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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주목 받기 

시작하여, 2000년에 들어서 더욱 발전하게 된다(Son et 

al., 2014). 2000년대에는 WTO 농업협상 등과 같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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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tourism image perceived by urban residents were analyzed through text 

analysis of blog data. In order to examine the images related to rural tourism, blog data written with the keyword “Gochang-gun 

travel” was used. LDA topic analysis, one of the text mining techniques, was used for the analysis. In the tourism image of 

Gochang-gun, 9 topics were derived, and 112 major places appeared. This was divided into 3 main activities and 5 object spaces 

through the review of keywords and the original text of blog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raditional main resources of the 

region, Seonun mountain, Seonun temple, and Gochang-eup fortress, formed topic. On the other hand, world heritage such as dolmen 

and Ungok wetland did not appear as topic. In particular, the farms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form individual topics, and the 

theme farm can be seen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tourism in Gochang-gun. Also, through the distribution of place keywords,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by region and the usage behavior of visitors. In the case of Gochang-gun, 

there was a phenomenon in which visitors were biased by region.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Gochang-gun seeking to vitalize 

local tourism focusing on natural, ecological, and scenic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velop other types of tourism resources.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identifi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tourism images in the region perceived by visitors, and the status of tourism at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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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이슈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 경쟁력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정비와 경제적 활

성화를 목적으로 한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Lee et al., 2005; Jeong & Jung, 2010, Shin & 

Shin, 2015; RRI, 2018). 

2010년부터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중심지, 마

을, 권역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개

발과 보전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다(MAFRA, 2014; 

MAFRA, 2016).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지역의 가치창

출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어메니티 자원 

조사, 거주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이루어

져 왔다(Kim & Gim, 2013; Kim & Son, 2017).

여러 농촌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

하고, 유사한 정책 사업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Kim & Son, 2018). 최근에는 다양한 개발사업

과 더불어 에너지시설, 창고건립, 택지개발 등 농촌지역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Kim & Lee, 2004).

최근의 농촌지역에 대한 논의는 농촌 고유의 생산적 

가치, 농촌의 본 모습을 찾고자 하는 농촌성(Rurality) 측

면을 넘어서서 자연기반, 지속성, 정주공간 등 농촌이 가

지는 가치와 계획의 방향성으로 농촌다움(Ruralism)이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Vivers et al., 2017; Carlow, 2017).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자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전통

적 공동체 문화, 농업 등 농촌다움에 기반한다(Son et 

al., 2019). 농촌의 이미지는 주요 자원이며,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이미지의 구축은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다움을 기초로 한 농촌지역 관광계획은 중요한 사항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인구과소화 등의 문제로 

영속성을 상실한 농촌은 지역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력 향상 및 인구유입 등 향후 미래를 계획할 필요

성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농촌관광의 수요자인 도시민들이 

인식하는 농촌관광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

는 것은 향후 농촌지역이 나아가야할 농촌다움의 방향성

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가 발전하고 있으

며, 블로그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논문

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Lee, 2013; Lee & Son, 2018; 

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수요자의 농촌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블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고창군을 대상으로 블로

그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관광객

에게 인식되는 농촌관광의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주요활

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농촌관광의 이미지와 특징은 정부기관, 사업수행기관, 지

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성 

또는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자의 관점에

서 농촌관광 이미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별 자원에 대한 만족도 또

는 선호도를 측정하는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지역을 기

반으로 한 농촌관광의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특성을 파악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변화하는 농촌의 이미지(Ruralism, Rurality)

우리나라의 농촌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산업

화⋅도시화를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과정에서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되었으며(Kim, 1989), 농촌은 도시를 지원

하는 소비재로서 인식되어왔다(Son et al., 2014). 특히 

1994년 준농림제도 시행으로 농촌의 무계획적인 개발이 

증가하였고, 아파트⋅공장⋅도로 등 농촌의 고유경관을 

헤치는 난개발이 증가하였다(Kim & Lee, 2004; Son & 

Kim, 2019).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은 고유한 정체성을 

헤치는 여러 압력에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다원적 기능

을 상실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

치, 농촌다움의 보전 등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었다(Lee et al., 2006).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메니티 

창조를 위한 농촌 경관관리 지침서(RDA, 2005), 농촌의 

전통경관 보전 길라잡이(RDA, 2013) 등 농촌다움을 보

전하고, 경관자원의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재와 비교할 때 이상적이고 모범

화한 비일상적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Son 

& Kim, 2019). 

