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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r daily lives are changing at a rapid pace and the concept of smart city is spreading, a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pply to various fields. However, efforts to prepare for changes in society due to technological evolution are

insufficient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the concept of smart parks,
to investigate how smart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parks, and to identify the user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smart park services. To this end,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180 users of the IoT See pilot smart park in Daegu. Smart parks can, as a result, be defined as sustainable
parks that improve users’ experience in parks and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faced by utilizing various high
technology. Smart technologies introduced at the park so far have been mostly focused on safety and environmental areas,

including AI CCTV, smart street lamp, and fine dust warning devices. The results of survey showed that not many users
were aware of the smart services the park provided due to the lack of public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nature of
maintenance-oriented smart services. The survey also found that AR services for the education of historic parks were the

least utilized, while solar power benches and WiFi service were most preferred by the park users. In conclusion, smart
technologies need to be integrated with diverse park contents more centered user needs, providing services to enhance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order to develop user-oriented smart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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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팅, 로봇

등의 융합기술이 접목되고, 교육, 의료, 금융 등의 서비스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세종 5-1 생

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

하여 여러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Digital daily, 2018). 세종시의 경우,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의 분야에 스마트기술들을 이용하여 시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도시가치 구현을 목표로 한다. 도

시환경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도시기반시설

인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역시 스마트시티 건설의 핵심요인으

로, 스마트시티의 비젼과 전략에 부합하는 스마트공원 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사회변

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되는 공원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

는 스마트공원 개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스마트공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은 미흡한 상

황이나 기존 연구들은 ICT 기반기술을 통해 공원의 인프라를

연결함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공원문제 해결을 지

원하는 공원으로 정의하고 있다(Lee, 2018; Yun, 2015). 최근

대구시, 고양시, 세종시가 스마트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스

마트폰의 NFC나 QR코드를 활용하는 스마트 안내시스템, IoT

기반 환경보안등, 가상현실을 이용한 체험 공간 등 다양한 ICT

기술들이 도시공원이나 역사문화공원 등에 도입되고 있다(Kim,

2017; Bae, 2007). 그러나 그동안의 스마트공원 개발은 공원

전반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도입이라기보다는, 기술

주도의 시설물 디자인이나 시각영상효과에 제한되어 있고, 유

지관리 문제로 인한 실효성,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Maeil News, 2017). 스마트 사업의 핵심서비스가 수요자의 관

점이 아닌 기술 위주로 계획되면 비효율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그로인해 수요 감소라는 결과가 초래된다(Jeong et al., 2009).
따라서 기술의 효과적인 수용 및 활용을 위해서는 공원이용자

의 니즈(needs)에 근거한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통해 보다 실

용적이고 체감 가능한 스마트공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본연구는 스마트공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사례
분석을 통해 스마트공원의 현황을 파악하며, 기존 스마트공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활용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스마트공원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공원에 대한 인식및 공원서비스의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스마
트공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본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공원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선행연구, 관련 스마트기술 사례조사, 전
문가 회의, 스마트공원 시범사업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스마트공원에 관한 연구가

국문초록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개념이 확산되고 있
는 반면, 조경분야에서는 기술진화에 의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공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원 관련 스마트 기술 도입 현황을파악하며, 기존에 조성된 스마트공원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활용도를파
악함으로써 향후스마트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및 선행연구 고찰, 전
문가토론, 국내외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스마트공원 시범사업이 시행된 대구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의 이용자
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원에 대한 인식정도와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공원이란다양한첨단기술을 활용하
여 이용자의 공원 체험을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공원을 유지․관리하며, 도시가 직면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원에 도입된 스마트기술은 인공지능 CCTV, 스마트 가로등, 미세먼지알림장치 등 주로 안전
및 환경 분야에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러한 기술이 도입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
과, 홍보 부족및 관리인편의 중심의 기술도입으로 인하여 실제 이용자의 인식정도는매우낮은편이었다. 특히 역사성 있는 공원
의 역사정보 전달을 위한 AR서비스 활용이 가장 저조한 반면, 태양열벤치나WiFi 등의 시설의 활용도가 가장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향후스마트공원 조성 시 안전 및 환경 관리, 편의성증진을 위한 서비스뿐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고, 이용자 요구
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스마트 공원, 도시공원,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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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문헌과 선
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현재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관
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트 서비스
기술 사례조사는 ‘smart park’, ‘smart city’, ‘Iot park’, ‘inter-
active park’ 등의 키워드로 구글, 네이버, RISS 등의검색엔진
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스마트 서비스 사례는
활용 목적에 따라 안전, 편의, 친환경, 활동 서비스의 4가지 주
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2회에 걸쳐서 공
원설계 및 운영관리 분야, 통신 분야 등 10인의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스마트공원의 개념 및 도입방향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토의(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스마트공원에 대한 실제 이용자의 인식조사를 위해서는

