텍스트 데이터와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도출된 토픽들을 바탕

으로 각 토픽에 대해 문화서비스와의 관련성, 도시림으로서의 대표성, 공

간적 평가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공간적 평가가 가능

한 도시림의 잠재적 문화서비스 지표로서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지표로의

도출을 위한 문화서비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개별의 토픽들

은 다수의 MA 서비스 범주가 식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

에서는 문화서비스가 이러한 MA의 개별 서비스 범주 형태가 아니라 이용

자의 인식 및 활동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 통해 도출된 21개

의 북한산 관련 토픽들은 8개의 도시림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로 해석되었

다. 8개의 평가 지표는 ‘정상정복형 중심의 산행 활동’, ‘높은 난이도의 산

행 활동’,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 ‘가을철 경관 감상 및 산행 활

동’, ‘여름철 수경관 감상 및 휴양 활동’, ‘문화재 답사 활동 및 관련 역사

정보’, ‘인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나들이 활동’, ‘인근 주거시설을 중

심으로 하는 조망 및 생활권 가치’와 같다. 이는 지역의 이용자 수요를 반

영하는 고유한 운영 단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도시림은 문화서비스 평가

에 있어 이용자 수나 도시림에 대한 지오태그 이미지 수는 종종 문화서비

스를 가늠하는 강력한 지표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도시민들의 대표적인 여

가 공간임과 동시에 생태적 보전의 대상으로 이용자 수의 증가를 문화서

비스의 직접적인 증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이를 조절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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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요와 서비스 특성, 그리고 공간적 연계성을 이해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는 문화서비

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공급 및 공급

지역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며 문화서비스의 변화를 추적하고 예측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 이용자 인식 및 경험에 기반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

에 따라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지역에 대한 공간적 평가맵을 도출하였다.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 지표에 대한 내러티브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동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미지 학습을 위해 8개 서비스 지표를 설명하는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총 18개에 대한 이미지 분류 항목이 도출되었

다. 구축된 분류 모델에는 지오태그 이미지를 적용하고 해당 지점에 대한

서비스 지역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8개의 문화서비스 지표에 따라 다

시 합산되었으며 결과는 각 서비스 지역의 강도 및 다양성에 대한 평가맵

의 형태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평가맵을 바탕으로 이용자 수요에 따른 도

시림의 문화서비스 지역의 분포 특성 및 환경 정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

였다. 도출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지역의 평가맵은 이전의 도시림 연구에

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도시 지역과의 인접성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분포 특

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의 고유한 수요 특성에 따른 분포 특성을 가시

화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는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도시림의 문화서비스 평가를 수

행함에 있어 정보 특성이 상이한 두 데이터의 연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

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보다 직접적인 대면 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역 및 자원 중심의 이해관계, 갈등 구조 등을 반영하기는 어려

울 수 있으나 도시림을 비롯한 도시 녹지 및 경관 단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집단적인 인식과 경험을 포착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용자

인식 및 경험의 집단적 차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도시림의 평가 지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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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일괄적인 평가 지표에서 제기되는 서비스의 이중 산정에 대한 문제

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용자 수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내러티브 데이터와 정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지오태그 이미지의

연계는 기존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이용

자 수요에 대한 질적 이해와 이에 기반한 공간적 평가의 확장 가능성을 모

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에서 실험된 도시림의 문화

서비스 평가 지표 및 평가맵은 북한산의 한 지역의 내러티브 및 지오태그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되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산은 관리 특

성상 국립공원으로서 다른 도시림에 비해 규모가 크고 탐방객 수가 많은

편으로 규모가 작고 탐방객이 적은 지역의 경우 데이터의 구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조건에 대한 도시림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 지표 및 이미지 식별을 위한 분류 항목 및 데이터셋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보다 광역적인 문화서비스 평가

를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잠재적인 문화서비스 지역에 대

한 평가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각 소셜미디어는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대한 주 이용층 및 이용

