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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의 시장조사 컨설팅업체인 Laney(2012)는 2011년 빅
데이터의 등장과 관련 ‘신기술 발생단계’로 주목하면서 성
장을 예측한바있다. 2012년 1월에열린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일명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거대한
전환: 새로운 모델의 형성(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s)으로 2012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첫 번째로

빅 데이터를 지목하였다(Yu, 2012).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된 배경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

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

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Min & Jeong, 2013). 빅데이터는 미
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리스크 대응력을 키우며, 스
마트시대 경쟁력과,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를 제공하기에 최
근 외식산업에도활발히연구되고 있다(Zhang & Law,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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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Big Data was us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related to 'Cooking Academy' keywords. 
After collecting all the data, we calculated the frequency through the text mining and selected the main 
words for future data analysi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Google Web and News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2013 to December 31, 2017. The selected 64 words were analyzed by using 
UCINET 6.0 program,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visualized with NetDraw in order to present the 
relationship of main word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goal for the students from 
cooking school is to work as a cook, likewise to have practical classes. In addition, we obtained the 
result that SNS marketing system that the social sites, such as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are 
actively utilized as a marketing strategy of the institute. Therefore, the results can be helpful in 
searching for the method of utilizing big data and can bring brand-new ideas for the follow-up studies. 
In practical terms, it will be remarkable material about the future marketing directions and various 
programs that are improved by the detailed curriculums through semantic network of cooking school 
by using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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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증대와 웰빙문화의 확산, 쿡방, 먹
방의 인기 등으로 요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남녀노소

를 불문하고 요리를 배우고자하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요리학원들은 과거 조리기능사 자격증과정과 신

부요리, 창업요리 등의 한정적인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
고 있다. 또한 가정요리는 신부수업으로 여성고객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직장인 남성뿐만 아니라 퇴

직을 앞둔 남성이나 퇴직을 한 남성수강생들이 증가하였다

(Lee, Seo, & Lee, 2017).      
빅데이터에 관한 선행연구는 Gu(2015)는 청년실업의 문

제를 해결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취업 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

며, Kim(2016)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하철 혼잡도를 예
측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하

였고, Kim(2017)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식관광관련 의미연
결망 분석을 통하여 음식관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Shuting과 Kim(2017)은 크루
즈 여행에관한 중국과미국의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Jo와
Kim(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스타벅스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조리학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Kim(2005), Heo와
Lee(2016), Lee 등(2017)의 연구에서 조리학원의 교육환경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만족도 및 행동의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다. 또한 Lee와 Kim(2013), Kang(2011), Park과 Kim(2006) 
등의 연구에서는 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현황 및 활성화 방

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요리 트랜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요리학원의 발전 방향과 마케팅 전

략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는텍스트마이닝기법을 통해 조리학원과

관련 있는 단어를 살펴보고, 주요 단어에 대한 추적을 통해
각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시사

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이론
적으로는 빅데이터 활용방법에 대한 모색과 더불어 후속 연

구의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리학원에 대

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향후 마케팅 방향과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통한 다양한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이해자료

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빅데이터(Big-Data)

데이터의 방대한 양(volume), 데이터 유형의 다양한 형태
(variety), 빠르게 처리되는 속도(velocity)라는 속성과 새로운
가치(value)의자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4V로 요약되기
도 하고, 처리기술의 복잡성(complexity)을 추가하여 정의되

Fig. 1. Four definitions of big data.
<Source : http://tweb.tsu.edu.tw/sections/2374/pages/7012?locale=zh_tw>

기도한다(Carter, 2011). 세계적인컨설팅기관인 맥킨지(Mc-
Kinsey)는 빅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규모의 데이터
셋으로 규정하면서, 단순히 데이터의 크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빅 데이터의 경제적 역할로서 기
업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

한 가치로 표현하였다(Manyika et al., 2011). Danah와 Craw-
ford(2012)는 빅 데이터의 개념을 문화적ㆍ기술적ㆍ학문적
현상으로서 첫째, 대규모의 데이터 셋을 모으고, 분석하고, 
연결 및 비교하는 컴퓨팅 기술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둘
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법률적 요청을 구성하는 패턴을
분류하는 대규모의 데이터 셋을 이끌어 내며, 셋째, 기존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차원

