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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wareness of food tourism using big data analysis. For this, 
this study collected data containing ‘food tourism’ keywords from google web search, google news, and 
google scholar during one yea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16.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CTM (Smart Crawling & Text Mining), a data collecting and processing program. From those data, 
degree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were analyzed by utilizing packaged NetDraw along with 
UCINET 6. The result showed that the web visibility of ‘core service’ and ‘social marketing’ was high. 
In addition, the web visibility was also high for destination, such as rural, place, ireland and heritage; 
‘socioeconomic circumstance’ related words, such as economy, region, public, policy, and industry.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showed 4 clustered named ‘core service’, ‘social marketing’, 
‘destinations’ and ‘social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diagnosis on food tourism according to 
changes in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by using these web information will be a foundation of 
baseline data useful for establishing food tourism marketing strategies.

1. 서  론

음식관광은 관광활동의 직․간접적인 동기로서 문화관

광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Kim, 2013). 많은 관광객들은
여행을 하면서 먹거리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여행경험을
전할 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식으로 고생을 했다거나, 맛있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여행 중 경험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은 먹고 즐기는 체험관광을 직접 계획하

거나패키지관광보다는자유여행을선호하고있으며, 음식에
관한 계획은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Hall & Sharples, 
2003; Kim & Lee, 2010; Lee & Kim, 2013).
또한, 음식관광은해당지역의문화적특성과정체성을잘

드러내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음식관광
을 찾는 관광객들은 보다 세련되고, 새로운 경험들을 찾을
뿐만아니라, 환경에대해생각하고, 건강과웰빙(Well-Being) 
생활양식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음식이나 영양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사람들은문화를 직접경험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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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다(Kim, 2000; Kim, Joung, & Choi, 2016). 그러
나, 음식관광의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음식관광은 아직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음식관
광자원과 시장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모방 가능한 유사형태의 음식관광목적지 개발에 힘쓰고 있

다. 국내의 경우, 향토음식 개발 연구,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역 음식을 소개하는 책자 발행 등을 통해 음식관광 활성

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지역별․계절별 특색을 반영한 음식

관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음식관광정책이마련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Park, 2005). 
따라서, 음식을문화관광의 중요한 요소로인식하고, 국내․
외 음식관광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향토적 웰빙음식에 대한

관심증가라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추어 보다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음식관광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음식관광이란

여행 중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어떠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이아니라 특별한 주방장의 음식을맛보고자 하

는욕구가여행의주요동기가되어야한다고하였다(Hall & 
Sharples, 2003). Canadian Tourism Commission(2002)은 음식
관광의 범위에토착민 축제를 포함하여 농촌관광활동 등 다

양한음식과관련된활동등을포함하였다. 또한, Choi, Kwak, 
& Kim(2017)은 음식을 문화관광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국내외 국내외 음식관광 수요확대 및 향토적 웰
빙음식에 대한 관심증가라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보다 체계

적인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음식관광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음에도 사회
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 의미분석에

초점을맞춤으로음식관광과관련된주요단어를도출하고시

각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는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음식관광과 관련한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관계의 맥락속

에서의미와논리를만들어내는지밝히고자본연구가수행

되었으며, 음식관광의 의미구조와 이슈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음식관광

음식관광은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 : SIT)의 일
종으로서 음식과 관련된다양한 요소들이 여행의 동기를 자

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관광이다. 음식관광은 음식
과 관련된 주요 생산지를 방문하고, 음식축제에 참가하며, 
레스토랑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시식하거나, 특산물
생산지역의 특성을 체험해 보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on, Lee, & Kim, 2016). 즉, 음식관광이란 여행 중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어떠한 레스토랑을방문하는 것

이 아니라, 특별한 주방장의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가

여행의 주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Hall & Sharples, 2003). 음
식관광은 관광객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의 형태로 드러나며, 그 표현방법에 요리(culinary), 미
식(gastronomic), 식도락(gourmet), 쿠진(cuisine)이 포함된다
(Hall & Sharples, 2003). Canadian Tourism Commission(2002)
은 음식관광의 범위에 토착민 축제를 포함하여 농촌관광활

동, 요리교실, 주말농장, 과수원 체험, 음식축제, 지역특산품
구매, 음식/와인/맥주 관광, 전통음식체험, 관광지내 레스토
랑에서의 식사, 농산물 직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자
에 따라음식관광의 범위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그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Choi, 
Kwak, & Kim(2017)은 한국, 미국, 중국의 음식관광객을 대
상으로 음식관광 브랜드 포지셔닝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음