목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적 및 질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연구에서 지오태그 이미지는 내러

티브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문화서비스 지표 및 이미지 데이터셋에 따라

누락되는 항목없이 분류되었으나 LDA 토픽 모델링 및 이미지 분류 결과

에서 서비스 지표별로 집계된 각각의 데이터 수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에서 도출된 서비스의 강도에 대한 평가맵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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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된 값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세부 서비스 간의 자세한 양적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여러 유형의 소셜미디어와

현장 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 조사 방식에 따른 데이터의 편향 특성을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값의 산출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내러티브 데이터의 활

용과 지오태그 이미지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문화서비스의 정량적, 공간적 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초기 연구로서

연구는 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실제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집중하고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한계를 바탕으로 이용자 수용에

대한 평가 지표 및 이미지 분류 항목을 설정함에 있어 보다 객관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와 평가 방법에 대한 검증 및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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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A. 국립공원 방문객과 블로그 포스트 수(2018년)

Appendix B.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 식별을 위한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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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북한산의 문화서비스 유형별 워드 임베딩 시각화

5개의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별로 Word2Vec 모델의 임베딩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유형별로 벡터화된 키워드는 모두 1,000개 이

상으로 시각화 과정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등장 빈도가 최소 5이상인 일반

명사와 고유명사만 반영하였다. 또한 1음절의 단어는 독립적인 의미 표현

이 어려우므로 시각화에서 제외되었다. 추가적으로 유형별로 개별 키워드

의 등장 문서 수를 바탕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반

영하였다. 각 플롯에서 노드의 색은 키워드의 등장 문서 수, 배경색이 있

는 키워드는 장소 키워드를 비롯한 고유명사, 볼드 처리된 단어는 해당 유

형에서 유의하게 많이 등장한 키워드(p < 0.05)를 나타낸다.

Appendix C1.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Ⅰ의 워드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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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2.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Ⅱ의 워드 벡터

 

Appendix C3.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Ⅲ의 워드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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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5.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Ⅴ의 워드 벡터

Appendix C4. 북한산 문화서비스 유형Ⅳ의 워드 벡터 



114

Appendix D. 토픽별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원문

토픽 포스트 수(%) 상위 10개 단어 원문 주요 내용

T1 2,349(5.2)

정상, 능선, 구간, 

바위, 산행, 방향, 

관악산, 계단, 전망대, 

등산

“서울, 그리고 서울 근교에는 오를 산들이 참 많다. 오늘은 북한산에 이어 관악산을 다녀

왔다. 2호선 사당역 4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들머리 관음사-관음사-국기대(봉)-선유천국기

대(봉)-하마바위-연주대-응진전-연주대의 파노라마를 만날 수 있는 관악산 연주대 전망대

-연주암-계곡길을 따라 과천향교 날머리로 9.28km 를 참 좋은 동생과 천천히 여유롭게 눈 

산행을 했다.” 

T2 5,029(11.2)

마음, 작품, 사랑, 

친구, 작가, 그림, 

자신, 아이, 자연, 

전시

“북한산. 삶이 고단할 때 나는 북한산을 보았다. 북한산은 나를 품어 주었다. 그 품 안에

서 예술을 배웠다. 그리고 자연과 예술을 접목하고 자연은 나의 스승이 되었다. 세상에 혼

자라고 느낄 때 내 옆에 여름이가 있었다. 자연과 세상을 여름이를 통해 소통하며 위로받

고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현실은 혹독했지만 북한산 

품 안의 삶은 행복했다. 나에게 북한산은 휴식이고, 나에게 북한산은 스승이며, 북한산은 

내 마음의 정원이다.”

