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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evelopment of exhibition, it has been an important issue to analyze exhibition for the next success of exhibition. 

A lot of existing researches have focused on the exhibitor’s and visitor’s satisfaction problem. However, the exhibitor’s 

satisfaction and success of exhibition come from the analysis of exhibition in the network level. Booths composing 

exhibition are regarded as nodes in network, so the trace of visitors visiting booths can construct the arc of networ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ooth visiting pattern and components of network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in the 17th International KIDS & EDU EXPO for Children. This research is the first approach 

of network-leveled analysis of exhibition, and the result of network analysis is helpful to support the booth arrangement 

in next exhibition. Our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ooth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or 

betweenness centrality should be deployed in the wide space or corner of the exhibition hall. Finally, booths within 

a block should be deployed in the same space of the exhibition hall to provide convenience to the visitors and to 

enhance exhibi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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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화, 개방화 추세와 함께 세계 각 국가

와 도시들은 정보통신, 환경산업과 함께 21세기 유

망산업으로 산업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시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 에서도 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시회는 시업체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람객에게 알리기 해 개최되는 것으로 효과

인 마  수단으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7, 18]. 시회에 참가하는 각국 기업의 입장에서

는 통합 마  커뮤니 이션(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홍보하기 해 시 련 산

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최근

의 각 지자체에서 시산업에 한 심이 고조되

면서 지역의 홍보와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

며 외부 방문객 혹은 객의 유입을 확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6]. 

시회는 시 후 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회의 성공을 해서는 람객들의 다양한 니즈

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10]. 

다양한 람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해 최근 다

양한 유비쿼터스 기술이 시회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블루투스, RFID 등의 무선 센싱 네트워크 

기술은 기존의 시회에서는 악하기 어려웠던 

람객의 동선 등과 같은 요한 람객 정보를 

얻을 수 있다[11]. 특히, 시회의 규모화로 인하

여( 를 들어, IT분야에서 표 인 CeBIT 시

회의 경우 2010년에 68개국에서 4,157개의 업체들

이 참여하 다) 람객이 자신의 선호에 합한 

부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복잡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재 시회를 주최하는 시주최자는 단지 

람객이 사 에 요청한 정보만을 제공함에 그치

고 있다. 즉, 재 시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서비스는 개별 람객의 선호가 반 되지 않는 단

순 정보 제공에 불가하여 람객의 니즈를 충족시

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 까지 시회에 한 연구는 시회 참여 고

객과 참여 업체 입장에서의 만족도에 한 연구에 

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은 인

구통계학  데이터와 고객의 만족도를 알기 한 

설문조사법 등을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통하여 고

객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참

여 업체의 만족도를 통하여 시회의 성과를 측

하 다. 이태희, 윤연상[8]은 인구통계학  정보, 

시참가 황에 한 정보, 시회 참가 목  그

리고 시회 진행, 재참가 여부 정보를 이용한 일

원 분산분석(ANOVA)를 통해 시회 참여 업체

의 성과와 만족도에 해 분석하 다. 안은정, 황

희권[5]은 회귀분석, 상 분석 등을 이용하여 시

주최자 운 능력에 따른 참가업체의 시회 만족

도를 분석하 으며, 박 지 외[3]는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표본 T-검증(Paired Sam-

ple T-test)을 통해 시 참가자의 참가동기, 사

기 , 사후만족, 재참가 의사간의 향 계에 하

여 분석하 다. 이처럼 기존의 시회에 한 연

구는 시회 만족도에 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

으나, 시회 부스 이용의 련된 패턴에 한 거

시 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지지 

않고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Node)와 아크(Arc)를 사용하여 이 의 통계

분석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거시 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4]. 시회의 기본 구성은 참

가 부스와 참가부스를 방문하는 참 객들로 구성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가 부스를 노드

로, 참가 부스를 방문하는 참 객들의 경로를 아

크로 모형화하면, 시회를 사회 네트워크로 모형

화할 수 있다. 재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 기

법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 기법을 활

용하면, 시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분석 결과를 기존의 분석과 같이 

활용한다면, 더욱 성공 인 시회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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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1월에 개최된 국

제 유아 교육 시회에 참여하여 직 찰법을 통

해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회 참 객의 부스 람 패턴  부스 네

트워크 내부에 존재하는 하  집단에 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즉 시회 참 객이 람한 부스 네

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의 구조  차이를 분

석하여 부스 람객의 패턴  하  집단 별로의 

특징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들은 차후에 

새로운 시회를 구성할 때, 부스들을 어떻게 설

정하고 배열하는 것이 참 객들  부스 참가 회

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

는 련연구를 제시하고 제 3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연구 방법  차를 설명하며, 제 4장에

서는 실제 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 설명을 한 

실험설계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 에 하여 논의한다.

