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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는 요즘 경영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버즈 모니터링(BUZZ Monitoring)이 가능해졌다. 관광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SNS와 포털 등 소셜데이터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이동통신, 

지하철 승하차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여행트렌드, 감성, 지출 패턴, 이동 경로, 축제의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처럼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등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투입과 산출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보다 효율적이며,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구

의 관광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junggu.seoul.kr/tour/)에서 추천하는 74곳 관광지별로 인스타그램의 한글 #해시

태그를 분석하여, 국내 인지도를 산출했다. 해외 관광객의 관광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행 전문 중개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co.kr)의 방문 후기 평점을 활용하여 해외 인지도를 측정했다.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해서 지방 거주 청소년이 서울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체험활동 

정보 공유 사이트 크레존(www.crezone.net)에 게시된 수학여행 우수사례 중 서울을 목적지나 경유지로 

둔 104개 수학여행 코스 방문지 799곳에 대한 방문지별 빈도분석을 통해 지방 인지도를 계산했다. 분석 

및 데이터 수집은 버즈모니터링 시스템인 pulsek.com와 startag.io를 이용했고, 연관어 분석과 워드클라우

드는 R로 구현했다. 

분석 결과, 중구의 인기 관광지는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덕수궁, N서울타워 순이었다. 인지도

별로 살펴보면, 국내 인지도는 청계천, 덕수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명동성당 순이었지만, 해외 인지

도는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덕수궁, N서울타워, 명동성당, 명동거리가 모두 높았다. 지방 인지

도는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N서울타워가 같이 빈번했고 근소한 차이로 덕수궁이 뒤를 이었다. 

중구 관광지 중 국내·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곳은 달랐으며(예: 명동성당, 명동거리 남산골 한옥마을 

등), 지방 거주 청소년은 방문지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도출하였다. 여행자의 피드백은 새로운 여행자의 유입을 유발

하므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방문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방문지마다 QR 코드를 두면 부가 설명이나 근처 

위락시설을 소개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후기를 수집하여 시설 정비와 상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중구의 관광지는 대개 인접해 있어서 대표 방문지 한 곳을 기점으로 이동하는 해외 관광객이나 지방 방문

자에게 해설사와 함께 하는 묶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라는 주제로 충무로와 을지

유람, 인근 대학의 방문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구 추천 관광지가 SNS에 자주 노출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서울타워에서 N서울타워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SNS에서는 여전히 남산타워로 기억

되고 있다. 이처럼 중구 추천 관광지가 중요하고 가볼 만한 곳임에도 내국인 인지가 낮은 것은 명칭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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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서 노출이 분산되고 연관되는 주제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표 키워드 발굴과 연관 주제어

(검색어) 개발이 필요하다. 



목차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방법 4

관광과 빅데이터 8

1_관광 분야 빅데이터 특성 8

2_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17

3_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결과 29

서울시 중구 관광지 현황 분석 32

1_서울시 중구 관광지 선별 32

2_선별한 관광지 SNS 분석 38

3_관광지별 트렌드 분석 43

결론 및 제언 66

1_3개 관점으로 본 중구 관광지 66

2_결론 및 한계점 72

부    록 74

참고문헌 163

01

02

03

04



빅데이터로 살펴본 중구 관광지 트렌드 iv

[표 2-1] 빅데이터 활용 사례 정리 28

[표 3-1] 서울시 중구청 추천 관광지 수 33

[표 3-2] 서울 중구 관광지 구분별 평점 35

[표 3-3] tripadvisor.co.kr 서울시 중구 인기 관광지 20 35

[표 3-4] 서울 수학여행지 상위 21곳 37

[표 3-5] 서울시 중구 공통 관광지 비율 41

[표 3-6] 공통 노출 서울시 중구 관광지 인지 점수표 42

[표 3-7]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 수 48

[표 3-8] 인스타그램 #명동 추천어 20개 누적 게시물 수 49

[표 3-9] 인스타그램 “#난타” 유사어 리스트 53

[표 4-1] 수학여행 이동수단 68

[표 4-2] 수학여행 일정 68

[표 4-3] 서울시 소재 유스호스텔 현황 69

표



그림

표_그림 v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그림 1-2]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6

[그림 2-1]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전망 10

[그림 2-2] 빅데이터의 특징 11

[그림 2-3] 빅데이터 처리 개념도 12

[그림 2-4] 2018년 국내 트렌드 명소화 화제 해시태그 15

[그림 2-5] 2019년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트렌드 16

[그림 2-6] 2019 국내 관광 트렌드 18

[그림 2-7] 키워드 분석 방법 18

[그림 2-8] 제주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19

[그림 2-9]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20

[그림 2-10] Tmap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21

[그림 2-11] 청송군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성과 22

[그림 2-12] 청송군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23

[그림 2-13] 청송군 빅데이터 분석 결과 23

[그림 2-14] 지능형 교통 솔루션(Intelligent Transportation Solution) 센터(좌상) 및 운영중인 시스템화면 25

[그림 2-15] Expedia 메인화면 26

[그림 2-16] 리츠칼튼호텔의 Customer Recognition Program 27

[그림 3-1] 서울시 중구청 관광 홍보 페이지 33

[그림 3-2] tripadvisor.co.kr 관광지 페이지 34

[그림 3-3] 크레존 창의교육 수학여행 우수사례 페이지 36

[그림 3-4] 서울 수학여행지 위치 및 빈도 37

[그림 3-5]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일평균 이용시간 38

[그림 3-6]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주요 영역 내 강약점 분석 39

[그림 3-7] 인스타그램 검색화면, 포스트, 검색리스트 40

[그림 3-8] 관광지 점수화 관점 41



빅데이터로 살펴본 중구 관광지 트렌드 vi

[그림 3-9] 16개 관광지 점수표 43

[그림 3-10]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 수 44

[그림 3-11] 해시태그 트랜드 지수(좌) 와 반응도(우) 45

[그림 3-12] #청계천, #덕수궁 반응도(좌) 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N서울타워 반응도(우) 46

[그림 3-13] #N서울타워 유사어 누적 게시물 수 46

[그림 3-14] #명동거리(좌) #평동성당(우) 연관 해시태그 워드클라우드 47

[그림 3-15]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 수 좌(“#명동” 포함), 우(“#명동” 제외) 48

[그림 3-16] 인스타그램 #명동 추천어 50

[그림 3-17] 인스타그램 검색 조건 51

[그림 3-18] 장소 “서울광장” 해시태그 명사 워드클라우드 51

[그림 3-19] 단어 “분발”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52

[그림 3-20] “난타” 트위터와 블로그 언급량(2019.9.1.~ 11.31.) 53

[그림 3-21] “난타” 트위터와 블로그 언급량(2019.6.1.~ 8.31.) 54

[그림 3-22] 난타 연관어 분석(2019.9.1.~ 11.31.) 54

[그림 3-23] 난타 연관어 분석(2019.6.1.~ 8.31.) 55

[그림 3-24] “남산케이블카”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1.1.~ 11.31.) 56

[그림 3-25] “남산케이블카”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1.1.~ 11.31.) 57

[그림 3-26] “남산케이블카”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1.29) 57

[그림 3-27] “남산케이블카”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7.13) 58

[그림 3-28] 인스타그램 #국립극장 누적 게시물 수 59

[그림 3-29] 인스타그램 장소 검색 “애니메이션센터” 해시태그 명사 워드클라우드 60

[그림 3-30]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위치 지도 60

[그림 3-31] 인스타그램 “#정동야행”누적 게시물 수 61

[그림 3-32] 인스타그램 “#정동야행” 게시물 반응도 61

[그림 3-33] “정동야행” 트위터와 블로그 언급량(2019.9.1.~ 11.31.) 62

[그림 3-34] “정동야행”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1.~ 11.31.) 62



표_그림 vii

[그림 3-35] “정동야행” 트위터와 블로그 연관어(2019.6.1.~ 8.31.) 63

[그림 3-36] 정동야행” 트위터와 블로그 감정분석(2019.6.1.~ 8.31.) 63

[그림 4-1] 수학여행 코스 분포 전체(좌), 4회 이상(우) 66

[그림 4-2] 서울시 중구 덕수궁 주변 수학여행 코스 67

[그림 4-3] 정동야행 추천코스 프로그램 67

[그림 4-4] 수학여행 방문지 워드클라우드 68

[그림 4-5] 수학여행 방문을 위한 목적 68

[그림 4-6] 학년별 방문지 워드클라우드 69

[그림 4-7] 코카콜라 VoC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단계 71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방법



빅데이터로 살펴본 중구 관광지 트렌드 ii

01 연구개요

1 ∙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오늘날 관광환경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광 분야 전반의 움직임과 동태 파악 등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미래 전망이 요구됨

◦ 관광의 행태와 요구사항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 

‐ 관광에서 여행으로 변화

‐ 단체 관광에서 개인의 여행으로 변화

‐ 보고 먹는 여행에서 느끼고 체험으로 변화

◦ 기존에 구축된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는 미래의 관광객 유치와 재방문의 기회

를 확대하는 큰 기회로 작용함

◦ 이는 단순 방문에서 벗어나 주변의 상관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

으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측도로 사용될 수 있음

◦ 단편적인 관광, 경제, 생활, 복지, 환경 등의 행정적 시각을 벗어나 상호 연결된 관점으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통섭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전략적 관광 정책 수립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의 성과를 도출함

◦ 시대의 변화에 따른 민원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일 편향적인 채널을 통한 수집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세로 찾아 나서는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의 정교함을 높일 필요

성이 있음

◦ 관광 분야를 둘러싼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

하여 지속적인 관광 트렌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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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 중구의 관광지 특성을 이해하고 중구만의 특화된 여행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함

‐ 기존 구축된 관광지 활용 및 방문자 인식 확인

‐ 관광지별 활용 가능한 기회 발견

‐ 실천 가능한 관광 정책 제안

◦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제안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이를 토대로 중구의 관

광 트렌드를 토출. 분석하고 제안함

‐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 채널 모색

‐ 관광지 목적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 제안

‐ 데이터의 이해와 의사결정의 용이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및 표현 절차 확인

◦ 제한적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탐색적 연구임을 고려하여 학술적 고찰과 이론적 배

경은 간소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 연구를 지향함

‐ 확인 가능한 분석 방법 및 도구 제안 

‐ 이용 가능한 상업 서비스 및 솔루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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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 서울시 중구 추천 관광지를 중심으로 SNS상의 관광지 인지도, 해외 관광객의 직접 방만 후 

인지도, 지방에서 서울을 찾은 방문객들의 관광지 인지도를 측정하여 비교함

◦ 서울시 중구 추천 관광지는 중구청 관광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는 74곳을 중심으로 수집함

‐ 관광지 이름, 주소 및 좌표

‐ 주소를 기반으로 지오코딩하여 지도 좌표로 변환

◦ 기존 관광지의 SNS상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각 관광지

를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분석함

‐ 검색을 위한 #해시태그를 관광지 이름과 관광지가 포함된 장소를 이용함

‐ 검색 결과 #해시태그를 포함한 빈도와 #해시태그와 함께 작성된 연관어 그리고 #해시

태그와 비슷한 유사어를 모두 수집함

‐ 수집된 빈도는 점수화하고 연관어와 유사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 분석

을 실시함

◦ 관광지의 특성상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 방문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찾은 후 외국 방문객들은 

관광지를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대표적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com)의 관광지 리뷰 점수를 수집하여 분석함

‐ 수집의 용의성을 위해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서울시 관광지 942곳을 모두 수집하고 그

중 중구에 해당하는 106곳을 추출함

‐ 리뷰 점수는 직접적인 해외인지 점수로 사용

◦ 해외뿐만 아니라 서울은 지방에서도 많이 찾는 곳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현장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학습적 공간도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음

‐ 지방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서울을 찾는 경우 학생들의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코스로 

서울을 많이 찾음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찾은 방문자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의 창의적 우수 체험활동 사례 중 서울을 방문 및 경유 하는 

104개 수학여행 코스, 340곳의 방문지를 수집하여 주소 기준 중구에 해당하는 40곳

을 선별 

◦ 데이터 수집은 파이썬 크롤링과 스크래핑 툴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R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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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분석 플랫폼 스타태그(startag.io)1), 펄스케이(pulsek.com)를 사용하여 추가 데이터 수

집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 R을 통한 빈도분석과 비정형 텍스트 분석 및 워드클라우드 작성

‐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시각화는 엑셀과 파워 맵 사용

‐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트렌드 분석은 스타태그(startag.io) 사용

‐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 분석 및 연관어 분석은 펄스케이(pulsek.com) 사용

2) 내용적 체계

◦ 본 연구는 1장 연구개요, 2장 관광과 빅데이터, 4장 서울시 중구 관광지 현황분석, 제안 및 

결론,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 흐름도

1) 2020년 2월 10일 서비스 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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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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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광과 빅데이터

1 ∙ 관광 분야 빅데이터 특성

1) 관광서비스 개념

◦ 관광서비스는 관광기반시설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관광기반시설은 관광 수용 여건이라

고 통용되며, 일반적으로는 관광 목적지에 관광객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 시설 

및 서비스로 정의함

◦ 관광기반 시설은 관광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손꼽히고 있으면서 도, 그 자체

로 관광경쟁력을 형성하는 요인이며,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요소는 학자와 기관에 따라 조금

씩 차이를 보임

◦ 또한, 관광자원을 포함할 것인지, 관광기반시설과 별도의 항목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가 나타나며,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통일되거나 합의된 