T3 5,199(11.6)

등산, 구간, 정상, 

운동, 백운대, 비봉, 

하산, 도착, 초보, 

등린이 

“등린이의 북한산 백운대 정상 다녀온 후기. 등린이가 북한산이라니. 나의 제대로 된 첫 

등산 경험은 작년 가을쯤 갔었던 청계산 매봉이었는데. 난이도가 높다고 들었던 북한산을 

다 가보고... 친구 두 명과 함께 갔는데 이날은 정말 추운 날이었다. 밤에 눈도 왔었는데 

그래서인지 입구에서 얼음 빙판 구간이 있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일러주시던 안전요원

분들이 있었다. 일단 초반부터 돌계단이 나와서 벌써?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헥헥거리다 바위에 앉아버렸다.”

T4 1,679(3.7)
조선, 시대, 역사, 

신라, 진흥왕, 나라, 

“왜 그곳이었을까.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자리해있던 비봉의 산세는 험악하기 짝이 없

다. 오늘날에도 잊을만하면 사고가 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찔함과 아득함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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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순수비, 경복궁, 

고려

선사하는 곳이라 도대체 그 시절에 비석을 어떻게 세워놨는지도 잘 가늠이 가지 않는다. 

적지 않은 기공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곳에 건립되었다. 진흥왕은 아

마 자신의 업적을 새긴 이 비석이 영원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험지에 순수비를 세워둔 것이 아닐까.”

T5 2,136(4.8)

여행, 카라반, 

수영장, 예약, 엄마, 

아이, 캠핑, 바비큐, 

글램핑,호텔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웰니스 숲캉스. 육아로 정신없는 요즘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푹 쉬고만 싶더라구요. 하루만이라도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기로 했어요. OOO

은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벼운 트래킹, 등산도 즐길 수 있구요. 피톤

치드도 맘껏 느낄 수 있답니다. 아침에 마치 정동진에서나 볼 법한 일출을 만났습니다. 테

라스에 나가서 끝내주는 아침 공기와 함께 일출도 감상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맑은 공

기 쐴 수 있는 곳이 잘 없는데 너무 좋아요”

T6 1,937(4.3)

나무, 벚꽃, 자연, 

사찰, 소리, 식물, 

산책, 창포원, 마음, 

생태

“북한산에 흐르는 물소리 들어 보셨나요. 봄비가 제법 내린 후 며칠 뒤에 갔는데 산에서 

물이 흐르네요. 새소리와 함께 물소리를 들어 보시죠. 한참 동안 걸음을 멈추고 자연의 합

주에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이것 저것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플 때 온 몸

이 쑤시고 근질근질하며 뭔가 몸이 불편하고 찌뿌둥한 느낌일 때 가볍게 산행을 하고 나

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 지는데요. 아마도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신비한 

소리를 들으면서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T7 3,458(7.7)

맛집, 맛있, 친구, 

카페, 우이동, 고기, 

메뉴, 두부, 주문, 

식당

“맛집 리뷰. 북한산 대표 맛집.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저희 부부가 자주 가고 또 좋

아하는 음식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래 북한산로 송추 쪽은 맛집이 많기로 유명하죠. 

우동과 갈비 외에 드릴 게 없다는 문구에서 사장님의 소신이 느껴지네요. 저희 부부는 오

픈 시간에 거의 맞게 갔는데요. 들어가보니 그래도 손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테이블마다 

메뉴판이 있어요. 앞뒤로 갈비찜과 우동 메뉴에 대한 설명과 가격이 쓰여있어요. 여럿이 

와서 같이 시켜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T8 3,787(8.4) 공원, 날씨, 한강, “상락. 눈 내린 북한산 원경. 봄비가 간밤에 눈으로 바뀌어 내렸나보다. 출근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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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풍경, 아침, 

자전거, 남산, 산책, 

모습

본넷 위에 눈이 쌓여 있다. 사무실에서 보니 비와 눈이 내린 뒤 서울 하늘이 맑아져 서울 

시내와 멀리 남산, 북한산 산군 풍경이 적막해 보이면서도 아름답다. 눈옷을 입어서인지 

산들의 윤곽이 뚜렷하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오늘의 끝마무리도 아름다

웠다.”

