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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지 련 정보들을 활용한 지 이미지 분석은 소비자들의 목 지에 

한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특정 지에 한 이미

지를 더욱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의 지 이미지 실례연

구를 실시하여 구의 지 이미지를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국내 포털 사이트를 상으

로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구의 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지 이미지 요소들

을 추출하고 향 정도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객 인 라시설과 문화와 술, 역사 등의 

지 이미지 형성 요소들이 구의 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들로 악되었으며, 특히, ‘

구 구골목투어’가 체 인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 중심어 :∣소셜미디어∣빅데이터∣사회연결망분석∣소셜네트워크분석∣대구 관광지 이미지∣
Abstract

A positive destination image has an impact on the tourist arrivals and economic growth of the 

tourist destination. Recently, the content generated by sharing tourist experiences and 

destination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as been increasing. The online content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major tourist decision source and provide more in-depth materials and richer 

content to extract destination image, insight and tourist’s perceptions of the destinat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destination image of Daegu online and draw lessons for 

successful image management in an era of big data. Text mining approach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tract destination image determining elements and assess the 

influence of the elements. The result showed that destination image elements related to tourist 

infra-structures and culture, history and art affected the overall destination image of Daegu. 

Destination marketers should make an effort to grasp these precise destination image and seek 

ways to boost competitiveness as a tourist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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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은 국가의 경제발 에 가장 기여하는 산업 

의 한 분야로서[1], 지역사회의 수입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련 산업의 발 에 기여한

다. 따라서 많은 지역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쟁

력 확보를 해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의  진흥을 해서는 소비자들의 실질

인 심사와 요구를 정확하게 악하여 지역을 표할 

수 있는 지 이미지 개발과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목 지 이미지의 정확한 분석은 목 지의 경

쟁력을 차별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2]. 

최근 인터넷 환경의 격한 기술 발 과 변화는 

상품의 유통과 마 [3], 정보 소비 패턴의 재설계를 

포함한  생태계를 격하게 변형시키고 있다[4]. 이

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실시간 생

성되는 지와 련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목 지 이미지와 목 지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목 지 이미지 분석은 정보 수집의 새로운 원

천으로서 실시간 축 되는 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목 지 이미지 악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폭넓고 깊이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정보

가 된다.  따라서 목 지의 략 인 이미지 마

을 해서는 오 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목 지 

이미지 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 이미지 연구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실질 이고 직 인 지 

이미지를 악하기에 용이하며, 지 이미지의 일반

화된 특성보다 유일한 특성을 악하기에 합하다[5].

특히, 통 인 지 이미지 연구의 조사방법인 설문

조사와 인터뷰 등의 샘 링과 코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6],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체계 인 수집을 한 알고리즘 인 샘 링

이 가능하며, 키워드를 활용한 동시출  빈도분석과 결

과를 시각화시킬 수 있다[6]. 한 이미 장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시간 생성되는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

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시간의 감과 분석의 용에 

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7].

본 연구는 구 역시를 상으로 온라인 지 이

미지 분석을 실시하 다. 재 구 역시는 지역을 

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에 한 안건을 ‘

구의 10  정책 아젠다’에 포함시키고, 2020년까지 국내

객 8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8], 지역의 다양한 

 매력과 인 라를 상품화시키고, 장 심의 

유치 략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여행 주요 방문

지 순  국내 17개 장소  15 , 국내여행 주요 방문지 

순  국내 17개 장소  14 에 머물 다[9]. 구는 

목 지로서 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해서는 좀 더 다

양한 지역의 매력성을 발굴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

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 구의 

지 이미지의 정확한 분석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

여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를 분석하고 지 이

미지 마 을 한 실무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이미지 요소들을 무엇인가 ?

연구 문제 2.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이미지 요소들은 무엇

인가 ?

연구 문제 3.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 형성 요소

들 간 연결망 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

Ⅱ. 선행연구 고찰 

1. 관광지 이미지의 측정

지 이미지는 객의 목 지 의사결정에 

핵심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의 행동을 측하

는데 아주 요한 개념이다[10]. 지 이미지의 이해

는  목 지의 매력성과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11],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목

지의 부정 인 이미지를 수정시키거나 정 인 이

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지 마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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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2]. 