2017년 국내 최초의 스마트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대구시

중심부에 위치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8년 10월 중순 6

명의 조사자가 2인 1조로 주중/주말, 오전/오후 등의 다양한

시간대에 공원을방문하였다. 방문당시 공원 이용자에게 접근

하여 동의를 구한후설문참여의사를밝힌이용자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도구는 스마트공원에 대한 인식정도, 필

요성, 만족도, 개선 및 요구사항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스마트공원 서비스의 필요성, 만족도에 관한 항목은 5점 리커

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불만 및 개선사항 등은 주관식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총 180부의 응답지를 분석하였으

며, 분석방법으로는 SPSS V.25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

술통계,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 검정, 카이제곱 검정 및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서비스의 필요도와만족도의 분석

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IPA(importance-perfomance

analysis)분석을 병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스마트공원의 개념

1)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추구

광범위한 문헌고찰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나 공원의

개념은 ‘스마트’의 의미를 어떻게규정하는가에 따라매우 다양

하며,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스마트도시

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스마트(smar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모호함과포괄성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는 쉽지않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정책결정자들과 도시경영자

들은 스마트도시의 아이디어를 도시에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Hollands, 2008; Abdoullaev, 2011;

Wolfram, 2012).

하지만,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의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사회적 트렌드를포함하는 사례가많다. 특히, 사물인터
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무인 자동차및 드론등의첨단
기술이 도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과 어떤 상관관
계를 갖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Lara
et al., 2016). 또한, 우리나라의「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법률」제2조 1항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
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며, ‘융․복합된
기술’을 스마트도시의 근간으로 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목
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연구 및 보고서에서 비교적 스마트도시에 대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향상하는 도

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스마트공원’이 별도

로 정의된 경우는극히 드물다. 따라서 스마트공원은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도시의 일부로 기능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공공간으로서 의미가 강하며, 그 개념은 스마트도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거기에 더

하여, 스마트공원은 기존 공원의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

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장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도 지

금 우리 사회의 여건과 맥락에 따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며, 그 공원이 놓이는 사회적 물리적 맥락에 따라

구체화 될 수 있다(Lee, 2018; Yun, 2015).

스마트공원의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Yun(2015)은

“스마트공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도시공원으로, 도시민과 도시

공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

속적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원”이라 하였

고, Lee(2018)는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자연

과 인간, 커뮤니티를 회복하고증진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공

원”이라고 제안하였다. 마찬가지로 Loukaitou-Sideris et al.,
(2018)은 공원이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라는 측면을 강

조하면서 “다양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및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원”이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공원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2) 첨단기술을 통한 공원관리기능 및 가치 향상
반면에 이러한 학술적 정의 이외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에

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원
보다는훨씬관련 문헌이많이 발견되는 스마트정원 또는 스마
트 가드닝(smart gardening)에서는 ‘스마트(smart)’의 실질적
의미를좀더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정원 관리(maintenance)
의 ‘자동화 시스템(automation system)’에서찾는 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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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and Park, 2018). 특히사물인터넷을의미하는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첨단센싱(sensing)기술’이 적용된 자동 정
원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스마트가드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
반적이며, 개인정원뿐만아니라, 무인자동화장치로빛과 물, 영
양분의 정밀한 조절을 하는채소재배용 실내 정원관련장치 및
시설들은 벌써 널리 상용화가 되어 있다.

게다가 정원의 규모보다 큰 국립공원이나 도시 오픈스페이

스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도 IoT 기술의 활용을 공원 스마트

시스템의 핵심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랑카스터 대학

의 Truch and Sutanto(2018)는 스마트공원이 “‘사물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의 운용을 향상시

켜공원 이용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

였으며, 이는 IoT기술이 적용된 공원의 자동화 관리시스템이

지금 공원에 있어서 가장수요가높은 부문이라고판단하고 있

다. 이런수요에 대한배경은 공원의 기존 기능인 시민의 건강,

환경, 사회적 결속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통한 공원의 새로운 활용도를 개척함으로써 공원에 대한 예산

삭감과 낡은 기반시설 등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인 공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Soofa Smart

City Research, 2016).