농촌경제연구원(2010)에서 전문가들은 미래 농촌이 도

시와 독립되지 않고, 국민의 일터, 삶터, 쉼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최근 New Ruralism의 농촌

을 대하는 국제적 정서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도시민들

을 위한 경관 보존과 서비스 제공(Azadi et al., 2012; 

Berkel & Verburg, 2014; Newman & Saginor, 2016) 및 농

촌이 지닌 가치에 기반한 계획원칙이 필요하다(Kraus, 

2006; Moffat, 2006; Vivers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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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 블로그데이터 분석 및 토픽모델링 활용

소셜 블로그데이터는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자발적으

로 형성된 자료이며, 주로 사람이 특정 장소를 방문한 

경험을 서술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 & Son, 2018).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은 연구자가 토픽의 수를 결정하고, 결과

를 해석하는 점에서 군집분석 및 주성분분석과 유사하다

(Baek, 2016). 하지만 토픽모델링은 텍스트데이터를 활용

한 머신러닝 분석기법으로 거대한 정보가 보유한 텍스트

의 구조, 패턴,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Blei & 

Jordan, 2003; Blei, 2012). 

현재 토픽모델링 분석기법은 농촌개발의 정책수립에

서 고려사항을 식별하고(Brauer & Dymitrow, 2014), 농촌

다움의 이미지를 유형화하거나(Son & Kim, 2019),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사업의 특징을 파악(Kim 

& Son, 2018)하는 등 농촌계획의 여러 연구 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수려한 농촌경관과 경쟁력 있는 

특산품이 있는 고창군으로 선정하였다. 고창군은 Figure 

1과 같이 13개 읍⋅면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지

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농촌환경 조성을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창군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데이터의 수집에는 ‘고창

군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Naver)에서 검색되는 게시글 원문을 추출하였다. 블로그

데이터의 검색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의 1년 사이에 작성된 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방법

가.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블로그데이터 수집에는 ‘텍스톰(Textom)’

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수집된 블로그데이터의 양은 

Table 1과 같다.

소셜 데이터의 경우 게시글 원문과 요약문을 선택하

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에 따라서 분석에 유효한 문장 수가 많은 블로그데이터

의 원문을 분석하였다(Kim & Son, 2018). 

블로그데이터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비정형데이터로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Karl, 

Wisnowski & Rushing, 2015; Lucas et al., 2015). 데이터 

정제의 전처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기호⋅구두점 등을 

제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유의어, 광고성 글을 제

거하여 결과 값을 반환하는 사전작업을 실시하였다. 고

창군의 경우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한 장어로 인해 전국

에 분포한 장어요리집이 추출되었으며, 많은 문서가 광

고로 분류되어 제거되었다.

Figure 1. Site Overview

Collection 

Period(2019)

Crawling Data

Collecting Data Eliminate Data Using Data

Jan. 580 405 175

Feb. 484 344 140

Mar. 694 468 226

Apr. 1,000 620 380

May 1,000 580 420

Jun. 808 533 275

Jul. 862 596 266

Aug. 961 644 317

Sept. 1,000 633 367

Oct. 990 535 455

Nov. 956 495 461

Dec. 635 445 190

Total 9,970 6,298 3,672

Table 1. Amount of blog data used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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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축소

‘고창군 여행’ 키워드를 통해 수집된 블로그데이터는 

28,210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체험에 기반하여 고창군 ‘농촌관광’의 주된 이미지를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키워드의 추출

을 위해 TF-IDF(Han & Kamber, 2011), 등장문서 수, 

Window Size, Link Frequency Threshold를 활용하여 데이

터 축소를 실시하였다. 

단어 간 네트워크의 생성 범위인 Window Size는 3으

로 설정하고, 단어 간 링크의 동시출현빈도는 2로 설정

하여 단어연결망을 분석하였다. 키워드는 등장문서 수를 

5회 이상으로 설정하여, 출현빈도가 낮은 단어를 제거하

였고, 7,022개의 분석에 적합한 상위단어를 추출하였다.

