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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워터파크와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 인식, 워터파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이
버와 다음을 수집채널로 선정하였으며, 키워드는 ‘워터파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
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간을 연구기간으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2015년 몰래카메라, 롯데
워터파크, 검거, 용의자, 김해 2016년 롯데워터파크, 물놀이, 여름, 개장, 입장권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결과, 2015년 몰래카메라, 검거, 용의자, 여성, 샤워실 2016년 물놀이, 롯데워터파크, 여름, 원마운트, 입장권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N-GRAM 네트워크 그래프를 실시한 결과, 2015년 워터파크/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몰래카메라, 용의자
/검거, 김해/롯데워터파크, 워터파크/용의자, 2016년 원마운트/워터파크, 김해/롯데워터파크, 워터파크/입장권, 워터파크
/워터파크, 워터파크/개장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CONCOR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 3개의 그룹과 2016년 2개의 그룹
이 형성되었다.
주제어 : 빅데이터, 사회연결망분석, 의미연결망분석, 텍스트마이닝, 워터파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xamine consumer perception and current status of water park. 
The Naver and Daum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channels and the keyword 'water park' was used for data 
retrieval. The data analysis period was limited to the study period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6 
for a total of two years. First, as a result of the frequency analysis, hidden cameras, Lotte water park, arrests, 
suspects, gimhae were in top 5 in 2015, Lotte water park, swimming, summer, opening, admission ticket were 
in top 5 in 2016. Second, as a result of the connection degree central analysis, hidden camera, arrest, suspect, 
female, shower room were in top 5 in 2015, swimming, Lotte water park, summer and One Mount, admission 
ticket were in top 5 in 2016. Third, as a result of the N-GRAM network graph, the water park/hidden camera, 
the hidden camera/hidden camera, the suspect/arrest, the Gimhae/Lotte water park, water park/suspect were in 
top 5 in 2015, and One Mount/water park, Gimhae/Lotte water park, water park/admission ticket, water 
park/water park, water park/opening were in top 5 in 2016. Fourth, as a result of the CONCOR analysis, three 
groups in 2015 and two groups in 2016 were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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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가족중심의여가문화정착과같은사회․문화적

변화로휴가패턴에큰변화가발생하면서여가문화의변

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레저스포츠 시설로 워터파크

(Waterpark)가 급부상하고 있다[1]. 워터파크란 물이라

는큰테마를매개체로각종놀이및스파시설을중심으

로 하나의 테마로 이루어진 복합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유수풀, 슬라이더, 파도풀 등의 기본시설로 구성되어 지

며[2], 현대의 워터파크는 단순한 물놀이 시설뿐만이 아

니라건강과테마를주제로남녀노소누구나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족 형 대형 테마

파크로 발전하고 있다[3]. 이러한 워터파크는 국내 최초

부곡하와이를 시작으로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 비

발디파크의 ‘오션월드’ 등 현재 전국적으로 43개의 워터

파크가 운영 중이며[4], 연 간 약 1,000만 명의 이용객들

이방문하면서새로운레저스포츠시설로급부상하고있

다[5]. [6]에 의하면세계워터파크입장객순위에서국내

의 워터파크(캐리비안 베이 6위, 오션월드 8위)가 10위

안에들면서 1년이온난한기후인외국의대규모워터파

크와 동등한 반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국내 워터

파크는 이제 단순한 수영장이 아닌 세계최고의 규모와

시설, 서비스 등을 갖춘 대표적인 사계절 전천후 놀이시

설이라고볼수있다[7, 8]. 하지만독특하고다양한테마

를 가진 대형 워터파크 증대는 워터파크 산업의 성장세

를 보임과 동시에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체제를 일으키

면서[9], 높은 초기 투자비용, 접근성의 제약, 경쟁심화

등으로인한수익성저하및부채비율상승등의어려움

을겪고있다[10]. 이처럼워터파크산업시장의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각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를 만

족시킬수있는다양한고객관리서비스및효율적인마

케팅 전략수립을 위해 워터파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

석 및 현황파악이 요구되고 있다[11]. 이에 워터파크 기

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의욕구와니드파악을통한효율적마케팅을위해효과

적인 대안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대두되고 있다[12]

빅데이터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 할 수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역량을 넘어서는

