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 세계 공원의 선호요인 비교 분석
- 구글 데이터 및 토픽모델링 활용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preferences of parks around the world using big data 
- By Using Google data and topic modeling -

Ⅰ. Introduction

기존 연구방법

연구배경

연구목적

“ ”도시공원의 조성은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활동을 수용하고 충족시키는 역할을 함. 
(박찬용 외, 2003; 서정영, 2008; 함주영, 2009) 

- 연구 대상의 물리적 범위, 시간적 범위에 한계점 존재.

-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 보편적인 연구 결과를 얻기 힘듦. 

빅데이터를 통해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나라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선호요인을 1인당 GDP 별 비교, 문화권 간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함.

- 수도 : 각 나라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그 나라의 성격을 대표

- 1인당 GDP : 경제력에 따른 비교를 위해 중분류에 해당하는 대륙의 나라들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상위 3개국 선정

- 도시공원 : 녹지가 풍부하며,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선정 

                     (단, 메모리얼 파크나, 놀이공원, 녹지보다 시설물이 지배적인 공원 등 주제공원의 성격이 강한 대상지는 제외)

Document 1

[평화, 넓다, 정원, 경계선, 느낌, 

녹색, 테마, 이루어지다, 즐거움]

3. LDA를 진행하여 word vector 생성

- 특정 문서 안에서 토픽 t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비율과 

특정 단어 w를 갖고 있는 모든 문서들 중 토픽 t가 할당된 비율에 따라 토픽 할당

예를 들어 좌측 사진에서는 A와 B가 6:4 이므로 A에 속할 확률이 높고

우측의 경우 A와 B가 1:3 이므로 B에 속할 확률이 높음

4. LDA2VEC을 진행하여 토픽 모델 도출

- 각각의 vector값을 합쳐서 비슷한 위치의 단어끼리 재정렬

- LDA와는 달리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 단어들이 핵심 키워드로 선정

1. 모든 단어에 대해 정수 인덱싱 생성 및 빈도수 도출

- 전처리가 끝난 모든 문서의 모든 단어들을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변경하는 과정

예를 들어 (52, 1)은 평화 라는 단어가 1번 문서에서 등장했다는 의미

2. word2vec을 진행하여 document vector 생성

- 윈도우 사이즈를 2로 설정하여 중심 단어 양 옆으로 2개씩 체크

  LDA
topic 1 : 사람 가다 자연 나무 걷다 녹색 숲 도보 휴식 찾다
topic 2 : 방문 하다 박물관 정원 보다 사진 크다 역사 동물원 위치
topic 3 : 자전거 멋지다 타다 산책 하다 보다 전망 동물 걷다 호수
topic 4 : 어린이 가족 시간 보내다 하루 활동 친구 하다 음식 주차

  LDA2VEC
topic 1 : 사람 자연 쉬다 평화 나무 느끼다 평온 앉다 공기 소리
topic 2 : 박물관 정원 역사 건물 방문 작품 성 흥미 전시회 예술
topic 3 : 타다 자전거 달리기 빌리다 걷기 산책 조깅 멋지다 보트 바다
topic 4 : 어린이 가족 시설 게임 놀이터 음식 활동 놀이 야외 욕실

  LDA2VEC

topic 1 : 사람 자연 쉬다 평화 나무 느끼다 평온 앉다 공기 소리

topic 2 : 박물관 정원 역사 건물 방문 작품 성 흥미 전시회 예술

topic 3 : 타다 자전거 달리기 빌리다 걷기 산책 조깅 멋지다 보트 바다

topic 4 : 어린이 가족 시설 게임 놀이터 음식 활동 놀이 야외 욕실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Document 1 Document 1

Document 2 Document 2

[(52, 1), (55, 1), (56, 1), (57, 1), (58, 1), 

(59, 1), (60, 1), (61, 1), (62, 1)]

Ex) 52 = 평화, 55 = 넓다

 Document 1

평화, 넓다, 정원, 경계선, 느낌, 녹색

평화, 넓다, 정원, 경계선, 느낌, 녹색

평화, 넓다, 정원, 경계선, 느낌, 녹색

평화, 넓다, 정원, 경계선, 느낌, 녹색

평화, 넓다, 정원, 경계선, 느낌, 녹색

평화, 넓다, 정원, 경계선, 느낌, 녹색

중심 단어

중심 단어 주변 단어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주변 단어

1. 파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구글 리뷰 추출.

2. 리뷰에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단위인 명사/ 형용사/ 동사로 형태소로 분리.

3. 공원의 구성요소를 자연/생태, 경관, 프로그램, 시설물로 분류

이때 위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불용어로 처리.