2. 련연구

2.1 시회

시회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자, 무역업자, 문가, 

련 종사자, 일반인, 언론인 등의 람객에게 홍보하

기 해 개최하는 효과 인 마  수단으로 요

하다[17, 18]. 한 시회는 경제  효과와 고

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7] 경제 발 을 진

하기 한 도구로써 미국, 독일, 홍콩 등 많은 국

가에서 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시회에 

한 경제  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시 산

업 한 시 가용 면 은 2007년 166,554m2에서 

2009년 177,490m2로 6.2% 증가하 으며, 개최된 

시회 수가 2007년 354건에서 2009년 422건으로 

16.1% 증가하 다[15]. 그러나 국내 시 산업은 

많은 양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규모 유사 시회

의 난립, 시회의 세성, 시회 품질 하 등 

시회의 질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6]. 

시회의 질  성장을 해서는 람객  참여

업체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많은 람객과 참

여업체가 시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

다[19]. 이에 많은 시회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를 들어 이태희, 윤연상[8]은 인

구통계학  정보, 시참가 황에 한 정보, 시

회 참가 목  그리고 시회 진행, 재참가 여부 정

보를 이용한 일원 분산분석(ANOVA)를 통해 

시회 참여업체의 성과와 만족도에 해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국제 시회의 효율  

운 을 한 제언을 제시하 다. 박 지 외[3]는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표본 T-검증

(Paired Sample T-test)을 통해 시 참가자의 참

가동기, 사 기 , 사후만족, 재참가 의사간의 향

계에 하여 분석하여 참가자 심의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 다. 한 안은정, 황

희권[5]은 회귀분석, 상 분석 등을 이용하여 시

주최자 운 능력에 따른 참여업체의 시회 만족

도를 분석한 결과 시주최자에 한 참여업체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회에 한 만족도가 높음

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람객과 참여

업체 입장에서의 만족도 요인 등 통계분석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람객의 부스 방문 

패턴에 한 거시  의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거시  에서의 시회 부스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개체간의 계를 시각 으

로 표 하여 개체간 연결상태  연결구조의 특성

을 계량 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1, 2, 4], 다양한 분

야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최창

[14]은 조직내의 비공식 연결망(Informal Net-

work)의 특질과 공식  연결망 간의 계에 하

여 연구하기 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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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하 으며, 이희연, 김홍주[9]는 수도권의 

심지 계층성의 변화와 결 의 심 인 역할

에 따른 통근통행을 통한 공간구조에 하여 연구

하기 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이용 하

다. 한 최일 , 김재경[12]은 객의 구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충성고객이 구매한 제품 네트워크와 잠

재고객이 구매한 제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성

고객이 구매한 제품 네트워크와 잠재고객 구매한 

제품 네트워크의 연결 계  연결구조의 차이를 

연구하 으며, 최일  외[13]는 도, 연결정도 집

도  연결정도 심성 분석 등의 사회 네트워

크 분석을 활용하여 K 학 도서 의 이용 황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합한 학술 DB 네트

워크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람객의 시 부스 방문 데이터

를 이용하여 부스간 연결상태를 시각 으로 표

하고 연결상태  연결구조를 계량 으로 악하

기 해  연결망(Quasi Network)을 이용하여 부

스 네트워크를 구성  분석하 다.  연결망을 

이용한 부스 네트워크는 람객이 방문한 부스들 

사이에 직 인 상호작용의 계가 없더라도 일

정 지지도(Support)를 임계치(Threshold)로 설정

하여 인 으로 설정한 부스와 부스 사이의 계

를 표 한 네트워크로[1, 12], 노드는 람객들이 

방문한 부스를 의미하며 아크는 람객들이 방문

한 부스간의 계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악하기 해 

도 분석(Density Analysis), 심성 분석(Centrali-

ty Analysis),  하  집단 분석(Sub-network 

Analysis) 등을 한다[4]. 도 분석은 네트워크에

서 노드들 사이의 연결된 정도 분석하는 것으로, 

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

어 정보의 확산이 빠르다[4, 12]. 심성 분석은 특

정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심에 치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근  심성(Closeness Centra-

lity), 연결정도 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 등이 있다. 근

 심성은 한 노드의 체 심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연결정도 심성은 한 노드의 지역 

심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1, 12]. 매개 심성은 네

트워크 내에서 한 노드와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재자 역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4, 12]. 

