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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image is considered one of important symbolic and important factors in selecting the travel destination. 

Many cities are trying to be an attractive and popular city to tourist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good brand image 

by utilizing their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This study measures the city brand image by applying a big data 

analytic method. In addition, the big data measurement results were rearranged and analyzed to identify further 

detailed city images by utilizing several previous interpretation methods. Our study has chosen Dubai since this city 

has the diverse images due to its regional as well as economic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nowadays Dubai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uristic places in the Middle East region for its modern and innovative 

image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location, weather, religion, and even political issues of neighbor countries. Founded 

on a big data analysis rather than a questionnaire-based survey, the presented interpretation methods are evaluat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Dubai’s diverse city image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o have a practical impact on establishing the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to build and implement the 

valuable city bran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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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행자들은 여행 목 지를 최종 선택하기 해서

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취미, 여행의 목 , 

산, 일정과 같이 개인 인 요인에 향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여행 목 지의 다양한 특성에 향을 

받기도 한다. 여행 목 지의 선정을 문제인식, 정보

탐색, 안평가, 구매, 구매 후 평가의 다섯 단계로 

나 어 볼 때 각 단계 별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정보 탐색  

안 평가 단계에서 외부의 객 인 의견과 평가 내

용은 의사 결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 를 들면, 

SNS에 등록된 정보는 여행 목 지의 이미지를 만

드는데 많은 향을 끼치게 된다. 이 공개된 정보로 

형성된 도시 이미지는 여행 목 지를 정하는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체험 이 의 여행객들에게도 

지 선택에 한 확신을  수 있다(Echtner and 

Ritchie, 1991; Gallarza et al., 2002). 왜냐하면 이

용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Kotler et al., 1993)는 

여행에 한 잠재  험을 감소시키고, 방문 장

소와 상되는 서비스에 해 정 인 기 감을 

형성함으로써(Barich and Kotler, 1990; Gartner, 

1989) 선택과 구매(Hunt, 1975; Pike and Ryan, 

2004; Tapachai and Waryszak, 2000) 과정을 용이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도시들은 여행

자들에게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하여 홍보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학계에서도 도시 이미지에 한 많은 연구가 시작

되었다(Pike, 2002). 학계 심도의 증가는 2002년을 

심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1993년부터 2001년

까지 22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11개의 해외 에 

논문이 출간되었다. 2002년 이후 심이 증가하여 

2009년까지도 334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200개의 

해외 논문이 출간되었으며(Gertner, 2011), 최근까

지도 높은 심이 유지되고 있다. 

어느 한 도시의  마  략을 수립하기 

하여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마 과 도시 랜드 

마  분야에서 도시 이미지는 잠재 여행객의 인

식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각 도시들은  마 을 하여 자신의 

도시 이미지를 자세하게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만일 그 도시가 실질 인 모습과는 다

르게 부정 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객들은 

어떤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세부 인 분석이 

필요하다. 섬세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에 

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만 재의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차별 인 도시 랜드 마  

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 하다. 

한편, 최근에 들어서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상의 정보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향을 미치고 있다. 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 과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스마트 

투어리즘 시 가 도래하 기에, 여행객들은 더욱 

가치 있는 수많은 정보를 과거보다 쉽게 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편

리성과 보편화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도

시 이미지는 객들의 의사 결정의 큰 향을 끼

치게 되었다. 도시 이미지는 그 도시를 체험한 

객들에 의한 개인 수 의 주  의견과 평가가 축

되어 형성된 결과라고 볼 때, 온라인이야 말로 

들이 갖고 있는 일반 인 이미지에 가장 쉽게 

근할 수 있는 채 이다. 따라서 IT의 발 과 함께 

도시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공개 인 정보(SNS 소

셜네트워크)는 꼭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취

지에서 볼 때 온라인 채 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

한다면 그 도시에 한 이미지를 섬세하고 정확하

게 찾아낼 것으로 기 가 된다. 그와 더불어 최근에 

들어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용함으로써 

기존에 보편 으로 활용되던 설문 조사 방법보다 

의미 있고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도시 이미지를 알아보

기 해 표 화된 설문 항목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 다. 그러나 설문

지 기반의 이미지 분석은 몇 가지 한계 이 있다. 



City Brand Image of Dubai Using Big Data Analytics    19

첫째, 샘 링의 방법에 따라서 응답자들이 주

인 견해가 개입되어 체 의견을 변하기가 어렵

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샘 의 방법에 

따라서 객 인 이미지 조사가 어려워 질 수 있

다. 둘째, 측정 시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 이 있다. 셋째, 각 도시마다 특성이 다름에

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척도로 만들어진 기존의 설

문지로는 도시 이미지에 한 인식을 변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시 

이미지 척도가 일 성 있고 다양하게 발 하지 못

하 기 때문에 객들이 느끼는 다양한 이미지

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측정하기 해서는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

는 차별화된 다차원 인 측정이 요구되지만 기본의 

설문 항목은 이런 부분의 약 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Feighey, 2003; Jenkins, 1999; MacKay and 

Couldwell, 2004).