따라서 기존 스마트공원에 대한 토의를 종합하자면, 스마트

공원이란 적용 가능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공원 체험을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공원의운영․유지․관리를

돕고, 기존 전통적인 공원의 기능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시가

직면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스마트 공원 서비스 사례조사

사례분석을 위해 국내․외에 개발 및 적용된 12개의 스마트

공원 서비스를 조사하였으며, 제공 목적에 따라 안전(3개), 친

환경 및 생태(6개), 활동성(3개)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안전 관련 스마트 서비스는 총 3개의 사례가 있다(Table 1

참조). 그 중, ‘마또 어플’은 화장실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어플이다. 이 어플을 활용하여 화장실 문을 열 수 있으

며, 사용자의 해당성별의 화장실만열수 있다. 어플의 사용법

은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여 스마트폰의 화장실 문 제

어기능을 활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적외선센서가 감지하여 문이 자동으로잠긴다. 화장

실 안전과 관련한 다른 스마트 서비스로 ‘음성인식 비상벨’이

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기존 공중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식 비상벨과 다르게 구조 요청 음성을 감지하여 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연결하는시스템이다. ‘스마트미아방지’는부산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위치를 GPS, 웨어러블, WiFi 등

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친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스마트 서비스는 6개가 조사되었
으며, 사용된 목적에 따라 환경 알림 및 정화, 친환경 에너지,
생태보전과 관련이 있다(Table 2 참조). 환경 알림과 관련 있
는 ‘미세먼지 감지인형’은 런던에 설치되어 있는데, 공기 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미세먼지 감지인형이 기침을 하여
주변사람들에게 공기 질의 정보를제공하는 로봇곰인형이다.
City Tree는 환경 정화와관련한 서비스로, 이끼벽을 활용하여
Biotechnology와 IoT 기술을 조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바이
오 기술이다. 미기후 분석 시뮬레이션인 ENVI-Met을 활용하
여 City Tree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며, City Tree에서 수집된
환경 센서와 클라우드를 통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답압타일’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술로써,
발걸음으로 생성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영국에서는 Smart Street를 조
성하였다. 이 거리에서는 타일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를 조
명, 새소리 배경음악에 사용을 한다. 또한, 답압타일은 축구장
과 같이 답압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운동 장소에 설치한 사
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보전과 관련하여 ‘박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영국 Queen Elizabeth 올림픽 공
원에 자연친화적 조경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입되었다. 센서를 통해 공원 내부의박쥐를모니터링하며,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다. ‘트리
콘서트’는 밤나무 아래에 조형물을 설치한 후 나무에서 밤이
조형물로 떨어질 때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서비스이다. 이를

Service Image

Matto
applicationa

Smart
anti-childishn

essb

Voice
recognition
emergency
bellc

* a: Hanyiem mentoring, b: Busan Global Smart City, c: Corp.sinsung tech.
Source: a: Hanyiem mentoring. https://www.hanium.or.kr/, b: Busan global
smart city. http://www.k-smartcity.kr/, c: Corp.sinsung tech. http://www.
ssrider.com/

Table 1. Smart services relate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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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QR코드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으
며, 특별한 사운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Poo WiFi'는 공
원을 이용하는 멕시코 시민들의 애완견 배설물 수거를 효율적
으로 수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시민이애완견의배설물을 수
거함으로 수거하면, 일정량의 와이파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
비스이다. Poo WiFi 서비스 제공을 통해 멕시코시티의 시민들
의 애완견 배설물 수거를 유도하여 공원 환경이 개선되었다.

활동성 관련 스마트 서비스는 3개가 조사되었으며, 주로 공
원 이용자들의레크레이션제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Table 3
참조). ‘음악부스’는 스마트 폰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

는 DJ 데스크를 공원 등 야외공간에 설치하는 기술이며, 러시
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청소년
들을 위해만남의 장소 제공과창작활동, 음악적 재능을 홍보
할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 외에 장비 자체
에 100개의음악을 사전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스피커는
내부로 향하고 있어, 일반 대화 또는 TV dB (60~71 dB) 소리
크기를 낸다. 또한, 음악부스에 내부 시계를 설치하여 On/Off
시간대를 조정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방지한다. ‘플레이아
치’는 게임 시작 버튼을누르면 음악과 함께 나오는 지시에 따
라춤을 추다가 정해진 타일로 이동하는 게임이며, ‘동화이야기
놀이시설’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놀이터 곳
곳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통하여증강현실을 제공하는 스마
트 서비스이다.