식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유형화시키는 도구인 다차원척도

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음식의 맛, 충
분한 음식의양, 국가이미지의 반영 3개의요인이 음식을통
해서 국가 이미지제고에 도움이 되고, 잠재적 음식관광객은
음식을 선택할 시에 음식의 맛, 양, 국가이미지 반영의 유무
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빅데이터 & 의미연결망 분석

개념적정의가아직명확하지않은 빅데이터는 미래의 유

망기술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활용분야 차원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다(Jang & Yoon, 2016). 그밖에도 데이터에
서 경제적 가치를 발굴하는 차세대 기술, 대규모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 또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이터 처리기술로정의

되면서 ‘빅(Big)’이라는뜻에서연유하는양의개념이거나통
신기술을지칭하는 데머물지 않고 사회적 활용으로 확장하

려는새로운기술적의미가강조되고있다(Shi, Zhu, Yang, & 
Li, 2016).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학문 분야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빅데이터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저장이나 분
석 플랫폼에 관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들이다(Kim et al., 
2016). 두 번째는, 빅데이터활용에관한 실용적차원의 연구
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문화적 함
의를 논의하는 연구들이다(Phillips, Barnes, Zigan, & Schegg, 
2017). 빅데이터 활용이 가져오는 결과 중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새로운 감시와 통제의 영역에서 비판하거나, 빅
데이터 형성 과정에서은폐되는이용자 활동의 가치 문제를

다루기도하였다(Jang & Yoon, 2016; Shi et al., 2016). 따라서
빅데이터 현상은 실용적 차원의 활용방식과 가치창출의 이

슈로 요약되는 기대감만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감시와
통제의 문제, 경제적 차원의 정보지식과 활용권력의 불균형
문제, 이러한 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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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의 변화 문제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사회의 시

스템 구조를 파악할 때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

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커뮤니케이션 메시
지에 적용시킨 방법이다. 이처럼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특
정 유목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들의 빈도와 한 문

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의관계를 통해 메시지의

의미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Shi et al., 2016). 이 때, 정보
단위가 되는 단어나 구를 각각의 노드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놓고 개념 간의 연결 상태를 링크(link)로 나타내는데 여기
서 링크로 드러나는 단어들의 공동출현 관계를통해 의미를

해석한다(Kim et al., 2016). 
이런 배경에서 의미연결망 분석을활용한메시지분석연

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Kim(2017)은 전시컨벤션산업에
서 열린 식품박람회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웹에서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작업을 통해 상위노출빈도를 도출하고,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Oh, Lee & Chon(2015)은 한국관
광인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해외 주요 관광국가
및 도시, 국내 주요 관광도시 등의 웹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족여행, 자유여행, 해외여행, 신혼여행 등
의 관광행태와숙박 관광과 2박 3일, 3박 4일 등의 여행일정
도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안전, 관광주간, 관광두레, 해
미읍성이비중 있게 포함되어 2014년의 사회 환경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him, Kim, Shon과 Lim(2011)은 스
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분석

함에 있어 인터뷰 텍스트를 바탕으로의미연결망 분석을 실

시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의미연결망 분
석은 웹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의 사용빈도, 주요 단어(node) 
사이의 연결(link) 상태, 그리고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struc-
ture)를 통해 신문기사 텍스트에 담긴 의도적인 의미의 흐름
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과제

본 연구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뉴스, 또는 학문자료에 나
타난 음식관광 관련 텍스트자료로부터 구조화된 형태의 정

보를 추출하여 패턴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의미
체계를 파악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식관광 빅데이터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
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음식관광 빅데이터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

들의 연결망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가? 이 연
결망의 특성은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가?
⋅연구문제 3: 음식관광관련 주요 단어 사이의 의미 연결
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음식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며 단어들 사이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지역음식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와 뉴스 및
학문자료에 작성된 텍스트를 수집-정제-분석-시각화의 과정
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였다. 즉, 온라인 데이터 수집
하고 정제하는 과정은 SCTM(Smart Crawling & Text Mining)
을 활용하였으며, 수집 데이터인 비정형데이터를 분석용 데
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정제과정을 수행하고, 정
제된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을통해 빈도를계산하여주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어들의 범주화를 통해 매트
릭스 데이터로 만들어 시맨틱네트워크 분석에 이용하였으