한 하  집단 분석은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하는 부

분집단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컴포 트 분석(Com-

ponent Analysis)과 당 분석(Clique Analysis) 

등이 있다. 컴포 튼 분석은 한 네트워크 내에 있는 

노드들끼리 하나의 연결체계를 형성하는 하  네트

워크를 분석하는 기법이며, 당 분석은 직 인 

연결거리가 1인 노드들을 분석하는 방법이다[4]. 

본 연구에서는 부스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석하

기 하여, 연결정도 심성, 매개 심성  컴포

트 분석을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 네트워크 분석 연구와는 다르게 지지도의 임

계치를 이용하여 부스 네트워크를 구성하 으므로 

도분석, 근  심성 분석,  당 분석은 하지 

않았다. 임계치 설정 정도에 따라 도는 다른 값

을 가지게 되므로 도 분석은 부스 네트워크의 

구조  특징을 분석하는 데 합하지 않다고 단

된다. 부스 네트워크에서 근  심성은 람객이 

방문한 부스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의 심에 있는

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부스 네트워크의 구조  

특징을 분석하는데 합하지 않다고 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  심성 분석을 사용하지 않기

로 한다. 당은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거리가 1인 

부스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가 엄격

하여 실 으로 부스 네트워크에서 발견하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 분석이 부스 네

트워크의 구조  특징을 분석하는 데 합하지 않

다고 단되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3. 연구 방법  차

3.1 부스 네트워크 분석 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제17회 국제 유야 교육 박람회에 

람객의 부스 방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스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악

하여 람객의 부스 방문 패턴  집단별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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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부스 네트워크는 람객들

이 방문한 부스들 간의 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로, 부스 네트워크 분석 로세스는 최일 , 김재

경[12]이 제안한 제품 네트워크 분석 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부스 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합

하도록 수정하 다. 부스 네트워크 분석 로세스

는 람객의 부스 선호 로 일 생성, 부스 네트

워크 구성  네트워크 구조 분석 등 3단계로 구

성된다. 람객의 부스 선호 로 일 생성단계에

서는 직 찰법을 통하여 얻어진 람객 부스 방

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람객-부스 행렬 형태로 

람객의 부스에 한 선호도를 표 한다. 네트워

크 구성단계에서는 장바구니 분석(Market Basket 

Analysis)의 지지도(Support)를 이용하여 특정 임

계치(Threshold) 이상인 부스를 아크로 연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심성, 매개 심성  하 집단 분석을 통해 네트

워크의 구조  특징을 악한다.

3.2 람객의 부스 선호 로 일 생성 

람객의 부스 선호 로 일(Visitor Preference 

on Booths)은 인구통계학  데이터, 방문 정보, 방

문 유형 등 다양한 람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람객 선호를 구조화한 표 이다. 본 연구에서는 

Sarwar et al.[20-22]의 연구처럼 람객이 부스를 

방문하 으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입력하

으며, 람객의 부스 선호 로 일을 생성하

다. <표 1>은 람객의 부스 선호 로 일을 

람객-부스 행렬로 표 한 이다.

<표 1> 람객-부스 행렬

부스 1 부스 2 부스 3 부스 4 부스 5

람객 1 

람객 2

람객 3

람객 4

람객 5

0

1

1

1

0

1

0

0

1

1

1

1

0

1

1

1

1

1

0

1

0

1

1

0

0
 

3.3 부스 네트워크 구성

부스 네트워크는 람객이 방문한 부스 사이의 

계가 있고 없음을 나타낸 네트워크이다. 를 들

어 람객이 부스 X와 부스 Y를 동시에 방문하면 

두 부스간에는 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부스 X와 

부스 Y를 연결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

다. 그러나 방문한 부스들이 계가 있다고 가정

하면, 방문한 부스 모두가 아크로 연결되는 문제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스 X와 부스 

Y를 방문한 람객이 일정 비율 이상인 부스들만 

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부스들을 아크로 연결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하여 2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제 1단계에서는 

체 람객  부스 X와 부스 Y를 방문한 람객

의 비율을 측정하기 하여 식 (1)과 같이 지지도

를 계산한다[12, 23]. 