다. 토픽 선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활용하는 분석방법 중 하나

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사용하였다. 다량의 문서와 키워드는 

단순분석으로 데이터에 존재하는 복잡한 이슈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 간에 출현하는 

단어 사이의 잠재적 토픽을 분석하는 토픽모델링(Blei & 

Jordan, 2003; Steyvers & Griffiths, 2007; Blei, 2011; 

Wiedemann, 2013; Kim & Baek, 2016)은 본 연구에 적합

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은 텍스트데이터에 출현하는 단어의 동시

사용패턴을 중심으로 그룹, 특정주제, 이슈 등을 자동으

로 추출한다(Battisti, Ferrara & Salini, 2015). 이중 LDA기

법은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여 방대한 텍스트데이터를 축

소해 토픽을 도출하고(Griffiths & Steyvers, 2004), 결과의 

해석이 용이한 장점(Blei, 2012)이 있다. 

토픽의 수는 연구자가 적합성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

해 임의의 수를 지정하거나(Grant, Cordy & Skillicorn, 

2013; Binkley, Heinz, Lawrie & Overfelt, 2014), 응집성 

또는 컴포넌트에 기반하여 토픽이 분류하는 단어 정확도

가 높은 지점의 수치를 결정하는(Griffiths & Steyvers, 

2004; Asuncion, Welling, Smyth & Teh, 2009; Ding & 

Chen, 2014; Battisti, Ferrara & Salini, 2015; Chandra, 

Jiang & Wang, 2016)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분석을 위해 후자의 방법을 이

용하였다. 토픽의 수는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연계점을 

활용하여 소규모 컴포넌트를 연결해 더 큰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Bi-Component를 활용해 추출하였으며, 최적의 

군집을 나타낸 9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토픽의 수를 선

정하였다. LDA 분석에서는 텍스트 집합의 토픽분포 생

성을 위한 파라미터 값으로 문서 별 주제가 생성될 확률

인 alpha와 주제별 특정 키워드가 생성될 확률인 beta를 

설정한다. alpha값이 높을수록 문서가 더 많은 주제로 구

성되며, beta값이 낮으면 적은 단어로 주제가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Griffiths & Steyvers(2004)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값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토픽은 포함하는 키워드와 내용에 따라 토픽 

명을 명명하였고, 특성별로 유형화 하였다. 분류한 유형

은 주요 장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DA 토픽모델링 및 시각화에 있어 

NetMiner 4.0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고창군 ‘농촌

관광’의 이미지를 유형화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고창군 ‘여행’ 키워드분석에 나타난 토픽의 특징

본 연구에서 ‘고창군 여행’ 키워드를 중심으로 블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9개 토픽이 도출

되었다. 각 토픽은 약 10% 내외의 문서 수를 지니고 있

어 유의한 수준의 토픽이 형성되었다. 토픽이 포함하는 

지역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토픽에 해당하는 블로

그 글을 활용하여 주요 장소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Appendix A와 같이 총 112개의 장소가 도출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장소의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마을, 생태자

산, 주제공원, 문화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으로 구분

하여 분류하였다.

토픽별 특징을 살펴보면 ‘장어요리집(T1)’은 고창군의 

주요 특산품인 장어요리 전문점 10개소와 장어홍보체험

관을 중심으로 토픽이 형성되었다. 

‘숙박시설(T2)’은 펜션, 온천 등을 포함하는 숙박시설 

11개소를 중심으로 주제공원, 생태자산, 마을의 장소키워

드가 포함되었다. 

‘체험프로그램(T3)’ 토픽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

험프로그램 및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중심이 되는 

장소는 고인돌유적, 갯벌 등이 있었으며, 마을⋅생태자

산⋅주제공원⋅문화시설의 장소키워드가 함께 나타났다.

‘농업농촌관광(T4)’은 고창군의 농촌관광 관련 키워드

를 중심으로 토픽이 형성되었으며, 팜팜스테이션⋅팜팜

농가 등 농촌체험시설이 포함된 마을과 문화시설의 장소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고창읍성과 주변관광지(T5)’는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분포하는 관광자원에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었

다. 토픽의 주요 장소키워드는 고창읍성과 같은 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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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운곡습지⋅맹종죽림 등의 생태자산, 문화시설(판소리

박물관 등),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나타났다.