4. 토픽모델링의 성능 향상을 위해 단어 5개이상으로 구성된 리뷰만 활용.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선호요인 4가지를 바탕으로

토픽 모델을 해석했을 때, 각각의 토픽은 위와 같이 나타남.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공원에서 선호하는 요인은 위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시설적 측면(26%), 사회적 측면(26%), 자연/생태적 측면(24%), 

신체/활동적 측면(24%)” 순서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음.

위의 결과를 통해 도시의 기능을 고려해 설정했던 만족도 요인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보편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동등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만족도 요인들이 다양한 공원의 기능들을 

보편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1인당 국민소득대비 교양/오락 지출 비중 추이(김세훈, 2008)

24%
26%

24%
26%

0

5

10

15

20

25

30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토픽 별 빈도 분석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시대, 다문화 시대 등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도시에서 

기존 연구방법으로는 공원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카이 제곱검정 결과>

chi-square = 785.482a

p-value < 0.001

카이 제곱검정 동질성 검정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Low Income Country High Income Country

<카이 제곱검정 결과>

chi-square = 3352.965a 

p-value < 0.001

카이 제곱검정 동질성 검정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1. 동아시아

한국 서울 서울숲
중국 베이징 징산공원
일본 도쿄 新宿御苑

2. 동남 및 남부 아시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Mahkota Jubli Emas Park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LCC Park
싱가포르 싱가포르 East Coast Park
몰디브 말레 Hulhumale' Central Park
스리랑카 콜롬보 Viharamahadevi Park 
부탄 팀부 Centenary Park 

3. 유럽

몰타 발레타 Upper Barrakka Gardens
스페인 마드리드 Parque de El Retiro
이탈리아 로마 Villa Borghese
아일랜드 더블린 Phoenix Park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Klambratún
노르웨이 오슬로 Sofienberg Park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Sad Janka

4. 기타 (서남아시아 & 북아프리카) 문화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Skver Im. Amira Temura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Жетысу саябағы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 Independence Park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Umm Al Emarat Park
카타르 도하

5.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Uhuru Park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Public Park
소말리아 모가디슈 Beerta Nabadda
우간다 캄팔라 Sheraton Gardens
르완다 키갈리 Kigali International Airport Park
가봉 리브르빌 Arboretum de Sibang
가나 아크라 Mensah Sarbah Park

6.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 뉴욕 Central Park
캐나다 벤쿠버 Stanley Park
멕시코 멕시코시티 Bosque de Chapultepec

7. 라틴아메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카난 Palmiste Park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Parque Jose Enrique Rodó
칠레 비타쿠라 Bicentenario Park

8. 오세아니아

괌 메리조 Merizo Pier Park
뉴질랜드 파넬 Auckland Domain
호주 시드니 Centennial Park

체코 프라하 Stromovka
헝가리 부다페스트 City Park Városliget 
룩셈부르크 뤽상부르 Parc municipal de Luxembourg
스위스 취리히 Arboretum Zürich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Vondel Park

이스라엘 예루살렘 Sacher Park 
알제리 후세인 데이 Les sablettes
튀니지 꺄흐따쥬 시디 부 사이드 공원
리비아 트리폴리 (ايلعلا طشلا قيرط ريوطت عورشم) طشلا قيرط ةقيدح

Al Bidda Park

보츠와나 가브로네 Kgale Hill Public Park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Green Point Park
모리셔스 쿠아트레 보르네 Sodnac Wellness Park
 

단
어

평
화

넓
다

정
원

경
계
선

느
낌

경
계
선

토
픽

B A B B A A

단
어

평
화

넓
다

정
원

경
계
선

느
낌

경
계
선

토
픽

B A B A A B

단
어

경
계
선

넓
다

정
원

경
계
선

느
낌

경
계
선

토
픽

B B B ??? A B

- 연구목적

- 기존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빅데이터와 

SNS 데이터를 활용

- 현대의 이용자들이 도시공원을 실제로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에 만족감을 느끼는지 각 나라의 

도시공원을 통해 알아보고,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한 구글 리뷰 중 가장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5점 리뷰를 통해 이를 탐구. 

구분

1. Doc2Bow

3. LDA 4. LDA2VEC

2. Word2Vec

연구 목적

연구 요약

연구 방법 연구결과 및 한계점
- 연구자 및 연구과제

문창현 (2001) “이용 만족도 결정 요인의 분석을 

통한 서울시 도시공원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서울시 도시공원의 지역구조에 관한 고찰과 

환경친화적 도시경관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의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함.

- 서울시 도시공원의 지역구조와 

공간적 특색의 규명.

