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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GPS 등의 위치정보가 태그된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 

속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산행앱(APP)이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툴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인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산행앱의 기능과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였고 산행앱을 기반으로 대관령 선자령 일대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고 활용가능성을 고찰하

였다. 분석결과, 국내산행앱은 ‘정보제공형’, ‘산행기록형’, ‘정보공유형’ 3가지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행기록형’
에 해당하며 국내 이용자수가 많은 산행앱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관령 선자령 일대를 대상으로 산행앱조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방문장소와 동선의 경우, 산행앱과 설문조사기법 모두 조사가 가능하지만, GPS기반의 산행앱을 

통해서는 이용동선 뿐 아니라 이용자 촬영사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패턴을 파악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체류공간의 경우, 산행앱의 구간 보행속도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

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각 공간에서의 활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관찰조사가 보완·실시되

어야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등산객들이 직접 자신의 산행정보를 기록하는 ‘산행앱’의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 

데이터가 기존의 설문조사 한계를 보완하여 양적과 질적인 측면에서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패턴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smartphone hiking apps, which generate social network data 
including location information, are useful tools for analyzing the use characteristics of a forest recreation a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identified the functions and servic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hiking apps. Also, the us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of Daegwallyoung were analyze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and the 
applicability of hiking apps was reviewed. As a result, the service types of hiking app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ree categories: “information offering,” “hiking record,” and “information sharing.” This study focused on an app 
that is one of the “hiking record” types with the greatest number of users. Analysis of the data from hiking apps 
and a field survey in the Daegwallyoung area showed that both hiking apps and the field survey can be used to identify 
the movement patterns, but hiking apps based on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are more efficient and objective 
tools for understanding the use patterns in a forest recreation area, as well as for extracting user-generated photos. 
Second, although it is advantageous to analyze the patterns objectively through the walking-speed data generated, field 
surveys and observation are needed as complements for understanding the types of activities in each space. The hiking 
apps are based on cellphone use and are specific to “hiking” use, so user bias can limit the usefulness of the data. 
It is significant that this research shows the applicability of hiking apps for analyzing the use patterns of forest recreation 
areas through the location-based social network data of app users who record their hiking information volun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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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GPS 등의 위치정보가 태그된 위치기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활용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Park et al., 2015). 위치정보를 포함한 소셜네트

워크 데이터는 공간정보 빅데이터로서, 공간적으로 지도

화하고 분석할 수 있어 지리학, 공간정보, 관광, 조경, 건

축 분야에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Ku, 2017).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이용

자들이 쉽게 자신의 게시물과 위치정보를 함께 업로드하

기 때문에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관심분야 등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도구이다(Ku, 2015). 최근 들어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수집된 GPS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관심지점(POI: Point- 

of-Interested)을 식별(Lee and Lee, 2014)하거나 이동경로

를 파악하는 등 이용행태 및 특성을 분석하는데 많이 활

용되는 추세이다(Oh, 2014). 선행연구에서는 장소 및 경

관 선호도, 경관가치(Oh., 2014; Chen et al., 2018), 공간 

만족도(Park., 2014), 공간 이동 및 활동 패턴(Ku, 2017; 

Manca et al., 2017) 등 이용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계

획, 교통관리, 관광루트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Comito et 

al., 2016). Ku(2015)는 서울시 지역의 트윗(Twitter)데이

터를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특성을 분

석하였으며 Chen et al.(2018)은 위치정보가 포함된 인스타

그램(Instagram) 게시물과 지오태그 사진(CCGPs: Community- 

Contributed Geotagged Photos)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관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Lee and 

Lee(2014)는 사진공유 플랫폼인 플리커(Flickr)의 지오태

그된 사진을 수집하여 이용객들의 관심지점(POI)을 분석

함으로써 여행객의 여행패턴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플리커, 파노라미오(Panoramio) 

등 다양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GPS 이동

패턴, 사진 등 자발적인 데이터(volunteered geography)를 

활용하여(Goodchild, 2007) 방문객의 이용흐름 등을 새로

운 각도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산림휴양분야에서는 공간 내 이용행태 파악의 중

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왔으나(Lucas, 1980), 아직까

지 선호도나 이용객의 욕구에 기반한 공간이용 패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방

법으로는 이용자 특성에 따른 공간 이용패턴분석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선호하는 휴양공간 유형도 면밀하

게 조사되지 않고 있다(Zhai et al., 2018). 또한 Balram 

and Dragićević(2005)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리커트 척도

나 SD기법(Semantic Differntial)을 활용한 설문조사 기법

은 이용자들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설문항목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지리정보시스템(Collaborative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과 결합한 보완기법을 

제시한 바 있다(Balram and Dragićević, 2005). 