‘고창의 유명음식점(T6)’은 장어요리를 제외한 여타 

고창의 유명음식점을 중심으로 토픽이 형성되었다. 

‘상하농원(T7)’ 토픽은 고창군의 유명 관광농원인 상

하농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토픽이 형성되었다. 토픽 내

에는 상하농원에서의 활동, 시설, 생산품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마을⋅주제공원⋅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대상공간이 나타났다.

‘선운산과 선운사(T8)’ 토픽은 고창군의 유명한 주요 

생태⋅문화자산인 선운산과 선운사를 중심으로 형성되

었다. 토픽에 포함된 주요 장소키워드는 선운산, 방장산 

등의 생태자산과 사찰이 포함된 문화시설이 나타났다. 

‘학원농장(T9)’은 상하농원과 같이 자원 자체가 하나

의 토픽을 형성하였다. 토픽에는 풍경사진 촬영지, 축제, 

풍경, 드라마촬영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2. 고창군 관광의 주요활동과 이미지

토픽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고창군 여행’ 키

워드로 수집된 블로그데이터는 9개의 토픽이 형성되었으

며, 고창군 방문객의 주요 여행대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토픽이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지역의 이미지를 파

악하기 위해 키워드 및 블로그데이터 원문의 내용을 고

찰하였으며, 토픽별 내용의 특성에 따라 Table 3과 같이 

3가지 주요활동(먹거리, 체험⋅테마관광, 지역생태문화)

로 토픽을 분류하였고, Appendix B와 같이 Link Weight 

상위 50% 값을 추출하여 장소 별 연결 관계를 파악하

였다.

주요활동별 특징을 살펴보면 ‘먹거리’ 유형은 고창의 

유명 음식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토픽(T1, T6)과 숙박시

설(T2)에 대한 토픽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숙박시설이 

포함된 토픽(T2)의 경우 구시포, 동호, 만돌리의 고창군 

해안지역과 고창읍을 중심으로 장소키워드가 분포하였

다. 반면, Figure 2와 같이 Link는 동호항, 동호해수욕장, 

서해안바람공원, 석정휴스파 간에 형성되었으며, 방문객

은 동호항을 목적지로 하는 가운데 서해안바람공원을 경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음식점에 관련된 토픽(T1, 

T6)은 장소 간에 Link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하전리의 

해안, 주진천과 연결된 선운산 진입부, 복분자클러스터, 

Topic Topic Name
Keyword Number of 

Documents

(%)1 2 3 4 5

T1
Local Eel Restaurant

(장어요리집)

Eel

(장어)

Famous 

Restaurant

(맛집)

Pungcheon

(풍천)

Seonun Temple

(선운사)

Eel seller couple 

Restaurant

(장어파는부부)

399(11)

T2
Accommodation

(숙박시설)

Pension

(펜션)

Trip

(여행)

Sea

(바다)

Family

(가족)

Lodging

(숙소)
356(10)

T3
Experience Program

(체험프로그램)

Experience

(체험)

Mud Flat

(갯벌)

Dolmen

(고인돌)

Trip

(여행)

Kid

(아이)
375(10)

T4
Agricultural & Rural Tourism

(농업농촌관광)

Raspberry

(복분자)

Center

(센터)

Farm

(농장)

Agriculture

(농업)

Stay

(체류)
266(7)

T5

Gochang-eup Fortress 

and nearby Attractions

(고창읍성과 주변관광지)

Gochang-eup 

Fortress

(고창읍성)

Trip

(여행)

Course

(코스)

Bus

(버스)

Village

(마을)
382(10)

T6
Famous Restaurants in Gochang

(고창의 유명음식점)

Friend

(친구)

Trip

(여행)

Restaurant

(식당)

Photo

(사진)

Lunch

(점심)
361(10)

T7
Sangha Farm

(상하농원)

Sangha Farm

(상하농원)

Kid

(아이)

Experience

(체험)