본 연구는 두 가지 목 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도시 이미지 측정을 하여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빅데이터 방법을 활용하여 보고자 한다. 사

례 도시로는 아랍에미 이트에 치한 두바이를 

선정하여 분석을 하 다. 둘째, 빅데이터 측정에서 

발생된 키워드를 가지고 기존에 알려진 분석 방법

을 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키워드와 

빈도수를 제시하는 것이 보편 인 방법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단순 빈도 심의 해석은 도시 이미

지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데

이터 마이닝의 결과물을 제 로 해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에는 

기존에 사용되는 랜드  이미지 분석 방법을 

빅데이터의 결과에 용하여 으로써, 도시 이미

지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이미지를 다차원 인 측면

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공헌 은 첫 번째, 도시 이미지를 분석함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제시 할 것이다. 두 번

째, 기존의 방법을 용하여 다양하고 세부 인 도

시 이미지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인식되는 단편 인 도시 이미지

를 탈피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정  이미지를 더

욱 강화하고 더불어 차별화된 새로운 정  이미

지를 구축하기 한 실무 마  략을 세우는데

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이 느끼는 도시 이

미지를 빅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악한 후 소비자

들이 매력 있게 느낄 수 있는 도시 랜드 이미지 

략을 세심하게 구축할 수 있다. 한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효과 인 도시마  략을 세워 도시 

랜드 홍보효과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이

론  배경으로 도시 이미지와 도시 랜드 이미지

에 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후 제 3장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 결과와 3가지 방법의 응용 해석 방법

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 4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해 논의할 것이다.

2. 이론  배경 : 도시 이미지와 도시 
랜드 이미지

2.1 도시 이미지

이미지는 한 개인이 어떤 상을 인식할 때 의식

으로 시각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기억 코드 혹

은 연상  매개체를 통해 심상(Imagery)을 형성할 

수 개념으로, 이 개념은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이미지는 시각  자극뿐만 아니라

(Mandler, 1984), 소비자의 느낌이나 생각, 태도와 

같은 요인들의 심리  속성까지도 포함하는 구성체

로 이루어진다(Gardner and Levy, 1955). 이미지

의 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사건, 사물, 자연 등에

도 존재한다(Allport, 1979). 제품의 이미지는 물리

 속성과 사회  그리고 심리 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연 된 상징  연상(Sym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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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Definition and Research Contents

Gertner and Kotler(2004) A city image is a synthesis of people’s belief, idea,  and impression of the city.

Mowen(1990)
An image has a symbolic meaning, which is persistent but changeable at the same time. Therefore, 
an image can change contingent on social level, generation, education level and locations.

Kotler(1986)
An(region’s) image is a series of beliefs(subject, object, expectation, and continuing evaluation) 
that a person or a group has about a subject(region). This results in an expectation that people 
favor continuously in reality(image persistence). 

Allport(1979)
There is a claim that the range of imaging must include not only humans but an incident, 
things, nature, etc., but a regional image only applies to a case when an image of a group 
is created based on a region or its people.

Lawson and Bovy(1977)
Individual knowledge, impression, prejudice, imagina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about a 
certain location. In other words, an image is objective, subjective, and emotional perception.

Lynch(1960)
Studied physical environment factors that contribute to city image recognition to figure out 
how people really perceive the city image and its components by comparing two cities between 
Boston and Jersey, both of which have the gap in terms of image.    

Boulding(1956) People’s personal belief based on overall result of experiences(subject, object and attitude).

<Table 1> Studies of City Image Definition and its Contents

Association)의 집합체이며, 동시에 실제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마음속의 표상(Represen-

tation)이다(Kosslyn, 1983). 

도시도 제품 이미지와 마찬가지 하나의 제품으

로 간주하여 이미지 개념을 용하여 생각할 수 있

으며, 도시 이미지는  목 지를 고르는 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50년 부터 시작된 

연구에서 도시 이미지는 지역에 한 의 주

 마음의 세계, 경험의 종합  결과라고 정의하

다(Boulding, 1956). 

도시 이미지의 견해는 <Table 1>과 같이 다양

하다. 도시 이미지는 에 의하여 형성된 차별화

된 인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도시 이미지는 단

순하게 랜드마크 등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다양하

게 형성된다.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총합(Gertner 

and Kotler, 2004)이며, 이 느끼는 종합 이고 

복합 인 감정과 이를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인상

이다. 이 종합 이고 복합 인 의미는 연상의 상

인 도시의 실체와 련된다(Crompton, 1979). 이

상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 이미지는 복잡한 과

정을 거쳐서 형성되기 때문에 표 이미지만을 단

편 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표

화된 설문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게 될 경우 

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2.2. 도시 랜드 이미지(City Brand Image)

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기능  속성과 상징  가치의 고유한 

집합을 말하는 것이다(Keller, 2003). 그리고 랜

드 이미지란 특정 랜드가 고객의 감각기 을 통

해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조직

화된 연상들의 집합(Aaker, 1997)이다. 랜드이미

지는 소비자에 의해 해석되는 복합  개념이다. 다

시 말하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강력하고, 

호의 이며, 독특한 랜드를 연상하여 창출하는 

것이며 포  에서 볼 때 랜드 이미지는 랜

드 연상에 련한 총체  집합을 의미한다(Dobni 

and Zinkhan, 1990). 랜드는 단순한 여러 연상들

의 집합뿐 아니라, 그 연상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룹들로 조직화된 결정체이다.  따라서 랜