-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책과 일본의 

녹지공간전략과의 비교분석.

- 도시공원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과 

이용만족도 결정요인의 분석. 

-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올림픽공원의     

행태를 시계열 분석.

- 구글리뷰를 크롤링하여 

LDA2VEC 토픽모델링 진행

- 토픽모델링을 통해 이용자들의 

선호요인을 비교분석

결과) 이용만족도 결정요인의 산출을 위한 지표로 생태적, 물리적, 

사회/문화적, 미학 및 심상적 측면, 종합적 측면에 관한 총 21개의 변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각 분석 단위 지구의 상대적 및 공통적인 

이용만족도 결정요인을 산출.

한계점) 도시 공원에서 나타난 만족도 결정요인들이 각 도시공원의 

사례에 따라 긍정적요소와 부정적요소로 상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을 설정하기에는 한계. 

결과) 공원은 사회적, 문화적 등 시대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행태적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데 유리한 텍스트 마이닝이 

행태 분석 연구방법 중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

한계점)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는 사생활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

- 사람들이 공원을 왜 좋아하고 어떤 요소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알아볼 수 있음.

 

- 전 세계 이용자들이 공원에서 선호하는 요소를 구글 리뷰를 통해 

알아보고 

  1) 1인당 GDP 간 비교  

  2) 문화권 별로 비교하고자 함.

- 연구자 및 연구과제

우경숙, 서주환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원 

이용행태의 시계열분석”

- 연구목적

- 공원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용자에 적합한 

공원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함.

-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태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함.

주요

선행연구

본 연구

- 국내, 국외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공원의 다양한 

만족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된 

선호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위의 4가지 지표를 채택.

2. 공원의 만족도

구분 항목

문화 시설

관광 시설

가족적 친밀감 향상

다양한 만남의 기회

만남을 통한 사회적 결속

도심 속 자연공간 제공

도시 경관미 향상

자연 속 휴식을 통한 심신 안정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

신체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

문화/시설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1

2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예외 대상]

1. 1인당 GDP 상위 3개국 중 구글 리뷰 개수가 50개 이하인 경우 

     차순위 국가에서 선정.

2. 수도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리뷰 개수가 50개 이하인 경우 

    리뷰 개수가 50개 이상인 다른 도시에서 선정.

3. 섬나라 中 자치령, 연방국 등 독립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4. 메모리얼 파크, 놀이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 등 특정 요소가 지배적인 대상지

연구 대상 선정 기준        1) 1인당 GDP 상위 3개국

                                      2) 수도에 위치한 도시공원

                                         3) 구글 리뷰 개수 50개 이상

1.1 동아시아

1.2 동남아시아

1.3 남아시아

1.4 중앙아시아

1.5 서아시아

2.1 동아프리카

2.2 중앙아프리카

2.3 서아프리카

2.4 북아프리카

2.5 남아프리카

3.1 남유럽

3.2 북유럽

3.3 동유럽

3.4 서유럽

4.1 북아메리카

4.2 남아메리카

5.1 오세아니아

1. 아시아

2. 아프리카

3. 유럽

4. 아메리카

5.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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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Ⅴ. 요약 및 결론

대상지 설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과정

II. 이론적 고찰

- 도시공원

- 만족도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1. 전 세계적 공원 선호 요인 분포

2. 1인당 GDP 간 비교

    2-1) 1인당 GDP에 따른 공원의 선호요인 비교 결과 및 해석 

    2-2) 공원 면적과 1인당 GDP 간 비교 결과 및 해석  

3. 문화권 별 비교 결과 및 해석 

연구 수행체계도

Abstract
도시공원의 조성은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하고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도시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에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한계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등 

연구 방법에 한계로 인해 지역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선호요인의 보편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데이터로는 현대의 이용자들이 도시공원을 실제로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한 구글 리뷰 중 5점 리뷰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요소를 

선호하는지 각 나라의 도시공원들을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원의 선호요인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국가 별 1인당 GDP, 문화권에 따라 공원의 선호요인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대상지 선정

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4. 토픽모델링

Ⅱ. Research Method

26% 27% 27%

20%

0

5

10

15

20

25

30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High Income Country

21%
24%

18%

36%

0

5

10

15

20

25

30

35

40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Low Income Country

Topic 1 자연/생태적 측
면

도심 속 자연공간 제공, 도시 경관미 향상 1762

Topic 2 문화/시설적 측
면

문화시설 , 관광시설 1968

Topic 3 신체/활동적  측
면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

$0 ~ $30,000

$30,000이상

< 1인당 GDP>

$0 ~ $30,000

$30,000이상

< 1인당 GDP>

- Maslow(1943)의 욕구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물질적인 충족이 
이루어 질수록 미학적인 욕구나 자아실현적 욕구가 등장.  