 ∩   부스 X와 부스 Y를 방문한 

람객수/ 체 람객수(N) (1)

제 2단계에서는 지지도가 특정 임계치(ρ) 이상인 

값을 식 (2)와 같이 1로 정의하여 부스들을 아크로 

연결하 다.

       ≥  
(2)

여기서 RX,Y는 부스 X와 부스 Y의 계를 나타낸다. 

 3.4 부스 네트워크 구조 분석

부스 네트워크 구조 분석은 구성된 부스 네트워

크에 한 연결정도 심성, 매개 심성 분석  

컴포 트 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구조  특징

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연결정도 심성은 람객

의 부스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정도 심

성 분석을 통해 집객 효과가 큰 부스를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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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스 네트워크

있다. 매개 심성은 다른 부스를 매개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개 심성 분석을 통해 서

로 련 없는 부스들에 해 람객들의 방문을 

매개하는 부스를 탐색할 수 있다. 한 컴포 트는 

서로 연  있는 부스들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컴

포 트 분석을 통해 람객들이 선호하는 동질

인 부스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컴

포 트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있는 연계 (Cut- 

poin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부스 네트워크 실증 분석

4.1 조사방법

본 연구의 실험을 해 사용된 데이터는 2010년 

11월에 개최된 국제 유아 교육 시회 람객들의 

부스 방문 데이터로써, 연구자가 연구 상의 계

를 직  찰하는 방법인 직 찰법으로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79개의 부스에 한 220명

의 람객 방문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스 네트워크를 구성을 통해 네트워크

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스 1곳만 방

문한 람객의 데이터는 부스 네트워크를 분석하

는데 합하지 않다고 단하여 제외하 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79개의 부스에 한 160명의 

람객 방문 데이터를 상으로 분석하 다.

부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하여 지지도에 

한 임계치를 12%보다 높게 는 낮게 설정할 경

우 부스 네트워크가 하  네트워크로 구분되지 않

아 본 연구에서는 지지도에 한 임계치를 12%로 

설정하 다. 

4.2 부스 네트워크 구조 분석

람객의 부스 방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스 네

트워크를 구축할 때 부스의 계 형성을 한 지

지도에 한 최 의 임계치는 데이터 특성에 의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스 네트워크의 연결 

지지도에 한 임계치를 12%로 설정하여 네트

워크 구성  연결정도 심성, 매개 심성, 컴포

트 분석을 하 다. 

구성된 부스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으며, 국

제 유아 교육 시회의 총 79개의 부스  18개의  

부스만이 서로 연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서로 연  되어 있는 부스들이 시장의 동선 상 

가장자리에 치하고 있어 람객들의 방문이 용

이하기 때문에 부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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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개의 Block으로 이루어진 부스 네트워크

부스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심성과 매개 심

성 분석 결과 상  3개의 부스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결 심성이 높은 부스는 집객 효과

가 크며, 매개 심성이 높은 부스는 서로 련 없

는 부스들에 해 람객들의 방문을 매개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301번 부스는 

연결 정도 심성  매개 심성이 높다. 이는 

301번 부스의 지리 인 치와 람객의 방문 형

태의 향을 받은 부스로 부스 람객들의 시 

품목 체험에 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17번 부스와 20번 부스는 유아의 교육 목 에 