드는 심리  요인을 시하여 랜드 이미지를 느

낌, 태도, 정신  사고 등 감정  요소로 요약하기도 

한다(Reynold and Gutman, 1984). Aaker(1997)

는 다양한 랜드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이것을 진정성

(Sincerity), 흥미(Excitement), 역량(Competence), 

세련됨(Sophistication), 견고함(Ruggednes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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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Research content

Park(2010)
A total meaning and perception even including consumer’s personal imagination and impression 
created by city’s characteristics, various city environments, and tangible and intangible 
distinctions with other cities.

Yoon and Kim(2010)
A city brand image can only exist when a city is defined based on a brand’s perspective. 
City image is a general concept that includes various perspectives about the city. As a result 
a city brand image is included in general a city image.

RLee and Cho(2007)
City brand personality reflects its perceptional structure constructed by city’s identity factors 
and history.

Lee and Kim(2005)
A city’s brand image is an asset that includes commercial value and favorability that people 
have about the city.

Kavaratzis(2004) Managing every spectrum that constitutes a city, stakeholders, and communication with clients.

Echtner and Ritchie
(2003)

Organized collection of perception with meaningful and favorable memory regarding the city’s 
diverse characteristics.

Keller(2003)
Developed progressively through Perception → Judgment → Emotion → Attitude stages 
toward a higher level of involvement.

<Table 2> Concepts of City Brand Image

나 어 보게 되었고, 이후 그가 제시한 5개 차원이 

랜드를 구분하는 기 으로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3.4)에서도 그가 제시한 5개

의 랜드 차원을 도시 랜드 이미지와 목하여 

분석을 하 다.   

도시 랜드 이미지는 <Table 2>와 같이 학자

마다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결국 한 도시의 심상

(Imageability)을 나타내는 ‘도시 이미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도시 랜드 이미지 역시 ‘사람들이 도시

에 해 느끼는 체 인 인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 이미지는 도시 랜드 이미지를 포함

하는 개념이고, 도시 랜드 이미지는 명확한 목

성을 지닌 인식으로서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향

력이  증 하고 있다(Yoon and Kim, 2010). 

도시 랜드 이미지는 개인의 주 인 감정까지 

포함하여 그 개인의 기억 속에서 다양한 속성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본질  특성을 통해 방문객 같은 잠재 고객들이 부

가 으로 가치를 느끼게 하는 총체 인 상징이 된

다. 도시 랜딩(City Branding)은 이러한 도시의 

속성을 선정하고 연상시키는 의도  작업으로서 마

을 해 필요한 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

시 랜딩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합

으로 리하며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인 커뮤

니 이션을 한다는 에서 기존의 마 과는 차

별화되는 이 있다. 

특정 도시에 한 SNS 네트워크상에 의견을 체

계 으로 수집하여, 도시에 한 개개인들의 감정

을 총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

은 들이 갖고 있는 의식 /무의식 인 이미지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미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설문을 

통해서만 도시의 랜드 이미지를 살펴보았기 때

문에 개인의 숨어있는 감정까지 알 수 없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는 

의 무의식과 의식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SNS 등을 통해 지(도시) 이미지를 빅데이터

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분석 방법  결과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두바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여 도

시 랜드 이미지를 분석하 다. 재 아랍에미

이트는 한민국 사람들이 구  검색을 하는 나라 

 한민국 다음으로 인기 있는 나라이다(Google 

Trend, 2017). 201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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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 선정되었다(Gulf.com, 2017). 특히 연구&

강의 로그램  표 연구논문 소개_20170703. 

pdf 연구&강의 로그램  표 연구논문 소개_ 

20170703.pdf 두바이는 버즈칼리 (Burj Khalifa)

로 불리우는 최고 높이의 빌딩과 버즈알아랍(Burj 

Al Arab)이라는 가장 호화스러운 7성  호텔이 

있는 도시로 한국에 리 알려져 있다. 2015년에

는  세계 주요 도시 에 런던, 리, 방콕 다음

으로 많은 객이 방문한 도시이며, 동 지역

에서 이미 가장 요한 허  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단기간

에 동에서 가장 인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

진 계로, 세부 인 도시 이미지 분석 통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이미지도 분석될 것으로 기 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응용 분석

을 통하여 두바이의 다양한 이미지를 효과 으로 

찾아내고자 하며, ‘두바이’라는 도시가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빅데이터 응용 방법을 용하기에 

할 것으로 단되어 이 도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하여 시간에 따른 ‘두바이’ 

검색의 추세를 ‘구  트 드’를 찾아본 결과, 2015

년 이 에 만들어진 자료의 양으로는 분석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되었기에 2016년 3월부터 시

작하여 한국인이 사용한 1년간(2016. 3. 15～2017. 

3. 15)의 네이버블로그, 표 인 소셜네크워크 서

비스인 트 터의 댓 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

(크롤링)하여 진행되었다. 