대규모의데이터로서[13]. 특정집단이아닌사회전체적

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인식 및 현상을 알아보기에 매우

적절한분석방법이다[14]. 소비자들의인식및트렌드, 시

장현황등을파악하기에효과적인빅데이터분석은기업

과학계등다양한기관및학회에서활발히연구되어지

고 있으며[15, 16, 17],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Insight)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인 분

석기법이다[18]. 최근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는 [56]의빅데이터의융합분석을위한소비트랜드플랫

폼 개발, [57]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58]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육시설 활성화,

[59]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문단 내의 감정 예측, [60]의

빅데이터융합분석을통한아동학대감소방안등의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빅데이터분석은워터파크에대한소비자들의

인식과 현황 그리고 새로운 잠재변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적합하다 할 수 있겠다

[19]. 하지만최근워터파크와관련된연구들을살펴보면

워터파크 서비스케이프에 관한 연구[20], 워터파크 혼잡

지각에 관한 연구[21], 워터파크 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연구[22] 등 다양한워터파크관련연구가이루어지고있

지만 이는 고정된 변수를 활용하여 제한된 답변을 추출

하는설문조사를통해이루어진연구로서소비자들의다

양한인식과워터파크현황을파악하기에는다소무리가

있다. 따라서 워터파크 산업시장의 발전과 국민들의 질

높은 레저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워터파

크에대한인식및현황을파악할수있는키워드중점의

광범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활용하고자한다. SNS란웹을기반

으로 이용자들에게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공개적이거나

조건부공개의프로필및콘텐츠를생성및구축할수있

도록 제공해주고, 이용자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웹서비스를 일컫는

다[23].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이용증가는시간과장소의제한없이소비자

들 간에 정보 생산, 획득, 교환을 가능하게 했고 기업과

소비자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를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24]. [25]의 자료에따르면현재만 3세이상인구의인

터넷이용률이 85.1%로나타나면서전년대비 1.5%증가

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41,940천명으로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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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는 SNS 이용자로 나타나 상당수의사람들이 SNS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SNS를 활용한 빅데이

터분석은소비자들의인식을파악하는주요도구로각광

받고 있다[26]. 또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

보제공자는본인, 지인또는믿을만한출처에서가져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SNS상에서 공유되는 정보들은

신뢰성이높다할수있겠다[27]. 따라서 본연구는 최근

2년간 워터파크와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이며, 선호하는

워터파크 혹은 마케팅은 어떠한가와 같은 행태에 대한

흐름과소비자인식그리고워터파크현황을살펴보고자

한다. 이를통해향후국내워터파크시장의활성화를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지식인(tip),

블로그, 카페, 뉴스, 웹을수집채널로선정하였으며, 자료

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워터파크’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

석기간은워터파크에대한최근인식을살펴보기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총 2년간을연

구기간으로 한정하였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기법인 텍

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구조화된 데

이터베이스를대상으로구조화되지않은대규모의텍스

트집단으로부터새로운지식을발견하는과정을말하는

것으로서[28], 비 구조화된 텍스트로부터 정보 추출, 검

색, 요약, 분류 등을 통해 흥미 있고 유용한 패턴을 찾아

내는기법을말한다[29]. 본 연구에서는수집된데이터에

서워터파크와관련없는단어에대해서삭제및정제작

업을실시하였고, 총 30개의단어를선정하였다. 또한본

연구에서는단어들간의구조적관계를분석하고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어의 빈도와 문장 속의 의미

와 패턴을 분석하는 의미연결망분석은[30] 관계의 형태

속에서 흐르는 메시지의 내용까지도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이를시각화하여보여줄수있다는장점을지니고

있다[31].

2.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연구는자료수집및분석을위하여소셜매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을활용하였다. 텍스톰은네

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의 Loet Leydesdorff가 개발한

Full Text소프트웨어를한국어분석을위해변형한프로

그램인 ‘KrKwic(Korean Keywords in Context)’를 참고

하여 통합적 솔루션 및 클라우드화 하면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솔루션으로서[32], 최근

다양한연구에서분석도구[33, 34, 35]로활용되어지고있

다. 다음으로, 워터파크와 관련된 단어 간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UCINET6프로그램을 통해 단어들 간의

연결 구조 및 연결정도 중심성을 분석하여 관계의 정도

를 계량화 하였고, 넷드로(NetDraw)기능을 활용하여

CONCOR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데이터 수집 결과
2015. 1. 1 ∼ 2016. 12. 31동안 워터파크를 키워드로

네이버, 다음(지식인(tip), 블로그, 카페, 뉴스, 웹)에서추

출된 텍스트는 2015년 9,197개, 2016년 9,543개가 수집되

었으며, 총단어빈도수는 2015년 26,902개, 2016년 28,816

개가 도출되었다.