학 분야에서는 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는 주로 인지  요소와 정서  요소로 악하고 있는

데, 인지  이미지는 역사유 , 자연경 , 사회간 자본 

등과 같은 유형 이고 직 으로 찰 가능한 기능

인 측면의 이미지이며, 감정 인 이미지는 일반 인 느

낌과 같은 심리  측면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12]. 

지 이미지 측정은 주로 인지  이미지와 정서  이

미지를 구분하여 각 이미지 구성 요소들 간의 계를 

밝히는 추세이다[5]. 

2000년  반에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

불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정보를 활용

한 지 이미지 도출과 측정에 련된 연구들

[4][13-18]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 까지 온라인 지 

이미지 연구들은 오 라인 지 이미지 도출과 더불

어 지 이미지 마 에 있어 많은 시사 을 보여

다. 그러나 기존의 온라인 지 이미지 연구들은 데

이터 수집과 분석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연구에 활용

된 데이터의 수집기간과 수집 양도 제한 이다. 

2. 빅데이터의 관광분야 적용

최근 들어 산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의 요성

을 인식하고 활용방안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2013년에 들어서면서 문화체육 부는 R&D 사업의 

하나로 문화 반 빅데이터의 직 , 심미  정보 시

각화 시스템 개발을 기획 상과제로 선정하여 공공데

이터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19], 신한카드는 한국

문화 정보센터와 제휴를 맺고 국내외 객의 이용 행

태 등에 한 범 한 자료를 분석해 정부의  정

책 수립에 기여하기 해 객 행태 분석 서비스 컨

설 을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제공하기로 하 다[19]. 

2015년 5월에는 문화체육 부와 한국 공사가 기

존의 한국  100선 선정방식을 탈피하여 온라인 빅

데이터 분석결과를 반 하고 문가들의 정성  평가

를 거쳐서 2012년에 이어 2번째로 ‘한국 100선’을 선

정하기도 하 다.

원래 빅데이터는 량의 자료(Data)라는 의미의 일

반 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재 빅데이터의 개념

은 데이터의 양이 무 방 하여 일반 인 방법이나 도

구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수집, 장, 검색, 분석, 시각화

가 어려운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게 

되었다. 

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경제 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 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는 하나의 사회 인 

상으로 두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업들이 오랫동

안 고민해 온 과제에 한 해결책을 제공해  뿐 아니

라, 로세스와 조직, 산업 반, 심지어 사회 자체를 변

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20]. 이

러한 높은 효용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랜

드나 이미지 분석, 트 드 분석, 기 리, 스토리텔링, 

표  마 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 신기술과 트 드를 개발할 수 있다[21]. 

학계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버즈모니터링, 

온라인 리뷰를 통한 감성분석, 정보탐색 연결망 연구 

등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들[20][22-26]이 시도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학 분야에서 빅데

이터 활용은 탐색 인 수 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온라인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도구를 활용한 

실증 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3.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사회연결망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은 다

양한 행 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계의 연결

망을 통해 인간 행 나 사회 구조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개체간의 계를 시각 으로 표

하여 개체 간 연결 상태  연결구조의 특성을 계량

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27]. 사회연결망 분석은 연결

망 구조를 구성하는 노드와 링크의 수, 연결 유무 등을 

토 로 생성된 행렬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

들을 통해 연결망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은 최근 복잡계의 일환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체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이나 진화과정 같

은 네트워크 발 과 련된 규칙이나 법칙을 규명하려

는 일반론 인 성격의 연구로 발 되어왔다[28].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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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 분석은 심리학, 경 학, 자 커뮤니 이션

과 같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용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

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측정 지표에는 

도분석(density analysis), 심성분석(centrality 

analysis), 집 도분석(centralization analysis)등이 있

다[26][29][30].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

는 측정 지표의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사회연결망분석의 주요 측정지표 

측정지표 내  용

밀 도
분 석

네트워크 크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

밀 도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실제로 연결된 관
계의 수와 가능한 모든 연결간 비율