트 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먼  트 터 

웹 등록 사이트(https://apps.twitter.com/)에 속

하여 로그인 한 뒤 트 터 어 리 이션 로그래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등록을 하 다. 이후 API Key를 받아서 인

증을 요청한 뒤 R 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방법으로는 install.packages(“twitteR”) 

install.packages(“ROAuth”)의 패키지를 설치한 뒤 

library(twitteR)와 library(ROAuth)를 호출하여 인

증코드를 가져온 뒤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과정의 첫 번째로는 텍스트 처리(Text 

Preprocessing)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Natural lan-

guage)로 표 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단어들을 식

별하고, 도메인에 합한 의미 정보로 변환하여 추

후 텍스트 분석에 이용되는 표 인 단어를 추출

하는 작업을 한다. 표성을 보이는 연 어를 선택

함에 있어 기 은 빈도수로 하 으며, 다른 복되

는 연 어는 표성을 보이는 연 어의 빈도수에 

합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 다. 를 들어, 

비싸다(Count : 358), 비싼(229), 비싼 가격(52), 가

격 비싸다(28) 등 같은 의미를 가졌으나 그 형태가 

다른 연 어  ‘비싸다’의 빈도수가 가장 높으므로 

나머지 연 어들의 빈도수를 더하여 비싸다(667)로 

합산하 다. 이러한 텍스트 처리 과정은 텍스트

에 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단어의 

제거와 정제는 분석 결과에 한 내용 타당성을 높

이게 된다(Xiang et al., 2015).

두 번째 단계는 형태소 분석이다. 형태소분석은 

SNS 댓  분석을 해 Tokenization, Normali-

zation, Stemming, Stopwords 등의 일반 인 정제 

과정을 거친다. Tokenization 단계는 단어와 문장 

문단을 구성하는 알 벳을 제외한 의미 없는 문자열

을 포함한 각종 기호와 부호들을 삭제하는 과정이

다. 의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기호들을 제거하

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사  의미

를 갖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단어들 간의 사  의미 계

에 한 분석 정확도가 떨어진다(Manning, 1999). 

부정확한 단어 추출은 텍스트 분석 결과에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데이터의 가공 작업을 하 다. 

즉, 문자열에 해 공백(Space)을 기 으로 토큰

(Token)이라 불리는 조각들로 나 는 작업을 하고, 

각종 기호, 이모티콘, 마침표 등 의미 없는 문자들도 

함께 제거하 다.

토큰 정규화(Token Normalization) 단계는 데

이터에서 Tokeniza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상

으로 올바른 철자로 쓰여진 것을 별하는 작업이

다. 단어들의 올바른 철자 표기를 확인하고,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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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s Freq. NO Words Freq. NO Words Freq. NO Words Freq.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ega
Awesome
Happy
Beautiful
Good
7 -Star
Wrong
Development
Burj al Arab
Desert
Dream
Ghost town
Unstable
Party
Scale
Leave
Difficult
Cool
Restrict
Restaurant
World-wide
Variety
Hot
Famous
New
Construction
Expensive
Represent
Erection
Excited

6,157
5,160
4,234
4,079
3,678
3,652
3,574
3,261
3,058
2,733
2,690
2,659
2,487
2,303
1,591
1,574
1,559
1,397
1,317
1,153
1,068
1,033
800
723
700
680
667
662
660
65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World first
High
Decline
Success
Shopping mall
Expect
Resort
Cooking
Building
Special
Amazing
Proud
Cheerful
Gorgeous
Fast
Delicious
Different
Interesting
Amazed
Active
Crime
Excellent
Beach
Waiting
World first
Tough
Safe
Strong
Artificial island
Cute

650
641
568
549
528
519
507
482
461
455
434
428
417
376
361
348
347
336
335
331
328
324
324
305
296
282
259
243
235
223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Yacht
Hope
Unique
Hard
Clear
Cheap
Horrible
Doubt
Long
Luxury
Sincerely
Gold
Superior 
Miracle
Soar
Continuous
Love
Exotics
Wide
Important
Change
Global
Far
Try
Best
Stress
Detailed
Special
Short
Accept

222
218
217
207
204
186
170
168
167
164
163
158
156
153
145
141
132
124
123
123
120
119
114
113
113
112
111
110
108
105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Surprised
Warm
True
Grow up
Spread
Fantastic
Ask
Blame
Impressive
Disbelieve
Small
Innovative
Owned
Perfect
Burgundy
Enjoy
Passion
Small
Attention
Attractive
Traditional
Ardor
Real
Modern
Vouch
Friendly
Sexy
Soft
Elegant
Farm-Ireland

91
91
90
89
89
87
86
85
84
84
83
82
81
81
80
75
75
75
73
69
51
49
46
34
33
32
30
24
22
22

TOTAL : 84,318(Words less than 20 frequencies are not included.)

<Table 3> Result of Crawling to Dubai

단어일지라도 소문자, 띄어쓰기, 임 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로 인식되지 않도록 동일한 

형태로 변형시켜주는 작업을 의미한다. 를 들어 

Windows, windows, window는 windows로 통

일하는 작업을 말한다. Stemming 단계는 시제, 단수, 

복수 경우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단어의 같은 어

근을 찾아서 동일한 단어로 간주한다. Stopwords 

단계는 문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요한 의미가 

없는 사, 속사, 치사, 명사 같은 단어들을 

제외하는 작업이다(Xiang et al., 2015).  