이에 휴양공간의 이용객 동선과 패턴을 효율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비디오 모니터링(Arnberger et al., 2010), 지

오태그된 사진(Osri and Geneletti, 2013), GPS트래커(Beeco 

et al.,  2014; Meijles et al., 2014) 등 새로운 기술로 한계

점을 보완하고 있다. 기존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트위

터, 플리커 등 전형적인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는 많았으나 ‘산행’이라는 목적을 가진 스마트폰 산

행앱(App)을 연구대상으로 한 사례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산객들이 직접 자신의 산행정

보를 기록하는 산행앱이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특성 분석

에 있어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툴로서 효용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설문조사기법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인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첫째, 국내 산

행앱은 어떤 정보를 서비스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둘째, 

국내 산행앱은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인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다

양한 산행앱의 기능과 서비스 특성을 비교분석해보고, 

산행앱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시간정보와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산림휴양공간 이용객의 이동경로, 주요 체류거

점 등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존 설문

조사 결과와의 분석을 통해 국내 산행앱의 효용성을 고

찰하고 향후 적절한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한다. 이로써 

산림휴양공간 이용특성 분석에 있어 산행앱 데이터의 활

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재료 및 방법

1. 국내 산행앱(App)의 기능과 서비스 특성 조사

국내 산행앱의 현황과 기능,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고자 

문헌조사, 산행앱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국내 산행앱의 현황,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산행앱을 선정하였다.  

2. 산행앱 현장 데이터의 활용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산행앱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시

간정보와 공간정보 등을 해당업체 승인 절차를 거쳐 추

출하여 이용특성을 분석하였고 현장설문의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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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성별, 연령 등의 개

인특성과 이동교통수단, 이동소요시간, 체류시간, 방문 

전후일정, 인지경로, 방문주기, 방문시기, 이동동선, 활동

유형과 같은 이용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전형적인 산림휴양공간 중 하나인 

대관령의 선자령(1,157 m)과 대관령 옛길 일대를 대상으

로 하였다(Figure 1). 선자령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과 강릉시 성산면 경계에 걸쳐 있는 산으로,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입지한다. 선자령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대관

령 자연휴양림과 대관령 치유의숲이 위치하며 서쪽으로

는 대관령양떼목장과 대관령하늘목장, 대관령 800마을

이, 남쪽으로는 대관령유아숲체험원이 위치한다. 또한 금

강소나무숲길, 제왕산등산로, 대관령옛길 등의 다양한 숲

길 등이 밀집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의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이 집약되어

있어 방문객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림

휴양공간의 다양한 이용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산행앱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최적의 공간으로 판단되어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산행앱과 현장 설문조사 데이터는 

선자령 일대를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

다. 산행앱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선자령과 대

관령 옛길 일대 이용객이 업로드한 지오태그 정보를 포

함하는 동선 데이터 400개를 수집하였다. 또한 현장 설

문조사의 경우 2018년 8월 4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308명의 이용특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산행앱에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트랙(동선), 촬영사진, 

속도, 고도 등의 공간 기반의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방문장소, 체류시간, 활동 등의 정보를 추출하였

다. 방문동선의 빈도와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산행앱의 

경우 산행 동선 데이터를 Q-gis 히트맵 분석을 실시하였

고, 현장설문에서는 참여조사자들에게 방문장소와 이동

동선을 지도상에 표시하게 한 뒤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

시하였다. 체류한 공간은 산행앱의 경우 구간별 보행속

도 분석을 통해 주요 체류공간을 도출하였으며 현장조사

를 통해 지점별 활동유형을 빈도분석하여 이용객들의 활

동 패턴을 파악하였다(Table 1). 

결과 및 고찰

1. 산행앱의 기능 및 서비스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따라 산림청 등에서 

등산로 정보(데이터베이스: DB)를 개방함으로써 등산로 

Figure 1. Study site. 