T9 1,032(2.3)

주택, 세대, 가능, 

테라스, 공간, 거실, 

도보, 매매, 구조, 

소개

“평창동 단독주택 매매. 북한산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고급주택. 명당 평창동

에서도 북한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기를 직접 받는 평창동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곳이죠. 뒤의 정원이 

산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북한산 둘레길 6구간이 지나기 때문에 언제든 산책이

나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의 정원과 테라스는 남향의 채광과 평창동 뷰가 펼쳐지고 

뒤쪽은 북한산과 맞닿아 있어서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답니다.” 

T10 755(1.7)

신선대, 도봉, 

마당바위, 도봉산역, 

산행, 자운봉, 계곡, 

등산, 도봉구, 포대

“도봉산 등산. 도봉산역 코스. 마당바위-신선대 정상-Y계곡-도봉산장 원점 회귀 후기. 블

랙야크 100대 명산. 지난 화요일 저의 등산 메이트와 함께 서울 도봉산을 올랐습니다. 등

산로를 따라 조금 걸으면 선인봉이 잘 보이는 포토 스팟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니 

도봉산장이 나왔고 두 갈래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마당바위 천축사 쪽으로 갔습니

다. 천축사를 지나고 조금 더 올라가니 마당바위가 나왔습니다. 마당바위에서 보는 뷰가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이걸 사진으로만 남기기 아쉬워서 영상으로도 남겨 보았습니다.”

T11 1,714(3.8)

맛집, 맛있, 백숙, 

정릉, 칼국수, 식당, 

메뉴, 주문, 오리, 

막국수

“정릉 맛집. 북한산보국문역 맛집. 주말 저녁 식사를 위해 찾아간 곤드레밥집. 검색 중에 

우연히 발견한 이곳. 센스있게 지은 신축 건물입니다. 주차장은 4-5대 정도 주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먹음직스럽네요. 빨리 먹고 싶어요. 메인인 

곤드레밥에 양념장을 넣어 비비니 완전 맛있습니다. 같이 나온 반찬들. 가지구이, 멸치고

추조림, 호박무침, 곤드레무침, 콩나무무침, 열무김치, 청국장 뭐 하나 맛있지 않은것이 없

네요.”

T12 1,322(2.9)
개발, 구역, 지역, 

사업, 시설, 문화, 

“부동산 뉴스 기사. 남산·북한산 고도 제한 풀리나. 서울시 필요성 검토 용역 발주. 최

고고도지구 9곳, ‘여의도 3배’.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남산과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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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예정, 환경, 

도시

인접 지역의 고도 제한(건축물 높이)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고도지구 면

적은 여의도의 3배에 달해 완화 여부가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7

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 고도지구의 지정 필요성과 높이 산정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한다.”

T13 2,738(6.1)

산행, 백운대, 바위, 

코스, 능선, 인수봉, 

정상, 불암산, 

수락산, 숨은벽

“북한산 만경대 릿지 등반. 도선사 뒤편에서 출발하여 백운대 초소로 하강하는 거꾸로 

만경대 릿지 등반. 올해 들어 산악회 3번째 암벽 등반이 있던 날. 올해 2월 말과 3월 초에 

각각 1번씩 했으니 이번 등반은 약 한달 만의 등반이다. 오늘의 등반지는 밥 먹듯이 자주 

갔던 북한산 만경대 릿지. 만경대 릿지는 보통 백운대 아래에 있는 백운대 초소 뒤편으로 

시작해서 만경대 하강 코스로 하강한 후 도선사 뒤편으로 내려오는 것이 정식 루트인데 

오늘은 반대로 가보자는 대장님의 제안이 있었다.”