한 품목을 시함으로써 유아들의 교육에 한 정

보를 얻기 해 부모님들이 많이 방문하 다는 것

으로 단 할 수 있다. 그리고 36번 부스와 12번 

부스의 치는 다른 부스와의 통로에 치하고 있

어, 다른 부스를 방문할 때 지나쳐야 하는 매개체

의 역할을 하는 부스라고 단할 수 있다. 의 분

석을 통하여 향후 시장에 부스 배치 시 연결정

도 심성이 높은 부스는 많은 람객들이 방문하

기 때문에 넓은 공간의 치에 부스를 배치할 필

요가 있다. 한 매개 심성이 높은 부스는 시

장의 동선을 고려하여 시장 통로의 코 에 배치

함으로써 연  없는 다른 부스와의 매개 인 역할

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2> 상  3  부스

부스번호 연결정도 심성 부스번호 매개 심성

301
17
20

14.000
12.000
12.000

301
36
12

37.033
28.183
19.217

컴포 트의 구조를 악하기 해 연계 을 가

지고 분석한 결과 12, 36, 301 연계 에 의해 부스 

네트워크는 [그림 2]와 같이 4개의 블럭으로 분리

된다. 블럭 1의 36번 부스와 38번 부스는 시하는 

제품이 다르고, 지리 인 측면에서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스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블럭으로 묶 다. 36번 부스는 유아들의 건

강을 해 유기농 제품을 시식하는 일종의 체험을 

하는 부스이며, 48번 부스는 유아들이 스탬 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부스이기 때문에 같은 블럭으로 

구성되었다고 단된다. 

블럭 2의 56번 부스와 301번 부스는 유아들의 교

구제품과 유아들을 상으로 교육목 의 성격이 나

타나는 제품을 시한다. 즉 유아 상의 교구/교

육 제품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인 

측면에서 시장의 가장자리에 넓은 공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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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 때문에 같은 블럭으로 묶 다고 단된다. 

블럭 3은 15개의 부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부

스의 시 품목들은 다르지만, 시장의 가장 자

리에 치한 부스의 지리 인 측면에 향에 의해 

하나의 블럭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된다. 즉, 

시회를 방문하는 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부스라

고 단 할 수 있다. 

블럭 4의 12번 부스와 415번 부스는 유아들의 

미용 제품을 시하고 있으며, 두 부스는 서로 마

주 보고 있는 부스이다. 이는 지리 인 측면의 

향이 크다고 단되며, 한 시 품목이 유사하

기 때문에 12번 부스를 방문했던 람객은 415번 

부스를 방문한다고 단된다. 

즉 블럭 1은 부스를 방문하는 목 이 동일하며, 

블럭 2는 시품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한 블

럭 3은 시장 내 동선의 유사성, 블럭 4는 시품

목의 유사성  지리 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 등을 이용하여 향후 시회를 

개최할 때 블럭 별로 부스를 배치하면 시회에 

방문하는 람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시회의 성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한계

지 까지 시회에 한 연구는 인구통계학  

데이터와 람객의 만족도를 알기 한 설문조사

법 등을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통하여 람객의 만

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참여업체의 

만족도를 통하여 시회의 성과를 측하 다. 그

러나 시회 부스 이용의 련된 패턴에 한 거

시 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스들 사이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실제 2010년 11월에 개최된 국제 유아 교

육 시회 람객들의 부스 방문 데이터를 기반으

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부스 네

트워크 구성  연결정도 심성, 매개 심성, 컴

포 트 분석을 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

과 같은 시사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결정도 심성  매개 심성 분석 결

과 연결정도 심성이 높은 부스는 많은 람객들

이 방문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의 치에 부스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한 매개 심성이 높은 부

스는 시장의 동선을 고려하여 시장 통로의 코

에 배치함으로써 연  없는 다른 부스와의 매개

인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계 을 이용한 컴포 트 분석 결과 유

사한 품목을 시함으로써 구성되는 블럭, 지리

인 치의 향으로 인하여 구성되는 블럭, 방문 

형태의 향으로 인하여 구성되는 블럭, 시회의 

동선의 향으로 인하여 구성되는 블럭으로 구분

되었다. 이러한 블럭의 특징을 활용하여 시회를 

개최할 때 부스를 블럭 별로 배치하면 시회를 

방문한 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시회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제 유아 교육 시회를 

람하여 부스를 방문한 람객의 데이터만을 이용

하여 부스 네트워크를 구성하 기 때문에 부스 방

문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 를 들어 인

구 통계학  데이터에서의 남자 비율이 상당히 

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무작 한 선호가 포함되

었다는 한계 이 있다. 한 부스 람객 160명을 

상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다양한 람객들의 

특성을 반 하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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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부스 배치도