정의가 아직은 없는 상황으로 각 연구의 목표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음

◦ 전통적 의미의 관광은 서구 사회의 관광은 수렵 활동, 중세기 기사도의 구현, 유학, 종교적 

구도로서 성지, 종교학교 등으로 여행이라 함

◦ 현대 사회에 들어 귀족, 돈 많은 상인들의 휴양을 하게 되고 초기 단계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이 도입되기 시작

◦ 현대적 의미의 관광이란 자기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견문을 넓히며, 위락하고 경제적인 소비

를 하고 내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형태차원으로 인식

◦ 현대적 의미의 관광은 관광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식

◦ 여행할 수 있는 행복권의 권리는 세계관광기구가 제정한 ‘비엔나 헌장’(1972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된 세계관광대회에서 채택된 ‘세계관광에 관한 마닐라 선언’(1980년), 

아카풀코 문서(1982년) 등에서 언급

◦ 이 문서에는 휴식․휴가․유급휴가에 대한 권리와 모든 인구계층의 휴가 향유를 촉진하는 적절

한 사회적 여건과 법률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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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관광 개념

◦ 과거로부터 장소의 개념과 의의는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장소의 개념을 위치, 

자연과 문화의 통합, 공간적 상호 연관성, 국지성, 형상성, 의미의 여섯 가지 개념으로 분류

하였고, 장소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형성되어가는 개념이라

는 종합적 실체로 존재한다고 논함 

◦ May(1970)는 지각적 측면에서 통일성을 갖춘 공간, 즉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을 경험하고 

그것을 독특한 실재라고 구분하여 생각하게 되는 공간을 장소라고 정의

◦ Heidegger(1971)는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

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시켜 준다고 정의함

◦ Tuan(1977)은 인간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느낌(Sense of Place)을 지니게 되고 이것은 다시 장소 

애(topophilia)라고 불림

◦ Entrikin(1991)은 장소가 사건(events), 사물(objects), 행위 (actions)의 영역적 맥락

(areal context)을 의미한다고 하여, 자연적인 요 소와 인간에 의한 물질적, 이념적 구성을 

모두 포함함

◦ 이석환 (1998)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 외적인 장소를 인간이 경험하면서 

내적인 장소인 장소성과 장소애착이 생기고, 이들이 낳는 장소감과 장소정신이 상호작용하

여 장소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함

◦ 박진호(2010)는 장소성이란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인간이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며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일컫는 것이라고 설명

‐ 모든 장소는 물리적 토대를 체험하고 있고 인간이 인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장소성을 내포

◦ 장소 마케팅에서의 장소는 흔히 말하는 지리학적인 위치나 단순한 공간 그 자체를 넘어서 

개인마다 경험과 의미를 투영한 감정적 유기체로 지칭

◦ 지역관광이란 대부분 여행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관광 동기와 여행 동기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지내면서 가지 못한 곳의 자연경관과 생활풍습의 역사적 환경, 문화시설 등의 사회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 동기는 인간의 본능으로 관광 욕구가 일상의 번잡

성과 단조로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욕구가 작용하여 나타남

◦ 그리고 관광자원에는 자연 그대로의 관광자원과 다듬어 만든 인공적 관광자원이 있으며, 자

연적인 관광자원은 극소수 있기에 많은 방문객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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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개발이 있어야 함

◦ 지역관광문화 자원의 특성으로는 원형보존, 다양성, 가변성, 주관적 만족 의존, 조화성으로 

분류

◦ 관광자원의 가치 결정요인으로는 접근성, 매력성, 이미지, 관광시설, 하부구조로 분류

◦ 관광 행동의 유형으로는 주유형 관광자원, 체재형 관광자원으로 나눔

3) 빅데이터 배경

◦ 인터넷 이용환경의 발전, 스마트 단말기의 확산, SNS의 활성화 등으로 개인의 정보생산이 

촉진되면서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가속

◦ 데이터 저장 매체의 가격과 통신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며 대량의 데이터 저장과 유통이 증가

◦ 한국콘텐츠진흥원(2014)은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발달,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대량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기가 보급되었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와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하고 SNS 이용이 확대되어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11년 기준 정보의 총량은 1ZB2)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데이터의 증가량은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 Wikibon(2019)은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은 2018년 420억 달러에서 2027년 1,030

억 달러로 전망되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예상

자료: Wikibon(2019)

[그림 2-3]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전망

2) 제타바이트(Zettabyte, ZB)는 1021 를 의미하는 SI 접두어인 제타와 컴퓨터 데이터의 표시단위인 바이트가 합쳐진 자료량을 의미하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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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특성

◦ Gartner(2012)는 빅데이터의 특성을 이른바 3V, 즉 데이터의 크기(Volume), 데이터 입출

력 속도(Velocity), 비구조화(비정형)에 대한 데이터의 형태(Variety)로 규정

◦ 첫째, 데이터 크기(Volume)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대와 네트워크 고도화로 인해 데이터양

의 증가하면서 제타바이트(ZB) 수준의 데이터를 의미(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 향후 기술의 진보와 발전으로 인해 더욱 대용량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

◦ 둘째, 데이터 입출력 속도(Velocity)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될 때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나타냄, 즉 데이터의 이동, 생산, 처리, 분석되는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신동일, 2014)

‐ 데이터의 반응속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민첩한 대응이 중요한 특성임

◦ 셋째, 비구조화(비정형)에 대한 데이터의 형태(Variety)는 전통적인 정형 데이터와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비구조화(비정형)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스마트폰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SNS, 위치정보, 각종 로그 기록을 비롯한 멀티미디

어 등의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의 대상이 됨

◦ 3V 이외에도 빅데이터의 특성으로 가치(Value) 혹은 진실성(Veracity), 가변성(Variability)

이나 복잡성(Complexity)을 추가하기도 하여 5V라고 규정

자료: 안창원 외(2012)

[그림 2-4] 빅데이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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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 분석 방법

◦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성된 빅데이터를 필요한 목적에 맞게 가

공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결론을 얻고, 이를 통한 최적의 답안을 제시해야 함

‐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분석을 실시해야 함

[그림 2-5] 빅데이터 처리 개념도

◦ PWC(2012)에 의한 빅데이터의 분석방법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평판 분석(Opinion Mining),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현실 마이닝(Reality Mining) 등 크게 6가지로 구

분할 수 있음

◦ 첫째,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통계 및 수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인식 기술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새로운 

상관관계, 패턴, 트렌드 등을 발견하는 과정

‐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기대했던 

정보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

‐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보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의사

결정에 적용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 둘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처리 기술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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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임

‐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타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

며 텍스트가 가진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등 단순한 정보 검색 이상의 결과 도출

◦ 셋째, 평판 분석(Opinion Mining)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여론과 의견을 분석

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하는 기술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네티즌들의 감성과 

의견을 통계/수치화하여 객관적인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기술

‐ 즉 평판 분석은 소셜미디어 등의 정형/비정형 텍스트의 긍정(Positive), 부정

(Negative), 중립(Neutral) 선호도를 판별

‐ 특정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예측하고 소비자 반응, 입소문 분석 등에 활용

◦ 넷째,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은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연결구조 및 연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여,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입소문의 중심이나 허브 역할을 하는 사용자를 찾는데 주로 

활용됨

‐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 소비자의 흐름이나 패턴 등을 분석하

고, 판매나 홍보에 적용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과 트렌드, 여론변화 추이를 

읽어내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마이닝 기법

◦ 다섯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각 대상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대상 집

단을 분류하고,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 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 통계기법으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특

성을 지닌 대상을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사용

‐ 특히 군집분석은 속성이 비슷한 잠재 고객들끼리 그룹화하여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

에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나이, 학력, 소득, 제품, 매장 등 유사한 대상끼리 집단으로 

묶고자 하는 경우 사용

◦ 여섯째, 현실 마이닝(Reality Mining)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

과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GPS 등을 통해 얻고 분석하는 기법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관계와 행

동 양태 등을 추론

6) 해시태그 기반 관광 정보

◦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의 해시태그 기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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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란 관심 있는 단어나 주제 앞에 ‘#’을 붙여 게시할 경우 해당 주제와 관련된 게시

물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기능

◦ 여행자들은 자신의 여행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하며, SNS에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여행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얻기도 함

◦ 이러한 형태로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계획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행지나 목

적지에 대한 정보를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음

◦ 목적지에 대한 관리와 브랜딩은 성공적인 관광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이 이러한 환경의 성장에도 영향을 줌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트립어드바이저 등을 포함한 웹 기반의 커뮤니케이

션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채널에서도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목적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점점 더 대중화되었음(Oliveira & Panyik, 

2015)

◦ 해시태그 기능을 제공하는 SNS로 대표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지와 동영상 기반의 정보

를 공유하는 서비스 형태로 관광과 여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여가 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

되고 있음

◦ 인스타그램과 여행 정보 관련 조사에서는 여행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주로 어

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행과 관련한 특정 해시태그를 검색한다는 응답이 81.7%

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행 정보 획득을 위해 인스타그램 이용시 가장 큰 장점으로 해시태그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관심 있는 여행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다른 검색 결과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모아볼 

수 있다는 평가를 도출하였음

◦ 일반 포털과 비교하여 여행 정보 검색 결과에 대해 더 신뢰가 가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서

는 해시태그를 통해 사용자 기반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 네이버나 다음 등의 

일반 포털 서비스보다 높은 신뢰성을 지각한다고 보고

◦ 이 조사에서는 이를 이용한 여행 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 관

광부서나 관광 기업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역관광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라고 전망하며 해시태그 마케팅의 중요성을 제시함(There & Cizion, 2017)

◦ 해시태그는 관광 분야에서 목적지에 대한 관리와 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략의 

수단이며, 해시태그를 통한 온라인 구전효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의 경험과 평

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구로 인정받고 있음(Oliveira & Panyik, 2015)

◦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국내 명소와 올해 트렌드를 이끈 화제의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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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공개한 바 있음

◦ 인스타그램이 2019년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은 해시태그와 계정 분석

을 바탕으로 2019년 대한민국 트렌드를 발표

자료: https://platum.kr/archives/113041

[그림 2-6] 2018년 국내 트렌드 명소화 화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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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platum.kr/archives/133514)

[그림 2-7] 2019년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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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1) 관광 분야 빅데이터

◦ 현재 관광 분야는 타 분야보다 빠르게 빅데이터가 확산되고 있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막 시작하는 단계

‐ 관광 분야의 빅데이터는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시범적 분석 위주의 빅데이터 분석

이 추진 중

‐ 민간기업에 구축되어 있는 빅데이터 인프라, 가령 이동통신, 신용카드, SNS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축한 후 정책 수립

‐ 관광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적합한 빅데이터를 확립하는 데 한계

◦ 우선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소수 전문기업 등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한

계가 있어 타 분야 및 데이터 간 연계 및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

‐ 특히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체계적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의 관광부문의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직접 운영할만한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업과 인재가 많지 않아 소수의 빅데이터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

을 수밖에 없기에 조직, 인력에 보충도 필요한 실정

◦ 본 절에서는 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함.

‐ SNS, 통신, 카드만을 분석 도구로 하여 국내·외 관광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분석

‐ 관광 분야 빅데이터의 현황 및 활용도를 확인

2) 2019년 국내 여행 트렌드3)

◦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2015.10~2018.9)간의 블로그를 포함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

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약 264만건과 함께 특히 영향력 있는 여행 인플루엔서 집단

에서의 버즈량 데이터 총 4만6천여건을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2019년 국내 여행 트렌드로 

3) 한국관광공사, 2018 관광빅데이터 포럼 자료집(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2018 인용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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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B.R.I.D.G.E.)를 발표

자료: 2018 관광 빅데이터 포럼

[그림 2-8] 2019 국내 관광 트렌드

자료: 2018 관광 빅데이터 포럼

[그림 2-9] 키워드 분석 방법

◦ 트렌드 키워드 선정 방법 = 국내 여행 버즈 분석 + 여행 인플루엔서 그룹 버즈 분석 + 여행

관련 2차 학술자료

◦ 일반 국내 여행 버즈 260만 건 이상과 210개 이상의 여행 인플루엔서 집단에서 발생한 4만 

건의 여행 포스트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키워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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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언론기사 및 학술자료를 토대로 여행 트렌드와 연관 있는 키워드 반영

3) 위치기반 융복합을 통한 제주관광객 패턴4)

◦ 첫째, 제주도 체류 관광객 인구분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관광객의 분포, 관광객 증감에 따

른 시․공간적 차이, 소비패턴, 관광객의 규모와 인구통계적 특성, 여행행태에 따라 분석 방향

을 설정

‐ 2013년 12월~2014년 6월, 6개월 동안 거주지가 제주도가 아닌 사람들의 일별 휴대

폰 사용률, 유동인구, 유동인구의 중복률을 계산하여 일별․월별 관광객 인구 및 평균 

체류 일을 산출

‐ 기간 중 관광객의 시․도별 구성비율과 주민등록 인구대비 월평균 내국인 제주 관광객 

비율 분석

자료: 이은주(2015) 재인용

[그림 2-10] 제주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 둘째, 제주도 관광객 패턴 분석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관광객 분포, 구성패턴, 매출액과 업종 

상관도를 분석

‐ 제주도 지역을 300m×300m의 Cell로 나누고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Cell별로 집계한 

후 월별/시간대별/날씨별/휴일전일/평일별로 GIS를 이용해 시각화하여 내도 관광객의 

분포 및 구성패턴과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 제주도 관광지별 관광객의 분포 가능 범위를 설정하여 성별·연령대별/거주지별 유동인

구 데이터를 집계하여 월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추정매출액 정보는 도민 유동

4) 이은주, 내도 관광객 취향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 연구, 지역정보화, 2015 내용 인용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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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지역/업종별 추정매출 간의 업종 상관도 분석을 통계분석 도구인 R로 수행