Items

Hiking apps
Movement patterns (gpx), 

Average walking speed

Field survey
Movement patterns, 

Visiting place, Activity type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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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이용한 민간 등산정보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있다.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의 대표적인 대국민 정보공

개 데이터로, 현재 국가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33,000 km의 등산로 중 64% (21,000 km)가 민간에 제공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공공기관, 공단 등에서 개

발한 ‘국립공원 산행정보(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숲에on(산림청)’을 비롯하여 등산 의류 브랜드인 ‘마운틴

북(블랙야크)’과 ‘밀레트레킹(밀레)’이나 민간 기업체들

이 개발한 앱인 ‘램블러(비엔투스)’와 ‘트랭글(비글),’ ‘루

가(루가아웃도어)’ 등 다양하게 발전되어왔으며 민간 산

행앱이 최근에는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국내 산행앱은 공통적으로 이용객들의 GPS 기반의 산

행정보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이

용자 맞춤형의 탐방로 등을 제공하는 ‘정보제공형’, 이용

객으로 하여금 탐방동선, 사진, 스토리 등을 기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산행기록형’ 과 이용자들의 산행후기 

스토리, 일정 등을 공유하며 커뮤니티로서 기능하는 ‘정

보공유형’ 3가지로 분석되었다. 정보제공형에는 ‘A’ ‘B’ 

‘C’ 앱이, 산행기록형에는 ‘D’와 ‘E’, ‘F’ ‘G’ 앱이, 정보

공유형에는 ‘H’와 ‘I’ 앱으로 분류되었다(Table 2). 

누적다운로드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 산행앱 중에

서는 ‘D’ 앱이 약 10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고 ‘C’, ‘G’ 앱(50~100만), ‘E’ 앱, ‘A’ 앱(10~50

만)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객의 공간이용패턴 분석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행앱 중 ‘산행기록형’에 해당하는 

산행앱인 ‘E’ 앱을 채용하였다. ‘E’ 앱은 ‘D’ 앱과 주요 

목적이나 서비스 활동유형, 서비스 기능 제공의 측면에

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Table 3), 주요한 공간기반 변

수가 될 수 있는 휴식시간과 지점속도 데이터는 ‘E’ 앱에

서만 추출 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용객의 데이터 수가 많음에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

Type
Name 

of 
The app

Sector
Devlop-

ment 
year

Functions / characteristics
Number of 
downloads

Information 
offering

A Public 2011

A platform that provides trekking course of National Parks. Off-line 
map, navigation, tracking, weather information, distress report 
functions, the slope of the GPS based trail, dangerous areas such 
as fallstones and habitual freezing zones using Beacon technology.

100,000
~500,000

B Private 2016

A platform that provides customized hiking maps, trekking 
recording, course followings and offline map functions for users 
of 1,000 most famous mountains nationwide based on GPS Big 
Data analysis.

100,000
~500,000

C Private 2014
A platform that leaves GPX file recording the movement by GPS 
tracker that supports Naver HD, Google, OSM and Ministry of 
Land & Infrastructure. 

500,000
~1,000,000

Hiking 
Record

D Private 2011

A platform that is optimized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and 
has the largest number of hikers.  
Inducement of competition with mileage and badge, recording and 
sharing various activies such as hiking, riding, walking and running. 

1,000,000~
5,000,000

E Private 2012
A platform that records and share GPS based hiking stories by 
uploading a variety of media such as photos, videos and voice 
records. 

100,000
~500,000

F Private 2012
A platform providing 40 hiking maps and course information, GPS 
recording, GPS tracking storage, real time uploading and sharing,  

50,000~
100,000

G Private 2015
A platform aimed for an exercise management recording the hiking 
trip and providing the statistical information such as pace, route, 
calories.

500,000
~1,000,000

Information 
sharing

(community)

H Private 2016
A platform that sharing a good walking route, hiking trail, and 
an MTB course supporting overseas trekking courses and sharing 
users’ own records. 

10,000
~50,000

I Private 2016
A hiking community platform based on public data from the Korea 
Forest Service, including basic information of 1500 mountains and 
sharing hiking trip story and the hiking schedule of meetings. 