21 20 17 15

28 501 503 508 513 515 12

29 504 505 511 517 519 10

30

31 415

32 410 411 419 7

33 6

34 301 302 307 309 313 315 4

3

36 202 213 214

37 205

38

40 101 102 110

41 104 108 113

44 46 48 49 50 51 52 53 54 55 56

111

413

217

24

401 402

201

507

407

207 208 215

119

8

1

←
→

2. 부스  시품목

부스 부스 시품목 부스 부스 시품목

113 친환경디자인교구/아이톨 54 원목 장난감/빅지그토이

301
유리병 공 품, 유리병 공 체험,
유리병 가마/ 술인마을

17
안  블럭류/헝겊 교구류/차석 
교구류/소독기류/선물용품

205 과학교재 101 창의한  교육 로그램/폴인형/비 상자

20 유아교육용품/ 물 36 APPLE CRUNCH/PEAR CRUNCH/유기농 매실

217 세계의상/악기/화폐/인형 104 높이교재

56 어린이 공부상/매트 50 구강티슈/구강 스 이/교육용 칫솔/치카치카

110
애니메이션 상/꼬마 여행자 제이콥
/애니메이션 주일학교/스토리박스

419
유치원시설 교구/유아용 책상  의자
/키즈에콜로지

413 융상품/동양생명보험 410 미니 원목 피아노/엔틱 원목 피아노

407 교육용 원목 퍼즐  교재/ 노스 21 세계지도/우리나라지도/천자문/명화복제/ 스데코

4
과학교구/유아교구/나비르/앰비토이
/아이테크

513 균형잠자리/PLAY MAT

309 치아 기세포 탁보  서비스 41 몰펀/러닝 렛트

201 도서/바른가치 미덕학교 6 황토블럭교구/ 리코 어린이 건축교실

411
어린이 승용완구/자 거 유아안장
/이태리 승용 완구 RODY

503 치즈/서울우유

214 신생아 살리지 모자 뜨기 캠페인 38 어린이 용물감/염색물감/뉴질랜드 FAS

207
포토북/캐릭터북/싱크로북/포토달력
/포토다이어리

48
맟춤 네임 스탬 /하트 칭찬 스탬 /딸리, 둘리, 
라이센싱 업체

307 조합 놀이 /토이류/리틀 타익스 51 교구, 교재 용품/하트 투 하트

519 모양 컷 기/제본기/펀치 7 성격조성교육 훈련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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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디아나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
유기농솜사탕 제조기  재료

508 유아교구  악기

517 나무 모형 조립 208 삼나무 원목가구

37 공기정화 겸용 진공청소기 52 유아용 악기/다솜 오카리나

33 유아용도서와 교구 504 교구/교재

111 원목 자석 교구 315 미술 교재/ROSSI

55 트 보드 507 어린이 직업체험 홍보부스/작업유니폼

49 비나  천연 건조과일 스낵 505 뽀로로, 디즈니 캐릭터 패션가방/유아용 잡화

501 퍼즐, 자석 수학교구 402 월간지/단행본

30
유아동 가방/교사용 치마/유아동 앞치마/ 
슬리핑 백/담요

515
스텐 스 도시락/원목 교구 세트, 헝겊 교구 세트
/역할의상

401 유치원, 어린이 집에 필요한 교구 40 생용품

213 구성애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성교육 12 유아용품

102 놀이기구  인테리어 32 미니 표고버섯 화분/버섯분재

46 유아용 칼라보드/유아용 토티 원목이 젤 칠 108 토마스 신나는 책상/크 망 애니 블락

24 칼라펠트/펠트 교육자료/손인형 202 BJ그림 벽지/뮤럴 벽지/스티커/붙이는 칠

215 어린이집 차이즈 302 스 스 직수입 블럭

10 무독성 물감 키즈 페인트 15 교육용 제품

3 유아용 안  제품 44 스텐 유아 식기류/도시락류/유치원 용품

119 책상 외 유아용 교구 28 구슬퍼즐/자석 블럭

31 방과 후 학습자료 415 유아, 아동 미술 재료

34 생 소독기 29 쁜 손 씨 POP/손 씨 체험/함 샘 원바세 POP

53 공룡식 /공룡물병/공룡컵/공룡스푼포크 313 미술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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