3.2 2015년 워터파크 키워드 분석 결과
워터파크를키워드로텍스트마이닝을실시한결과나

온단어의빈도와연결정도중심성은 <Table 1>과같다.

공출현빈도가높은키워드는몰래카메라(4,113건), 롯데

워터파크(1,920건), 검거(1,303건), 용의자(1,064건), 김해

(907건), 물놀이(906건), 여성(902건), 여름(764건), 어린

이(584건), 테딘워터파크(575건)순으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몰래카메라

=0.09, 검거=0.044, 용의자=0.036, 여성=0.025, 샤워실

=0.016, 롯데워터파크=0.012, 김해=0.009, 물놀이=0.009,

여름=0.008 국내=0.008, 순으로 키워드의 연결정도 값이

상위 10위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중심도

=11.5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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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5년 워터파크 N-GRAM 네트워크 
    그래프
N-GRAM 네트워크 그래프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내

의연결관계를 시각적으로도출한결과는 [Fig. 1]과 같

다. N-GRAM네트워크그래프란정해진 N의길이단위

로 문장을 잘라, 단어를 인덱싱(Indexing)하는 방식으로

N-gram으로나누어진문자열이 2개의단어로등장할경

우, 그 양을값으로하여단어간의동시출현네트워크를

그려내는방식이다[19]. 분석 결과, 워터파크/몰래카메라

(1460), 몰래카메라/몰래카메라(1009), 용의자/검거(693),

김해/롯데워터파크(609), 워터파크/용의자(565), 원마운

트/워터파크(404), 워터파크/워터파크(385), 공범/검거

(314), 샤워실/몰래카메라(301), 블루원/워터파크(269)의

관계도가 상위 10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2015 Keyword N-GRAM Graph

3.4 2015년 워터파크 CONCOR분석 시각화
연결 정도 중심성을 바탕으로 상위 주요 단어 빈도를

이용해 CONCOR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CONCOR분석은 유사한 노드끼리 몇 개의 블록으로 나

누어주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군집분석 방법이다[36].

CONCOR분석결과 3개의그룹이형성되었다. 첫째, 수영

장, 블루원, 물놀이, 원마운트, 리조트, 찜질방 등의 키워

드가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워터파크, 샤워실, 동영상, 여성, 몰래카메라 등의

키워드가하나의그룹을형성하고있었다. 셋째, 공범, 용

의자, 검거가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2] Visualization of 2015 keyword CONCOR 
results

Word Frequency Degree centrality Word Frequency Degree centrality
Hidden Cameras 4113 0.090 Accomplice 450 0.016
Lotte WaterPark 1920 0.012 police 434 0.014

Arrest 1303 0.044 Gyeonggido 432 0.012
suspect 1064 0.036 Use 430 0.004
Gimhae 907 0.009 domestic 422 0.008
water play 906 0.009 resort 404 0.003
female 902 0.025 spread 403 0.012
summer 764 0.008 Sale 374 0.004
child 584 0.005 swimming pool 364 0.003

Tedin WaterPark 575 0.004 friend 352 0.003
Onemount 559 0.005 Korean Sauna 337 0.001

admission ticket 519 0.005 Cheonan 333 0.002
Blueone 476 0.003 video 326 0.009

shower room 476 0.016 recommendation 306 0.003
Open 463 0.005 Swimsuit 299 0.004

<Table 1> 2015 Water Park Key words frequency and connection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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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6년 워터파크 키워드 분석 시각화
워터파크를키워드로텍스트마이닝을실시한결과나

온단어의빈도와연결정도중심성은 <Table 2>와같다.