10,000
~50,000

Wise App analysis (2018)

Table 2. Type of hiking apps 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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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공간기반 데이터를 제공하는 ‘E’ 앱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2. 산행앱을 통한 이용특성 분석

1) 이용패턴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해당지역을 관

리하는 동부지방 산림청 공무원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대관령 일대 이용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파

악하여 12곳(대관령 양뗴목장, 선자령, 풍해조림지, 국사

성황당, 하제민원터, 상제민원터(주막터), 대관령옛길쉼

터, 대관령반정, 대관령휴게소, 옛길만나가든, 대관령박

물관, 전망대)을 선정하였고 이 지점들을 중심으로 주요 

방문동선, 체류공간 등을 파악하였다. 

대관령 선자령일대를 중심으로 산행앱 방문패턴을 분

석한 결과, 이용객들은 전반적으로 선자령, 마루금길 일

대를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대관령박물관에서 출발

하여 대관령옛길을 통해 마루금길로 진입하는 경우도 드

물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관령 자연휴양림, 대

관령 치유의숲 등 시설을 방문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

The name of the apps
Characteristics/Functions       

D E

System
Android ○ ○

IOS ○ ○

Main purpose
For sharing hiking information ○ ○

For the competition (badge, mileage) ○ ○

Service activities 
type

Hiking/climbing ○ ○

Trekking ○ ○

Walking ○ ○

Cycling ○ ○

Kayaking X ○

Skiing X ○

Hang gliding X ○

Inline skating ○ X

Service
Functions

Before a trip Personal info

SNS account linkage ○ ○

ID/password ○ ○

Name/nickname ○ ○

Year of birth X ○

Gender X ○

Email address ○ X

Middle of the trip

Trip

Trip explorer ○ ○

Trip creation X ○

Trip following ○ ○

Info
Off-line map X ○

On-site navigation (voice) X X

After a trip

Social
Recording & 
sharing the 

trip

Movement pattern (gpx) ○ ○

Travel distance ○ ○

Travel time ○ ○

Movement time ○ ○

Break time X ○

Average speed ○ ○

Point speed X ○

Section level (max, min) ○ ○

Calories ○ X

Competition

Mileage ○ X

Badge/point ○ ○

Cyber cash ○ X

Deal Shop ○ ○

Table 3. Comparison of service between ‘D’ and ‘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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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자령, 국사성황당, 대관령

숲안내센터, 대관령휴게소 순으로 방문빈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대관령휴게소에서 출발하여 국사성황당을 거쳐 

선자령으로 산행하는 패턴이 높게 나타났다(Figure 2). 

2) 체류공간

주요 체류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산행앱의 ‘구간 보행

속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령, 건강상태 등 

개인 특성에 따라 보행속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

인 성인 기준 안정적인 보행속도는 1.5 m/s이며(Bohannon, 

1997), Samson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보행

속도는 1.1~1.5 m/s라고 밝힌 바 있으며, Zhai et al.(2018)

는 도시공원을 기준으로 지점 속도가 0 m/s이면 정지 상

태, 0~2 m/s이면 평보이고, 2 m/s 이상이면 속보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산지라는 지형적 측면을 고려하여 0~1m/s를 정지 및 

체류상태, 1.0~1.5 m/s를 평보, 1.5 m/s 이상을 속보로 구

분하였다. 

산행앱을 통해 지점 중심으로 1 km 구간의 속도데이터

를 추출한 결과, 대관령휴게소(0.035 m/s), 선자령(0.940 

m/s), 대관령박물관(0.955 m/s), 전망대(0.956 m/s)가 주요 

체류공간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관령 양떼목장(1.042 m/s), 

대관령 반정(1.071 m/s), 풍해조림지(1.137 m/s), 국사성

황당(1.140 m/s), 대관령 옛길쉼터(1.162 m/s), 옛길만나

가든(1.205 m/s), 상제민원터(1.238 m/s) 순으로 나타났

고, 하제민원터의 경우 1.536 m/s로 이용객의 구간 보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특히, 동

선 패턴과 연관지어볼 때, 대관령 휴게소는 체류공간 중

에서도 시점, 종점의 기능을 하였으며, 선자령, 대관령박

물관, 전망대에서 주로 경관을 감상하거나 휴식, 명상 등

Figure 2. Movement pattern based on hiking apps analysis. 

section
(1 km)

Daegwall- 
yeong 
Sheep 
Ranch

Seonja
-ryeong

Wind 
plantation

Guksasung
hwang-

dang

Hajemin-
wonter

Sangjemin 
-wonter

Daegwallye
ong old road 

rest area

Daegwallye
ong 

Banjeong

Daegwallye
ong service 

station 

Manna
garden

Daegwall
yeong 

museum

obser-
vatory

Speed
(m/s)