Cafe

(카페)

Photo

(사진)
437(12)

T8
Seonun Mountain & Temple

(선운산과 선운사)

Seonun Temple

(선운사)

Magic Lily

(상사화)

Autumn Leaves

(단풍)

Seonun Mountain

(선운산)

Autumn

(가을)
530(15)

T9
Hakwon Farm

(학원농장)

Photo

(사진)

Trip

(여행)

Green Barley Field

(청보리밭)

Festival

(축제)

Hakwon Farm

(학원농장)
566(15)

Total 3,702(100)

*Alpha : 2, Beta : 0.1, # of Iteration : 6,000

Table 2. Keywords included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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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내에 분포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체험⋅테마관광’ 유형에는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에 

관련된 토픽(T3, T4)과 고창군의 유명한 농촌관광 명소

인 상하농원 및 학원농장(T7, T9)의 토픽으로 구성하였

다. 농촌관광과 체험활동에 관련된 토픽(T3, T4)의 장소

키워드는 Figure 3과 같이 고창군의 해안지역과 고인돌

공원, 고창읍내를 중심으로 Link가 형성되었다. 반면, 팜

팜농가에 포함되는 장소는 고창군 전역에 분포하였으나, 

Link는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고창군에서는 팜팜스테이

션과 팜팜농가를 연결하는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어 많은 장소키워드가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났

으나, 갯벌체험장 및 고인돌공원의 체험활동에 비해 연

결성이 낮게 나타났다. 

고창군의 농촌관광 명소인 상하농원과 학원농장(T7, 

T9)는 각각의 토픽을 형성하였으며, 방문객에게 주요 관

광자원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상하농원의 경우 농촌

관광 및 체험활동 관련 토픽(T3, T4)과 학원농장(T9)의 

장소키워드와 Link가 형성되었으며, 고창군 방문객이 여

타 관광지와 함께 방문하는 주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하농원은 내부에 위치한 파머스빌리지와 가장 높

은 Link Weight 값을 지니며, 체류형 관광지로서 기능함

을 알 수 있다. 

‘지역생태문화’ 유형은 고창읍성과 주변관광지(T5)와 

선운산과 선운사(T8)의 지역에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지가 포함되었다. 이 유형에는 Figure 4와 같이 선운산, 

선운사, 고창읍성 등의 장소키워드 간에 Link가 형성되

었다. 이때 중심이 되는 노드는 고창읍성과 선운산으로 

나타났다. 고창읍성의 경우 선운사와 Link Weight는 높

게 나타났으나(165), 선운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30)

을 보였다. 선운산은 선운사와 Link Weight가 354로 가

Main Activity Topic

Number of Object Space

Total
Village

Ecological 

Assets

Theme 

Park

Cultural 

Facilities

Restaurants & 

Accommodation

Foods

(먹거리)

Local Eel Restaurant(T1) - - - 1 10 11

Accommodation(T2) 2 1 1 - 11 15

Famous Restaurants in Gochang(T6) - - - - 6 6

Experience & 

Theme Tour

(체험ㆍ테마관광)

Experience Program(T3) 5 2 3 1 - 11

Agricultural & Rural Tourism(T4) 16 - - 2 - 18

Sangha Farm(T7) 1 - 2 - 4 7

Hakwon Farm(T9) - - 1 - - 1

Local Ecological Culture

(지역생태문화)

Gochang-eup Fortress and nearby Attractions(T5) - 4 3 4 1 12

Seonun Mountain & Temple(T8) - 16 - 15 - 31

Total Number of Places by Object Space 24 23 10 23 32 112

Table 3. Main Activities and Object Spaces of Gochang-gun Travel

Figure 2. Main Activity 1, Foods Figure 3. Main Activity 2, Experience & Theme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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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운산과 선운사 내에 위치한 여러 

장소와 함께 연결되었다. 블로그데이터의 원문을 검토한 

결과 선운산을 등산하며 선운사를 경유하거나, 고창읍성

과 선운사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방문

객은 장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데이터 수와 도출된 장소를 대상으로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3가지 주요활동(먹거리, 체험⋅테마

관광, 지역생태문화)에 대항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먹거

리’를 중심으로 한 주요활동은 전체 블로그데이터의 

31%를 차지하였으나, 32개소의 가장 적은 장소 수가 나

타났다. ‘체험⋅테마관광’ 유형은 전체 문서의 44%를 차

지하며 가장 많은 문서 수를 포함하고 있었고, 37개소의 

장소가 나타났다. ‘지역생태문화’의 경우 문서 수는 25%

로 적었으나, 43개소의 가장 많은 장소가 나타났다. 