‐ 분석한 결과 평균 일일 관광객 체류 인구는 6만 3,700명으로 나타남

‐ 평균 체류일은 2.7일이며, 최대월은 6월(3일, 10일), 최소월은 5월(2일, 26일)로 확인

‐ 여자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도민 유동인구, 지역/업종별 추정매출 간 업종 상

관도 1위는 여관(여인숙) 업종으로 나타남

‐ 남성관광객 유동인구는 남성의류, 주점, 골프 관련 업종이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자료: 이은주(2015) 재인용

[그림 2-11]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패턴의 분석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민관의 데

이터 개방과 활용을 통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공공편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 및 활용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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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map으로 찾아본 전국 관광지 현지인 맛집5)

◦ 현지인의 정의

‐ Tmap 이용고객 중 현지에서 활동(거주, 장기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 현지인 맛집 조건

‐ 해당 지역 전체 음식점 중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카페 등 제외

‐ 목적지 설정 건수 기준으로 상위 10% 이내인 음식점만 선별

‐ 앞에서 현지인 방문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

‐ 개별 음식점에 대한 평점과 리뷰를 스캔하여 일정 수준 이하 제외

◦ 대상 지역의 선정

‐ 관광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 인구 20만 이상 중대형 도시/지역

‐ 현지인 또는 관광객으로 교통체증이 존재하고 Tmap 사용량이 충분히 발생하는 도시

◦ 분석 결과 

‐ 지역별 상위 10% 이내 음식점 기준으로 보면, 인구에 비해 관광객이 많은 여수의 경

우에는 개별 음식점 고객의 관광객 비율이 최대 98%에 이르며 인구가 많은 부산의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93%를 기록

‐ 제주도, 부산, 전주, 여수, 강릉 5개 도시의 맛집 리스트를 분석함

자료: SK datahub, 재인용

[그림 2-12] Tmap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 유의점과 시사점

‐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의 취향이 적극적으

5) 한국관광공사, 2018 관광빅데이터 포럼 자료집(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2018 내용 인용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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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됨

‐ '관광객만 가는 맛집이 따로 있다'는 속설이 어느 정도 증명됨

5) 청송군의 관광산업 성과 분석과 활용6)

◦ 청송군은 2017년 수작업으로 관광산업 분석을 하는 것을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산업 성과를 

분석하여 기존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그로 인한 전략적 기회를 찾을 수 있음

자료: 청송군, 재인용

[그림 2-13] 청송군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성과

◦ 기존 방식의 통계

‐ 무인계측기 2개소와 조사요원 통계지점 5개소 자료로 전체 추정

‐ 주왕산, 주산지, 신성계곡, 달기약수탕, 신촌약수탕, 얼음골, 송소고택 등

◦ 빅데이터 기반 통계

‐ 이동전화 위치정보, 카드결제 정보 기반, 보정률 적용

‐ 2017 연가 관광객 인원 약 450만명

‐ 관광객 거주지역 확인으로 관광 전략 수립 가능

◦ 세분화된 지표와 다양한 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정확한 목표와 타깃을 선정할 수 있음

‐ 안동, 대구, 포항, 구미 등 인근 도시에서 주로 많이 방문함

‐ 남성 비율이 56%로 50대가 많고 20~30대는 적은 편

6) 한국관광공사, 2018 관광빅데이터 포럼 자료집(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2018 내용 인용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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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송군, 재인용

[그림 2-14] 청송군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자료: 청송군, 재인용

[그림 2-15] 청송군 빅데이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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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시사점

‐ 20대 관광객은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이용, 청송군 관내 관광지별 이동 불편

‐ 청송군 관광지 연결 정액제 청송투어버스 및 택시 운행

‐ SOCAR 등 공유경제 서비스 대여점 유치

‐ 10월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 주왕산 지구 매출 91%가 음식업

‐ 사과 축제 1주일 전 유입 가능 연령층에 SNS 홍보

‐ 유네스코 등재로 새로운 청송의 이미지 부각 중(교도소→유네스코) 기회

6) 일본의 관광명소와 코스 개발7)

◦ 일본 정부관광청은 전국 여덟 개의 지역에서 약 70만 명의 관광객들로부터 소셜미디어 사이

트에 포스팅한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임

◦ 이름, 나이, 성별, 집 주소와 같은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약 70만 명의 데이터는 지도 정보 

제공업체와 씽크탱크(Think Tank) 등과 같은 민간기관의 관광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관광객이 어디에서 도착하고 출발하는지, 그

들이 관광지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한 경로 정보, 체류 기간, 숙박 시설 사용 여부 등이 제공

될 예정임

◦ 관광청은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지역 정부와 여행사 등의 관광사업체에 제공할 예정으로 관

광객들이 많이 이용한 데이터가 발견된 관광지를 홍보하는 전략에 활용하고, 새로운 관광명

소로 홍보하고 집중 육성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7) 중국 전장시의 스마트 관광 프로젝트8)

◦ 2012년부터 중국 장쑤성 전장시는 IBM IOC(지능형운영센터)를 도입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 전장시는 양쯔강과 대운하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제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전장, 스마트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

7) 신동일, 빅데이터(Bigdata) 활용에 따른 제주관광의 효과 및 과제,제주발전연구원, Vol. 203, 2014-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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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지능형 교통 솔루션(Intelligent Transportation Solution) 센터(좌상) 및 운영중인 시스템화면

◦ 전장시는 교통 시스템 개선을 이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IOC 구축 사업을 진행함

◦ 전장시 IOC는 도시의 전체 교통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교통체증 해소, 교통관리 개선, 신

속 사고 대처, 이동 인구의 여행경험 개선을 꾀함

◦ IBM은 지능형 교통 솔루션을 포함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모든 솔루션들을 제

공하는데 IBM 지능형 교통 솔루션은 전체 교통망을 중앙통제하면서 교통 패턴과 80개 노선

의 버스 운행일정을 관리하고 분석 기술을 이용해 교통체증을 미리 예상함

‐ 이를 통해 대중교통 차량과 승객 흐름을 촉진하는 한편, 실시간 버스운행 모니터링과 

발차관리를 주관함

◦ 전장시 윈밍니안 도시개발위원장은 “스마트 시티의 구축은 엄청난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 형

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적 전략 사업” 이라며 “IBM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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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행사 Expedia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9)

[그림 2-17] Expedia 메인화면

◦ Expedia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3가지의 독특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항공

사 추천은 여행객에게 수많은 항공 루트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임

‐ 이를 위해 Expedia는 30억 개 이상의 항공 정보를 검색하고, 고객의 검색 요청에 따

른 대안적인 항공사나 날짜, 여행 시간 등을 추천

‐ 예를 들어 JFK 공항에서 LAX까지 논스톱 항공 옵션은 3천개 이상인데, 고객들은 각

각의 상황 정보를 입력하면 이 중 가장 적합한 루트를 추천받게 됨

◦ 두 번째는 Scratchpad 서비스로 Scratchpad는 기존에 Expedia에 등록된 고객이 검색한 

내용을 저장하고 정리하여 재방문 시 쉽게 기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Expedia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고객이 온라인 항공 예약을 하기 위해 48번 검색을 함

‐ 하지만 Scratchpad 서비스를 활용하면 과거에 검색했던 모든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방문 때마다 재검색이 필요 없어 시간이 절약됨

◦ 세 번째로 Expedia는 여행 일정에 대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여행 고객들은 수많은 여행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신의 동료나 친

2, 9) 신동일, 빅데이터(Bigdata) 활용에 따른 제주관광의 효과 및 과제,제주발전연구원, Vol. 203, 2014-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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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됨

9) 리츠칼튼 호텔의 고객맞춤형 서비스10)

[그림 2-18] 리츠칼튼호텔의 Customer Recognition Program

◦ 그림은 리츠칼튼호텔의 Customer Recognition Program11)의 시스템 개념도를 표현

◦ 리츠칼튼 호텔은 차별화된 호텔 서비스의 제공과 고객 만족을 위한 호텔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를 통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투숙 고객의 특성을 관찰한 데이터를 일별 마감하고 종합 분석하여 친절 서비스 제공

‐ 모든 단계에서 품질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추진, 호텔 체인 전체의 데이터 분석 결과

의 공유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그 결과 리츠칼튼 호텔은 다양한 고객의 취향에 맞춘 1대1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고객맞춤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고객 만족도의 상승과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음

10) 신동일, 빅데이터(Bigdata) 활용에 따른 제주관광의 효과 및 과제,제주발전연구원, Vol. 203, 2014-10 재인용

11) J. D. Barsky. world - class customer satisfaction. P.143.  Irw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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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빅데이터 활용 분석도구 및 방법 내용

한국관광공사
2019년 국내 여행 트렌드

• 블로그
• 페이스북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버즈 분석

• 우리 국민들의 2019년 
국내 여행 트렌드로 
브릿지(B.R.I.D.G.E.)를 
발표

제주 관광객 패턴 분석
• 휴대폰 사용 관광객 측정
• 매출데이터 

• 제주도 Cell별 시각화
• 매출, 업종, 연령, 상관 

분석

• 평균 일일 관광객 체류 
인구는 6만 3,700명. 
평균 체류일은 2.7일

• 업종 상관도 1위는 
여관(여인숙)

• 남성 관광객 남성의류, 
주점, 골프 관련 업종이 
상관도가 높음

Tmap 진짜 현지인 맛집
• Tmap 목적지,
• 음식점

• 지역 필터링 및 데이터 
통합

• 제주도, 부산, 전주, 여수, 
강릉 5개 도시의 맛집 
리스트를 분석함

• '관광객만 가는 맛집이 
따로 있다'는 속설이 어느 
정도 증명

청송군 관광산업 성과 분석
• 이동전화 위치정보
• 카드결제 정보

• 기존 인력 수작업에서 
시스템적 분석

• 세분화된 지표와 다양한 
분석을 통한 관광산업의 
정확한 목표와 타깃을 
선정할 수 있음

일본의 관광명소
• 관광객 소셜미디어
• GPS

•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약 
7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화

• 이용한 경로 정보, 체류 
기간, 숙박 시설 지속적 
모니터링

중국 전장시의 스마트 관광
• 버스 운행 일정
• 교통체증

• IBM 
IOC(지능형운영센터)

• 스마트 시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활성화

Expedia
• 항공 정보
• 검색내용
• 여행 일정

• 추천, 공유, 최적화
• 항공 루트 옵션 서비스
• Scratchpad 서비스
• 여행 일정 공유 서비스

리츠칼튼 호텔 • 고객 데이터 
• 일별 고객데이터
• 모니터링, 공유

• 1대1 서비스 가능
• 비용, 인력 절감
• 만족도 상승

[표 2-1] 빅데이터 활용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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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광 분야 빅데이터 활용 결과

1) 빅데이터 활용의 장점

◦ 민·관을 떠나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

◦ 관광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수요 측면 : 질 좋은 서비스, 수요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공급 측면 : 균형 있는 공급과 수익성 있는 사업 유치

◦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사전 예측이나 사후 대처 가능

◦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

‐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자원 낭비 요소 절감

◦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 인한 일자리 제공 

‐ 지역경제 및 소상인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

2) 빅데이터 활용의 단점

◦ 빅데이터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빅데이터 연계가 필요함

◦ 정보와 데이터 독점의 문제가 있음

‐ 향후 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연계가 가능하고, 타 분야와 타 기관, 부서 간 협

업 가능한 상생구조를 형성한다면 빅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체계의 한계

‐ 최근 데이터 3법의 이슈가 해결된다면 가공된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시

행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가 있어 활용에 있어서 제약

‐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 교육기관의 빅데이터 프로그램과 인력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관광 분야의 특화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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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활용의 시사점

◦ 많은 장점과 아직은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민·관을 떠나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위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의미가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임

◦ 데이터의 형식과 원천이 다양함으로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기술

로 데이터 수집은 자체 크롤링 기능과 대용량 수집 플랫폼 서비스(유료) 등을 사용하며 단순 

집계뿐 아니라 GIS를 활용한 시각화,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감정분석, 워드클라우드 

등을 활용

◦ 본 연구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SNS의 대표 주자로 부상하는 인스타

그램과 기존 관광객들의 후기 혹은 평가 점수를 알 수 있는 대형 여행 사이트(Tripadvisor) 

등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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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시 중구 관광지 현황 분석

1 ∙ 서울시 중구 관광지 선별

◦ 한국관공공사 "소셜 빅데이터로 살펴본 2019 국내여행트렌드는 B.R.I.D.G.E."에서 

I(Influential Contents, #SNS 여행콘텐츠)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으로부터 여행이 시작되

고, 주요 여행지 및 루트가 결정됨

◦ 특히 최근에는 여행지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성들을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남기려는 경

향이 증가해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업로드되는 등 여행 관련 영상 콘텐츠 확대가 지속될 것

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국내 여행 버즈량 점유율을 포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로 나눠서 살펴보면 2017

년까지는 블로그가 강세를 보였으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필두로 한 SNS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8년에는 소셜 미디어 점유율이 절반(51.5%)을 상회, 포털 미디어

를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관광지가 SNS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는 그곳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

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서울 중구의 다양한 관광지를 선별하고 선별된 관광지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분석함 

1) 중구청 관광 홈페이지 

◦ 중구 문화관광 사이트(junggu.seoul.kr/tour/)에서 추천하는 74곳의 관광지를 추출하여 각 

관광지별 위치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수집함

‐ 총 74곳으로 구분하면 역사유적지/관광지 16곳, 박물관/전시장 31곳, 자연(체험) 11

곳, 공연장은 16곳

‐ 관광지 이름과 구분 및 주소는 붙임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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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시 중구청 관광 홍보 페이지