며, 분석에는 Ucinet6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네트워크 중심성
과 구조적 등위성(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CONCOR), 에고네트워크(ego-network) 분석을 진행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해 음식관
광은주로 Food Tourism이나 Culinary Tourism, 그리고 Gastro-
nomy Tourism으로 표현되고있음을 확인하여, 구글 웹, 구글
뉴스, 구글 학술자료에서 ‘Food Tourism’, ‘Culinary Tourism’, 
그리고 ‘Gastronomy Tourism’ 키워드로 SCTM(Smart Craw-
ling & Text Mining)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된 데이터를 통해 핵심어를 도출하고, 이후 분석데이터의
탐색을 진행하여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순위에 따라 주요

단어를 추출하였고, 주요 단어들이 공동으로 출현하는 빈도
수를 파악하여 단어×단어의 행렬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이
때 관사, 접속사, 문장의어미 등은제외됐으며, 유사한 맥락
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단일 단어로 일원화하는 text mining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행렬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들 사이의 연결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의 NetDraw 기능을
활용하여 공동출현 단어들의 연결망을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Freeman(1979)의 중심성 개념 정리와 측정 방법을 토대
로 계량화한 지표인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
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중심으로 Semantic net-
work 분석을 실시하였다(Freeman III, 1979). 우선, 연결망 중
심 위치에서 여러 노드들과 직접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식관광관련 의미연결망 분석의 탐색적 적용 25

결된다면 이 노드의 핵심적 영향력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연결된 노드들의 합인 연결정도 중심성이 이에 속한다. 그
러나 네트워크 크기에 제한되지 않는 상대적 값과 연결 강

도를 고려한 활동성(activity)으로 파악한 점에서 링크수의
단순 합과는 다르다. 또한 특정 노드를 통하지 않으면 이와
연결된 노드들이 단절되어 의미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활동성과는별개인통제력을의미한다. 노드와노드사
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리만은 이것을매개중심성으로 구분했다(Freeman, Roeder, 
& Mulholland, 1979).

4. 분석결과

4.1. 데이터 빈도(상위 주요 빈도)

음식관광과 관련된 구글 웹, 뉴스, 학술검색 내용을 텍스
트마이닝한 결과, 구글 웹에서는 716 kb, 21,801개의 단어가, 
구글뉴스에서는 720 kb, 25,225개의 단어가, 구글 학술검색

Table 1. Top keywords frequency of food tourism

Rank Words Frequency % Rank Words Frequency % Rank Words Frequency %

1 Tourism 11,750 1.71 21 Culture 1,105 0.16 41 Education 644 0.09

2 Food 11,220 1.63 22 Social 1,101 0.16 42 Event 643 0.09

3 Local  3,338 0.49 23 Health  976 0.14 43 Tour 643 0.09

4 Wine  2,952 0.43 24 Festival  940 0.14 44 Hotel 642 0.09

5 Travel  2,447 0.36 25 Ireland  915 0.13 45 Website 636 0.09

6 Business  2,393 0.35 26 Place  884 0.13 46 London 635 0.09

7 Development  2,028 0.29 27 City  865 0.13 47 Entertainment 618 0.09

8 Culinary  1,964 0.29 28 Share  857 0.12 48 Australia 605 0.09

9 Marketing  1,517 0.22 29 Region  854 0.12 49 Service 597 0.09

10 Experience  1,391 0.20 30 Restaurant  842 0.12 50 Public 596 0.09

11 Destination  1,341 0.19 31 Content  802 0.12 51 Privacy 588 0.09

12 International  1320 0.19 32 Media  799 0.12 52 Cuisine 577 0.08

13 Policy  1,315 0.19 33 Economic  772 0.11 53 Drink 565 0.08

14 Management  1,306 0.19 34 Technology  767 0.11 54 Group 565 0.08

15 Information  1,292 0.19 35 Community  752 0.11 55 Heritage 541 0.08

16 Rural  1,260 0.18 36 Quality  741 0.11 56 Economy 521 0.08

17 Industry  1,227 0.18 37 Consumer  735 0.11 57 Facebook 521 0.08

18 Hospitality  1,189 0.17 38 Environment  695 0.10 58 Twitter 493 0.07

19 Regional  1,129 0.16 39 Sustainable  689 0.10 59 Farm 478 0.07

20 Tourist  1,107 0.16 40 Irish  670 0.10 60 Leisure 461 0.07

에서는 558 kb, 16,687개의 단어가 수집되었다. 세 개의채널
을 통해 수집된 단어를 총합하여 63,713개의 단어가 출현되
었으며, 그중 상위 100개의단어를 추출하여 중복된의미나
불필요한 단어 들을 정리하여 총 60개로 Table 1과 같이 정
리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장소와 도시를 나타내는 COEX, BEXCO, 