‘지역생태문화’에 포함된 선운산, 고창읍성 등의 자원

은 고창군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개별 토픽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장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가장 많은 문서 할당량을 차지한 ‘체험⋅테마관

광’은 고창군 방문객에 있어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수

요가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고창군 읍⋅면별 자원의 분포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고창군의 주요 

장소를 3가지 주요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Table 4와 같

이 읍⋅면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고창군 여행’의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장소키워드는 

Figure 5와 같이 선운산과 선운사를 중심으로 한 고창군 

북부권역, 해안지역과 상하농원을 포함하는 서부권역, 고

창읍성과 고창읍이 위치한 동부권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하였다. 반면, 농경지가 넓게 분포한 고창군의 남부권역

에는 방문객이 인식하는 주요 자원의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남부권역에는 테마농장인 학원농장이 있어서 관광 거

Figure 4. Main Activity 3, Local Ecological Culture

Town

Main Activity Object Space

Total(%)
Foods

Experience & 

Theme Tour

Local Ecological 

Culture
Village

Ecological 

Assets

Theme 

Park

Cultural 

Facilities

Restaurants & 

Accommodation

Gochang-eup 7 9 7 9 1 2 3 8 23(20.5)

Gosu-myeon - - 3 - 2 - 1 - 3(2.7)

Asan-myeon 6 2 26 2 12 - 14 6 34(30.4)

Mujang-myeon - - 2 - - 1 1 - 2(1.8)

Gongeum-myeon - 2 - 1 - 1 - - 2(1.8)

Sangha-myeon 3 11 - 7 - 1 - 6 14(12.5)

Haeri-myeon 5 2 2 2 3 - 1 3 9(8.0)

Seongsong-myeon 1 - - - - - - 1 1(0.9)

Daesan-myeon - - - - - - - - -(0)

Simwon-myeon 4 4 - 4 - 1 - 3 8(7.1)

Heungdeok-myeon - 1 - 1 - - - - 1(0.9)

Seongnae-myeon - - 1 - 1 - - - 1(0.9)

Sinlim-myeon 1 3 2 3 2 - - 1 6(5.4)

Buan-myeon 5 3 - 1 - 1 2 4 8(7.1)

Total 32 37 43 30 21 7 22 32 112(100)

Table 4. Main Activities and Object Spaces of Each Town in Gocha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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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조성되었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학원농장과 연계 가능한 저수지, 농장, 마을, 경

작지 등 농업경관을 활용한 농촌테마 관광지가 남부권역

에 향후 조성된다면 고창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방문객의 관광 후기가 포함된 문

서인 블로그데이터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고창군 여행’ 

키워드에 나타난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방법 

중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창군

의 관광 대상공간 및 주요활동을 유형화하고, 토픽에 나

타난 여행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창군 농촌관광은 9개 토픽과 112개소의 

주요 장소가 나타났으며, 5가지 대상공간(마을, 생태자

산, 주제공원, 문화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과 3개의 

주요활동(먹거리, 체험⋅테마관광, 지역생태문화)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추출된 9개 토픽 중 지역의 전통적

인 주요 자원인 선운산, 선운사, 고창읍성 등은 한국관광

공사(2021a)에서 3개 분야(T5, T8, T9), 전라북도(2021) 5

분야(T2, T3, T5, T8, T9), 고창군(2021) 4분야(T2, T3, 

T5, T8)를 관광홍보용 웹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다. 반

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 등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자원은 토픽으로 등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하농원, 학

원농장 등은 민간이 운영하는 개별시설로 고창군 관광자

원 안내테마에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고창군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주요 9개 토픽 내에서 각각의 토픽을 형성하

며, 고창군 관광에 있어 방문객에게 테마농장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인식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방문객