구분 관광지

역사유적지/관광지 16

박물관/전시장 31

자연(체험) 11

공연장 16

합계 74

[표 3-1] 서울시 중구청 추천 관광지 수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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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사 추천 홈페이지 

◦ 여행 전문 중개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tripadvisor.co.kr)에서 추천하는 서울 관광지 

942곳 중 중구에 해당하는 172곳을 추출하여 관광지와 트립어드바이저를 이용 하고 후기를 

남긴 사용자의 평가를 추출함

◦ 추출된 관광지 중 리뷰가 없는 관광지 제외하고 106곳을 필터 하여 각 영역별로 재구성함12)

‐ 랜드마크, 쇼핑, 놀이, 자연, 박물관, 축제, 교통, 여행자 자료

◦ 트립어드바이저는 관광지 추천을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다양한 카테고리로 추천하고 있음

‐ 숙박, 즐길거리, 렌트카, 항공권, 음식점, 등 각 카테고리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 사

용자의 선택을 다양하게 존중함

‐ 해당 여행 상품,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된 내용은 

모두 공개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참고하여 선택함

[그림 3-2] tripadvisor.co.kr 관광지 페이지

12) 부록에서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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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광지 평균 평점

교통 1 3.5

놀이 8 4.1

랜드마크 32 4.0

박물관 25 3.9

쇼핑 30 3.7

자연 4 3.9

여행자 자료 6 4.3

합계 106 3.9

[표 3-2] 서울 중구 관광지 구분별 평점
(단위: 개소, 점)

◦ 중구 인기순위 상위 20을 살펴보자 먼저 인기순위는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찾은 곳을 의미하고 평가순위는 사용자들이 이용하거나 이용 후기의 평가를 기준으로 순위

를 작성한 것이며 순위는 서울 전체 순위 1~940까지 나타남

관광지 구분 평점 인기순위 평가순위

명동 쇼핑 거리 랜드마크 4.5 3 30

명동난타극장 놀이 4.5 15 4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랜드마크 4.0 16 41

청계천 랜드마크 4.5 17 32

명동 성당 랜드마크 4.5 35 27

덕수궁 박물관 4.0 37 46

그레뱅뮤지엄 박물관 4.5 38 6

남산골 한옥 마을 랜드마크 4.0 46 55

남대문시장 쇼핑 4.0 48 75

한국의 집 쇼핑 4.0 50 84

신세계 백화점 본점 쇼핑 4.0 56 60

롯데백화점 본점 쇼핑 4.0 66 85

중부시장 쇼핑 4.0 69 86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자연 4.0 72 57

스타일난다 핑크호텔 쇼핑 4.0 81 123

서울로7017 랜드마크 4.0 89 82

남산 케이블카 교통 3.5 92 100

서울 시청 랜드마크 4.0 103 70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쇼핑 3.5 106 128

정동극장 놀이 4.5 112 92

[표 3-3] tripadvisor.co.kr 서울시 중구 인기 관광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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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여행 추천 코스 

◦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은 전국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와 창의인성교육 전문자료를 

고유하는 플랫폼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함13)

◦ 크레존에서 공유된 수학여행 우수사례를 바탕을 서울을 목적지로 혹은 경유지로 선정한 수

학여행 코스 104개를 방문지 340곳을 추출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40곳을 선별하여 코스

별 빈도를 살펴봄

[그림 3-3] 크레존 창의교육 수학여행 우수사례 페이지

13) https://www.crezone.net/?page_id=15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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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서울 수학여행지 위치 및 빈도

방문지 코스빈도 위치

경복궁 42 종로구

국립중앙박물관 20 용산구

북촌 한옥마을 20 종로구

국립과천과학관 17 과천시

국회의사당 15 영등포구

서대문 형무소 15 서대문구

청계천 15 종로구

창덕궁 14 종로구

N서울타워 14 용산구

인사동 12 종로구

롯데월드 12 송파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1 중구

덕수궁 9 중구

용산 전쟁기념관 9 용산구

종묘 9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8 종로구

광화문 7 종로구

대학로 7 종로구

서울대공원 7 과천시

서울대학교 7 관악구

KBS 7 영등포구

[표 3-4] 서울 수학여행지 상위 21곳
(단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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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별한 관광지 SNS 분석 및 점수화

1) #해시태그 

◦ 오픈소스 운동가 크리스 메시나는 트위터를 이용해 어떤 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단순히 정보가 흩뿌려지는 점을 안타까워해 트위터에게 해

시 기호를 써서 특정 주제를 묶어 그 내용만 보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2007년 8월 

처음으로 온라인상에 나타나기 시작함 

◦ 서비스 도입 2달 후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

‐ 어떤 소방수가 해시태그의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글과 사진과 함께 마지막 문구에 

‘#SandieoFire’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언론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기를 끌

게 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 이후 트위터는 기존의 서비스 기술에 링크를 도입해 바로바로 검색한 결과가 떴고, 실시간 

트렌드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실시간 인기 검색어와 같이 트위터상에서 많은 사용자가 공유

하는 관심사를 묶어 보여줘 그날 어떤 주제가 인기였는지 판단하는데 해시태그를 활용함

◦ 해시태그의 이용은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카피가 되었고, 하나 둘 씩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

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됨

‐ 해시태그가 기업들에게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로 과거에는 SNS를 통해 단순히 소

식을 전하거나 상품을 알리고, 이벤트를 공지하는 수준이었다면,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특정 주제 및 브랜드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취향을 드러낼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생김

‐ 기업들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서로 Win-Win하는 상생 관계의 장이 만들어짐

자료: 2018 DMC REPORT

[그림 3-5]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일평균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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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DMC 리포터 ‘2018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에서는 

소셜 미디어별 일 평균 이용 시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이 일 15.8분

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페이스북 13.8분, 트위터 11.7분, 카카오스토리 10.5분, 

밴드 9.0분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DMC 리포터 ‘2019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에서는 

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페이스북이 86.8%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인스타그램(74.5%), 유튜브(71.1%), 카카오스토리(66.6%), 밴드(59.3%), 트위터(47.5%)

등의 순으로, 이 중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는 전년 대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DMC 리포터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SNS 이용시간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플랫폼별 주요 영역에서의 강약점을 분석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인스타그램

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가 각각의 속성에서 상이한 강점을 띄고 있으나, 정보/콘텐

츠 영역에서는 유튜브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자료: 2019 DMC REPORT

[그림 3-6] 소셜 미디어 플랫폼별 주요 영역 내 강약점 분석

◦ 유튜브도 기존의 많은 영상 컨텐츠를 분류 구분하기 위해 키워드(Tag)를 이용하여 하였지만 

2018년부터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컨텐츠 검색이 가능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정보의 묶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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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짐

◦ 최신 성장세와 이용면을 보면 인스타그램이 가장 활발한 소통 수단으로 인지되고, 인스타그

램은 간단한 이미지와 짧은 글 혹은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좋은 SNS 도구임

◦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포스팅 하거나 팔로워의 포스팅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특정 

관심 분야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해시태그 임

◦ 자신이 포스팅한 내용에 #해시태그를 삽입 후 띄어쓰기 없이 작성된 단어를 검색하면 같은 

단어 혹은 단어가 포함된 유사 확장단어들의 포스트들을 볼 수 있음

[그림 3-7] 인스타그램 검색화면, 포스트, 검색리스트

2) 관광지 점수화(지방인지, 해외인지, SNS인지)

◦ 앞에서 살펴본 서울 중구 관광지 74곳을 기준으로 트립어드바이저 106곳과 수학여행 코스 

40곳을 비교하여 공통된 지역을 선별하고 각 관광지를 표준화와 정규화를 거쳐 점수화함

◦ 먼저 수학여행 추천 코스의 빈도를 44회 ~ 1회까지를 Z-점수 정규화 후 0에서 5점을 점수

화하였고, 이를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방에서 생각하는 관광지로 ‘지

방인지’ 점수화

◦ 대표적인 해외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의 관광지 사용자 평가 점수가 0에서 5점으로 

평가되어있어 이를 직접 적으로 각 관광지에 반영하고 이를 ‘해외인지’ 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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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울 중구 관광지를 인스타그램에 #해지태그로 검색했을 때 작성되어있는 게시물의 

수를 수집하여 각 관광지를 Z-점수 정규화 후 0에서 5점을 점수화하였고 이를 ‘SNS인지’점

수화

‐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위한 조건이 @사용자, #해시태그 그리고 장소(Place)가 있는

데, 이중 2가지를 혼용하여 각각 2:3의 비율로 0~5점으로 정규화하여 사용하였음

‐ 먼저 장소는 사용자의 GPS 정보를 반영한 위치로 주소나 유명장소를 표기됨

‐ 관광지에서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의 #해시태그 내용(건수)

‐ 두 번째는 #해시태그 된 관광지 게시물의 #해시태그 내용(건수)

[그림 3-8] 관광지 점수화 관점

◦ 3가지의 지표를 사용하기 위한 각각의 공통 관광지를 비교한 결과 서울 중구 관광지 추천지 

74곳 중 트립어드바이저에는 38(51%)곳, 수학여행 코스와는 19(27%)곳, 그리고 인스타그

램에서 60(92%)곳이 공통으로 노출되었음

‐ 중구 추천 관광지가 트립어드바이저사이트에 모두 등록 되어있지는 않음

중구 관광지 Tripadvisor 수학여행 인스타그램

관광지 수 74 38 19 60

비중 100% 51% 27% 92%

[표 3-5] 서울시 중구 공통 관광지 비율

◦ 이 중 3가지 모두 포함(노출)된 관광지는 16곳으로 관광지별로 점수화를 실시하여 살펴보기 

위해 각 요소 점수를 합하여 15점 만점으로 비교

‐ 청계천이 14.6으로 가장 높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12.6으로 두 번째이며 덕수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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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로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 구 러시아 공사관, 명동난타 전용관은 인지 점수상으로는 0점이 SNS상의 노출이 0이 

아니라 다른 관광지와 비교한 상대적 점수임

관광지(공통) SNS인지 해외인지 지방인지 합계점수

N서울타워 1.2 5.0 5.0 11.2

구 러시아 공사관 0.0 1.0 1.0 2.0

국립극장 0.1 1.0 1.0 2.1

그레뱅 뮤지엄 1.4 3.0 1.0 5.4

남산 케이블카 0.4 3.0 1.0 4.4

남산골 한옥마을 1.3 4.0 3.0 8.3

덕수궁 3.1 5.0 4.0 12.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6 5.0 5.0 12.6

명동거리 0.6 5.0 3.0 8.6

명동난타전용관 0.0 3.0 2.0 5.0

명동성당 2.1 5.0 2.0 9.1

서울광장 1.3 3.0 1.0 5.3

안중근의사 기념관 0.8 1.0 1.0 2.8

애니메이션 센터 0.1 1.0 1.0 2.1

청계천 4.6 5.0 5.0 14.6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0.1 2.0 2.0 4.1

[표 3-6] 공통 노출 서울시 중구 관광지 인지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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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광지별 트렌드 분석

1) 16개 관광지 종합 비교

◦ 앞에서 선정된 16개 관광지를 3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각 관광지 인지도를 살펴보면 삼각형

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각 지표는 상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

[그림 3-9] 16개 관광지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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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덕수궁, N서울타워

◦ 청계천은 SNS인지 4.6, 지방인지 5.0, 해외인지 5.0으로 조사 지역 중 가장 높은 점수인 

14.6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며 가보고 싶고 가보면 만족하는 지역을 의미함

◦ 다음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SNS인지 2.6, 지방인지 5.0, 해외인지 5.0으로 총점 12.6

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임

‐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알려져 있음에도 점수가 낮음

‐ 청계천이나 덕수궁보다 SNS인지가 낮은 것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는 해시만을 측

정하여 다양한 유사 “#DDP, #동대문DDP, #디자인플라자” 해시를 포함하지 못함

‐ 하지만 장소(위치)로서의 검색량은 상당히 많은 게시물을 포함하고 있음

◦ 덕수궁은 SNS인지 3.1, 지방인지 4.0, 해외인지 5.0으로 총점 12.1이며 인스타그램상의 인

지가 조금 낮은 것 같지만 평의한 수준임

◦ N서울타워는 SNS인지 1.2, 지방인지 5.0, 해외인지 5.0으로 총점 11.2이며 인스타그램 상

의 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찾아가고 싶고, 가면 좋은데 ‘핫’하지는 못함

‐ SNS인지(인스타그램) 상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자료: startag.io

[그림 3-10]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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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덕수궁, #N서울타워는 지방인지와 방문자 인지에서는 모

두 좋은 점수로 평가되었음에도 SNS인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시태그 트래킹

을 통해 살펴봄

‐ 분석을 위해 인스타그램 분석 플랫폼인 스타태그(startag.io)를 이용함

◦ 모든 게시물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각 해시의 트렌드와 반응지수를 살펴볼 필요

가 있음 스타태그의 각종 지표는 다음과 같음.

‐ 누적 게시물 수: 현재까지 해당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업로드된 게시물의 총 개수

‐ 인기글 평균 좋아요 수: 해당 태그에서 인기 게시물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게시글의 

평균적인 좋아요 수

‐ 인기글 평균 체류시간: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고 난 뒤 유지되는 평균 시간

‐ 게시물 생산지수: 해당 태그가 포함된 게시물이 1분 동안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반응도: 해당 태그에 대한 조회 수, 생산지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등에 비례하여 얼마

나 고객 반응을 이끌어 내는지가 합산된 수치

‐ 트렌드지수: 게시물의 반응도에 비례하며, 반응도의 증감 추이에 따라 수치가 결정됨

‐ 오래되거나 반응이 저조한 해시태그는 트렌드 지수가 낮으며, 새로 등장하였거나 반응

이 높은 해시태그는 트렌드 지수가 높음

‐ 평균 이상과 이하의 기준은 1.00은 기준으로 함

출처: startag.io

[그림 3-11] 해시태그 트랜드 지수(좌) 와 반응도(우)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8년 3월, #N서울타워는 2018년 12월에 각각 트렌드 지수와 반응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 시점의 목적성 이벤트로 인한 일시적인 

관심으로 확인됨

◦ 가끔 비정상적으로 지수 값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를 왜곡할 수 있는데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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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그러한 경우임.