의 지식을 제공해주는 데이터 셋으로 정의하고 있다. 빅데
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 수집, 발굴, 분석, 비즈니스
화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현황 파악 및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어 현재 공공, 의료, 마케팅, 정보통신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기 단계의 활용을 하고 있다(Jun & Seo, 2013).
빅데이터 분석에는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평판분석

(opinion mining),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클러스터분석
(cluster analysis),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 
등이 있다(Kim, 2012). 소셜네트워크 분석은 사람, 조직, 기
관들의 관계를 다루는 에고네트워크분석(ego network analy-
sis)과 단어 또는 개념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맨틱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 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수
집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소비자마음을 읽는기법으로활용

되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늘려주는 마케팅수단과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위기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TTA, 2012).

2.2.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의미연결망 분석은사회의시스템구조를파악할 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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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network 
analysis)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시킨 방법이다. 사
회연결망 분석이 사회현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에 주
목한다면 이를응용한 의미연결망 분석은 행위자 대신 메시

지의 구성요소인 단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의미를 분석

한다(Wang & Rada, 1998; Wasserman & Faust, 1994). 의미연
결망 분석은 사회연결망 이론을 전제로 한다.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노드(node)’라는 개인과 이들
간의 ‘연결 관계(link)’로 구성되며, 개인 간의 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의미연결망 분석에적용해 보면, 
‘노드’는 개인이 아닌 각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단
어’이며, ‘연결 관계’는 ‘단어 간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Kim, 2011). 의미연결망 분석은 개별 노드가 어떠한 상호
관련이 있는지 연결 관계로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노드를 중심으로 담론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

여준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 간 연결 구조, 즉 특정 이슈에
대한 의미연결망 구조는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구

축되고 있는지 조직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Hwang & 
Hwang, 2016).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를 행위자로 적
용하여 텍스트내의 네트워크 구조와 의미를 파악한다. 일반
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근거나 의미를강조할 때 특정단어를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 문장 혹은 문단

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통해 내용을 분석

하는 방법이다. 분석 기준이 되는 지표는 분석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밀도, 포괄성, 집중도의 거시 수준의 분석
지표, 개별노드에대하여서는연결정도, 강도및거리등의
미시 수준의 연결성 분석 지표가 활용된다. 또한 네트워크
내 각 노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석 지표로는 중심성이

있으며, 노드 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을 분류하는
지표로 구조적등위성을기반으로 한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다(Lee, 2014).

2.3.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개체들 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어떠한 노드가 중심역할을 하는지, 어
떠한 노드가 중계역할을하는지 등을나타내는척도로 활용

된다. 즉, 중심성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 개체가 다른 개체들에 도달하려면 몇
단계가 필요한지 등을 측정할 수 있다(Cho, 2012).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은 노드가 중심에 어느 정

도 근접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한 네트워크
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집단의 힘을 크게 만들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체적으로 집단의 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지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on, 2002). 중심성 분석 방법으로는 한 단어에 연결된
다른 단어들의 수를 측정하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한 단어에서 다른 단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계자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이있다(Choi, Kang, Choi 
& Kang, 2011). 또한 연결정도중심성과 유사한 개념에 기반
하여측정되지만, 양적으로단순히관계를맺고있는노드들
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것이아니라, 연결의질도함께반
영하는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이 있다(Wasserman 
& Faust, 1994).