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T4(농업농촌관광)의 팜

팜스테이션 및 팜팜농가에 대해서 관광홍보용 웹사이트

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지

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T4 분야에 대한 국민적 홍보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장소 및 유형구분의 결과는 한국

관광공사(2021b)에서 제시하고 있는 Data Lab 빅데이터 

Figure 5. Places by Main Activities in Gocha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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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해당 데이터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식음료시설, 숙

박시설, 농촌관광지역 등에 대한 방문객의 관광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창지역 관광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누락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읍⋅면별 장소키워드의 분포도를 통해 지역별 여행의 

특성과 방문객 이용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창군의 

경우 권역별로 관광자원과 방문객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

타났다. 이는 고창군이 보유한 자연⋅생태⋅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모색한 결과로 보이며, 지

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수립과 기존의 자원 외에 다

른 유형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지로서 농촌지역이 도시민을 

포함하는 방문객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매력을 지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경관⋅문화⋅체험⋅교육⋅생태

계 서비스 등 다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다움(New 

Ruralism)에 있어서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농촌이 지향해야 할 계획방향에 있어

서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방문객의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주요 자원을 파악하고 유형화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문가 

중심 정책평가와 차별화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개

별적인 관광자원 간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중의 인식이 

반영된 블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기존의 농촌관광 및 자원에 대한 지엽적 분석이 이

루어졌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단위 관광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Figure 6과 같이 방문객이 인

지하는 고창군 ‘농촌관광’ 이미지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는 Son & Kim(2019)의 연구에서 필요

성을 언급하였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촌다움 자원을 분

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블로그데이터에 한해 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여타 지역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농촌주민 및 귀촌자를 대상으

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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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주요

활동
대상공간 장소명

등장

문서 수
토픽

주요

활동
대상공간 장소명

등장

문서 수

T1 먹거리

음식점 및 

숙박시설

장어파는부부 120

T5
지역생태

문화

주제공원

고창읍성 709

명가풍천장어 107 고창전통시장 98

금단양만 47 무장읍성 72

해주가든 32

문화시설

송사지관 78

연기식당 23 판소리박물관 58

풍천만가 19 공북루 48

우정회관 17 신재효생가 34

강촌식당 13 음식점 및 숙박시설 한옥마을 98

맹구수산 11

T6 먹거리
음식점 및 

숙박시설

나래궁 46

청림정금자할매집 8 수복회관 25

문화시설 장어홍보체험관 86 밀터해물칼국수 15

T2 먹거리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석정휴스파 144 성송반점 11

힐링카운티 55 미향 8

웰파크시티 53 조양관 6

오토캠핑리조트 23

T7

체험⋅

테마

관광

주제공원
상하농원 489

별바다펜션 21 꽃객프로젝트 118

골든캐슬 19 마을 상하목장 209

황토와복분자펜션 16

음식점 및 

숙박시설

파머스빌리지 176

구시포노을캠핑장 13 상하키친 89

네모의꿈 7 파머스마켓 76

메르팡펜션 7 파머스테이블 18

해리스테이 6

T8
지역생태

문화

문화시설

선운사 1260

생태자산 동호해수욕장 141 도솔암 172

주제공원 서해안바람공원 25 대웅전 166

마을
구시포항 60 일주문 114

동호항 12 만세루 95

T3

체험⋅

테마

관광

마을

강선달마을 90 마애여래좌상 73

강선달힐링센터 79 천왕문 72

만돌갯벌체험장 62 문수사 59

죽림선사마을 36 내원궁 35

들하담 15 명부전 23

생태자산
구시포해수욕장 309 산신각 23

명사십리해변 99 관음전 20

주제공원

고인돌공원 254 팔상전 18

모로모로열차 49 나한전 14

선운산도립공원 

생태 숲
40 성보박물관 14

문화시설 고인돌박물관 243

생태자산

선운산 660

T4

체험⋅

테마

관광

마을

텃밭쌈밥식당 162 도솔천 171

쉼드림 15 동백나무군락 114

토굴된장 14 송악 101

청농원 13 방장산 69

전통주평생교육원 11 장사송 53

Appendix A. 장소특성에 따른 5가지 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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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주요