Korea, Seoul, Busan, city 등의 웹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되며, hotel, tourism, cruise, resort, travel, flight 등의 환대산업
주요 시설도 높은 가시성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K- 
food, K-pop, gangnam, Hallyu 등의 한류관련 내용과 mall, 
shop, sale, lotte 등 쇼핑 관련 내용도 비중 있게 제시되었다. 
식품박람회를 검색하였음에도 food를 제외한 beverage, wine, 
culinary, chef, cuisine 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Jerusalem, Thailand, Israel, Muslim, mosul, inter- 

national 등을 통해 국내 식품박람회가 국제적인 행사임을
반영하고, Busan, film, photo, lotte, entertain 등의 단어는 서
울뿐만아니라, 부산역시전시컨벤션산업에서중요한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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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 상위단어에 출현 빈도
를 반영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4.2. 주요 단어 중심성 분석

연관 단어의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위세중
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상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과얼마나많은연결을가지고있는지를측정하는 지표로서, 
연결된 노드가 많을수록 연결정도 중심성은 높아지게 된다. 
음식관광과 관련한 주요단어 연결정도 중심성을 확인한 결

과, 빈도를확인한결과와유사하게 tourism, food, wine, local, 
development 등의 단어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위세중
심성은 고유벡터 중심성 또는 연쇄 중심성이라 하며, 네트
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심노드를 찾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가장 영향력있는중심노드를 찾기 위해 주요 단
어의 위세중심성을 계산한 결과, tourism, food, wine, local, 
development, culinary, regional, destination, marketing, inter-
national, tourist, management, experience, rural 등의 순으로 도
출되었으며, 추출된 단어들 사이에서 food와 tourism을 제외
하고 wine 및 local의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Table 3은 높은 빈도를 보인 20개의 상위 단어를 나열하
고, 연결정도 중심성, 위세중심성을 동시에 비교하였다. 검
색어인 food tourism을제외하고, ‘travel’, ‘business’ 등의단어
는 높은 빈도를 나타냈지만 상대적으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나위세중심성에서낮은순위를보여주고있는데, 이는해당

Fig. 1. Key words visualization of network analysis.

단어들이자주 노출되더라도 기타 다른 단어들과의 의미 있

는 연결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빈도 순
위 상위 20개의단어를 비교한 결과, 다른단어나 이슈와 보
다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는 tourism, food, local, wine, culi-
nary, marketing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관광에서 와인이
나 요리체험 등의 음식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었고, 웹을
통한 광고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3. 구조적 등위성 분석

도출된 단어의 구조적 등위성을 도출하고자 덴드로그램

을 통하여 3단계의 위계적 집단을 확인하였으며(Fig. 2),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분석을 수행
하였다(Fig. 3). 구조적으로 등의위 관계라는 것은 한 네트워
크의지위가구조적으로한등위의위치에있음을의미한다. 
CONCOR는 상관관계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적정한
수준의 유사성 집단을찾아내는방법으로 본연구에서는 의

미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클러스터(cluster)가생성되었고, ‘core service’, ‘so-
cial marketing’, ‘destinations’ 그리고 ‘social environment’로
명명하였다. 

Food, wine, tour, experience, service, entertainment, hotel 등
의 단어로 구성된 ‘core service’ 그룹은 음식관광과 관련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타났으며, 음식관광의 범위나 음식관
광을구성하고있는주요요인들을포함하고있다. 이어, ‘so-
cial marketing’ 그룹에서는 facebook, twitter, share, in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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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entrality analysis result of words in food tourism

Freeman’s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No. Word Coefficient No. Word Coefficient No. Word Coefficient No. Word Coefficient