공출현빈도가높은키워드는롯데워터파크(1,638건), 물

놀이(1089건), 여름(954건), 개장(854), 입장권(783), 원마

운트(770), 어린이(634건), 김해(630), 할인(592), 테딘워

터파크(541)순으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결정도중심성은물놀이=0.075, 롯데워터파크=0.07,

여름=0.07, 원마운트=0.065, 입장권=0.059, 개장=0.056, 할

인=0.047, 김해=0.043, 이벤트=0.041, 어린이=0.039순으로

키워드의 연결정도 값이 상위 10위안에 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네트워크 중심도=37.947%로 나타났다.

3.6 2016년 워터파크 N-GRAM 네트워크 
    그래프
N-GRAM 네트워크 그래프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내

의연결관계를 시각적으로도출한결과는 [Fig. 3]와 같

다. 분석결과, 원마운트/워터파크(468), 김해/롯데워터파

크(412), 워터파크/입장권(348), 워터파크/워터파크(340),

워터파크/개장(293), 블루원/워터파크(260), 송파/파크하

비오(220), 파크하비오/찜질방(215), 일산/원마운트(196),

워터파크/물놀이(155)의 관계도가 상위 10안에 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3] 2016 Keyword N-GRAM Graph

[Fig. 4] Visualization of 2016 keyword CONCOR 
results

Word Frequency Degree centrality Word Frequency Degree centrality
Lotte WaterPark 1638 0.070 family 339 0.027
water play 1089 0.075 swimming pool 337 0.018
summer 954 0.070 Ocean World 330 0.023
Open 854 0.056 friend 319 0.017

admission ticket 783 0.059 Korean Sauna 314 0.006
Onemount 770 0.065 winter 313 0.019
child 634 0.039 Weekend 312 0.019
Gimhae 630 0.043 recommendation 298 0.017
Sale 592 0.047 domestic 286 0.022

Tedin WaterPark 541 0.025 price 277 0.018
event 530 0.041 Summer Vacation 258 0.018
Use 380 0.025 Cheonan 255 0.014
resort 379 0.022 Ilsan 253 0.025
Blueone 377 0.027 open 252 0.018
facility 353 0.026 Outdoor 237 0.015

<Table 2> 2016 Water Park Key words frequency and connection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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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6년 워터파크 CONCOR분석 시각화
연결 정도 중심성을 바탕으로 상위 주요 단어 빈도를

이용해 CONCOR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CONCOR분석결과 2개의그룹이형성되었다. 첫째, 오션

월드, 원마운트, 블루원, 리조트, 수영장 등의 키워드가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격, 입장권, 할인, 이벤트키워드가하나의그룹을형성

하고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최근 2년동안의워터파크에대한소비자인식

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총 2년의 기간 동안 워터파크를 키워드로 텍스

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의 경우, 몰래카메

라(4,113건), 롯데워터파크(1,920건), 검거(1,303건), 용의

자(1,064건), 김해(907건), 물놀이(906건), 여성(902건), 여

름(764건), 어린이(584건), 테딘워터파크(575) 2016년의

경우, 롯데워터파크(1,638건), 물놀이(1089건), 여름(954

건), 개장(854), 입장권(783), 원마운트(770), 어린이(634

건), 김해(630), 할인(592), 테딘워터파크(541)이 상위 10

위안에드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5년의경우 ‘몰래

카메라’, ‘검거’, ‘용의자’, ‘여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2015

년 8월국내유명워터파크샤워실에서찍힌것으로추정

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으로서[37] 약 100여명의 여성들의신체를고스란히

노출한이영상은이용객들의불안감을조성하는범법행

위이다[38]. 이러한단어들은이용객들특히여성들의심

리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로서 워터파크

산업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단어로 판단

된다.

‘롯데워터파크’가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워터파크

로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롯데워터파크는 축

구장 17배의 크기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

크로서한번에 2만 여명을동시에 수용할수 있으며[39],

2014년 5월 개장을이래로꾸준히다양한프로모션을진

행해오면서국민들의사랑을받고있다[40]. 또한롯데워

터파크는 VOG(Voice of Guest) 서비스, 바로 입장 시스

템, 고객안전최우선등다양한서비스도입을통해 2016

년 한국품질만족지수에서 롯데워터파크가 1위를 수상하

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41]. 하지만 현

재국내에서대표적인워터파크로는 ‘캐리비안베이’, ‘오

션월드’, ‘롯데워터파크’를 빅3로 보고 있지만[42], [6]에

의하면세계워터파크입장객순위에서캐리비안베이 6

위, 오션월드가 8위를 차지한 반면 롯데워터파크는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는 캐리비안 베이는 1996년 오션월