3. 스마트공원 시범사업 이용자 설문

1907년 대구에서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시민정신을기념하기
위해 1999년 조성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은 면적 43,715m2

규모로많은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다. 2017년 국내 최
초의 스마트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스마트공원의 개념을
‘IoT SEE Park’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고(Safe), 편리하고(Easy),
친환경적인(Eco) 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접목한 9개의스마트공원서비스를적용하였다(Table 4 참
조).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α값은 0.790~
0.812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ervice Image

Toxic tobya

City treeb

Stamping
pavingc

Bat
monotoringd

Tree
concerte

Poo wifif

*a: london Breezometer, b: Green City Solutions, c: www.pavegen.com,
d: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e: Kim(2017), f: http://www.terra.com.br/
Source: a: Breezometer. https://www.toxictoby.com/, b: Green City Solutions.
https://greencitysolutions.de/, c: Pavegen. https://www.pavegen.com, d: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https://www.queenelizabetholympicpark.co.uk/

Table 2. Eco-friendly smart services

Service Image

Music bootha

Play archa

Fairy tale
amusement
facilitiesb

*a: Yalp Interactive, b: Kompan
Source: a: Yalp Interactive. https://www.yalp.com, b: Kompan let’s play.
https://www.kompan.com

Table 3. Smart services related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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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 응답자 특성 및 공원이용 현황
총 180명의 응답자 중 여성이 100명(55.6%), 남성 80명

(44.4%)이었으며, 20대 112명(62.2%), 30대 24명(13.3%), 40
대 17명(9.4%) 순으로많았다. 스마트공원에 관한 연구임을 안
내하였을 때 젊은 20~30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
혔다. 응답자의 직업 역시 학생이 75명(41.7%), 직장인 63명
(35.0%), 주부 15명(8.3%), 자영업 12명(6.7%)의순이었다. 공
원의 주요 방문목적은 휴식/산책(35.7%), 친구만남(23.9%),
행사참석(14.1%)의 순이었으며, 주로 점심/오후 시간대에 대
중교통(37.5%), 도보(32.0%)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2) 스마트공원 및 시범사업공원에 대한 인식 여부
전체 응답자 중 스마트공원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은 34명(18.9%)이었으며, 81.1%인 대다수는 들어본적
이 없다고 응답하여 스마트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스마트공원
시범사업 공원임을 인식한 이용자는 전체 11.1%(20명)로 시범
사업에 대해많은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원 서비스 중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인식․체감하
는 서비스는 스마트쓰레기통, 무료Wi-Fi, 스마트방향표지판,
태양광패널 벤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용 빈도가 높
은 서비스로는 스마트 공원 등, 무료Wi-Fi, 미세먼지 감지 센
서의순으로 나타난반면, AR안내서비스, 대화형 비상벨, 스마
트 방향표지판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률을 보였다. 인식
및 사용경험에 대한 성별, 연령집단에 따른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3) 스마트공원 서비스의 필요성 및 만족도
9가지의 스마트공원 서비스 중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

하는 서비스는 인공지능 CCTV(4.37), Wi-Fi(4.12), 스마트공
원등(4.06), 미세먼지 감지센서(3.99), 대화형 비상벨(3.97) 등
의 순이었다(Table 5 참조). 앞서 인식도는 스마트 쓰레기통,
방향표지판, 벤치 등의 시설물들에 대하여높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실제 필요성에 있어 이용자들은 안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공원서비스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증강현실
통한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R안내서비스는 필
요도에 있어 2.75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도 낮은 것으
로파악되었다. AR서비스의 콘텐츠가단순하고 이용방법이복
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내용을 흥미
롭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을 통해 역사문화공원의 의미
를 되새길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공원 서비스의 만
족도는 CCTV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통(3.67), 무료
Wi-Fi(3.59)의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평균 3.23~3.71
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및 연령에 따른집단간 필요도 및만족도의차이를 비
교하였을때, 연령별집단에서는 유의적인차이가 발견되지않
았다. 다만, 필요도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공지능
CCTV(여성 4.49, 남성 4.22)와 자동밝기조정 조명 (여성 3.75,
남성 3.12) 등 안전관련 공원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스마트공원 서비스의 IPA 분석
스마트 공원 각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

하기 위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IPA 평가기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제
2사분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도는높으나, 만족
도가 낮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서비스인데, 환경 및 미세먼지