◦ 큰 이벤트가 없음에도 SNS인지가 높은 #청계천과 #덕수궁의 반응도를 비교하면 큰 피크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회성 행사보다는 주기적인 방문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

◦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7월과 10월에 일정한 주기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지

속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출처: startag.io

[그림 3-12] #청계천, #덕수궁 반응도(좌) 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N서울타워 반응도(우)

◦ ‘#N서울타워’는 특별한 주기성을 찾아볼 수 없고 방문자 수나 명성에 비해 게시물 수가 적음

출처: startag.io

[그림 3-13] #N서울타워 유사어 누적 게시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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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서울타워”의 옛 이름인 “#남산타워”와 “#서울타워”, “#서울N타워”, “#남산서울타워”를 

다시 분석한 결과, 대다수 “N서울타워”보다는 “남산타워”로 기억하며 여전히 사용함

◦ 2005년에 “남산타워”는 CJ와 리노베이션을 통해 “N서울타원”로 재탄생하였음

◦ 10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남산타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새로운 이

름의 혼동이 “서울타워”, “서울N타워”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3) 명동성당, 명동거리, 남산골한옥마을, 그레뱅뮤지엄

◦ “#명동성당”은 SNS인지 2.1, 지방인지 2.0, 해외인지 5.0으로 총점 9.1로서 찾아온 방문객

들은 좋아하는 곳임

‐ 지방인지는 상대적으로 명동성당을 계획하고 찾는 비중이 앞에서 본 곳들보다 적음

‐ 인스타그램상에서 #해시의 게시량은 기대보다 적음

◦ “#명동거리”는 SNS인지 0.6, 지방인지 3.0, 해외인지 5.0으로 총점 8.6으로 명동성당과 같

이 찾아온 방문객들은 좋아하는 곳이나 인스타그램상에서 인지는 낮음

‐ “명동거리”는 단순히 하나의 키워드로 이해하기 어려움

‐ “명동”이라는 영역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쇼핑이 혼재된 곳임

◦ #해시태그를 살펴보면 연관된 #해시태그를 살펴보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줌

‐ 명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남

[그림 3-14] #명동거리(좌) #평동성당(우) 연관 해시태그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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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골 한옥마을”은 SNS인지 1.3, 지방인지 3.0, 해외인지 4.0으로 총점 8.3이며 찾아온 

방문객들은 만족하지만, 인스타그램의 화제성은 조금 낮은 편임.

◦ “#그레뱅뮤지엄”은 SNS인지 1.4, 지방인지 1.0, 해외인지 3.0으로 총점 5.4이며 찾아온 방

문객들은 만족하지만, 인스타그램의 화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에서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로 

아직 많은 인식이 없는 것 같음

‐ 실제 그레뱅뮤지엄에서는 단체 및 학생들의 관람 상품이 있어 이를 연계하는 프로모

션이 SNS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음

출처: startag.io

[그림 3-15]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 수 좌(“#명동” 포함), 우(“#명동” 제외)

◦ “#그레뱅뮤지엄”과 “#명동거리”는 게시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의 

주기성보다는 조금씩 증가함

‐ “명동거리”라는 관광지 분석 보다는 “명동”을 분석 키워드로 삼아야 함

‐ “명동”을 분석 키워드로 분석을 하면 춘천의 명동과 다양한 지역의 명칭이 중복되는 

지역이 함께 검색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위치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함

#태그 
누적 게시물 

수 
평균 좋아요 

수 
평균 

유지시간(h) 
게시물 

생산지수 
반응도 트렌드지수 

#명동 1,878,682 800 45.76 0.31 10 0.05

#명동성당 104,006 6,204 818.18 0.04  2 0.16

#남산골한옥마을 24,711 3,553 5052.36 0.01  0 0.08

#명동거리 12,787 784 933.8 0.02  1 0.69

#그레뱅뮤지엄 7,559 644 7024.44 0.00  0 0.05

출처: startag.io

[표 3-7]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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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검색은 유사어(확장어)를 지원하는데, 예컨대 “#명동”을 검색하면 93가지 유사

어를 함께 보여줌

‐ 간단하게 생각하면 ‘명동+맛집 = #명동맛집’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높은 누적 게시물 

수에는 “#동명동”, “#대명동”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하지만 유사 추천어를 통해 키워드별 확장된 검색어 분석이 가능함

추천어 누적 게시물 수

동명동 1,984,203

명동 1,837,251

동명동카페 327,272

동명동맛집 273,915

명동맛집 273,614

대명동 184,715

명동성당 104,942

명동교자 89,386

대명동맛집 71,352

명동카페 68,854

명동호빠 53,314

춘천명동 38,113

명동네일 37,355

명동데이트 36,823

명동역 35,706

명동칼국수 34,970

명동피자 30,134

명동역맛집 28,598

명동네일샵 19,594

[표 3-8] 인스타그램 #명동 추천어 20개 누적 게시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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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인스타그램 #명동 추천어

◦ 검색 추천어의 내용은 유사어와 비슷하지만, 연결된 언어의 특성을 보아 중간 키워드가 확장

된 개념으로 보임

◦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해시로 사용되는 것이 ”#여행스타그램“인데 이를 표방한 ”#00

스타그램“등이 등장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적과 응용이 필요함

4) 서울광장, 명동난타전용관, 남산 케이블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서울광장“은 SNS인지 1.3, 지방인지 1.0, 해외인지 3.0 총점 5.3으로 앞에서 본 ”남산골 

한옥과 그레뱅뮤지엄처럼 찾아온 방문객은 좋아 하나 타 지역과 SNS상에서는 상대적 소외

를 받고 있음

‐ 2019년 10월 ~ 11월 2개월 동안 관광지명으로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1,353개

를 임의로 수집해 #해시태그를 추출하고 용언 구분을 거쳐 명사 워드클라우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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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인스타그램 검색 조건

‐ 워드클라우드의 특성을 고려해 1회 빈도 단어를 표시하면 아래 그림처럼 아주 작은 

글씨까지 표현되어 가시적인 이해가 곤란할 수 있음

[그림 3-18] 장소 “서울광장” 해시태그 명사 워드클라우드

 

‐ 서울광장에서 수집된 해시태그에 가장 큰 부분이 “분발”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으

로 인스타그램을 추적 각각의 포스트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0월 19일 서울광장에서 

“SEOUL 100K 서울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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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단어 “분발”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 명동난타전용관은 SNS인지 0.0, 지방인지 2.0, 해외인지 3.0 총점 5.0으로 방문한 고객은 

만족하고 지방에서도 가보고 싶은 곳으로 보임

‐ 그러나 인스타그램 상에서 “명동난타전용관”으로 장소 검색하면 게시된 게시물이 총 6

건만 있는 것을 확인 

‐ “#명동난타전용관” 이외의 다른 검색어를 추출하고 인스타그램 이외의 SNS분석 플랫

폼을 통한 다른 접근이 필요함

‐ 국내 트위터와 블로그에서 “명동난타전용관”을 검색한 결과 2019년 9월~ 11월까지 3

개월간 게시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 다른 검색어가 필요함

‐ ”#난타“ 유사어 리스트를 참조하면 ”난타“라는 해시 이외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난타“를 기본 검색어로 하여 트위터와 블로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국내 소셜 분석 플랫폼 ”펄스케이“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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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누적 게시물 

수 
평균 좋아요 

수 
평균 

유지시간(h) 
게시물 

생산지수 
반응도 트렌드지수 

#난타 29,133 720 6032.7 0.03 1 0.3

#난타공연 9,985 206 5511.15 0.01 0 0.26

#제주난타 654 92 7289.51 0.00 0 0.19

#난타5000피자 222 427 9023.01 0.00 0 0.19

#난타극장 332 126 21898.43 0.00 0 0.09

#명동난타극장 433 44 10463.98 0.00 0 0.03

#명동난타 118 75 14807.92 0.00 0 0.11

#난타전용관 59 61 28045.75 0.00 0 0.17

#제주난타전용관 21 42 11188.12 0.00 0 0.26

출처: startag.io

[표 3-9] 인스타그램 “#난타” 유사어 리스트

◦ 펄스케이를 통해 2019년 9월 ~ 11월까지 트위터와 블로그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9,664건

의 언급량 중 트위터 1,264건, 블로그 8,400건으로 조사되었음

출처: pulsek.com

[그림 3-20] “난타” 트위터와 블로그 언급량(2019.9.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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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ulsek.com

[그림 3-21] “난타” 트위터와 블로그 언급량(2019.6.1.~ 8.31.)

출처: pulsek.com

[그림 3-22] 난타 연관어 분석(2019.9.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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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ulsek.com

[그림 3-23] 난타 연관어 분석(2019.6.1.~ 8.31.)

◦ 9월부터 11월까지 “난타”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특이하게 연관 장소가 “경기도”와 “수월”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연관 장소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

역시”, “수원”으로 나타남

◦ “#남산케이블카”는 SNS인지 0.4, 지방인지 1.0, 해외인지 3.0 총점 4.4로 찾아 방문자는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인스타그램 “#남산케이블” 게시물 수는 12,497개 이며 누적 게시물 수는 조금씩 증가

하고 있으나, 트렌드 지수와 반응지수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음

‐ ”남산을 가거나 “N서울타워”를 갈 때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남산”, “N서

울타워” 보다 SNS상에서 언급이 적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의 만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펄스케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위터와 블로그의 “남산케이블카”의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바,

‐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트위터와 블로그에 언급된 “남산케이블카”는 총 

1,541건으로 긍정적 감정이 1,013건, 중립적 감정이 350건, 부정적 감정이 178건임

‐ 기간 동안의 트위터와 블로그 언급량은 인스타그램 게시물 수와 비교하더라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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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활발한 키워드가 아님

‐ 특이한 것은 조사기간 대부분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데 1월 29일과 7월 13일 부

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남

‐ 2019년 1월 29일은 ‘연합뉴스’에서 “[황금알 케이블카]”①남산 57년·설악산 48년…가

족기업에 영구적 이권“관련 기사 내용14)

‐ 2019년 7월 13일은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사 발생함15)

출처: pulsek.com

[그림 3-24] “남산케이블카”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1.1.~ 11.31.)

◦ 월 평균적으로 부정적 내용이 많아 보이지는 않음

14)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8035600501

1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3/96453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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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ulsek.com

[그림 3-25] “남산케이블카”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1.1.~ 11.31.)

◦ 2019년 1월 29일 신문기사를 본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이 “비리”, “부당”, “거부”, “훼손”이 

상위를 차지함

출처: pulsek.com

[그림 3-26] “남산케이블카”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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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3일 케이블카 사고로 부정적 감정이 상당히 높아 짐

‐ “공포”, “불편”, “문제다”가 상위에 나타남

출처: pulsek.com

[그림 3-27] “남산케이블카”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7.13)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SNS인지 0.1, 지방인지 2.0, 해외인지 2.0 총 4.1점으로 방문객들이 

찾아가볼 만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가보면 흥미로운 것이 없음

‐ 인스타그램 누적 게시물 “#화폐박물관” 5,491, “#한국은행화폐박물관” 1,042건으로 

저조함

‐ 방문자인지의 큰 영향을 주는 트립어드바이저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리

뷰가 2018년 3월이고, 그 다음 리뷰는 2017년 6월로 점점 관광지에 방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직까지 수학여행에서는 방문해야 하는 코스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하며, 타 관광지와 연계 하면서 전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5) 안중근의사 기념관, 국립극장, 애니메이션센터, 구 러시아 공사관

◦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SNS인지 0.8, 지방인지 1.0, 해외인지 1.0 총 2.8점

◦ 기념관은 관광지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의 공간인 경우가 많음

‐ 흥미와 재미보다는 오랫동안 지켜나갈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구호나 기호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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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필요가 있음

◦ 국립극장은 SNS인지 0.1, 지방인지 1.0, 해외인지 1.0, 총점 2.1로 모두 저조한 편임

‐ 공연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임

‐ 상설 공연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세나 핫플레이스의 역할을 못 함

‐ 단지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누적 추세를 볼 때 2018년에 증가하는 게시물 수보다 

2019년에 늘어나는 게시물의 증가 폭이 둔화되어 가고 있음

출처: startag.io

[그림 3-28] 인스타그램 #국립극장 누적 게시물 수

◦ 애니메이션 센터는 SNS인지 0.1, 지망인지 1.0, 해외인지 1.0 총점 2.1로 ‘핫’한 곳은 아님

◦ 적으나마 #해시태그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토키”, “명동”, “재미”, “친구” 등이 조사됨을 알 

수 있음

‐ 위치가 명동과 가까우며 쉽게 찾을 수 있음

‐ 무료 공간과 유료 공간이 있어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음

‐ 청소년보다는 어린이 대상의 만화가 많음

‐ 위치의 장점을 살려 연계 프로그램이나 코스를 추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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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인스타그램 장소 검색 “애니메이션센터” 해시태그 명사 워드클라우드 

◦ 지도에서 확인하면 명동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

[그림 3-30]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위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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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러시아 공사관은 SNS 인지도 0.0, 지방인지도 1.0, 해외인지도 1.0, 총합 2.0으로 사람들

이 잘 모르는 곳임

‐ 기존 서울 중구청 관광지 도보 관광코스인 덕수궁-정동 코스를 지속적으로 이용 홍보

하는 것이 좋음

출처: startag.io

[그림 3-31] 인스타그램 “#정동야행”누적 게시물 수

출처: startag.io

[그림 3-32] 인스타그램 “#정동야행” 게시물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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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 시립미술관, 정동제일교회, 정동극장, 중명전, 구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짐

‐ 연관어 분석 중 “#정동야행”발견 추적

‐ 행사 기간인 5월과 10월 게시물 수 증가, 반응도 또한 표시됨

◦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정동야행” 행사 기간인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트위터와 블로그 

언급량이 증가한 것을 눈으로 확인

출처: pulsek.com

[그림 3-33] “정동야행” 트위터와 블로그 언급량(2019.9.1.~ 11.31.)