활동
대상공간 장소명

등장

문서 수
토픽

주요

활동
대상공간 장소명

등장

문서 수

씨알농원 8 문수산 41

선운도원 8 천마봉 36

뚜라조각공원 7 낙조대 32

호야농장 7 단풍나무군락 29

서당촌 6 용문굴 28

보니타정원 6 수리봉 20

참베리 5 마이재 17

선인뜰 3 배맨바위 8

춘원재 3 청룡산 8

고창베리촌 3 봉수대 7

타잔의 숲 1

T9

체험⋅

테마

관광

주제공원 학원농장 496
문화시설

미당문학관 43

책마을해리 37

T5
지역생태

문화
생태자산

운곡습지 146

맹종죽림 53

동림저수지 16

병바위 12



김용진⋅손광렬⋅이동채⋅손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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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자료키워드(Source) 대상키워드(Target) Link Weight 주요활동 자료키워드(Source) 대상키워드(Target) Link Weight

체험ㆍ

테마관광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285

지역생태

문화

도솔암 천마봉 27

상하농원 상하목장 104 마애여래좌상 선운사 26

상하농원 파머스마켓 66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25

고인돌공원 고인돌박물관 54 낙조대 용문굴 25

구시포해수욕장 명사십리해변 46 낙조대 도솔암 24

구시포해수욕장 상하농원 39 내원궁 마애여래좌상 22

강선달마을 강선달힐링센터 39 도솔암 선운산 22

상하목장 파머스빌리지 39 선운사 장사송 20

상하농원 상하키친 30 선운산 일주문 19

고인돌공원 죽림선사마을 25 고창전통시장 선운사 18

상하농원 학원농장 23 문수사 문수산 18

구시포해수욕장 상하목장 16 도솔암 용문굴 17

파머스빌리지 파머스테이블 16 만세루 천왕문 16

고인돌공원 모로모로열차 14 무장읍성 운곡습지 16

고인돌박물관 상하농원 13 문수사 일주문 15

고인돌박물관 모로모로열차 12 문수사 선운사 15

명사십리해변 상하농원 10 용문굴 천마봉 14

상하농원 텃밭쌈밥식당 8 내원궁 선운사 12

꽃객프로젝트 학원농장 7 고창읍성 송사지관 12

고인돌박물관 죽림선사마을 7 동백나무군락 송악 12

먹거리

석정휴스파 힐링카운티 51 고창읍성 무장읍성 12

석정휴스파 웰파크시티 34 선운산 천마봉 12

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 31 선운산 수리봉 11

장어파는부부 장어홍보체험관 16 신재효생가 판소리박물관 11

동호해수욕장 별바다펜션 14 송악 장사송 11

지역생태

문화

선운사 선운산 354 나한전 도솔암 11

도솔암 선운사 197 고창읍성 방장산 11

고창읍성 선운사 165 선운사 용문굴 10

도솔천 선운사 119 일주문 천왕문 10

동백나무군락 선운사 114 대웅전 동백나무군락 10

대웅전 선운사 89 대웅전 천왕문 10

선운사 일주문 87 대웅전 문수사 10

도솔암 마애여래좌상 87 마애여래좌상 선운산 9

고창읍성 한옥마을 64 내원궁 천마봉 9

내원궁 도솔암 63 산신각 팔상전 9

선운사 송악 55 배맨바위 천마봉 8

만세루 선운사 46 동백나무군락 장사송 8

선운사 천왕문 41 배맨바위 청룡산 8

단풍나무군락 문수사 40 대웅전 도솔암 8

도솔천 선운산 36 선운사 성보박물관 8

낙조대 천마봉 36 무장읍성 송사지관 8

고창읍성 공북루 35 동백나무군락 선운산 7

고창읍성 맹종죽림 34 무장읍성 선운사 7

도솔암 장사송 33 고창읍성 신재효생가 7

내원궁 도솔천 32 선운사 천마봉 7

도솔암 도솔천 31 방장산 봉수대 7

대웅전 만세루 30 나한전 마애여래좌상 7

고창읍성 선운산 30 내원궁 산신각 7

고창읍성 고창전통시장 30

Appendix B. 장소키워드 간 Link We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