Function Service item Description

Safety

Smart lamp
Automatic brightness adjustment
recognizing pedestrians

A.I. CCTV
Security camera sensing risk factors
through big data

Interactive
emergency bell

Park security system automatically
connecting w/ park managers

Conve-
nience

Free Wi-Fi Providing free wireless internet access

AR contents
Education service for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Smart signage
Digital signage telling a direction and
distance

Eco-
Friendly

Solar power
bench

Smart devices wireless and wired
charging service using solar energy

Smart trash can
Fire detection, Waste compression,
Notification when the trash can is full

Environment/
dust sensor

Measurement of air quality, provid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Table 4. Smart park services in the IoT See Park

Smart park service
Necessity Satisfaction

M S.D. M S.D.

a. Free WiFI 4.12 1.021 3.59 1.059

b. AR service 2.75 1.115 3.39 0.916

c. Smart directional
signboard

3.42 1.045 3.23 0.598

d. Smart lamp 4.06 0.922 3.49 0.898

e. Interactive emergency
bell

3.97 0.994 3.37 0.615

f. AI CCTV 4.37 0.811 3.71 0.71

g. Environment sensor 3.99 1.033 3.44 0.759

h. Solar power bench 3.82 1.159 3.49 0.883

I. Smart trashcan 3.78 1.103 3.67 0.786

Table 5. Degree of necessity & satisfaction on the IoT Se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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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센서, 대화형 비상벨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만족도와필요도가모두높은 제 1사분면은 상대적으로 우
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중점적으
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인공지능
CCTV, 무료Wi-Fi, 스마트가로등, 스마트벤치로 나타났다. 한
편, 제 4사분면에 속한 스마트 쓰레기통은 필요도는 낮으나 만
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 3사분면의 스마트 방향 표지판,
증강현실기반 공원안내 서비스는 필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추가적인 투자보다는 개선방향을 모
색해야 할 서비스로 분석되었다.

5) 스마트공원 서비스에 관한 기타 의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의 스마트공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을 주관식으로 질문하였을 때, 스마트공원 서비스
에 대한 홍보부족, 태양열 벤치의 충전 및 Wi-Fi 서비스의 오
류등에 대한언급이많았다. 개선점이나 희망하는 스마트공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 소규모공연장이나포토존 등 문화공
연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날씨, 버스
시간, 주차장정보 등 통합적인 정보를알려주는 스마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또한 지진대피소, 방범 조명,
CCTV 추가 등 안전시설 추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공원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스마트공원 시범사업이 시행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문헌 고찰, 사례연구, 설
문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논의되어온스마트공원 개념을 정리하면 적

용 가능한 다양한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공원 체험을
향상시키고, 공원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당면한 사회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도움을 주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
구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에 적용된 스마트
공원 서비스 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로 공원 안전 및 환경알림
에 관한 스마트 기술서비스가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점차 생
태보존이나 아동놀이 시설의 도입도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향후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공원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여가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미세먼지나 폭염과 같은 환경문
제에 대응하는 공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스마트기술 접목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최초의 스마트공원 시범공원인 국채보상운동 기념공

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공원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제공되고 있
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인식도높지않은 편이었는데, 이는 스

마트 기술도입이 주로 CCTV, 조명, 비상벨 등 기존 안전관리
시설과 큰 차별성이 없거나, 주로 공원 운영관리와 관련된 것
이많고 이용자가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무료 Wi-Fi나 휴대전화 충
전을 위한 스마트벤치 등과 같이 이용자의 편의향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인식과 이용률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공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향후 스마트기술 도입
에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체감할 수 있
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요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다수의 역사 시설물을 보

유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

하여 역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용자의 활용이

나만족도는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들은 제공되는 정

보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이 지속적인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응

답하였다. 최근 테마공원이나 수목원 등에서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콘텐

츠 개발과 다양한 체험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 이

용에 관한 빅데이터 자료와 항시적인 이용자의 피드백을 기반

으로 변화하는 요구와관심사항을 확인하며,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공원 서비스체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당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국
내 유일한 스마트공원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로
설문대상이 한정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스마트 공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학술
적으로는 스마트 공원에 대한 개념을새롭게 정의하였고, 실무

적으로는차후스마트 공원 도입 시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참
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Figure 1. Result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 Free WiFI, b: AR service, c: Smart directional signboard, d: Smart light,
e: Interactive emergency bell, f: AI CCTV, g: Environment sensor,
h: Smart bench, I: Smart trash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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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성 사례를 조사하여 스마트 공원 도입의 현황을파악함으
로써 나아갈 방향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급

변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본
래의 목적을충족시킬수 있는 스마트공원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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