◦ “정동야행”의 연관어 장소로는 “서울특별시”, “덕수궁돌담길”, “정동길”, “중구”, “정동극장” 

등 기획 의도에 맞는 장소와 내용이 있음

◦ 상품으로 “스탬프”가 연관되어 있는데 실제 걸으면서 목적지의 스탬프를 받는 행사 프로그램

이 있었음

출처: pulsek.com

[그림 3-34] “정동야행” 트위터와 블로그 감성분석(2019.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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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ulsek.com

[그림 3-35] “정동야행” 트위터와 블로그 연관어(2019.6.1.~ 8.31.)

출처: pulsek.com

[그림 3-36] 정동야행” 트위터와 블로그 감정분석(2019.6.1.~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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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및 제언

1 ∙ 정책적 시사점

1) 수학여행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서울을 수학여행 하는 학단들의 코스를 살펴보면 종로구와 강남구 그리고 과천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 중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학여행 코스로 갈 수 있는 곳이 41곳이지만 4회 이상 

방문하는 곳은 5곳으로 멀지 않은 수학여행 코스를 잘 알려진 코스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 필요함

[그림 4-1] 수학여행 코스 분포 전체(좌), 4회 이상(우)

◦ 덕수궁을 예를 들면 수학여행 코스 중 높은 빈도로 찾는 곳이며 주변으로 정동 일대의 역사

적 가치가 높은 곳이 많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정동야행”처럼 일정한 코스

와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것임

‐ 수학여행 학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한 코스당 1~2시간 이내의 걷기 코스를 추천

‐ 코스의 추억과 기록을 위한 포토존 및 의상체험

‐ 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키워드 만들기 (#해시태그)

‐ 서울시 프로그램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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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서울시 중구 덕수궁 주변 수학여행 코스

[그림 4-3] 정동야행 추천코스 프로그램

◦ 학생들의 수학여행 목적과 대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수학여행 방

문지도 점점 다행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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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수학여행 방문지 워드클라우드 [그림 4-5] 수학여행 방문을 위한 목적

이동수단 건수 비중

대중교통 17 16%

전세버스 87 84%

합계 104 100%

[표 4-1] 수학여행 이동수단

기간 건수 비중

당일  23  22%

숙박 1박 2일  16  61%

숙박 2박 3일  63  15%

숙박 3박 4일   2   2%

합계 104 100%

[표 4-2] 수학여행 일정

◦ 수학여행의 일정과 교통수단을 고려한 인프라 모색

‐ 대형 주차장

‐ 단체 숙박 시설

◦ 학년별 수학여행 방문지를 살펴보면 인기 지역은 도심의 궁궐임을 확인 활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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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과 고등으로 갈수록 대학교를 방문하는 목적이 높아짐

[그림 4-6] 학년별 방문지 워드클라우드

◦ 수학여행 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변 대학과 연계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주변 동국대학교 본교방문 프로그램

‐ 동국대학교 주차장 활용 및 지원

숙소명 주소 예상 이용료 수용인원

서울올림픽파크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1박 20,000원~27,000원
1식 6,800원

400~450명

서울유스호스텔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1박 15,000원
1식 5,000원

300~350명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1박 16,500원
1식 5,500원

80~250명

국제청소년센터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
1박 15,000원~20,000원
1식 5,500원

270명

[표 4-3] 서울시 소재 유스호스텔 현황

2) 여행 방문자 사후 관리

◦ 여행의 목적과 국적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관광지의 만족과 평가가 다양해지고 있음

◦ 한번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변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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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방문자들의 요구를 알아야 하며 다양한 채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기존의 설문이나 현장 직원들의 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채널 필요

‐ 여행업 빅채널 데이터 수집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예: Tripadvisor.com, Twitter, Instagram, Youtube)

◦ 전문적 수집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을 필요가 있음

‐ 경영에서 실시하는 VOC(Voice of Customer) 방법 차용

‐ VOT(Voice of Traveler) 전략 수립

◦ 코카콜라사는 건강/환경/세금 측면의 RISK 적시 탐지 및 라이프 스타일/신상품 등 이슈 탐

지를 위한 외부 VOC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 비만 원인인‘탄산음료’관련 정책 변경

‐ 뉴욕시 탄산음료 용량 규제

‐ 탄산음료 세금 부과

‐ 탄산음료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

‐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급변화

◦ 먼저 VOC 데이터 수집/분석

‐ SNS, 뉴스, 블로그,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Risk 고객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PwC Joint Venture인 DAIC(Diamond Information & Analytics Center)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주요 언어에 대한 데이터 집계(40여개 언어 수집)

◦ Taxonomy 설계

‐ "건강/환경/세금 측면 Risk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필요한 키워드 선정 

및 Level화

‐ "탄산음료 브랜드/시장 관련 고객의 목소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필요

한 LifeStyle/신제품/다이어트 키워드 선정 및 Level화

◦ Text Mining 및 DB화

‐ 10 단계 감성분석, Categorization, Identity Resolution 등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 사용

◦ UI 구현

‐ Social mindTM 활용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관적으로 쉽게 분석하도

록 해주는 UI를 구현하여 브랜드/Risk/트렌드 변화 이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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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코카콜라 VoC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단계

◦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건강을 위해 Sugar 줄이는 소비 Trend를 발견하고, 이런 

건강 Trend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마케팅 기획 수립할 수 있음 

‐ 제로콜라, 제로칼로리, 제품 출시 및 차 시장으로의 시장 확대

◦ 하지만 관광지 방문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지는 작은 규모

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축적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의 효율

성은 높아짐

3) SNS 적극 활용

◦ SNS 적극 활용이라고 하면 계정을 만들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런 것은 허공의 소리 혹은 안티를 만들 수 있음

◦ SNS를 잘 활용하려면 먼저 잘 듣고 같이 공감해야 함

‐ 관광지 및 방문지에 찾아온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듣기 위한 모니터링 선행

◦ 중구청의 관광지 특성에서 살펴봤듯이 SNS상의 이름과 실제 상의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N서울타워”는 10년 넘게 지났음에도 사람들은 아직 “남산타워”로 인식함

◦ 먼저 사후적 귀 기울임으로 다양한 키워드(#해시태그)를 지속적으로 찾아 모니터링 필요

‐ 전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펄스케이-pulsek.com , 스타태그-startag.io)

‐ 발굴된 키워드를 통한 기회 발견 “#힙지로”, “여행스타그램”

◦ 사전적 귀 기울임으로 행정 기관 실행 단체에서 행사 및 이벤트 등의 기획 단계에서 키워드

를 선정하고 공통된 키워드 개발

‐ 특정 장소의 #해시태그를 제시하여 정보의 수집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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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결론 및 한계점

1) 연구 성과

◦ 관광 분야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에 기반한 관광 트렌드 전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

가하고 있음

◦ 중구청의 관광지를 3가지(SNS, 지방, 해외) 관점으로 재구성한 결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

◦ 중구청에 3가지 제안을 통한 새로운 기회 발견

‐ 지방 지역의 수학여행

‐ SNS 모니터링 방안

‐ VOT를 활용

◦ 중구의 관광지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확인

2) 한계점

◦ 활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채널에 비해 수집에 활용한 데이터 채널이 적음

◦ 지속적인 변화를 발굴하고 살펴보기 위한 시간성 데이터와 분석의 한계

◦ 현실 정책에 반영될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외부 소셜 분석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의 소유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종료와 같은 

상황에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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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록

1 ∙ 서울시 중구 관광지 점수표

관광지 수학점수 리뷰점수 인스타점수 합계

청계천 5.0 5.0 4.6 14.6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5.0 5.0 2.6 12.6 

덕수궁 4.0 5.0 3.1 12.1 

N서울타워 5.0 5.0 1.2 11.2 

명동성당 2.0 5.0 2.1 9.1 

명동거리 3.0 5.0 0.6 8.6 

남산골 한옥마을 3.0 4.0 1.3 8.3 

그레뱅 뮤지엄 1.0 3.0 1.4 5.4 

서울광장 1.0 3.0 1.3 5.3 

명동난타전용관 2.0 3.0 0.0 5.0 

숭례문 2.0 3.0 0.0 5.0 

한국의집 0.0 3.0 1.7 4.7 

남산공원 3.0 0.0 1.6 4.6 

남산 케이블카 1.0 3.0 0.4 4.4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0 2.0 0.1 4.1 

서울시립미술관 2.0 0.0 2.0 4.0 

동대문패션타운 0.0 3.0 0.0 3.0 

문화역 서울 284 0.0 3.0 0.0 3.0 

안중근의사 기념관 1.0 1.0 0.8 2.8 

정동극장 0.0 2.0 0.2 2.2 

국립극장 1.0 1.0 0.1 2.1 

애니메이션 센터 1.0 1.0 0.1 2.1 

한국 금융사박물관 0.0 2.0 0.0 2.0 

구 러시아 공사관 1.0 1.0 0.0 2.0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1.0 1.0 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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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수학점수 리뷰점수 인스타점수 합계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0.0 1.0 0.9 1.9 

충무아트홀 0.0 1.0 0.9 1.9 

덕수궁 돌담길 0.0 1.0 0.8 1.8 

서울남산국악당 0.0 1.0 0.6 1.6 

명동예술극장 0.0 0.0 1.6 1.6 

덕수궁 중명전 0.0 1.0 0.6 1.6 

서소문역사공원 0.0 0.0 1.4 1.4 

덕수궁 미술관 0.0 1.0 0.3 1.3 

약현성당 0.0 1.0 0.3 1.3 

환구단 0.0 1.0 0.2 1.2 

손기정기념관 0.0 1.0 0.2 1.2 

농업박물관 0.0 1.0 0.1 1.1 

우표박물관 0.0 1.0 0.1 1.1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0.0 1.0 0.0 1.0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0.0 1.0 0.0 1.0 

남산예술센터 0.0 0.0 0.8 0.8 

정동제일교회 0.0 0.0 0.6 0.6 

삼일로창고극장 0.0 0.0 0.4 0.4 

코쿤홀 0.0 0.0 0.4 0.4 

명보아트홀 0.0 0.0 0.4 0.4 

한양도성(서울성곽) 0.0 0.0 0.2 0.2 

토이키노 박물관 0.0 0.0 0.1 0.1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역사박물관 0.0 0.0 0.1 0.1 

재미로 0.0 0.0 0.1 0.1 

종이나라 박물관 0.0 0.0 0.1 0.1 

이화박물관 0.0 0.0 0.1 0.1 

장충단 공원 0.0 0.0 0.1 0.1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 0.0 0.0 0.0 0.0 

광희문 0.0 0.0 0.0 0.0 

훈련원 공원 0.0 0.0 0.0 0.0 

명동성당 꼬스트홀 0.0 0.0 0.0 0.0 

지구촌 민속교육박물관 0.0 0.0 0.0 0.0 

이순신장군생가터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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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수학점수 리뷰점수 인스타점수 합계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0.0 0.0 0.0 0.0 

국립극장 공연예술 박물관 0.0 0.0 0.0 0.0 

문화일보홀 0.0 0.0 0.0 0.0 

서울패션아트홀 0.0 0.0 0.0 0.0 

한국현대문학관 0.0 0.0 0.0 0.0 

구세군 역사박물관 0.0 0.0 0.0 0.0 

청계천 헌책방거리 0.0 0.0 0.0 0.0 

동국대학교 박물관 0.0 0.0 0.0 0.0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0.0 0.0 0.0 0.0 

유관순 기념관 0.0 0.0 0.0 0.0 

해치홀 0.0 0.0 0.0 0.0 

고당기념관 0.0 0.0 0.0 0.0 

여해문화공간 0.0 0.0 0.0 0.0 

초전섬유 퀼트박물관 0.0 0.0 0.0 0.0 

한국의 집 전통문화체험 0.0 0.0 0.0 0.0 

한빛미디어파크 문화공원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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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시 수학여행 방문지 목록

방문지 주소 코스 수

경복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42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20

북촌 한옥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 20

서대문 형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15

국회의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15

청계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89-49 15

N서울타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26 14

창덕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14

롯데월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12

인사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37-2 1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11

용산 전쟁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9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9

덕수궁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8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7

KB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7

대학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52 7

광화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7

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6

국립민속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6

창경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6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

청와대 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로13길45 5

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6-3 5

홍익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4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14 4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4

LG 사이언스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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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주소 코스 수

국립한글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4

동대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88 4

광장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88 4

고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4

남산공원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4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4

코엑스 아쿠아리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3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86 3

국립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71-18 3

DMC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708 3

MBC월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67 3

디지털파빌리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3

하늘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3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3

서울숲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3

정릉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 3

키자니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3

올림픽공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3

이태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23 3

경희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3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3