2.4. 조리학원(Cooking Academy)  

학원은 다양한 기능을수행하며, 학교교육소위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행하는 위치에 있는 한편, 주로 청소년․성
인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

생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Ha, 2004). 
조리란 식품을 다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끓이거나, 찌거나, 
굽거나, 볶거나 또는 튀기거나 하면서 조미하는 과정을 통
하여 식품과 기본적인특성을 향상시키고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Kim, 1999). 조리교육이란 이러한 조
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체에
서 필요한 내용을 구분함이 없이 조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

의 지도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교육이라고 정의할 수있다

(Na, Jeong, Gang & lee, 1999). 또한 조리교육은 일반 교육과
는 달리특수한 분야의 전문교육으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

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함께 길러주고, 기능인력 양성
을 위해 조리의 본질적과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을 일컫는 것이다. 조리 학원 교육의 목적으로는 발전
해가는 산업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인력 양성과 보급, 
교육을 통해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
해직업의만족과고용안정에기여하고또한국가발전과생

산성 향상에 기여한다(Kim, 2002). 따라서, 조리학원은 현업
에서 요구하는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해 조리의 본질을이해

시키고, 조리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조리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와 습관을 습득시키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Jung, 1993).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리교육학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단어가 빈번

하게 사용되며, 단어들 사이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밝힘으
로써 조리교육학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구글 웹과 뉴스에서 ‘Cooking 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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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y’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프로그램인 SCTM(Smart Crawling & Text Mining)을 사용하
여수행하였다. SCTM은크롤링(crawling) 방식을이용해 web
상의 데이터를 채널별로 자동 수집하여 처리해주는 솔루션

으로, 연관성과 정확도에 따라 추출된 데이터를 수집하며
다양한주제에대한오피니언분석(opinion acalysis)이가능하
며 텍스트 마이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빅 데이터 솔루션이

다.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용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
해 텍스트의 정제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정제된 데이터를 텍
스트 마이닝을통해 빈도를 계산하여주요 단어들을 선별하

였다. 선정된단어들의범주화를통해매트릭스데이터로만
들어 시맨틱네트워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UCINET6.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텍스트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적 등

위성(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UCINET6.0과 함
께 패키지화된 NetDraw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시각화함으
로써텍스트의관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해 
연결망의 구조와 연결강도를 파악하였으며 각 노드(단어)가

Rank Word Freq % Rank Word Freq % Rank Word Freq %

1 Cooking 2,840 13.08 23 Arts 271 1.25 45 Healthy 177 0.82

2 Academy 1,962 9.04 24 Review 268 1.23 46 Television 166 0.76

3 Food 1,101 5.07 25 Service 260 1.2 47 Wine 150 0.69

4 School 1,076 4.96 26 Media 256 1.18 48 App 138 0.64

5 Class 902 4.15 27 Education 255 1.17 49 Friends 131 0.60

6 Chef 872 4.02 28 Main 242 1.11 50 Pizza 130 0.60

7 Culinary 527 2.43 29 Online 240 1.11 51 Italian 127 0.58

8 Student 484 2.23 30 Life 239 1.10 52 Dining 126 0.58

9 Business 452 2.08 31 Travel 234 1.08 53 Delicious 125 0.58

10 View 401 1.85 32 Mobile 233 1.07 54 College 117 0.54

11 Learn 390 1.80 33 Hotel 228 1.05 55 Lifestyle 112 0.52

12 See 381 1.75 34 Program 220 1.01 56 Pastry 110 0.51

13 Health 355 1.64 35 Popular 213 0.98 57 University  98 0.45

14 Kitchen 343 1.58 36 Community 212 0.98 58 Cake  97 0.45

15 Facebook 340 1.57 37 Follow 209 0.96 59 Chocolate  97 0.45

16 Restaurant 305 1.40 38 Watch 208 0.96 60 Chicken  96 0.44

17 Cook 299 1.38 39 Course 205 0.94 61 Instagram  89 0.41

18 Menu 299 1.38 40 Cuisine 197 0.91 62 Baking  87 0.40

19 Recipe 294 1.35 41 Eat 186 0.86 63 Global  79 0.36

20 Twitter 293 1.35 42 Dish 183 0.84 64 Taste  76 0.35

21 Information 279 1.29 43 Catering 178 0.82

22 Tuition 273 1.26 44 Training 178 0.82

Table 1. Top keywords frequency of food exhibition at cooking academy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가늠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Freeman(1978)의 중심성 개념 정리와 측정 방법을
토대로 계량화한 지표인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살펴보았다.