1 Tourism 0.164 49 Service 0.009 1 Tourism 80.836 39 Sustainable 5.187

2 Food 0.114 39 Sustainable 0.008 2 Food 61.702 56 Economy 4.974

4 Wine 0.066 13 Policy 0.007 4 Wine 47.277 13 Policy 4.826

3 Local 0.057 56 Economy 0.007 3 Local 38.333 15 Information 4.747

7 Development 0.043 15 Information 0.007 7 Development 30.075 46 London 4.124

8 Culinary 0.039 46 London 0.006 8 Culinary 29.443 30 Restaurant 3.933

19 Regional 0.029 42 Event 0.006 19 Regional 19.83 42 Event 3.695

11 Destination 0.028 38 Environment 0.005 11 Destination 19.35 55 Heritage 3.230

9 Marketing 0.027 54 Group 0.005 9 Marketing 18.863 38 Environment 3.225

12 International 0.025 55 Heritage 0.005 12 International 18.653 54 Group 3.095

14 Management 0.024 50 Public 0.004 20 Tourist 16.862 41 Education 2.758

20 Tourist 0.024 31 Content 0.004 14 Management 16.723 50 Public 2.743

10 Experience 0.023 41 Education 0.004 10 Experience 16.641 31 Content 2.556

16 Rural 0.020 59 Farm 0.004 16 Rural 13.378 27 City 2.126

29 Region 0.018 27 City 0.003 29 Region 12.624 59 Farm 2.046

36 Quality 0.018 32 Media 0.003 5 Travel 12.604 53 Drink 1.852

5 Travel 0.018 23 Health 0.003 24 Festival 12.175 32 Media 1.812

24 Festival 0.018 53 Drink 0.003 52 Cuisine 12.064 43 Tour 1.713

52 Cuisine 0.017 43 Tour 0.002 36 Quality 11.274 23 Health 1.705

21 Culture 0.016 47 Entertainment 0.002 21 Culture 11.227 47 Entertainment 1.471

35 Community 0.014 44 Hotel 0.002 35 Community 9.763 44 Hotel 1.451

17 Industry 0.013 34 Technology 0.002 17 Industry 9.409 34 Technology 1.396

33 Economic 0.011 45 Website 0.002 48 Australia 9.099 28 Share 1.093

48 Australia 0.011 28 Share 0.002 33 Economic 7.799 45 Website 0.959

6 Business 0.011 25 Ireland 0.002 18 Hospitality 7.422 25 Ireland 0.821

18 Hospitality 0.011 40 Irish 0.001 6 Business 7.39 40 Irish 0.514

37 Consumer 0.010 57 Facebook 0.001 37 Consumer 6.711 57 Facebook 0.131

22 Social 0.009 51 Privacy 0.001 22 Social 6.618 58 Twitter 0.082

26 Place 0.009 58 Twitter 0.001 26 Place 6.321 51 Privacy 0.069

tion, website, technology, media, privacy 등의 단어를 포함하
며 음식관광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나 지역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적은
수의 의미연결망이형성된 ‘destinations’ 집단에는 ireland, he-
ritage, international, australia, rural 등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
로 구성되었으며 국가별로 음식관광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고자 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ocial 
environment’ 그룹에는 economy, region, policy, management, 
industry, public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음식관광이 사회
경제환경에 민감한 산업임을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음식관
광 관련자들은 사회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생산하거나 검색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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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key words frequency and centrality

Frequency Freeman’s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Freq. Rank Coefficient Rank Coefficient Rank

Tourism 11,750  1 0.164  1 80.836  1

Food 11,220  2 0.114  2 61.702  2

Local 3,338  3 0.057  4 38.333  4

Wine 2,952  4 0.066  3 47.277  3

Travel 2,447  5 0.018 17 44.743  5

Business 2,393  6 0.011 25  9.374 21

Development 2,028  7 0.043  5 30.075  5

Culinary 1,964  8 0.039  6 29.443  6

Marketing 1,517  9 0.027  9 18.863  9

Experience 1,391 10 0.023 13 16.641 13

Destination 1,341 11 0.028  8 19.35  8

International 1,320 12 0.025 10 18.653 10

Policy 1,315 13 0.007 32  4.826 32

Management 1,306 14 0.024 11 16.723 12

Information 1,292 15 0.007 34  4.747 33

Rural 1,260 16 0.020 14 13.378 14

Industry 1,227 17 0.013 22  9.409 22

Hospitality 1,189 18 0.011 26  7.422 25

Regional 1,129 19 0.029  7 19.83  7

Tourist 1,107 20 0.024 12 16.862 11

Fig. 2. Visualization with CONC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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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go-network analysis.