1.042 0.940 1.137 1.140 1.536 1.238 1.162 1.071 0.035 1.205 0.955 0.956

Status Moderate Sedentary Moderate Moderate Vigorous Moderate Moderate Moderate Sedentary Moderate Sedentary Sedentary

Table 4. Average walking speed on the location points based on hiking app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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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적 휴양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

으로 주요 체류공간에 이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지오태그 

사진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좀더 심도있는 파악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Figure 3). 이러한 지오태그 사진들은 디

지털 풋프린트(digital footprints)로서의 역할을 하며

(Weaver and Gahegan, 2007),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검증된 바 있어

(Walden-Schreiner, 2018)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

단된다.  

3.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특성 분석

1) 방문장소

현장설문조사의 방문빈도 데이터를 교차분석한 결과, 

대관령양떼목장(173), 선자령(32), 풍해조림지(28), 대관

령옛길쉼터(22), 국사성황당(11). 대관령숲안내센터(4), 

대관령휴게소(1) 순으로 방문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선자령-양떼목장 구간(39), 풍해조림지-양떼목장 구

간(36), 대관령휴게소-양떼목장 구간(35)의 빈도수가 높

게 나타나 현장설문조사에서는 양떼목장을 방문하는 빈

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2) 휴양활동

현장 설문을 통해 각 지점에서의 휴양활동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간에서 휴식/명상, 경관감상 활동이 주

를 이루어 활동유형에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휴식/명상, 

경관활동을 제외하고 살펴보았을 때 공간별로 휴양활동

에 차이가 나타났다. 선자령을 목적지로 하여 산행하는 

마루금길에 위치한 대관령양떼목장, 선자령, 풍해조림지, 

국사성황당, 전망대에서는 경관감상, 휴식/명상 외에 사

진촬영 활동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관령 옛길

에 위치하고 있는 하제민원터, 상제민원터(주막터), 대관

Daegwallyeong service station
@di***

Seonjaryeong
@ja***

Daegwallyeong museum
@an***

observatory
@my***

Figure 3. User generated photos on the main stop-point. 

Daegwallyeong 
Sheep Ranch

Seonja
-ryeong

Wind 
plantation

Guksa
sung hwang

dang

Daegwall-yeo
ng old road 

rest area

Daegwall-
yeong 

Banjeong

Daegwall-
yeong 

Information 
Center

Daegwall-
yeong service 

station 
Observatory Total

Daegwallyeong 
Sheep Ranch

-　 -　 -　 -　 - - - - - 0

Seonjaryeong 39 -　　 - - - - - - - 39

wind plantation 36 10 -　　 - - - - - - 46

Guksasunghwangdang 31 7 20 -　　 - - - - - 58

Daegwallyeong old 
road rest area

8 0 0 2 -　　 - - - - 10

Daegwallyeong 
Banjeong

8 0 1 0 19 -　　 - - - 28

Daegwallyeong 
Information Center

11 7 2 1 1 1 -　　 - - 23

Daegwallyeong 
service station 

35 3 3 3 2 2 4 -　　 - 52

observatory 5 5 2 5 0 0 0 1 -　　 18

total 173 32 28 11 22 3 4 1 0 274

Table 5. Movement pattern and main visiting place based on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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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옛길쉼터, 대관령반정에서는 사진촬영보다는 담소를 

나누는 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관령휴게소, 

옛길 만나가든, 대관령 박물관과 같은 산행 시점과 종점

에서는 사진촬영, 담소, 식음료 섭취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Table 6). 종합해보면, 이용객들이 마루금길

을 산행할 때는 사진촬영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대관

령옛길을 산행할때는 주로 담소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행을 시작하는 지점이나 종점에서는 담소, 

사진촬영, 식음료 섭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패

턴으로 분석되었다.   