4. 분석결과

4.1. 데이터 빈도 (상위 주요 빈도)

‘Cooking academy’내용을 google web, google news에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간 텍스트마이닝한 결
과, 총 37,256개의 단어가 출현되었다. 그 중 상위 20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chefs, services, students 등의 중복된 의미나
the, when, for, it 등의 불필요한 조사 및 단어들을 삭제하여
총 64개로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cooking’, ‘academy’를 제외한 상위 10개의 단

어 food, school, class, chef, culinary 등의 단어들이 누적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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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 이상으로 웹 가시성(web visibility)이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school, college, cuisine 등의 조리교육시설 또한
크게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facebook, twitter, instagram, 
review 등의 SNS 마케팅 부분과 cooking, menu, culinary, chef 
등의 조리 실무 부분, academy, training, education, tuition 등
의 조리학원 부분이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
요 상위단어의 출현 빈도를 반영한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4.2. 주요 단어 중심성 분석 결과

연관 단어의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
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Cooking 또는 academy에 대한 주요 단어의 중심성
을 확인한 결과, food, class, chef, culinary, restaurant, delicious 
등이 높음이 확인되며, 이는 주요 단어의 빈도 결과와 비슷
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검색어인 cooking과 academy를 배제한 주요 단어 연결정

도 중심성을 확인한 결과, 연결정도 중심성은 class, chef, 
food, culinary, delicious, cook, school, lean 등의 순으로 도출
되었으며, 근접중심성은 food, school, chef, culinary, restau-
rant, business, kitche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중심
성 분석결과는 food, school, chef, culinary, restaurant, business, 
kitchen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세중심성 분석결과는

class, chef, catering, food, delicious, cook, culinary 등의 순으

Fig. 2. Key words visualization of network analysis.

로 도출되었다. 빈도 순 상위 20개의 단어의 연결정도중심
성, 위세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을동시에비교한결
과, food, class, school, chef, culinary 등의 단어는 높은 빈도
를 나타냈지만, delicious, catering, cake, baking 등의 단어들
은 노출평균 대비 중요한 역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Lee(2012)는 CONCOR 분석이란 전체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점을 가진 키워드들의 클러스터(군집)을 찾아내어 키워
드 동시출현 노드들 간의 형성된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라

고 하였다. 도출된 단어들의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하고자
덴드로그램을 통하여 3단계의 위계적 집단을 확인하였으며
(Fig. 3), 그 중 2단계의 군집을 토대로 CONCOR분석을 수행
하여 Fig. 4와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CONCOR 분석결과를 Table 3과같이정리하였다. ‘cooking 
academy’ 그룹은 class, training, education, tuition, student 등
의 단어들이 포함되어있으며 학원에서의 조리 수업에관한

단어들이나타났으며, ‘cooking practice’ 그룹은 culinary, cook, 
chef, menu, Italian, pizza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
업과관련된조리실무에관한단어들이나타났다. 그리고 ‘coo-
king education institution’ 그룹은 school, university, cuisine, 
college, program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기관에
관한단어들이나타났고, ‘SNS marketing’ 그룹은 twitter, face-
book, instagram, information, review, community 등의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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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an’s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No Word Coefficient No Word Coefficient No Word Coeffi cient No Word Coefficient