포괄성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지 못한 노드들의 크
기에 대한 지표

중심성 
분  석

연결정도 중심성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 

근접 중심성
한 노드가 모든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근
접하게 연결되었는지를 측정

매개 중심성
한 노드가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 사이
에서 위치 정도 측정 

집중도
분  석

연결정도 집중도
각 노드들 간의 연결정도를 기반으로 전
체적인 네트워크의 집중도를 측정

근접 집중도
각 노드들의 거리를 토대로 전체적인 네
트워크의 집중도를 측정

매개 집중도
네트워크 내에서 한 노드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의 정도를 측정

손동원(2013) 참조 논자 작성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대상과 범위 선정

1.1 데이터 수집 키워드와 대상 선정

우선,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 추출을 해서 

데이터 수집 키워드를 선정하 다. ‘ 구’, ‘ 구시’, ‘

구 역시’, ‘ 구 ’, ‘ 구여행’, ‘ 구투어’ 등 구의 

지 이미지 추출에 합하다고 단되는 단어들을 

키워드로 하여 시험 으로 1차 데이터를 수집하 다. 1

차 데이터 수집결과를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1차 데이

터 수집 키워드  구의 지 이미지 도출에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 구 ’, ‘ 구여행’, ‘ 구투어’ 

의 단어를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을 한 키워드로 최

종 선정하 다. 

그리고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각각의 

카페, 블로그, 지식인 채 을 데이터 수집 상으로 선정

하 다. 네이버와 다음을 데이터 수집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 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정보 검

색과 공유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웹사이트로 단되

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한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으로 한정하 다.

1.2 수집 데이터 분류 범주 선정

키워드 분석에 있어서 키워드를 문맥에 치시키기 

해서, 단어의 실제 개념에 따른 범주를 선정하는 것

이 필수 이다[16]. 키워드 분석을 통해 수집된 원데이

터의 정제와 구의 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지 

이미지 요소를 악하기 해서 Beerli와 Martin[31]의 

지 이미지 결정요소 범주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추출되는 실제 단어들의 분류에 활용하 다. 

Beerli와 Martin의 지 이미지 결정요소 분류는 

자연자원, 일반 인 라 시설, 객 인 라 시설, 

객 와 여가, 문화, 역사와 술, 정치   경제  

요인,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장소 분 기 등 9개의 

요소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지 이미지 결정요소 분

류는 지 이미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지 이

미지 측정척도 의 하나로서 유형 이고 직 으로 

찰 가능한 인지  요소 악과 심리  측면의 정서  

요소 악이 모두 가능하다[32].

2. 데이터 수집과 분석방법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를 도출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악하고 분석하기 해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 다. 데이터 수집

은 키워드 검색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도, 

집 도, 연결정도 심성, CONCOR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실시하 으며, 본 연구의 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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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절차

2.1 텍스트 마이닝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정형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

고 수집된 데이터의 이진 매트릭스로 자동 변환이 가능

한 Textom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 다. 

우선, ‘ 구 ’, ‘ 구 여행’, ‘ 구투어’의 키워드 검

색을 통해 명사, 형용사, 부사를 포함한 텍스트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 다. 데이터 수집 후 부 합한 텍스트를 

삭제하는 1차 정제작업을 거친 후, Textom의 부가 기

능인 The SCRM을 이용하여 2차 정제를 실시하고 동

일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은 한 단어로 통합하 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들의 동시출  빈

도분석을 실시하여 구의 지 이미지에 향을 미

치는 상  주요 단어들을 악하 다. 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해서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1모드(1-mode)의  

칭형 매트릭스(단어)X(단어)를 생성하 다. 

2.2 사회연결망분석

범용 사회연결망분석 도구인 UCINET6를 사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정제된 텍스트 데이터를 변환시

킨 칭형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회연결망분석을 실

시하 다.  

우선, 네트워크 데이터의 도(density)와 네트워크

의 집 도(network centralization)의 분석을 실시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의성 검정을 해서 부트스트랩

을 활용한 일표본 평균검정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이미지 

요소들과 이들 연결망의 구조  특성을 악하기 해

서 체 데이터의 연결정도 심성(degree centrality)

과 CONCOR분석을 실시하고 Netdraw를 활용하여 분

석 결과를 시각화하 다. 