드는 2006년에개장한워터파크로서그역사와전통성이

깊다고볼수있는반면롯데워터파크는 2014년첫개장

하여 아직 3년도 채 안된신생워터파크 이기 때문에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캐리비안 베

이와오션월드가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높은인지

도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상위단어로

도출되지않은이유로는캐리비안베이와오션월드는네

트워크 상에서 대체로 키워드(워터파크)와 함께 쓰여지

지 않고 주로 독립적인 단어로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어린이’가 2015년(10위)과 2016년(8위)에 상위 10위이

내의 단어로 나타났다. 이는 [19]의 연구에서 최근 워터

파크는아이와함께물놀이를즐길수있는가족형워터

파크가 늘어났다고 하였으며, [7]의 연구에서 연인이나

성인들만이아닌아기를데리고있는가족단위의이용객

들에 대한 시설과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본 연

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43]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가족중심의 여가형태 변화로 인해

워터파크가전세대가함께즐길수있는복합레저시설로

발전하였다고 하였으며, [44]의 워터파크 매력평가와 만

족성과에 관한연구에서 동반자와 의사영향력에서 가족

과친척이모두 1위를차지하면가족동반여행객을주고

객으로선정하여본연구의결과를부분적으로지지해주

고있다. 최근워터파크의증가로인해도시지역내에위

치함으로써접근성이용이해짐에따라부모와아이가함

께 방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45].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최근 워터파크 기업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

양한이벤트및체험프로그램을통한마케팅활동을펼

치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6, 47, 48].

둘째, 총 2년의 기간 동안 워터파크를 키워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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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의 경우, 워터파

크=0.128, 몰래카메라=0.09, 검거=0.044, 용의자=0.036, 여

성=0.025, 샤워실=0.016, 롯데워터파크=0.012, 김해=0.009,

물놀이=0.009, 여름=0.008, 2016년의 경우, 워터파크

=0.412, 물놀이=0.075, 롯데워터파크=0.07, 여름=0.07, 원

마운트=0.065, 입장권=0.059, 개장=0.056, 할인=0.047, 김

해=0.043, 이벤트=0.041가 상위 10위안에드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출현 빈도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의

경우 ‘몰래카메라’, ‘검거’, ‘용의자’, ‘여성’이 다른 단어들

에 비해 상당히 높은 연결정도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몰래카메라’, ‘검거’, ‘용의자’, ‘여성’이 다른 단어들

과의 연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

든단어들중에서도중요도가가장높음을확인할수있

었다[49].

셋째, 총 2년의 기간 동안 워터파크를 키워드로

N-GRAM네트워크 그래프를실시한결과, 2015년의 경

우, 워터파크/몰래카메라(1460), 몰래카메라/몰래카메라

(1009), 용의자/검거(693), 김해/롯데워터파크(609), 워터

파크/용의자(565), 원마운트/워터파크(404), 워터파크/워

터파크(385), 공범/검거(314), 샤워실/몰래카메라(301),

블루원/워터파크(269), 2016년의 경우, 원마운트/워터파

크(468), 김해/롯데워터파크(412), 워터파크/입장권(348),

워터파크/워터파크(340), 워터파크/개장(293), 블루원/워

터파크(260), 송파/파크하비오(220), 파크하비오/찜질방

(215), 일산/원마운트(196), 워터파크/물놀이(155)가 상위

10위 안에드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워터파

크몰래카메라사건과관련된관계도 6개가상위 10위안

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수의 부정적 관계도가 형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6년의 경우, ‘원마운트’,

‘롯데워터파크’. ‘블루원’, ‘파크하비오(워터킹덤)’가 워터

파크와 높은 관계도를 나타내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대표적인 워터파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총 2년의 기간 동안 워터파크를 키워드로

CONCOR분석을실시한결과, 2015년 3개의그룹과 2016

년 2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2개의

그룹이워터파크몰래카메라사건과관련된단어들이형

성되면서카메라를활용한성범죄의심각성에대해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다. 이러한 사건은 남녀노소