와 같은 처리 작업을 거친 뒤 추출된 단어들

은 <Table 3>과 같다. ‘두바이’ 단어를 분석한 결

과 총 84,318개의 단어를 수집하 다. 가장 많은 빈

도의 단어는 ‘ 형’이라는 단어로 6,157회의 언

이 되었다. 상  6개의 단어는 ‘ 형’과 비슷하게 

‘멋진’ 이 5,160회, ‘해피’가 4,234회, ‘좋다’가 3.678

회, ‘아름답다’가 4,079회, ‘7성 ’이 3,678회로 두바

이의 특징을 나타내고 단어로 분석되었다. 이들 상

 6개의 단어는 26,989개로 체 84,318개  32%

를 차지한다. 상  22 까지는 1,000회 이상 언 된 

단어들로 구성되어있다. 앞에서 언 한 6 까지의 

말을 포함하여 ‘ 티’, ‘규모’, ‘떠나다’, ‘시원한’, ‘

스토랑’, ‘세계 ’, ‘다양한’, ‘개발’, ‘버즈알아랍’, ‘사

막’, ‘꿈꾸다’ 등의 정 인 말들도 있지만 언 된 

단어   ‘잘못하다’, ‘유령도시’, ‘불안하다’, ‘어려운,’ 

등의 부정 인 말들도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두바

이의 도시 이미지를 정확 악하기 해서는 보다 

세부 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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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ubai City Image by Word Cloud

<Figure 1>은 크롤링 된 데이터에서 빈도수가 

많은 단어들을 크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워드 클라우드로 결과를 표 한 것이다. 본 Figure

에서 두바이에 한 심층 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

어들, 즉 ‘ 형’, ‘멋진’, ‘해피’, ‘좋다’, ‘아름답다’, 

‘7성 ’ 등을 쉽게 악할 수 있다. 이런 정 이고 

도시의 특징을 표하는 이미지에 한 분석을 바탕

으로 차별화된 도시 랜드의 마  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체 인 이미지

를 악에는 의미가 있으나 세부 인 이미지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결과를 응용 해석하

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보완해 보고자 한다.

3.2 Echtner and Ritchie(1991)의 상 이미지 

측정 표 

Echtner and Ritchie(1991)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공통 인 기능에 기반’하여 4가지 속성

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도시를 기능 (Func-

tional) 특성 비 정서  특성(Psychological), 그

리고 체 (Holistic) 특성 비 속성 (Attributes) 

특성을 구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 다. 기능 (Functional) 특성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인 면으로써 용인의 에

버랜드, 제주도의 한라산 등을 로 들 수 있다. 그

리고 정서  특성(Psychological)은 도시에 하여 

만들어진 인상으로써 명성, 서비스에 한 품질, 평

, 안  등이 포함된다. 를 들어 낭만 인 리, 

신비한 네팔 등이 있다. 체  특성(Holistic)은 

그 도시에 하여 반 으로 느껴지는 총체 인 

인상이며, 속성  특성(Attributes)은 도시에 한 

개별 속성 인자를 뜻한다.

<Figure 2>는 Echtner와 Ritchie의 분석 틀에 

크롤링 결과를 용한 이다. 그림에서 x축은 

체 /속성  속성을 나타내고, y축은 기능 /심리

 속성을 나타낸다. 제3.1 의 크롤링 방법에 따라 

총 120개의 단어가 선택되었으나, 그 에서 4가지 

속성(기능 , 정서 , 체 , 특징  속성)에 포함

된다고 단되는 단어를 선정하여 Echtner and 

Ritchie의 분석틀에 입한 것이다. 용 분석 방법

의 객 성을 높이기 하여 추출된 단어의 선정과 

배치는 32명 학원생들과 3번의 토론 과정을 거쳐 

체 인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 다. 이 게 선

정된 단어는 4분면에 배치된 결과를 <Figure 2>

는 보여주고 있다.  

단어 분류는 정 이미지(굵게), 립 이미지(

)와 부정 이미지(기울임꼴)로 구분하여 표시하

다. 이를 통해 ‘두바이’에 한 의 인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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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age Measurement Chart Model

인 면과 부정 인 면에 한 시각 으로 쉽고 명

확한 악이 가능하다. 반 으로 란색의 정

인 이미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각 4가지 

분면에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 인 

이미지는 체 (Holistic) 특성의 오른쪽 분면보

다 속성 (Attributes) 특성의 왼쪽 분면에 치우쳐

서 많이 분포하 다. 이는 두바이 도시에 한 부정

인 이미지들은 도시 체 인 것이라기보다 일부 

사건이나 특정 부분들에 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Figure 2>와 같은 분류는 반 으로 골고

루 분포된 정 인 이미지 단어들과 일부 특성

인 부분들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부정 인 이미지의 

단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 이 있다. 