4. 산행앱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간 내용 분석 

방문장소와 동선의 경우, 산행앱과 설문조사기법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두 기법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여 대략

적인 공간이용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산행앱의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방문장소와 

동선에 대해 산행 후 이용자의 기억과 인지에 의해 작성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GPS

를 기반으로 기록되는 산행앱에서는 이용동선 뿐 아니라 

이용자 촬영사진 등을 통해 보완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

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류공간의 경우, 산행앱

의 구간 보행속도를 기반으로 체류공간을 도출할 수 있

었고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인 분석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장조사에서는 대관령양떼목장이, 산행앱에서

는 선자령의 방문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행앱을 

활용하는 경우 ‘산행’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

하기 때문에 양떼목장을 방문하는 빈도보다 선자령의 방

문빈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현장조사의 경우 등산 

뿐 아니라 양떼목장 방문만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산행앱을 통해

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각 공간에서의 활동유형을 도출해냄으로써 보완가능하다

는 것을 파악하였다, 특히, 관찰조사 등이 설문조사와 함께 

이루어지면 세부적인 활동 특성을 분석하는 데 더욱 효율

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산행앱 특성상 이용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산행앱만

으로 이용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

문조사 등의 타 기법을 보완·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최근 GPS 등의 위치정보가 태그된 위치기반 소셜 네트

워크를 통한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 속에(Park 

et al., 2015), 본 연구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중 하나인 스마트폰 산행앱이 산림휴양공간의 이

용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툴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인지를 검증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산행앱의 

기능과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였고 산행앱 기반의 이용행

태를 분석하여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하고 활용가능성

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산행앱의 기능과 

서비스 특성 분석 결과, 국내 산행앱 기능은  ‘정보제공

형’,  ‘산행기록형’, ‘정보공유형’ 3가지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행기록형’에 해당하며 국내 이용자수

가 많은 앱 중 하나를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관

령 선자령 일대를 대상으로 산행앱조사와 설문조사를 실

Activities
Place                  

Rest 
/Meditation

Scenery 
appreciation

Chat
Photo

shooting
Having a 

snack
Checking 

route
Waiting for 

party
Etc Total

Marugeum-gil

Daegwallyeong Sheep Ranch 25.91 27.68 13.31 22.09 6.48 2.84 1.33 0.36 100

Seonjaryeong 27.43 27.67 12.38 19.90 5.34 3.88 2.91 0.48 100

wind plantation 30.65 28.87 11.31 19.94 2.98 2.38 3.87 0.00 100

Guksasung hwangdang 29.21 29.90 12.37 19.59 3.44 2.75 2.75 0.00 100

observatory 24 32 10.67 18.67 2.67 8 4 0.00 100

Daegwallyeong

Hajemin-wonter 25.97 25.97 18.18 14.29 6.49 3.90 5.19 0.00 100

Sangjemin-wonter 31.40 29.65 13.95 10.47 4.07 5.81 4.65 0.00 100

Daegwallyeong old road rest area 30.03 27.48 15.34 12.78 4.79 4.15 5.43 0.00 100

Daegwallyeong Banjeong 33.52 30.11 13.07 10.23 3.41 2.84 6.82 0.00 100

Starting/
Ending point

Daegwallyeong service station 21.72 23.08 8.14 18.10 15.38 9.50 3.17 0.90 100

Manna garden 21.05 21.05 26.32 15.79 15.79 0.00 0.00 0.00 100

Daegwallyeong museum 28.57 30.95 14.29 23.81 2.38 0.00 0.00 0.00 100

Table 6. Recreation activities in location points based on the field surve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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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결과, 첫째, 방문장소와 동선의 경우 산행앱과 설문

조사기법 모두 조사가 가능하지만, GPS기반의 산행앱을 

통해서는 이동동선 뿐 아니라 이용자 촬영사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패턴을 파

악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수단임을 확인하

였다. 둘째, 체류공간의 경우, 산행앱의 구간 보행속도 데

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이 있지만, 각 공간에서의 활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설문조사와 관찰조사가 보완·실시되어야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GPS기반의 이동동선, 방문장소, 

이용자 촬영사진, 보행속도 등 다양한 이용패턴 데이터 추

출이 가능한 산행앱과 세부적인 휴양활동 내용과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의 장점을 병

행하여 활용한다면, 산림휴양공간에서의 다양한 이용행

태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등산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산행정보를 

기록하는 ‘산행앱’ 이라는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 데이

터를 이용하여 양적과 질적인 측면에서 산림휴양공간의 

이용패턴 분석에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한 종류의 앱 데이터만으로 대관령

이라는 한 지역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향

후 산행앱의 다양한 데이터와 휴양공간을 대상으로 한 

활동패턴 분석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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