4.4. 주요 단어 에고네트워크 분석(Ego Network Analysis)

에고네트워크 분석은 특정한 노드를 중심으로 관련된 다

른 노드간의연결을표현한네트워크로써이를통해내재된
구성노드들 간의 특성을 기술하고 파악하는데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관광에 핵심적인 단어인 ‘food’와 ‘tourism’
의 에고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ood’와 ‘tourism’ 두개의단어는거의모든단어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CONCOR 분석
을 통해 도출된 네 가지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대부분의 단

어와 고르게연결을형성하고있다. 특히 experience, sustaina-
ble, farm, industry, event, website, economy 등의 단어는 음식
관광이 체험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 관광자원 개
발 및 농촌관광,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 수단으로 관
련 웹컨텐츠와 검색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음식관광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무엇이며, 인
터넷상에서음식관광과관련된웹컨텐츠는어떻게형성되고

있는지 빅데이터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2016년부터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구글
웹, 구글뉴스, 그리고 구글학술검색에서 ‘food’와 ‘tourism’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프로

그램인 SCTM(Smart Crawling & Text Mining)을 활용하여 수
집하였다. 음식관광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텍스트마이닝 한
결과, 음식관광 관련단어는 63,713개로 수집되었으며, 구글

뉴스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수집되었고, 구글 학술검색에서
적은 수의 단어가 수집되었다. 출현된 단어에서 그 중 상위
10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중복된 의미나불필요한 단어들을
정리하여 총 63개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음식관광의핵심내용과관련된 food, experience, 

tourist, wine, service, consumer, education, entertainment, cui-
sine, culture 등의 단어가 웹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media, twitter, facebook, technology, share 등의 SNS 홍보관련
내용 역시 높은 가시성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destina-
tion, ireland, heritage, international 등의 지역관련 내용과

economy, regional, policy, management, business 등 사회경제
환경 관련 내용도 비중 있게 제시되었다. ‘Food로 검색하였
음에도 food를 제외한 beverage, wine, culinary, chef, cuisine 
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시성을 보

여주고 있다. 주요 상위단어에 출현빈도를 네트워크에 시각
화한 결과, tourism, food, local, wine, travel, business, interna-
tional, regional, festival 등을 통해 국제적이고 지역적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twitter, facebook, 
website, experience, share 등의 단어는 음식관광이 개인 체험
중심으로 이뤄지고, SNS를 통해 관련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음식관광에 대한 주요 단어 연결정도 중심
성을 확인한 결과, 빈도를 확인한 결과와 유사하게 tourism, 
food, wine, local, development, culinary, regional 등의 단어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위세중심성은 네트워크내에서가
장 영향력이 있는 중심노드를 찾는데 유용한 지표인데, 가
장 영향력 있는 중심 노드를 찾기 위해 주요 단어의 위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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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을 계산한 결과, tourism, food, wine, local, development, 
culinary, regional, destination, marketing, international, tourist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추출된 단어들 사이에서 검색어
인 ‘food’, ‘tourism’을 제외하고 ‘wine’, ‘local’, ‘development’, 
‘culinary’, ‘regional’, ‘destination’, ‘marketing’, ‘marketing’, 
‘international’, ‘tourist’ 등의 단어가 영향력이 있는 중심노드
로 도출되었다. 
높은 빈도를 보인 20개의 상위 단어를 나열하고, 연결정

도 중심성, 위세중심성을 동시에 비교한 결과, ‘travel’, ‘bu-
siness’ 등의 단어는 높은 빈도를 나타냈지만 상대적으로 연
결중심성 또는 위세중심성에서 낮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빈도 순위 상위 20개의단어를 비교한 결과, 다른단어나 이
슈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는 키워드인 ‘food’, ‘tou-
rism’ 단어를제외하고, ‘local’, ‘wine’, ‘development’, ‘culinary’, 
‘marketing’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관광 상품개발의 기획
자, 관련 기자, 이용객들이 주로 와인축제, 요리체험교실, 홍
보, 자원개발 등과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게시하거나 개인
SNS에 포스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travel’ 이나
‘business’ 등의 단어는 높은 빈도를 나타냈지만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나 위세중심성에서 낮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

는데 이는 해당 단어들이 자주 노출되더라도 기타 다른 단

어들과의 의미있는 연결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

고 있다. 빈도 순위 상위 20개의 단어를 비교한 결과, 다른
단어나이슈와보다밀접하게연결된단어는 ‘tourism’, ‘food’, 
‘local’, ‘wine’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단어의 구조적 등위성을 도출하고자 덴드로그램