 1 Cooking 0.192 1 Cooking 2.446 1 Cooking 100 1 Cooking 88.577 

2 Academy 0.085 2 Academy 2.446 2 Academy 100 2 Academy 55.915 

7 Class 0.051 3 Food 2.446 3 Food 100 7 Class 37.800 

5 Chef 0.051 4 School 2.446 4 School 100 5 Chef 36.504 

3 Food 0.048 5 Chef 2.446 5 Chef 100 39 Catering 35.889 

6 Culinary 0.033 6 Culinary 2.446 6 Culinary 100 3 Food 29.598 

51 Delicious 0.031 15 Restaurant 2.446 15 Restaurant 100 51 Delicious 28.039 

16 Cook 0.029 8 Business 2.446 8 Business 100 16 Cook 21.154 

4 Achool 0.027 13 Kitchen 2.446 13 Kitchen 100 6 Culinary 20.102 

10 Learn 0.025 10 Learn 2.446 10 Learn 100 10 Learn 18.717 

13 Kitchen 0.024 11 See 2.446 11 See 100 58 Cake 16.789 

9 View 0.024 16 Cook 2.446 16 Cook 100 4 School 16.543 

39 Catering 0.024 21 Arts 2.446 21 Arts 100 13 Kitchen 16.270 

58 Cake 0.019 50 Dining 2.446 50 Dining 100 9 View 13.315 

15 Restaurant 0.017 27 Life 2.446 27 Life 100 53 Recipe 11.524 

53 Recipe 0.016 26 Online 2.446 26 Online 100 15 Restaurant 10.342 

11 See 0.013 37 Eat 2.446 37 Eat 100 62 Baking  9.826 

44 Wine 0.013 35 Course 2.238 44 Wine 98.438 44 Wine  8.555 

62 Baking 0.013 17 Menu 2.238 7 Class 98.438 60 Chicken  7.654 

36 Cuisine 0.010 46 Friends 2.212 46 Friends 98.438 59 Chocolate  7.188 

Table 2. Comparison of key words frequency and centrality 

Fig. 3. Dendrogram of words in cooking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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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isualization with CONCOR analysis.

Cluster number Words Cluster name

1 Academy, class, training, education, tuition, student etc. Cooking academy

2 Cooking, culinary, cook, chef, menu, Italian, pizza, cake etc. Cooking practice

3 School, university, cuisine, college, program etc. Cooking education institution

4 Twitter, facebook, instagram, information, review, community, view etc. SNS marketing

Table 3. Cluster by CONCOR analysis

포함되어있다. 이러한결과는 Heo와 Lee(2016), Lee 등(2017)
의 연구에서 제시한 조리학원의 교육환경 요인들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정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cooking academy’ 키워드를 웹크롤링 및 텍스
트마이닝을 통해 분석하고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프로그램

인 SCTM을 활용하여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google web과 google news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5년간의
수집된 키워드는 총 37,256개가 수집되었으며, 그 중 상위
200개의단어를추출하여중복된의미나불필요한단어들을
정리하여 총 64개로 도출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UCINET 6.0과 패키지화된 NetDrow를 활용하여 중심성분석
(centrality analysis)과 도출된 단어들의 구조적 등위성을 분
석하고자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cooking, academy, food, school, class 등의 단어
들이 웹 가시성(web visibility)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school, college, cuisine 등의 조리교육시설 또한 크게 부각
되었다. 뿐만 아니라 facebook, twitter, instagram, review 등의
SNS 마케팅 부분과 cooking, menu, culinary, chef 등의 조리
실부 부분, academy, training, education, tuition 등의 조리학원
부분이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상위단어에
출현빈도를네트워크에시각화한결과, school, college, cuisine, 
chef, hotel, cooking 등을 통해 조리학원의 수강 목적이 대학
진학 및 진로선택에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반영하고, face-
book, instagram, twitter, review, information, online, mobile, 
app 등의 단어들은 SNS나 모바일 서비스의 중요성을 나타
내었다.
검색어인 cooking과 academy를 배제한 주요 단어 연결정

도 중심성을확인한결과, 연결정도중심성은 class, chef, food, 
culinary, delicious, cook, school, lean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으
며, 근접중심성은 food, school, chef, culinary, restaurant, b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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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s, kitchen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는 food, school, chef, culinary, restaurant, business, kitchen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세중심성 분석결과는 class, chef, 
catering, food, delicious, cook, culinary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
다. 빈도 순 상위 20개의 단어의 연결정도중심성, 위세중심
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을 동시에 비교한 결과, food, 
class, school, chef, culinary 등의 단어는 높은 빈도를 나타냈
고, delicious, catering, cake, baking 등의 단어들은 낮은 빈도
를 나타냈지만 연결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단어의 구조적 등위성을 도출하고자 덴드로그램