T14 1,499(3.3)

분양, 고양, 센터, 

산업, 지축역, 지식, 

가능, 지구, 예정, 

시설

“지식산업센터 OOO. 고양 삼송 지식산업센터 분양 예정. 고양 삼송 택지개발지구 프리

미엄에다 미래가치까지 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계자는 ‘제조업부터 IT업체까지 다양

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북한산 숲을 품은 지식산업센터를 600만원대 3.3㎡당 에 만날 

수 있다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완공과 창릉신도시 등 배후도시가 완성되면 이 단지가 

있는 삼송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15 3,402(7.6)

카페, 커피, 자리, 

야외, 공간, 주문, 

전망, 음료, 분위기, 

고양

“북한산 전경의 고요하고 뷰 좋은 힐링 카페 추천. OOO 이용 안내. 주말엔 웨이팅이 꽤

나 있더라구요. 주말에 한번 갔다가 실패했어요. 내부나 외부나 자리는 많은데 아무래도 

북한산 뷰가 너무 좋다 보니 카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봐요. OOO.은 외부 내부 

뭐 어디서든 북한산 전경이 잘 보여서 좋았어요. 뷰도 좋고 커피 맛도 나쁘지 않아서... 더 

비싸고 커피도 맛없고 뷰도 별로인 곳에 비해서 이 정도면 뭐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T16 1,923(4.3)
구간, 북한산둘레길, 

걷기, 둘레길, 

“북한산둘레길 5구간 명상길과 6구간 평창마을길. 지난 주말 오랜만에 북한산 둘레길로 

코스를 정했다. 5구간 명상길을 택했다. 명상하며 쉬엄 쉬엄 걷기 좋은 길이다. 여기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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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인왕산, 

안산, 북악산, 

자락길, 스탬프

터 명상길 시작이다. 초입부터 오르막이다. 나무 계단이라 힘들지는 않고 초반에 오름은 

땀도 나고 경직된 근육도 풀리는 것이 좋다. 명상길 전망대. 땀도 식힐 겸 잠시 쉬어간다. 

이제부턴 평지길이다. 길이 없는 곳에는 중간중간 나무다리도 있다 나무판자지만 나름 튼

튼하다. 따뜻한 차 한잔 마시기 좋은 장소이다. 나도 잠깐 앉아있었다.”

T17 1,585(3.5)

계곡, 송추, 

은평한옥마을, 

진관사, 자리, 근교, 

아이, 물놀이, 주차, 

한옥마을

“소소한 일상.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근교 계곡. 송추계곡. 날은 점점 더워지고 혈기 

왕성한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을 찾다가 역시 이 여름엔 계곡만한 곳이 없죠.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 지난번 물놀이가 가능해서 백숙집으로 인기가 많았던 바로 그 송추

계곡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엔 백숙 안 먹고 도시락 싸서 갔어요. 비용도 덜 들고 

훨씬 더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아이들 데리고 간다면 이만한 곳 있을까 싶습니다.”

T18 1,235(2.7)

단풍, 국립공원, 

가을, 사패산, 

설악산, 숨은벽, 

지리산, 산행, 시기, 

명소

“서울의 단풍놀이 명소 북한산. 다른 지역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수도 서울의 아름다운 

산. 바로 북한산을 보는 것도 재밌겠지요. 북한산 단풍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려한 암봉 

등과 어우러진 은은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북한산 곳곳에 활엽수가 많

아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갑니다. 숨은벽 능선에서 바라보는 원효봉 능선, 숨은벽, 설교벽 

사이의 계곡 단풍이 절경이라고 합니다. 위문에서 용암문에 이르는 구간, 의상능선, 북한

산성 계곡도 단풍이 볼만합니다.”

T19 591(1.3)

일출, 학원, 시험, 

센터, 노원, 활동, 

교육, 신청, 운해, 

꽃집

“소방관련소식 보도자료 중앙119 구조 본부, 로프 구조. 지난해 서울 도림천에서 집중 

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고립된 행인 20여명을 구조대원이 로프를 이용해 구조했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산 원효봉 정상 인근에서 추락한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로프로 고정시켜 헬

기 착륙지점까지 4시간 가량 이동해 구조했다.”