3.3 이우종과 김남정(2005)의 도시 연상 이미

지의 분류기

Lee and Kim(2005)은 조사하고자 하는 연상 이

미지와 련하여 구체 인 암시를 주지 않고 조사

상자로 하여  특정 단어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

르는 것을 답하게 하는 자유 연상법을 사용하여 연상 

이미지를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우종과 김남

정의 논문의 틀을 바탕으로 추출된 두바이 이미지 

단어를 분류 하 다. 이미지 분류 기분 방법을 텍스

트 마이닝 결과에 용할 경우에도 이미지에 한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Table 4>와 같이 차트형식으로 이미지를 분류

하게 되면 실체  이미지(단 시설, 장소, 자연환경, 

도시환경 요소), 상징  이미지 형성(사회/문화/활

동, 도시공간/지리/ 상, 시 /시계열, 도시생활 요

소)에 해 한 에 악하기 쉽다. 기존 이우종과 김

남정의 논문에서는 도시계획 분야별 그리고 성격별

(실체 , 상징  개인경험요소)로 분류방법을 구분

하 으나 본 논문은 ‘여행자 입장’에서 도시계획분

야별 분류가 불필요하다고 단되어 제외하 다. 따

라서 <Table 4>는 ‘두바이 이미지’에 해 성격별 

유형으로만 분류하 으며, 다음의 <Table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롤링한 단어들에 해 성격별

(실체 , 상징  개인경험요소)로 한 각 단  요

소별로 정, 립, 부정 이미지들을 분류하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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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lassification Contents Positive Neutral Negative

T
Y
P
E

F
u
n
c
t
i
o
n
a
l

Unit facilities element
Burj Khalifa 
Emirates Tower

Show
Experience
Cool

Large
High
Tourism

Expensive

Place elements Dubai theme park
Broad, interesting,
Mysterious 
world’s largest

Variety 
Experience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Desert Artificial 
Island resort

Warm
A lot of(resource)

Forbidden 
Hot, Climate 
Sand wind

Urban environmental 
elements

Desert cities
Development

Expected Dream
Escape
Failure

P
s
y
c
h
o
l
o
g
i
c
a
l

Society, culture,
Activity factor

Women’s human 
rights
Class society

Gorgeous
Enjoy

Keep(something)
Perfect

Infringement
Ignored
Low divide
Discrimination

Urban space, 
geography,
Phase element

Oil Reserves
Desert

Global 
Luxury

Wide
Imported
Development

Waste

Age, time series 
Element

Development
(Drones taxi,)
Golf Tournament

New
Beautiful
Variety

Exhibiting
Experience
Topic

Insecure

Elements of urban 
life

Cost
Crime

Low crime rate 
Safe

Difference
Dependent on Exporters
Prejudice
Rise

Personal experience factor
Destination
Tour

New
Expected
Dream
Leave
Safe

Representative
Exotics
The first time in the 
world

Hot
Insecure

<Table 4> Dubai’s Image Association Classification Model

로써 도시 이미지의 특성들을 보다 구체 으로 악

해 볼 수 있었다. 실체  유형  단 시설 요소로 분

류하 을 때, 정 으로는 ‘멋있다’와 부정 으로

는 ‘비싸다’라는 단어가, 장소 요소로는 ‘세계 최 ’

라는 단어가, 지리  요소로는 동임에도 ‘ 로벌

하다’라는 단어가 도출됨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이 다른 도시 이미지와는 차별이 되는 표 인 두

바이 도시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도시 연상 이미지 분류에서는 성격별(실체 /상징

/개인경험요소)로 분류해 으로써 보다 구체 으

로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두바이 도시 이미지의 특성

들을 악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4.3 에서는 

Aaker(1997)의 랜드 개성 척도 분류 기 을 용

하여 두바이 도시 이미지를 분석하려 한다.

3.4 Aaker(1997)의 랜드 개성의 척도(Brand 

Personality Scale) 분류

본 연구에서는 Aaker(1997)의 랜드 개성 평가 

척도(BPS : Brand Personality Scale)를 사용하

다. Aaker는 기존 심리학자들이 사용한 Big Five 

Model, 고 행사  조사 기 에서 사용한 개성

척도, 그리고 소비자 자유연상조사 결과를 이용하

여 소비자 행동 에서 최 로 BPS를 개발하

다. BPS에서 나타난 5개의 차원과 42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BPS는 미국 인구를 표하는 표본을 

선정하여 114개의 랜드 개성 특성 들을 제시한 

후 응답자로 하여  해당 랜드를 가장 잘 표 하

는 요인을 평가하도록 한 다음 통계 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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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ncerity Excitement Competence Sophistication Ruggedness

Freq. Freq. Freq. Freq. Freq.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Hot
Cheerful
Safety
Cute
Clear
Sincere
Wide
Important
Far
Detailed
recognize
Attention
Traditional
True
Vouch
Friendly

800
417
259
223
204
163
123
123
114
111
105
73
51
46
33
32

Happy
Good
Desert
Dream
Excited
Expect
Special
Delicious
Amazed
Excellent
Hope
Unique
superior
Miracle
Warm
Impressive
Enjoy
Ardor