누구나참여가능한대표적레저시설인워터파크에서누

구나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생성하였

다. [1]의 연구에 의하면 워터파크 서비스 평가요인에서

안전성관련영역이중요도 1위를차지하였다. 이에여경

및보안요원배치, 몰카예방캠페인, 법안개정등워터파

크내에서의성범죄에대한대대적인대책마련을실시하

여[50] 이용자들의성범죄노출에대한불안감해소를위

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가격’, ‘입장권’, ‘할인’, ‘이벤트’가 그룹으로 형성

되면서 입장권을 활용한 가격 할인에 대한 다양한 이벤

트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확인할수 있었다. [51]의

워터파크품질평가요인에대한연구에서비용/가격에대

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객들이 워터

파크의입장료뿐만아니라구명조끼, 수영모자, 타월 등

추가부대비용을별도로지불해야하고음식물반입금지

로 인해 워터파크 내의 식당을 반강제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불만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52]. 이에 워터파크

기업들은이용객들이가격에대한부담감을덜어주고저

렴한 가격에 방문할 수 있도록 벚꽃축제 이벤트[53], 재

방문이벤트[54], 카드회사제휴이벤트[55] 등을통한적

극적인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워터파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현

황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출변 빈도 분석결과, 2015년의 경우, 몰래카메라

(4,113건), 롯데워터파크(1,920건), 검거(1,303건), 용의자

(1,064건), 김해(907건), 물놀이(906건), 여성(902건), 여름

(764건), 어린이(584건), 테딘워터파크(575), 2016년의 경

우, 롯데워터파크(1,638건), 물놀이(1089건), 여름(954건),

개장(854), 입장권(783), 원마운트(770), 어린이(634건),

김해(630), 할인(592), 테딘워터파크(541)이 상위 10위 안

에드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연결정도중심성분석결

과, 2015년의 경우, 몰래카메라=0.09, 검거=0.044, 용의자

=0.036, 여성=0.025, 샤워실=0.016, 롯데워터파크=0.012,

김해=0.009, 물놀이=0.009, 여름=0.008, 국내=0.008, 2016

년의 경우, 물놀이=0.075, 롯데워터파크=0.07, 여름=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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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운트=0.065, 입장권=0.059, 개장=0.056, 할인=0.047,

김해=0.043, 이벤트=0.041, 어린이=0.039가 상위 10위 안

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N-GRAM 네트워크 그

래프를실시한결과, 2015년의경우, 워터파크/몰래카메

라(1460), 몰래카메라/몰래카메라(1009), 용의자/검거

(693), 김해/롯데워터파크(609), 워터파크/용의자(565),

원마운트/워터파크(404), 워터파크/워터파크(385), 공범/

검거(314), 샤워실/몰래카메라(301), 블루원/워터파크

(269), 2016년의 경우, 원마운트/워터파크(468), 김해/롯

데워터파크(412), 워터파크/입장권(348), 워터파크/워터

파크(340), 워터파크/개장(293), 블루원/워터파크(260),

송파/파크하비오(220), 파크하비오/찜질방(215), 일산/원

마운트(196), 워터파크/물놀이(155)가 상위 10위 안에 드

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CONCOR분석을실시한결과,

2015년 3개의 그룹과 2016년 2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격한증가와인터넷, 모바일, SNS

등장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61], 다양하

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정확, 신속하게 분석하는 빅데이

터 기술력이 각광받고 있다[62].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워터파크’를 키워드로 다양한 단

어들을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워터파크 산업시장의 현

황과 소비자들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빅데이

터 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학회 및 공공기관, 산업시장에

서의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같은한계점을토대로이에따른후속연구의기

회를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빅데이터분석특

성상 추출된 단어와 잠재변수에 대해서 모든 해석이 어

려우며, 연구자 본인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기 어렵다

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워터

파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보다 깊

은연구결과를이끌어낼필요가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워터파크’를 주제어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

라서 주제어와 함께 쓰여지지 않고 독립적인 단어(캐리

비안베이, 오션월드 등)로 쓰여지는 단어에 대해서는 연

구결과에미비하게나타났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대

표적인 워터파크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소비자들의 워터

파크에대한인식의차이에대한비교분석을실시할필

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워터파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트렌드, 시장현황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

업들은자사만의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적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기초자료를제시할수있는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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