을 통하여 3단계의 위계적 집단을 확인하였으며, 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4개의 클
러스터(cluster)가생성되었고, ‘core service’, ‘social marketing’, 
‘destinations’ 그리고 ‘social environment’로 명명하였다. Food, 
wine, tour, experience, service, entertainment, hotel 등의 단어
로 구성된 ‘core service’ 그룹은 음식관광과 관련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타났으며, 음식관광의 범위나 음식관광을 구성
하고있는 주요요인들을포함하고 있으며, ‘social marketing’ 
그룹에서는 facebook, twitter, share, information, website, tech-
nology, media, privacy 등의 단어를 포함하며 음식관광에 대
한 마케팅 활동이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행
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수의 의미연결망이 형성된 ‘destinations’ 집단에는 ireland, 
heritage, international, australia, rural 등 지역을 나타내는 단
어로 구성되었으며, 국가별로 음식관광을 통해 브랜드 가치
를 상승하고자 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ocial environment’ 그룹에는 economy, region, policy, manage-
ment, industry, public 등의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음식관광
이 사회경제환경에 민감한 산업임을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음식관광 관련자들은 사회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생산하거

나 검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고네트워크 분석결과 ‘food’와 ‘tourism’ 두 개의 단어는

거의 모든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도출된네가지 그룹의 특성을반영한
대부분의 단어와 고르게 연결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expe-
rience, sustainable, farm, industry, event, website, economy 등
의 단어는 음식관광이 체험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가
능 관광자원 개발 및 농촌관광,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한 홍
보 수단으로 관련 웹컨텐츠와 검색이 이뤄지고 있음을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 같은시사

점을 제시한다.
첫째, 음식관광에 대한 인식의 범주가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ore service’ 그룹에있어서거의 모든 음식문
화 관광 관련 단어가 도출되었다. 이 중 ‘tourism’과 ‘food’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음식관광의 세계화와 국제
적 음식관광의 해외 홍보, 그리고 다양한 국제학술행사 및
학술지 등에서 음식관광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글뉴스에 관련 정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트렌드로반영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음식관광에 있어서 체험관광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결과이다. 앞에서도 제시하였지만, ‘local’이나 ‘wine’ 등의
단어가 많은 단어들과 의미있는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도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처럼음식관광에서체험 마케팅과 요리교실, 농촌관광, 음식
축제 등으로 음식관광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전체적인 국내
관광시장을 고려해 볼 때, 음식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
광자원개발로 지속가능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각기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방
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프레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website, information, facebook, twitter 등 SNS 관련

단어들이 부각되어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기획자는 직접 정보를 생산하
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예약, 할인, 무료, 체험거리 등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태가 부각된 현상이라 해석된다. 
이는 국가지역의경계는무너지고각웹을통해새로운형태

의산업을육성하고지원하는것과그맥을같이한다고보여

진다. 새로운문화를보고체험하려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
는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음식관광 산업에서도 다양한 문화

와 국가의 잠재적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정보나 상품에 관련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교통, 숙박, 서비스 등의 다
양한 인프라에 대한 정보도 유의미한 영향을있음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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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음식관광 상품개발 및 정책 방향 수립 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성

과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 구글 웹과 뉴스, 학술검색 채널을 통해 수집

한 비정형데이터는 개인의 취향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

고, 진실성과 진정성, 관련성이 높으므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웹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성과 가속성이라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보다도 이슈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즉, 
웹데이터와 SNS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여 분석을 한다면 어떤 이슈에 관해서도 시의적절하

고 유용하며, 정확한 평가를얻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음식관광에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마케팅을 도

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통계분석에서 융복
합적 측면에서의 학문적성과를 제고하는 논의로서 그 의의

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구글웹검색, 뉴스검색, 학술검
색 채널을 바탕으로 2016년 1년간 영문으로 작성된 텍스트
영역에 대해서만 수집과분석이 이루어져 대표성에 대한 한

계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음식관광의 현황을 대표한다고 보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에는 이를 극복하여 국내 음식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 및 세계의 반응을 살펴보고, 나아가
숙박시설, 관광 인프라 등 세부영역별 인식 변화 등을 살펴
봄으로써 음식관광 상품개발 및 기획을 수립할 때, 유용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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