Ⅳ. 결과분석

1. 데이터 수집 결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수

집된 데이터의 양은 총 98,759 텍스트 다. 채 별 수집 

데이터의 양은 카페가 49,612 텍스트, 지식IN 36,133 텍

스트, 블로그가 10,719 텍스트 순으로 나타났다.

2012 IDC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데이터의 총량은 

약 543 엑사 바이트로 추정되며, 이  정보가 태그되고 

분석된다면 23%의 정보만이 빅데이터를 해 활용될 

수 있다고 하 다[33]. 그러나 기술이 필요와 실제로부

터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유용한 데이터의 3%만이 태그

되어 있고 분석은 이보다도 더 은 0.5%정도로 나타

났다[33]. 이러한 으로 본다면 연구에 활용된 

98,759텍스트는 실제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로 지 않

은 데이터의 양이다. 

2. 데이터 분석 결과

연구 문제 1.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지 이미지 요소들은 무

엇인가 ?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텍스트 마이닝

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의 동시출  빈도분석(co- 

occurrence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 온라인

에서 목 지로서 구에 해 언 할 때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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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출  빈도분석 결과,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들이 구지역의 에 해 언 할 때 가장 많이 동

시에 언 하는 특정장소, 여행형태, 여행동기 등을 악

할 수 있었다. 동시출  상  주요 단어들에는 특정 지

명이나 특정 장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 

이미지의 속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추

출된 주요 단어들을 살펴보면 부분의 단어들이 인지

 이미지 요소에 포함되는 단어 다. 반면에 정서  

이미지 요소에 포함되는 동시출  상  주요 단어들은 

‘걷기좋은’,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정도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의 지 정서  이미지 요소를 악하

는데 합한 단어의 동시출  빈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동시출 빈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전체 데이터의 주요 단어 빈도수

순 단어 빈도 순 단어 빈도
1 대구중구골목투어 1263 26 관광주간 54

2 김광석길 379 27 오픈탑시티투어버스 53

3
대구관광스탬프트
레일

324 28 대구야경 53

4 근대문화골목 314 29 이월드 51

5 골목길여행 227 30 혼자여행 51

6 대구시티투어 176 31 수성못 50

7 대구맛집 173 32 즐거운 48

8 서문시장 166 33 마비정벽화마을 45

9 당일여행 158 34 경상감영달성길 45

10 약령시 149 35 1박2일여행 44

11 이상화고택 133 36 한국근대문화역사 43

12 계산성당 114 37 문화관광 43

13 동성로 113 38 추억여행 42

14 걷기좋은 90 39 도심여행 41

15 동산선교사주택 90 40 기차여행 40

16 진골목 89 41 대구수목원 38

17 한국관광명소100선 89 42 안지랑곱창골목 37

18 맛집투어 82 43 앞산공원 37

19 청라언덕 81 44 달성공원 36

20 동대구역 69 45 이야기가있는 33

21 역사여행 68 46 대구근대역사관 33

22 대구제일교회 65 47 허브힐즈 30

23 서상돈고택 61 48 동인동찜갈비골목 29

24 팔공산 60 49 납작만두 28

25 31만세운동길 56 50 강정고령보디아크 28

다음으로 동시출  빈도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구 

지 이미지와 연 된 단어들을 지 이미지 결정

요소 분류를 활용하여 각 이미지 요소별로 단어들을 분

류하 다. 주요 상  단어들의 지 이미지 결정요소

별 분류 결과, 구의 지 이미지는 객 인 라

시설,  문화, 역사와 술 자원, 와 여가 자원 등의  

인지  이미지 요소들을 심으로 구의 지 이미

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출  상  주

요 단어들의 지 이미지 요소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

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단어의 관광지 이미지 요소별 분류

구 분 단 어 빈도

자연자원 팔공산, 수성못 2

일반
인프라시설

동대구역, 안지랑곱창골목, 동인동찜갈비골목, 
김광석길, 진골목, 마비정벽화마을 

6

관광객
인프라시설

골목길여행, 도심여행, 맛집투어, 역사여행, 혼
자여행, 추억여행, 1박2일여행, 당일여행, 기차
여행, 대구관광스탬프트레일, 대구시티 투어, 
대구중구골목투어, 대구맛집, 오픈탑시티투어
버스 