4,234
3,678
2,733
2,690
658
519
455
348
335
324
218
217
156
153
91
84
75
49

Mega
Development
Scale
World-wide
Variety
Famous
Construction
Represent
World first
High
Successful
Building
Amazing
Proud
Different
Active
Excellent
Artificial island
Continuous
Best
Try
Grow up
Innovative
Perfect

6,157
3,261
1,591
1,068
1,033
723
680
662
650
641
549
461
434
428
347
331
324
235
141
113
113
89
82
81

Awesome
Beautiful
7 -Star
Burj al Arab
Party`
Cool
Restaurant
New`
Resort
Cooking
Gorgeous
Interesting
Yacht
Luxury
Gold
Exotics
Special
Fantastic
Passion
Attractive
modern
Sexy
Soft
Elegant

5,160
4,079
3,652
3,058
2,303
1,397
1,153
700
507
482
376
336
222
164
158
124
110
87
75
69
34
30
24
22

Wrong
Ghost town
Unstable
Leave
Difficult
Restrict
decline
Fast
Crime
Waiting
Tough
Strong
Hard
Horrible
Doubt
Soar
Change`
Stress
Surprised
Blame
Disbelieve

3,574
2,659
2,487
1,574
1,559
1,317
568
361
328
305
282
243
207
170
168
145
120
112
91
85
84

Total 2,877 17,017 20,194 24,322 16,439

The bold, italic words overlap with Aaker(1997) Brand Personality Scale(BPS).

<Table 5> Analysis of Crawling Result based on Aaker's Brand Personality Scale 

한 5가지 랜드 개성차원(Sincerity, Excitement, 

Competence, Sophistication, Ruggedness)을 도

출하고 이를 Big Five라고 명명하 다. BPS는 당

시까지 논쟁의 소지가 있었던 랜드 개성을 계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환시켰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방법은 일반 으로 모든 랜드

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96% 정도 설명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가장 보편 이고 효율 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 형식에 ‘두바이’ 련 SNS 크롤

링 된 데이터를 입하 다. 체 연 어는 <Table 

3>에서 제시된 120개 총 84,318개의 키워드이다. 

두바이 도시 이미지의 특성을 정확히 표 하면

서 최 한 다양한 핵심어를 포함시킴으로써 Aaker

의 BPS보다 많은 120가지의 특성을 얻었다. 한 

결과는 Aaker의 BPS 특성과 12개 항목(<Table 

3> 참조)에서 이태리체 굵은 씨 항목에서만 

복된다. 따라서, 두바이의 도시 이미지는 Aaker의 

42 BPS 특성 기반만으로는 올바르게 표 되기 어

렵고 본 연구에서 추출한 120가지 특성이 두바이

의 도시 이미지를 이해하기에 더 포 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120개의 키워드를 다시 Aaker가 제시한 Big 

Five로 불리우는 5개의 랜드 개성 차원에 배치를 

하 다. 120개 키워드를 배치하는데 있어서도 32명 

학원생들과 3번의 토론 과정을 거쳐 체 인 의

견을 수렴하여 결정하 다. <Table 5>에서 보여

주듯이 본 분류에 따르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두바이’

의 도시 이미지는 세련됨(Sophistication)이 24,322

회로 가장 큰 빈도를 나타내며, 역량(Competence)

이 20,194회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은 빈도는 진정성(Sincerity)이 2,877회로 나타

났다. 각 특성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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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어가 역량(Competence)항목에서는 ‘

형’, 세련됨(Sophistication)항목에서는 ‘멋진’이 그

리고 흥미(Excitement) 항목에서는 ‘해피’가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바이는 이 지역에

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하나로 객에게 

매우 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인함(Ruggedness) 항목에서 ‘잘못

하다’, ‘유령도시’, ‘불안하다’ 등과 같은 부정 인 단

어들의 빈도가 큰 것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에게 두

바이 도시가 심리  그리고 물리  거리가 멀며 

융, 부동산, 으로 성장해온 두바이가 2009년

의 로벌 경기 침체로 몰락하면서 기의 이미지

때문에 부정 인 이미지들도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두바이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안 한 도시 1 로 선정되었음에도 이에 한 홍보

가 부족한 이나, 매체에서 하는 것이 한정 이

기 때문에 상 으로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를 많

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텍스트 마이닝 결

과는 두바이의 정 인 도시 이미지 경향과 일치

하지만, 본 분석에 따르면 두바이가 부정 인 이미

지들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5 토의

지 까지 두바이 도시 이미지에 한 크롤링 

과정을 거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여러 가지 분류기 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첫 번

째 Echtner and Ritchie(1991)의 상 이미지 측

정표에서는 기능 , 정서  특성과 체 인 는 

속성 인 느낌에 따라 각 단어를 4분면에 배치하

다. 이를 통해 반 으로 골고루 분포된 정

인 이미지 단어들과 일부 특성 인 부분들로 치

우쳐서 나타나는 부정 인 이미지의 단어들을 알

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우종과 김남정의 도시 

연상 이미지 분류에서는 자유 연상법 이미지 분류 

기 에 따라 무작  추출 단어들에 해 성격별, 

요소별로 분류해 으로써 보다 구체 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두바이 도시 이미지의 특성들을 

악해 볼 수 있었다. 