- 본 연구에서는 Low income의 경우 애정·소속, 존경 욕구에 머무르고 있고 
High income의 경우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
 

- 선행연구 김세훈 (2008)에 따르면 국민소득수준과 생활시간구조를 비교분석 

한 결과 여가 생활 시간은 국민소득이 높을 수록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국 정부의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 규모를 살펴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지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선행연구 Zandersen, Tol(2009)에 따르면 경제력에 따라 자연환경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김도연(2017)의 연구에서도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경제력에 따라 공원 방문빈도와 자연환경 인식 수준이 

다른 것을 입증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GDP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생태적 

측면이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1. 1인당 GDP에 따른 공원의 선호요인 비교 분석 결과 및 해석

- 본 연구에서 대체로 경제력이 높은 나라들은 공원의 면적도 크게 분포하고 있었고 
Siavash, Ali (2016)의 연구에 따르면  공원 내의 볼거리나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음.

- 경제력이 높은 국가에서 보다 다양한 선호요인이 등장한 것에 면적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공원면적과 1인당 GDP 간 비교 결과 및 해석 

 3. 문화권 별 비교 결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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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Southwest Asia and North Africa)  Culture

20%

15%
18%

47%

0

10

20

30

40

50

60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4

Afric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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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o Americ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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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 Americ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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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Topic 1 자연/생태적 측면 도심 속 자연공간 제공, 

도시 경관미 향상

Topic 2 문화/시설적  측면 문화시설 , 관광시설

Topic 3 신체/활동적  측면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

Topic1

Topic2

Topic3

Topic4

자연/생태적 측면

문화/시설적 측면

신체/활동적 측면

사회적 측면

도심 속 자연공간 제공,
도시 경관미 향상

문화시설, 관광시설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
여가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

가족적 친밀감 향상

 European culture

백인들은 산책, 개 산책, 아이들과 놀기, 
평화로움 즐기기를 선호함.

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녹지를 즐기는 것도 
주요 요소로 등장.  

Anglo American Culture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운동과 
사회적인 측면을 선호

백인들은 조깅, 명상 등 
개인적인 여가 및 신체활동 선호  

Latin American Culture

- 히스패닉, 라틴계 사람들은 주로 
공원에서 어울려 음식을 먹거나 
휴식하는 등 사회적인 측면과 정적인 
활동을 선호함

- 백인 외의 공원 이용자들 중 
그룹단위 이용이 가장 큰 인종은 
라티노였다.

- 사회적 측면이 가장 높게 나온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함.

East Asian Culture

- 중국인 거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디자인과 운영 등이 뛰어나고 
거대한 공원을 선호

-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들의 
공원에서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경향이 
크므로,  분석 결과 Topic 4 (사회적 측면) 
가 낮게 나옴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른 만족 요인 해석 

1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공간에서의 이용자 선호 요인을 도출.

2 전 세계 공원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 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물리적 범위의 한계를 극복

3 선행연구보다 많은 데이터와 표본을 사용하여 
전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연구의 
한계점

1. 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인종 성별 나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원 하나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문화에 따른 차이로
결론 지울 수 없음.
 
2. 리뷰 작성자의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대표성에 한계.

3. 데이터의 양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여 과대, 과소 평가되는 대상지가 있음.

4. 구글 리뷰의 경우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5개밖에 제공하지 않으며 
본 연구 방법으로 얻을 수 있었던 데이터의 개수도 한정적

5. 구글 번역기의 한계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공원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만족 요인들을 경제력, 공원 면적, 문화권에 따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구글 지도에 업로드 된 리뷰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는 선호요인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공원의 만족도 지표들이 편향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경제력이 높은 나라에서는 문화/시설적(27%), 신체/활동적(27%) 요인들이 가장 높고 사회적(20%)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남. 
경제력이 낮은 나라에서는 사회적(36%) 요인이 가장 높고 신체/활동적(18%)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공원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자연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보임. 

공원의 면적에 따른 비교결과 대체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에 넓은 면적의 공원이 분포하고 있었음. 
이는 국가의 경제력이 공원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과 공원의 유지관리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임.

문화권에 따른 비교 결과 문화권에 따라 유의미한 만족요인 선호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특히 유럽, 북미, 남미, 동아시아의 경우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차이와 리뷰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다소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인종과 국가별 공원의 이용행태와 
만족요인에 대한 차이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만족요인의 차이가 비슷하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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