14

관광객 레저와 
여가

이월드, 허브힐즈, 달성공원, 대구수목원, 강정
고령보디아크,  대구약령시, 동성로, 서문시장 

8

문화, 역사와
예술

동산선교사주택, 서상돈고택, 이상화고택, 대
구근대역사관, 한국근대문화역사, 근대문화골
목, 31만세운동길, 경상감영달성길,  납작만두, 
대구제일교회, 계산성당, 팔공산, 청라언덕 

13

정치/경제요인 한국관광명소100선, 관광주간 2

자연적 환경 대구야경, 앞산공원 2

사회적 환경 해당없음 0

장소 분위기 즐거운, 걷기좋은, 이야기가있는 3

결과 으로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는 주로 특

정 지명이나 장소 등 지 이미지의 인지  요소들을 

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객 인 라시설, 문화, 

역사와 술 등의 자원들을 심으로 하여 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문제 2.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 이미지 요소들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해서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이미지 요소들을 악하

고자 수집 데이터를 칭형 이진 매트릭스로 변환시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 다. 체 데이터 연결망구

조의 도와 네트워크 집 도 분석, 연결 심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네트워크 데이터들 간의 계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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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가를 확인하기 해서 부트스트랩을 통한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 다. 

체 데이터의 의미연결망의 도와 네트워크 집

도 분석결과, 네트워크의 노드들 간에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는 도(density)는 0.548로 나타났으며, 체 네

트워크가 소수의 특정한 노드들에게 집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집 도(network centralization)는 

4.93%로 나타났다. 도의 값은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

데 도 1에 가까울수록 연결망 구조가 복잡하고 결속

도와 응집성이 높다. 

네트워크 데이터 유의성 검정을 하여 체 데이터

의 의미연결망의 도와 네트워크 집 도 분석결과를 

토 로 일표본 평균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체 네트워

크 데이터의 표집분포 평균(표본평균의 평균)은 0.5522

이었으며, 표 오차는 0.1960의 값이 산출되었다. 산출

된 표 오차를 이용하여 다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 값

은 2.7933(=0.5476/ 0.1960)(z-score)로 산출되었으며, 

z-score보다  값이 큰 값이 나올 확률은 0.014로서 

유의수  5%를 기 으로 할 때 체 네트워크 데이터

들 간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다.  

유의성 검정을 통해서 지 이미지 요소에 련된 

네트워크 데이터가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동시출  

빈도가 높은 상  주요 단어들이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지 한 향을 미치며, 상  주요 단어들은 서

로 한 연 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

의 온라인 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한 

연 성을 가질수록 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림 2]와 

같이 각 요소간의 연결이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다음으로 각 이미지 요소들이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서 체 데이터

의 연결정도 심성(degree centrality)을 분석하 다. 

연결정도 심성이 높을수록 구의 지 이미지 형

성에 향력이 높은 요소들로 이해할 수 있다. 

체 데이터의 연결정도 심성 분석 결과, ‘ 구 구

골목투어’, ‘근 문화골목’, ‘김 석길’, ‘골목길여행’,  ‘

구 스탬 트 일’, ‘서문시장’, ‘이상화고택’, ‘당일여

행’, ‘약령시’ 등의 순으로 연결정도 심성이 높게 나타

그림 2. 전체 데이터의 연결망 분석결과

났다. 특히, ‘ 구 구골목투어’와 이와 련된 코

스들이 연결정도 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 구 구

골목투어’와 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구의 지 이

미지 형성에 직결되는 이미지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연결정도 심성 분석에서 주목할 은 동시출  빈

도 분석결과에서 상  주요 단어에 포함되지 않았던 

‘ 쁜’, ‘입소문난’ 등의 단어들이‘ 즐거운’, ‘이야기가 있

는’, ‘걷기좋은’과 같은 정서  이미지 요소를 악할 수 

있는 단어들과 함께 연결정도 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는 것이다. 연결정도 심성이 높은 정서  이미지 요