이에 세 번째로 용해 본 Aaker(1997)의 랜

드 개성 척도 분류에서는 5가지 개성 차원인 진정

성, 흥미, 역량, 세련됨, 강인함 아래 120가지의 단

어로 표되는 특성들을 분류하 고 이 단어들을 

각 빈도수에 따라 크기 별로 정렬하 다. 이를 통

해 두드러지는 개성 차원과 상  빈도수로 알 수 

있는 각 표 단  특성들을 악해 볼 수 있었는

데,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는 세련됨 개성 차원과 

두 번째 빈도인 역량 개성 차원은 세계 최  는 

최고 건축물과 호텔, 휴양지 들을 엄청난 투자를 

통해 불모의 사막에서 일구어낸 두바이라는 도시

에 부여하는 이미지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상  

빈도수 6  안에 모두 정 인 이미지의 단어들

이 들어 있고, 체 단어에 정 인 이미지 단어

가 많은 것으로 보아, 두바이라는 도시 이미지가 

부분 정 인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만, 이슬람 문화권이기에 잘 모르거나 홍보 부족 

등의 향으로 인하여 부정 인 이미지들도 상당

히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지 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를 들

어 두바이  진흥청에서 한국인을 상으로 홍

보 략을 구상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블로그, SNS에서 추출

한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상기와 같은 분류 결과

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최  강 인 세련됨

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여 미

래 지향 이고 스마트한 도시 이미지를 국가 정책

으로 강화하고 있는 사항들을 어필하는 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안 (259), 불안하다

(2,487) 같은 부정 인 이미지들을 타 할 수 있도

록, 정부차원에서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는 부분

과 세계에서 안 한 도시 1 에 오른 사실을 극 

홍보하는 략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이 빅데이터를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측정하고 도

시 랜드 척도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교

 섬세하게 강 을 더욱 차별화하고 부정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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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홍보 략들을 수립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시사

한 도시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제

로 달하지 못하면 여행자의 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정 이고 략 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 그 도시의 이미

지를 악하고 도시 랜드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

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설문으로

는 획일 일 수 밖에 없으며, 무의식 인 이미지까

지의 악이 어렵다는 한계 이 있으므로 빅데이터

를 이용한 도시 이미지 측정  도시 랜드 이미

지 분석을 시도하 다. 

이에 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도시  두바이를 선택하여 이 느끼는 이 

도시에 한 인터넷 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하 다. 이는 각 도시마다 특징을 개

별 으로 살펴 볼 수 있고 빅데이터의 활용을 도

시 이미지의 목시킬 수 있다는 을 제시를 할 

수 있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에 해 기능 , 정서

, 체 , 특징 인 속성들로 구분하고 정 , 

부정 으로 나눠서 표시하여 도시 랜드를 분석

하 다. 이로써 기존 설문 방식에 빅데이터의 목

이 가능함을 보여 다. 셋째, 도시 연상 이미지 분

류 기 에 따라 분류한 결과와 Aaker(1997)의 

랜드 개성 측정 분류 기 에 따라 도시 이미지를 

분류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설문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심상 인 는 무의식 인 이미지에 

련한 단어들을 찾아내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학문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도시 이미지 측정에 있어 기존 설문 형식의 방

식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의 제안에 

의의가 있다. 이 방법은 획일화된 설문의 한계 인 

기존의 설문보다 각 도시마다 자세한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빅데이터의 자료를 가지고도 Aaker(1997)의 

랜드 개성 측정 분류를 도시 랜드 측정 분류

와 기존 틀에 용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꼭 설

문을 통해서만 도시 분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을 시사 할 수 있다. 

실무  시사 으로는 첫째, 도시 랜드 이미지 

측정  구축에 있어 차별화된 이미지 설정에 도

움되는 략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의 특정 

도시에 한 이미지를 잠재  인식으로부터 도출

하여 효과 인 도시 랜드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도시에 한 무의식까지 포함한 

의 감정을 찾아내는 목 으로 인터넷 상의 이미

지 데이터를 수집하 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 인 

질문의 도시 이미지 추출보다 도시 각각의 특성을 

살필 수 있어서 효과 인 도시 랜드 홍보가 가

능하다. 셋째,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도시 이미

지의 측정이 가능해지고 부정 인 이미지와 정

인 이미지의 섬세한 측정이 가능하므로 정 이

미지는 더욱 강화하여 활용하고 부정 이미지는 탈

피할 수 있는 략들의 수립이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두바이라는 한 도시로 특

정하고 특정 시간 만 한정하 다는 이다. 여러 

도시 별로 분석을 시도해 본다면,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시간의 차이

에 따른 의 의견을 살펴본다면 섬세한 분석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한국인을 상으로 

분석한 도 한정된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 상을 

각 나라별로 확 한다면 좀 더 객 인 분석의 결

과를 도출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한계 을 보

완하여 두바이에 한 설문지를 활용한 분석 결과

와 빅데이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향후 연구로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 이미지 정책

들을 확인하여 도시의 발  략을 함께 비교해 보

는 것도 향후 연구에 도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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