한양도성 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3

이화벽화마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이화동8-18 3

윤동주 문화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 3

남대문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21 3

강남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6 2

코엑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2

서울암사동유적지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139-2 2

김수영 문학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32길 80 2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2

홍대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8-54 2

한국영화박물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2

트릭아트뮤지엄 서울특별시마포구홍익로3길20 2



부록 79

방문지 주소 코스 수

삼성딜라이트IT체험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2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2

한강유람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2

블루스퀘어이트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2

북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 2

종각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291-2 2

운현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4 2

삼청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97-2 2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2

교보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2

흥인지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88 2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2

광희동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9 2

화폐박물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2

난타극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2

서울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숭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40 2

명동 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39-4 2

정동길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0-1 2

평화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74 2

NH아트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2

SM아티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

코엑스무역센터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3 1

테헤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804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01 1

암사생태공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16-1 1

북서울특별시 꿈의 숲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1

아차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213 1

가리봉동 쪽방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6-85 1

구로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1-2 1

가리봉 오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52 1



빅데이터로 살펴본 중구 관광지 트렌드 80

방문지 주소 코스 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1

성니콜라스성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8길 43 1

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1

한강 난지 공원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495-72 1

홍대입구역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동192-5 1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1

월드컴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1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6 1

연희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2-33 1

연희맛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7-8 1

한성 화교중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76 1

독립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 1

인왕산 서울특별시종로구무악동60-5 1

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1

휴먼탐구과학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 1

한국생명과학연구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300 1

서래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35 1

고속버스터미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1

교통종합체험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41 1

반포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 1

전기박물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60 1

청계천문화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30 1

승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길 76-1 1

북정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3길 132-3 1

친친문화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8-11 1

잠실구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1

서울올림픽기념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1

다중지능체험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35 1

63스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1

대림동 차이나타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1길 25 1

전국투자자교육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1

한국거래소 스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76 1

하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1



부록 81

방문지 주소 코스 수

국립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1

국립중장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1

한글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1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1

한국이슬람 중앙 성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 1

한남동 이슬람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 1

한남동 유엔빌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7 1

헤밀튼호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9 1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1

서울전쟁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1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

한남외국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79 1

다문화박물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35 1

북악산 성곽길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668-7 1

낙산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41 1

마로니에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8길 1 1

피맛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5길 32 1

헌법재반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1

가회 민화공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2 1

한상수 자수공방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29-1 1

사직공원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146-2 1

주한중국문화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23-1 1

현대미술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1

우정총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9 1

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1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651-1 1

박물관은 살아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1

통인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 1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1

국립서울과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

동아일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1

세운상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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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주소 코스 수

북악산 서울특별시종로구창의문로118 1

운종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70 1

서촌한옥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28-1 1

배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 1

중정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2-13 1

한국현대문학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8 1

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27 1

명동 화교소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길 35 1

명동예술극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35 1

배재학당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1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

안중근 의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1

남산과학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1

남산케이블카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83 1

그래뱅뮤지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1

방산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3길 18-1 1

을지로인쇄골목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38-10 1

삼일교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46-5 1

국립극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1

남산 성곽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1

구러시아공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1 1

중명전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1-11 1

한성 화교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8 1

충무로 서울특별시중구초동27 1

주한프랑스문화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1

서울광장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2가17-3 1

시청광장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2가17-3 1

남산한옥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1



부록 83

3 ∙ 서울시 중구청 추천 관광지

이름 구분 주소

N서울타워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고당기념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8-2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9-21

광희문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05

구 러시아 공사관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8

구세군 역사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30 구세군중앙회관

국립극장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공연예술 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그레뱅 뮤지엄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남산 케이블카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83

남산골 한옥마을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남산공원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예술센터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농업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덕수궁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 돌담길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 미술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 중명전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1-11

동국대학교 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패션타운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명동거리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10-1

명동난타전용관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명동성당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명동성당 꼬스트홀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명동예술극장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35

명보아트홀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47

문화역 서울 284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문화일보홀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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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구분 주소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10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9길 12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역사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2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서소문역사공원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서울광장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남산국악당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4길 28

서울시립미술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패션아트홀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손기정기념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

숭례문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40

안중근의사 기념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애니메이션 센터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26

약현성당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47-1

여해문화공간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3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표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유관순 기념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4길 30-1

이순신장군생가터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8길 19

이화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6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6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장충단 공원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1

재미로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42

정동극장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3

정동제일교회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6

종이나라 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지구촌 민속교육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청계천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65-5

청계천 헌책방거리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74

초전섬유 퀼트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6길 29

충무아트홀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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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구분 주소

코쿤홀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15-1

토이키노 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한국 금융사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5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의 집 전통문화체험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10

한국의집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10

한국현대문학관 박물관/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8

한빛미디어파크 문화공원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7-1

한양도성(서울성곽)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해치홀 공연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7

환구단 역사유적지/관광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6

훈련원 공원 자연(체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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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시 관광지 트립어드바이저 순위 Top 200 

(2019.11 기준)

관광지 인기 평가 평점 구분 주소

경복궁 1 7 4.5 박물관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한국 전쟁 기념관 2 3 4.5 박물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명동 쇼핑 거리 3 30 4.5 기타 서울 중구

북한산 국립공원 4 2 4.5 자연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262 

창덕궁 5 11 4.5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인사동 6 39 4.0 기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국립중앙박물관 7 5 4.5 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트릭아이뮤지엄 서울 8 18 4.5 박물관 서울 마포구 홍익로3길 20 서교프라자 B2 

서울메트로 9 1 4.5 교통편 서울

KTX 10 9 4.5 교통편 서울

한강 공원 11 12 4.5 자연 서울

N 서울 타워 12 45 4.0 랜드마크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남산 공원 13 26 4.5 자연 서울 회현동1가 100-177

롯데월드타워&몰 14 15  쇼핑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 117-123층 

명동난타극장 15 4 4.5 콘서트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3층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16 41 4.0 랜드마크 서울 중구 을지로 281 

청계천 17 32 4.5 랜드마크 서울

북촌 한옥마을 18 49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계동길 37 

봉은사 19 14 4.5 랜드마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조계사 20 16 4.5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하늘공원 21 10 4.5 자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홍대앞 거리 22 24 4.5 랜드마크 서울 마포구 서교동

광장시장 23 51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 

이화여자대학교 24 20 4.5 랜드마크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서울숲 25 21 4.5 자연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별마당 도서관 26 29 4.5 여행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러브뮤지엄 27 28 4.5 박물관 서울 마포구 홍익로3길 20 서교프라자 B1 

여의도 한강공원 28 8 4.5 자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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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기준)

관광지 인기 평가 평점 구분 주소

삼성미술관 리움 29 23 4.5 박물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서울스카이 30 34 4.5 랜드마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117~123층 

국립 민속 박물관 31 31 4.5 박물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여의도 공원 32 25 4.5 자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올림픽 공원 33 40 4.5 자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광화문 34 47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명동 성당 35 27 4.5 랜드마크 서울 중구 명동길 74 

창경궁 36 19 4.5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덕수궁 37 46 4.0 박물관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그레뱅뮤지엄 38 6 4.5 박물관 서울 중구 을지로 23 

서울 어린이 대공원 39 33 4.5 자연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40 38 4.5 자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Lotte World Mall B1F 

코엑스 아쿠아리움 41 63 4.0 자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코엑스몰 B1 O12 

스타필드 코엑스몰 42 62 4.0 쇼핑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잠실 야구 경기장 43 13 4.5 즐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44 37 4.5 박물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서울빛초롱축제 45 44 4.5 이벤트 서울 청계천

남산골 한옥 마을 46 55 4.0 랜드마크 서울 중구 퇴계로34길 28 

이태원 47 68 4.0 랜드마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대문시장 48 75 4.0 쇼핑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21 

가로수길 49 59 4.0 랜드마크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의 집 50 84 4.0 기타 서울 중구 필동2가 80-2

롯데월드 51 91 4.0 워터파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종묘 52 53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서울 역사 박물관 53 22 4.5 박물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1

삼청동길 54 48 4.5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낙산공원 55 35 4.5 자연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2-10

신세계 백화점 본점 56 60 4.0 쇼핑 서울 중구 퇴계로 77 

서울 한양 도성 57 17 4.5 랜드마크 서울

마장 축산물시장 58 74 4.5 쇼핑 서울 성동구 마장로31길 40 

익선동한옥거리 59 88 4.5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익선동

인왕산 60 78 4.5 자연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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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인기 평가 평점 구분 주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61 43 4.5 박물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고투 몰 62 56 4.0 쇼핑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번지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63 42 4.5 쇼핑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석촌호수 64 54 4.5 자연 서울 송파구 잠실로 148 

국립 고궁 박물관 65 50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롯데백화점 본점 66 85 4.0 쇼핑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타임스퀘어 67 58  쇼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놀이똥산 68 172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쌈지길 별관 2층 

중부시장 69 86 4.0 쇼핑 서울 중구 오장동

선릉과 정릉 70 72 4.0 랜드마크 서울 강남구 선릉로100길 1 

광화문 광장 71 64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72 57 4.0 자연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중앙성원 73 52 4.5 랜드마크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0-39 

63시티 74 77 4.0 랜드마크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삼청각 75 96 4.5 랜드마크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3 

박물관은살아있다 인사동점 76 61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지하1층, 지하2층 

동대문 쇼핑몰 77 93  쇼핑 서울 종로6가 289-3

이화 벽화마을 78 65 4.0 기타 서울 종로구 이화동

서울불꽃축제 79 111 4.5 이벤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 한강 공원 

이대 패션거리 80 66 4.0 랜드마크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스타일난다 핑크호텔 81 123 4.0 쇼핑 서울 중구 명동8길 37-8 

세종대왕 동상 82 67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세종로

예술의전당 83 36 4.5 박물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서울 월드컵 경기장 84 73 4.0 랜드마크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5 

신촌 85 69 4.0 랜드마크 서울

코엑스 센터 86 103 4.0 여행자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59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87 102 4.0 쇼핑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88 87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 

서울로7017 89 82 4.0 랜드마크 서울 중구 청파로 432

고속터미널상가 90 107 4.0 쇼핑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망원시장 91 142 4.0 쇼핑 서울 마포구 포은로8길 14 

남산 케이블카 92 100 3.5 교통편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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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기준)

관광지 인기 평가 평점 구분 주소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93 109 4.5 박물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3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94 71 4.5 랜드마크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95 110 4.0 쇼핑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5 

고척스카이돔 96 127 4.0 랜드마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 

커먼그라운드 97 117 3.5 쇼핑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00 

서울식물원 98 149 4.5 자연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

동대문 시장 생선구이 골목 99 116 4.0 기타 서울 종로구

용마랜드 100 169 4.5 워터파크 서울 중랑구 망우로70길 118 

IFC 몰 101 81 4.0 쇼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충무공 이순신 동상 102 76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 시청 103 70 4.0 랜드마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홍대난타전용극장 104 104 4.5 콘서트 서울 마포구 양화로16길 29 홍익몰 

서울 대학로 105 79 4.0 기타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106 128 3.5 쇼핑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에스알티 107 143 4.0 교통편 서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108 106 4.5 박물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디큐브 시티 109 90  워터파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한국 가구 박물관 110 138 4.5 박물관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121 

가락시장 111 157 4.0 쇼핑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정동극장 112 92 4.5 콘서트 서울 중구 정동길 43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113 140 4.5 박물관 서울 마포구 성산동 39-13 

숭례문 114 83 4.0 랜드마크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청와대 사랑채 115 118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효자동 152 

반포대교 116 114 3.5 랜드마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동작대로 350

뮤지엄김치간 117 183 3.5 박물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4 인사동마루 본관 4~6층 

광희 패션몰 118 148 4.0 쇼핑 서울 중구 신당1동 777 21

두타 119 136 3.5 쇼핑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테지움 서울 120 201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지봉로 19 시즌빌딩 B1

선유도 공원 121 115 4.5 자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43

디뮤지엄 122 152 4.0 박물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 123 112 4.5 여행자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청와대 124 98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빅데이터로 살펴본 중구 관광지 트렌드 90

(2019.11 기준)

관광지 인기 평가 평점 구분 주소

동대문 밀리오레 125 126 3.5 쇼핑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85

롯데월드 스타 애비뉴 126 237 3.5 워터파크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동대문 (흥인지문) 127 94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종로 288 

아이파크몰 128 129 4.0 쇼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정동전망대 129 146 4.5 랜드마크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고려대학교 130 119 4.5 랜드마크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용산 가족 공원 131 134 4.5 자연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68-87 

롯데 영플라자 명동점 132 130 4.0 쇼핑 서울 중구 남대문로 67 

아차산 133 155 4.5 자연 서울 광진구 광장동 

길상사 134 122 4.5 랜드마크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서울 시립 미술관 135 105 4.0 박물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국립 한글 박물관 136 139 4.0 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홍익대학교 137 124 4.0 랜드마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우표박물관 138 162 4.5 박물관 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 중앙 우체국 지하 2층

국립 서울 현충원 139 131 4.5 랜드마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Statue of Gangnam Style 140 207 3.5 랜드마크 서울 영동대로 513 코엑스동문 

꿈의 숲 141 154 4.5 자연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147

신세계 강남점 142 145 4.0 쇼핑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코엑스 143 132 4.5 랜드마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서울풍물시장 144 249 3.5 쇼핑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 

서울 광장 145 108 4.0 랜드마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Jung-gu

한양도성박물관 146 150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 

절두산 순교 성지 147 219 4.0 박물관 서울 마포구 합정동 96-1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148 180 4.0 자연 서울 광진구 동일로4길 56-10