T20 647(1.4)

호선, 의정부, 양주, 

경기도, 노선, 버스, 

도시, 지하철, 옥정, 

“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계획승인. 동북부와 의정부 탑석역을 거

쳐 양주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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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하는 총 15 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

업비로 총 7,562억원이 투입되며 총 3개 정거장이 신설·개량된다.

T21 985(2.2)

아파트, 부동산, 가격, 

창동, 은평구, 거래, 

도봉구, 불광동, 

경매, 전세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전세. GTX-A 수혜단지. 연신내역 북한산힐스테이트 7차 아파

트.42평 전세. 조용하고 쾌적한 동. 입주가능일 21/12/20일 전후. 전세가 8억5천. 불광동 아

파트. 연신내역 아파트. 아파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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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 서비스 지역 강도 및 환경 특성 관계

Appendix E1. LIS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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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2. 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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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3.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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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4.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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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5. 탐방로로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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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6. 도시지역으로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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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표
토지 피복 

특성

Exp 

(B)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휴양 활동(S3)

침엽수림 0.178* 0.144 0.265

혼효림 0.062* -0.045 0.169

가을철 경관 감상 및 

산행 활동(S4)
활엽수림 0.372* 0.266 0.412

인근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나들이 활동(7)
초지 1.719* -2.77 2.159

인근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망 및 생활권 가치(S8)

암벽 및 바위
-0.230

*
-0.417 0.115

초지 -0.03* -0.305 -0.092

* 전체 결과 중 유의한 서비스 결과만 설명함 (p < 0.001) 

Appendix E7. 서비스 지역 강도에 대한 토지 피복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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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ing and Mapping Cultural

Ecosystem Services of Urban Forests

Based on Perception and Experience

Jeeyoung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world has undergone universal urbanization and COVID-19

pandemic, there have been increasing interests in and demand for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values of urban forest. To fulfill

such interests and demand, it is necessary to relevant management

and planning strategies to evenly provide the benefits of urban

forests by conducting quantitative and spatial analysis of needs for

regional cultural ecosystem services. Cultural ecosystem services,

which are types of ecosystem services, correspond to human-centered

values more closely than other types of services. For this reason,

little research on quantitative evaluation and mapping of cultural

services have been conducted compared to existing research on other

types of ecosystem services. However, the advent of social media

data has gradually reduced such gap. Since social media provide an

enormous amount of data of us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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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effective

research on quantitative evaluation and mapping of cultural ecosystem

services. Yet, existing studies evaluated cultural services by using

limited specific data, such as geotagged images, thereby involving

problems on reduced objectivity of evaluation and a possibility of

underestimating or overestimating certain values.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more improved demand

assessment method for cultural services based on the recent

assessment systems and methodologies and to map the service area.

To this end, this study carried out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processes. In the first research process, this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service categories established by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which are mainly used for cultural

service assessment, and the applicability of narrative data. In the

second research process, this study derived cultural service

assessment indicators for urban forests based on narrative data and

values of us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In the third research

process, this study mapped the service area for Bukhansan by using

the previously derived cultural service indicators and geotagged

images.

The detailed research processes and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research process, this study used text included

in blog posts as narrative data, which can provide more abundant

information on us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than images. It

manually classified the collected data of blog posts according to

cultural service categories established by the MA and identified the

proportion of cultural services per post. Subsequently, it derived five

types of cultural services of Bukhansan by conducting a clustering

analysis based on the calculated ratios. Text data were tokeniz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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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 parts of speech, such as nouns, adjectives, and verbs, according

to the five types of cultural services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521

location keywords were extracted. Then, this study used the extracted

keywords to perform a semantic analysis and mapping of main

keywords according to each type of cultural services. The analytic

result indicated that cultural services of Bukhan Mountain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ypes: Type Ⅰ(17.4%) which represents

recreation and esthetic values in a bundle; Type Ⅱ(25.8%) which

represents values of social relations, cultural assets, education, spirit,

religion, and inspiration in a bundle; Type Ⅲ(35.1%) which shows

independent recreation activities; Type Ⅳ(12.8%) which is associated

with a sense of place; and Type Ⅴ(8.9%) which shows a low recreation

value and a high aesthetic value. Based on the combination and

separation of these MA's service categories, this study verified the

necessity of analyzing us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applying

such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assessment unit for cultural services.