을 통하여 3단계의 위계적 집단을 확인하였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4개의 클러스터(cluster)가 생성되었고 ‘cooking 
academy’, ‘cooking practice’, ‘cooking education institution’, 
‘sns marketing’으로 명명하였다. ‘cooking academy’ 그룹은
class, training, education, tuition, student 등의 단어들이 포함
되어 있고 학원에서의 조리 수업에 관한 단어들이 나타났으

며, ‘cooking practice’ 그룹은 culinary, cook, chef, menu, 
italian, pizza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업과 관련된
조리실무에 관한 단어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cooking educa-
tion institution’ 그룹은 school, university, cuisine, college, pro-
gram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있으며 교육기관에 관한 단어들
이 나타났고, ‘SNS marketing’ 그룹은 twitter, facebook, insta-
gram, information, review, community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리학원 또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 시사

점을 제시한다.
첫째, 요리학원의 수강목적이 조리사로의 진로선택과 실

무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을 획득하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cooking practice’ 그룹에 있어 cook, chef, Italian 등
의 단어들이 요리학원과의미 있는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으

며, ‘chef’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리를 배운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요리학원은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뿐만 아
니라 실무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료생에게는 취
업 연계까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
원과 사업체 간의 협약 및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둘째, 요리학원 수강생은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생인 점

을 생각하여 조리학원과대학교 및 전문학교와밀접한 관련

이 있다. Concor 분석 결과에서 ‘cooking education institution’
그룹에 school, university, cuisine, college 등의 교육기관을 나
타내는단어들이 형성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리학원을 수강하는 중․고등학생의 목적은 대학교 진
학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학교와 학과와 MOU체
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시상담을통해 진학결정에 도움

을 준다면, 타 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학원의 인지도가 상
승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학원은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이익을추구하는 사업

인 점을 생각하면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
두 가지 결론은 내부적 마케팅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외부
적 마케팅전략으로광고를들 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
는 ‘SNS marketing’그룹에서 twitter, facebook, instagram, infor-
mation, review 등의단어가군집을이룬것을볼수있다. 즉, 
과거 전단지, 버스, 지하철, 라디오 등의 오프라인마케팅 전
략보다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SNS 마케팅중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보다
모바일 SNS를 활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리학원 관련 데이터로 요리관련 TV 프로

그램과 연관된 단어들이 다수 도출된 것으로 보아, 조리학
원의인기상승요인으로 ‘쿡방’을 빼고 말할 수는 없을것이
다. Macromill Embrain(2015)의 먹방/쿡방 TV 프로그램 시청
경험 평가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리관련 TV프로그램
이 인기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요리관련 프로그램 시
청 경험 유무 조사에서 93.4%가 시청경험이 있다고 조사되
었으며, 쿡방과 먹방의 호감도에서 쿡방이 66.0%, 먹방이
20.8%의 호감정도가 조사되었다. 쿡방을 선호하는 이유로
는 첫째, 요리 레시피를 얻을 수 있어서, 둘째, 다양한 요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셋째 한번 따라해 보고 싶어서 순이
었다. 하지만 현실은 쿡방에서의 음식을 따라 하기에는 준
비시간과 재료의 소량구입, 뒷정리 등의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과 한두 번 따라해 보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리학원에서는 학원
자체의 프로그램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매주 쿡방

에서 인기 있는 레시피를 선택해 장소와 재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팁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되

면서 마케팅효과와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조리학원의빅데이터분석을 활용한 초

기연구로수강생들의 진로 및 학원의 마케팅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향후 조리학원의 발전과 나아가 조리교육이 발전하

는데 실무적 및 학문적 성과를 제고하는 논의로 그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구글 웹검색, 뉴스검색 채널을 통해 5

년간의 영문으로 작성된 텍스트영역에 대해서만 수집과 분

석이 이루어져 대표성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국 요
리학원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검색 채널을 네이버, 다음, 모바일 SNS 
등으로 범위를 넓혀 분석하고 지역적 차이를 알아 보기 위

해 조리학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을 비

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리학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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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분석을 통해 수강생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분석한다

면 더욱 의미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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