소와 연 된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온라인상에서 구

의 지로서의 이미지는 정 인 편에 속한다고 유

추할 수 있다. 연결정도 심성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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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데이터의 연결정도 중심성

순
단어

연결정도 
심성

순
단어

연결정도 
심성

1 대구중구골목투어 3159(0.145) 26 동대구역 188(0.009)

2 근대문화골목 1093(0.050) 27 경상감영달성길 173(0.008)

3 김광석길 1010(0.046) 28 도심여행 154(0.007)

4 골목길여행 779(0.036) 29 한국근대문화역사 152(0.007)

5
대구관광스탬프트
레일

636(0.029) 30 대구야경 152(0.007)

6 서문시장 636(0.029) 31 즐거운 149(0.007)

7 이상화고택 588(0.027) 32 추억여행 148(0.007)

8 당일여행 489(0.022) 33 도심여행 146(0.006)

9 약령시 454(0.021) 34 혼자여행 137(0.006)

10 계산성당 450(0.021) 35 마비정벽화마을 135(0.006)

11 대구맛집 424(0.019) 36 문화관광 134(0.006)

12 동성로 414(0.019) 37 안지랑곱창골목 133(0.006)

13 동산선교사주택 405(0.018) 38 1박2일여행 132(0.006)

14 대구시티투어 380(0.017) 39 대구근대역사관 131(0.006)

15 한국관광명소100선 369(0.017) 40 이야기가있는 129(0.006)

16 청라언덕 366(0.017) 41 기차여행 127(0.006)

17 진골목 359(0.016) 42
오픈탑시티투어
버스

124(0.006)

18 서상돈고택 313(0.014) 43 관광주간 114(0.005)

19 걷기좋은 303(0.014) 44 대구수목원 113(0.005)

20 대구제일교회 273(0.013) 45 납작만두 112(0.005)

21 역사여행 249(0.011) 46 허브힐즈 102(0.005)

22 맛집투어 244(0.011) 47 두류공원 99(0.005)

23 31만세운동길 242(0.011) 48 예쁜 98(0.005)

24 수성못 212(0.010) 49 가족여행 98(0.005)

25 팔공산 192(0.009) 50 입소문난 92(0.004)

결과 으로 ‘ 구 구골목투어’를 심으로 하여 

련 지들과 같은 인지  요소들이 서로 한 연

성을 가지고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요한 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문제 3. 구의 온라인 지 이미지 형성 요소

들 간 연결망 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의 연결망 구조가 

가지는 특징을 악하기 해 CONCOR분석을 실시하

다. CONCOR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그림 3].

CONCOR 분석 결과, 구의 지 이미지를 형성

하는 주요한 이미지 요소들은 [그림 3]과 같이 3개의 군

집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 구시티투어’, ‘ 구 구골

목투어’, ‘ 구 스탬 트 일’과 이와 연 된 장소들

이 집 으로 연결된 객 인 라시설 요소들의 유

사군집, 둘째, 자연환경, 와 여가 요소에 연 된 단

어들의 유사군집, 셋째. 문화, 술과 역사 요소와 연

된 유사군집으로 연결망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림 3. CONCOR 분석 결과

CONCOR 분석결과를 통해서 체 인 구의 

지 이미지 형성 구조는 구의 로그램을 심으

로 하는 객 인 라시설 요소가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요소들의 하 구조이며, 자연환경, 와 여가, 

문화, 술과 역사에 한 요소가 지 이미지 형성 

구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의 

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이미지 요소들을 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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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의 지 이미지 마 을 한 실무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동시출  빈도가 높은 

상  주요 단어들을 추출함으로써 구의 지 이미

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 구골목투어’와 련된 지들의 동시출

 빈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를 표하

는 상품이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직결되고 

있으며, 구도심 심으로 골목으로 표되는 문화, 

술, 사회  자원에 기반을 둔 지 목 지로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구지

역의 지명의 동시출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 구 구골목투어’의 홍보 마 이 잘되었다는 의미