Moreover, this study identified indirect use values(Type Ⅳ and Type

Ⅴ) often ignored in existing studies on cultural service evaluation. It

was accounted for approx. 20% of the entire values of cultural

services of Bukhansan.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e

applicability of narrative data, which completely reflect quantitative

and semantic significance of values of social trends and recreation

without being limited to spatial restriction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demands of people to cultural service evaluation.

In the second research process, this study conducted topic modeling

on text data included in blog posts by applying Latent Dirich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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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 (LDA) and extracted topics related to cultural services of

Bukhansan based on the LDA topic modeling result. It also examined

characteristics of each topic with regard to urban forests an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se topics for spatial assessment.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21 topics were derived. This study identified 13

topics that were related to cultural services of Bukhansan and analyzed

these topics as general demand characteristics for urban forest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processes explained above.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d eight cultural service indicators for

urban forest. The proposed eight indicators are as follows: hiking

activities focused on climbing to the top of the mountain(27.6%),

high-level hiking activities(14.5%), recreation activities based on

lowland areas(10.2%), activities of appreciating landscape and hiking in

the fall(6.6%), activities of appreciating water scenery and enjoying

recreation in the summer(8.5%), activities of making an on-site survey

on cultural assets and obtaining relevant historical information(9.0%),

outdoor activities based on adjacent commercial facilities(18.1%), and

values related to a view and a life zone in consideration of adjacent

residential facilities(5.5%). The cultural service indicators proposed by

this study consider the demands of regional users. Thus, it is analyzed

that the proposed indicators can serve as more unique operational unit

for cultural services of urban forests in Korea than the existing

ecosystem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established by the MA.

In the third research process, this study established and trained

an image classification model to perform mapping of a service

region by applying the proposed cultural service indicato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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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forests. The developed image classification model learnt data

of images, which were collected from blog posts used to derive the

aforementioned indicators.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blog

images according to the eight indicators derived and conducted a

chi-squared test. Based on the analytic and calculation results, it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s in images and 18 image

classification items according to service ranges. Accordingly, it

developed a dataset for model training. Cloud AutoML Vision

provided by Google was used to enable the developed model to

perform image classification training. The average imag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model was measured as 99.43%.

Then, this study applied geotagged images in the Bukhansan area to

the image classification model to classify images according to

indicators. It derived the map on the service region by applying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geotagged images classified according

to indicators, location, and viewshed areas. The service region was

assessed based on service intensity, which indicates the number of

people provided with the target service in the corresponding region,

and service diversity, which indicates the number of services

supplied. Mapping on the service region derived according to

indicators verified high cultural service intensity in adjacent regions

to cities and high cultural service diversity at the edges of urban

forests in lowland areas.

This study proposed a cultural service evaluation method based

on a linkage analysis of narrative data and geotagged images, which

show different data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method ref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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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cultural service evaluation methods, the necessity of

cultural service evaluation based on us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and the needs of cultural service users. The proposed

method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analyze the demand of users

for urban forests from more various aspects than existing cultural

service evaluation methods mainly based on a single type of data.

Its significance is also found from the fact that it can visualize

distribution of cultural services in the target region and identify a

relationship between these services and the target region based on

the visualization result. The proposed method expands the

feasibility of quantitative evaluation t and mapping and increases

reliability of assessment result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odel will contribute to advancing cultural service

evaluation for urban forests in Korea and developing cultural

service models.

keywords : Cultural ecosystem services demand, Indicators of

cultural ecosystem services, Blog post, Geotagged image, LDA

topic modeling, Google Cloud AutoML Vision

Student Number : 2017-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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