세븐럭카지노 강북힐튼점 149 456 3.0 즐길 서울 중구 소월로 50 

응봉산 150 171 4.5 자연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540

운현궁 151 95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4 

갤러리아 백화점 본점 152 168 4.0 쇼핑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3 

경희궁 153 113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경의선숲길 154 164 4.5 자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5길 50-4 

국기원 155 221 4.5 즐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문화역서울 284 156 97 4.0 랜드마크 서울 중구 통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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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기준)

관광지 인기 평가 평점 구분 주소

메세나폴리스몰 157 151 4.0 쇼핑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명동지하상가 158 205 3.5 쇼핑 서울 중구 남대문로 지하 72 명동역 

세종이야기 • 충무공이야기 159 133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안산자락길 160 230 4.5 야외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75-66 

서초관광정보센터 161 80 5.0 여행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8-7

아이스갤러리 162 223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화동 138-7

라뜰리에 163 298 4.0 박물관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타워 11층 

마리오 아울렛 164 165 4.0 쇼핑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23

낙산 공공 미술 165 89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낙산3길 7-9 혜화역 ~ 낙산공원 굴다리길

KBS 온 166 231 4.0 랜드마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에이피엠 플레이스 167 288 4.0 쇼핑 서울 중구 을지로 276 

북악산 서울 성곽 168 99 4.5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화폐 금융 박물관 169 120 4.0 박물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70 238 4.5 박물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백인제가옥 171 170 5.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북촌로7길 16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172 217 3.5 카지노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21

양재 시민 공원 173 156 4.5 자연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174 144 4.5 박물관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산5-58 

이태원 앤틱 가구 거리 175 212 4.0 기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림 미술관 176 125 4.5 박물관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1

세빛섬 177 141 4.0 자연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63 시월드 178 209 3.5 자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롯데 피트인 179 214 3.5 쇼핑 서울 중구 을지로 264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180 220 4.5 여행자 서울 중구 명동8길 27 엠플라자 5층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81 181 4.5 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서빙고로 135

동묘벼룩시장 182 241 4.0 쇼핑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대문성곽공원 183 222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세븐럭카지노 강남코엑스점 184 317 3.5 즐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58 

몽마르뜨 공원 185 182 4.5 자연 서울 서초구 반포동 

피규어뮤지엄 186 299 4.5 박물관 서울 강남구 선릉로158길 3

탑골 공원 187 161 3.5 자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세종대왕 기념관 188 137 4.5 박물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57 



빅데이터로 살펴본 중구 관광지 트렌드 92

(2019.11 기준)

관광지 인기 평가 평점 구분 주소

안중근의사 기념관 189 242 4.0 박물관 서울 중구 소월로91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190 287 4.5 여행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46 

K-Style Hub 191 240 5.0 여행자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2층~5층 

아름다운 차박물관 192 262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9-11 

남평화 상가 193 191 4.0 쇼핑 서울 중구 장충단로 282-10 

63 스카이 아트 194 159 4.0 박물관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보라매 공원 195 158 4.5 자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하이서울페스티벌 196 163 4.5 이벤트 서울 

헬로에이피엠 197 333 3.5 쇼핑 서울 중구 장충단로 253 

덕수궁 미술관 198 203 4.0 박물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99 

보신각 199 153 4.0 랜드마크 서울 종로구 종로 54 

명동관광정보센터 200 210 4.5 여행자 서울 중구 을지로 66 외환은행 본점 별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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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울시 중구 관광지의 해시 워드클라우드

N서울타워 고당기념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광희문

구 러시아 공사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국립극장 공연예술 박물관 국립극장

그레뱅 뮤지엄 남산 케이블카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공원

남산예술센터 농업박물관 덕수궁 덕수궁_돌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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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_미술관 덕수궁_중명전 동국대학교_박물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패션타운 명동 삼일로 창고극장 명동 재미로 명동거리

명동난타전용관 명동성당 꼬스트홀 명동성당 명동예술극장

명보아트홀 문화역_서울_284 문화일보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서소문 역사공원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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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국악당 서울성곽_남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패션아트홀

손기정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애니메이션 센터 약현성당

여해문화공간 영락교회50주년기념관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 우표박물관

이순신장군생가 이화박물관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장충단 공원 정동극장 정동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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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나라박물관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 청계천 헌책방거리 청계천

충무아트홀 코쿤홀 토이키노 박물관 한국금융사박물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의집 한국현대문화관 해치홀

환구단 훈련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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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울시 중구 관광지의 인스타그램 게시 현황

#태그 
누적 게시물 

수 
인기글 평균 
좋아요 수 

인기글 평균 
유지시간(h) 

게시물 
생산지수 

반응도 트렌드지수 

#청계천 473362 874 30.43 0.28 11 0.22

#한국의집 12,765 1,205 3912.68 0.00 0 0.25

#덕수궁 239,818 934 358.35 0.05 2 0.1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54,938 2,316 1240.86 0.06 3 0.17

#명동예술극장 11,891 295 4720.87 0.00 0 0.18

#문화역서울284 33,118 1,083 3382.47 0.01 0 0.09

#그레뱅뮤지엄 7,559 644 7024.44 0.00 0 0.05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8,072 1,225 567.19 0.02 1 1.59

#서울시립미술관 123,563 330 261.01 0.02 2 0.15

#남산골한옥마을 24,711 3,553 5052.36 0.01 0 0.08

#서울광장 27,309 8,772 2969.44 0.00 0 0.08

#n서울타워 32,321 3,446 2434.9 0.00 0 0.08

#서소문역사공원 4,626 1,960 2103.38 0.01 0 0.99

#안중근의사기념관 2,689 2,972 10491.03 0.00 0 0.33

#남산예술센터 3,880 157 4854.82 0.00 0 0.19

#충무아트홀 40,119 310 4999.19 0.01 0 0.05

#정동제일교회 1,327 303 1307.59 0.00 0 0.26

#서울남산국악당 1,795 198 8904.07 0.00 0 0.26

#덕수궁중명전 462 122 3547.33 0.00 0 0.23

#명동거리 12,787 784 933.8 0.02 1 0.69

#명동삼일로창고극장 55 65 11487.29 0.00 0 0.13

#코쿤홀 846 76 6130.25 0.00 0 0.13

#덕수궁돌담길 64,513 1,441 918.55 0.02 1 0.11

#남산케이블카 12,612 1,754 9561.4 0.00 0 0.11

#명보아트홀 4,092 265 9373.77 0.00 0 0.45

#약현성당 7,188 397 8751.82 0.00 0 0.22

#덕수궁미술관 14985 465 1386.71 0.00 0 0.08

#환구단 1,933 964 6584.45 0.00 0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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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누적 게시물 

수 
인기글 평균 
좋아요 수 

인기글 평균 
유지시간(h) 

게시물 
생산지수 

반응도 트렌드지수 

#손기정기념관 626 92 2506.88 0.00 0 1.94

#농업박물관 2,110 177 3716.05 0.00 0 0.13

#정동극장 12,042 423 4360.8 0.01 0 0.16

#한국은행화폐박물관 1,042 74 3078.48 0.00 0 0.19

#토이키노박물관 310 63 21021.9 0.00 0 0.07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179 46 17094.77 0.00 0 0.07

#명동재미로 197 698 9646.84 0.00 0 0.24

#이화여고100주년기념관 620 132 8909.9 0.00 0 0.6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6,853 499 3303.04 0.00 0 0.14

#종이나라박물관 943 52 6060.12 0.00 0 0.13

#우표박물관 1,238 54 13259.59 0.00 0 0.09

#우리은행은행사박물관 116 47 8792.68 0.00 0 0.15

#장충단공원 3,208 728 5769.74 0.00 0 0.12

#배재학당역사박물관 613 92 9049.44 0.00 0 0.2

#훈련원공원 400 93 11206 0.00 0 0.11

#한국금융사박물관 162 34 12945.58 0.00 0 0.07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 35 5 19358.52 0.00 0 0.02

#이화박물관 332 46 4778.29 0.00 0 0.1

#이화여고유관순기념관 9 19 14570.43 0.00 0 0.11

#문화일보홀 122 32 26243.23 0.00 0 0.07

#광희문 2,895 665 5361.3 0.00 0 0.16

#구세군역사박물관 62 13 4642.1 0.00 0 0.18

#동국대학교박물관 11 27 14253.98 0.00 0 0.13

#청계천헌책방거리 687 112 10238.92 0.00 0 0.12

#구러시아공사관 751 114 7062.52 0.00 0 0.13

#일본군위안부기억의터 10 60 8605.04 0.00 0 0.47

#동대문패션타운 141 35 2608.04 0.00 0 0.32

#이순신장군생가 13 56 16798.32 0.00 0 0.92

#해치홀 16 21 33905.31 0.00 0 0.09

#광희동중앙아시아거리 12 28 12375.89 0.00 0 0.26

#숭례문 27,460 1,373 1564.56 0.01 0 0.15

#초전섬유퀼트박물관 23 36 22136.28 0.00 0 0.08

출처: starta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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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시 중구 관광지의 하반기 인지도 분석*

◦ 청계천 (6월~8월, 9월~11월)

* 출처: spuls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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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1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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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3

◦ 덕수궁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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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5

◦ N서울타워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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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7

◦ 명동성당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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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9

◦ 명동거리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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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1

◦ 남산골 한옥마을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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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3

◦ 그레뱅 뮤지엄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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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5

◦ 서울광장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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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7

◦ 명동난타전용관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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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9

◦ 남산 케이블카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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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1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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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3

◦ 안중근의사 기념관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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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5

◦ 국립극장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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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7

◦ 애니메이션 센터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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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9

◦ 구 러시아 공사관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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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1

8 ∙ 서울시 중구 관광지의 하반기 감성 분석*

◦ 청계천 (6월~8월, 9월~11월)

* 출처: spuls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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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3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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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5

◦ 덕수궁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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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7

◦ N서울타워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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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9

◦ 명동성당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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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1

◦ 명동거리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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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3

◦ 남산골 한옥마을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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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5

◦ 그레뱅 뮤지엄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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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7

◦ 서울광장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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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9

◦ 명동난타전용관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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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1

◦ 남산 케이블카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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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3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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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5

◦ 안중근의사 기념관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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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7

◦ 국립극장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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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9

◦ 애니메이션 센터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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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1

◦ 구 러시아 공사관 (6월~8월, 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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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u Tourism Trends with Big Data

Sun-Young KimㆍDae-Yong HyunㆍIn-sook Kim

To survive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 which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is intensifying,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changing needs of customers. As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panded, BUZZ Monitoring, which can automatically search various 
voices of customers as well as collect and analyze them in real time, became possible.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about how to use big data in the field of tourism. Nowadays travel trends, 
emotions, spending patterns, travel routes, and festival performances are analyzed by combining 
social data, such as SNS and portals, and various big data including credit card payment history, 
mobile communication, and subway use information. As such, big data analysis which includes not 
only numerical data but also texts and images is more efficient and provides abundant implications 
than quantitative analysis which is only based on input and output. This study identifies tourism 
trends in Jung-gu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new demand based on big data.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domestic awareness, # hashtags written in Korean on Instagram were 
analyzed for 74 tourist sites recommended by Jung-gu Culture & Tourism website 
(junggu.seoul.kr/tour/). In order to understand the tourism trends of foreign tourists, the level of 
overseas awareness was measured by using review scores of the travel agency Tripadvisor 
(tripadvisor.co.kr). In order to discover new markets, where teenagers living in rural areas want 
to visit most in Seoul was surveyed. In order to calculate the level of local awareness, frequency 
analysis of visits was conducted with 799 destinations of 104 school trips that included Seoul as 
destinations or stops among best practices of school trips published on Crezon (www.crezone.net) 
which is an information sharing website of various experiences. For analysis and data collection, 
buzz monitoring systems, pulsek.com and startag.io, were used, and related words analysis and 
word cloud were implemented by 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st popular tourist spots i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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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gu was Cheonggyecheon Stream, followed by Dongdaemun Design Plaza (DDP), Deoksugung 
Palace, and N Seoul Tower. In terms of awareness, Cheonggyecheon Stream showed the highest 
domestic awareness followed by Deoksugung Palac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and 
Myeongdong Cathedral, while the level of overseas awareness was all high for Cheonggyecheon 
Stream, Dongdaemun Design Plaza (DDP), Deoksugung Palace, N Seoul Tower, Myeongdong 
Cathedral, and Myeongdong Street. The level of local awareness showed same frequency for 
Cheonggyecheon Stream, Dongdaemun Design Plaza (DDP), and N Seoul Tower, followed by 
Deoksugung Palace by a slight difference. Popular tourist attractions in Jung-gu for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were found out to be different (e.g. Myeongdong Cathedral, Myeongdong Street, 
Namsan-gol Hanok Village, etc.), and teenagers from rural areas had very limited visi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The feedback from travelers leads to 
the influx of new visitors, so constant monitoring of visitors is required by the local government. 
If a QR code is placed at each tourist spot, additional information or nearby recreational facilities 
can be introduced, and at the same time, reviews can be collected in real time to reflect them in 
facility maintenance and product development. In addition, since tourist attractions in Jung-gu are 
usually adjacent to each other, it is possible to provide a package program with commentators for 
overseas and rural tourists who travel from one representative place as a starting point. For 
example, with the theme of “movies”, Chungmuro, Eulji-Yuram, and visit program to nearby 
universities can be combined. Lastly, Jung-gu's recommended tourist spots are not frequently 
exposed on SNS. Although Seoul Tower was renamed as N Seoul Tower in December 2005, it is 
still remembered as Namsan Tower on SNS. In this wise, although the recommended tourist spots 
in Jung-gu are important and worthwhile,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Koreans is low because 
exposure is dispersed due to no unified name and no related keywo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representative keywords and develop related keywords (search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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