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 으로 구의 다른 자원

에 한 홍보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

석에 련된 단어들의 동시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을 미루어 서 동시 의  인기를 얻은 유명인이 

지역을 표하는  콘텐츠로서 큰 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연결망분석의 도와 네트워크 집 도 분

석을 통해서 부분의 동시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서로 상호 하고 유기 으로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연결정도 

심성 분석 결과를 통해 ‘ 구 구골목투어’와 련된 

코스들이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핵심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결정도 심성 분

석결과에서 주목하여야 할 은 ‘맛집투어’, ‘ 구맛집’

과 같은 단어들도 연결 심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

다. 소비자들이 목 지의 통음식과 식도락

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닭갈비하면 춘천, 면하면 부산, 흑돼지하면 제주도가 

연상되듯이 구의 표 인 향토음식을 지 이미

지 마 에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CONCOR 분석을 통해 구의 지 이미지

는 ‘ 구 구골목투어’를 심으로 하는 이미지 요소들

의 군집이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 이미지와 연

된 단어들이 집 된 클러스터에는 ‘ 구 스탬 트

일’, ‘ 구 구골목투어’등의 구를 표하는 상

품을 비롯하여, 이들 로그램에 포함된 코스들과 

함께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 구 스탬 트 일’과 

‘ 구골목투어’가 ‘당일여행’, ‘1박2일여행’, ‘기차여행’, 

‘동 구역’등의 단어들의 같은 클러스터에 포함된 것으

로 보아 구는 교통을 활용한 교통 근성이 좋은 

단기여행 목 지로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 구시티투어’, ‘팔공산’, ‘허 힐즈’, ‘강정고령보

디아크’로 구성된 클러스터와 ‘ 구맛집’, ‘안지랑곱창골

목’, ‘혼자여행’, ‘맛집투어’, ‘마비정벽화마을’, ‘이월드’, 

‘수성못’ 등으로 형성된 클러스터가 지 이미지 요소

들의 연결망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가 생태 과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목 지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즐

길 수 있는 음식  목 지로서 소비자들이게 어

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으로, 온라인상에서 구의 지 이미지는 

사회문화  자원으로 분류되는 ‘ 구 구골목투어’

와 연 된 다양한 골목들에 기반으로 한 도심  목

지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의 지 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 구 구골목투어’와 련된 코스에 무 치우쳐져 있

음을 알 수 있다. 구가 목 지로서 잠재 객들

의 심을 유도하기 해서는 ‘컬러풀 구’라는 CI에 부

합하는 구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  수 있는 략

인 지 이미지 조성과 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온라인의 다양한 정보원천을 

활용한 분야의 이미지와 랜드 분석에 한 지침

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정형 빅데이터를 어떻게 의미

있는 자료로 분석하여 장에서 용할 것인가에 한 

기본 인 방향을 제시하 다는 이다. 둘째, 통 인 

지 이미지 연구가 제한된 표본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과는 달리 실시간 축 되고 있는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유의미

한 결과를 도출하 다는 이다. 셋째, 기존의 지 

이미지 연구들은 통 인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이미지 측정 척도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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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도출하 으나 본 연구는 데이터를 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여 사회연결망분석을 

용하여 지 이미지를 분석하 다는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텍

스트 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 데이터들은 부분

이 인지  이미지 요소에 치 되어 정서  이미지를 

악하기 한 텍스트 데이터가 비교  었다는 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진과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지 

이미지의 인식에 요한 역할을 하지만 텍스트 데이터

만을 활용하여 지 이미지 연구를 실시하 다는 

이다. 

특히 분야에서는 목 지의 특색을 달하는 

사진과 동 상의 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향후에는 

페이스북이나 트 터와 같은 실시간 생성되는 감성분

석을 통한 정서  지 이미지 요소에 련된 연구와 

사진 캡션과 태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

인 지 이미지 연구도 바람직하다. 한 구시의 

실제 인 지 홍보 내용과 본 연구결과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지 홍보 내용과 지 이미지 간의 

상 계를 악하는 연구와 지 이미지 요소간의 

인과 계나 실제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핵심요인

에 한 실증 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지 이미지 연

구에 더욱 더 실무 인 시사 이 높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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