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산업의 고객만족도 분석을 위한 토픽맵 개발에 관한 
연구
강민식1*

1남서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 Map for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in Tourism Industry

Min Shik Kang1*
1Dep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Namseoul University

요 약 국내 관광업계는 대부분의 고객 만족도를 정량적인 설문조사에 의존한다. 하지만 고객의 설문 참여도가
지극히 저조하고, 불만족 요인에 대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피드백 정보의정확성과 분석과정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해새로운 토픽맵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실증적효과
성을 입증한다. 토픽맵 시스템은 기존의 설문시스템에서 획득한 일정기간의 정량자료와 실시간 SNS를 통해 수집
된 정성적 자료를 텍스트 마이닝 및온톨로지 기법을 활용하여 대량의 고객 피드백 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써,
분석된불만요인에 대하여토픽맵 시스템으로실시간개선점을제공하고그이후의효과또한 실시간으로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평가 방식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개선요소의 정교한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PDCA
환류시스템으로서의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사기간 및 비용이 대폭 단축되고,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정확
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진다. 실제 적용사례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H여행사에 적용하여 제안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입증한다.

• 주제어 : 관광산업 고객피드백, 온톨로지, 고객의 소리, 토픽맵, 텍스트 마이닝
Abstract The domestic tourism industry mostly relies on quantitative surveys for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customer participation of the questionnaires is extremely low and the improvement
of the dissatisfactory factors is not being performed prompt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topic map
system and prove its empirical effectiveness to improve the accuracy of customer feedback information and
the efficiency of the analysis process. The topic map system is a system for analyzing large amounts of
customer feedback data in real time. It uses text mining and ontology techniques by integrating data
collected over a certain period from real-time SNS and quantitative data obtained from existing survey
systems. The effect after improving the analyzed factors of dissatisfaction is also a new and innovative
evaluation system for monitoring customer satisfaction in real time. The classification based on this
integrated data is a classification system that is specific to the product or the customer.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mplaint factor
in real time on the topic map system. This provides a sophisticated prioritization of the improvement
factors and enables customer satisfaction quality control as a PDCA feedback system. In addition, the
survey period and costs are greatly shortened, and responses can be more precise to the existing survey
method. As a practical application, this system is applied to the largest H travel agency in Korea to prov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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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산업은 양(Quantity) 중심에서

질(Quality)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는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의 관광 상품 품

질과 서비스만을 가지고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1,2].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 고객들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객과 관련한

보다정확하고많은데이터를생성하고축적하려고노력

하고 있다[3].

그동안관광산업에서상품이나서비스에관해고객들

의반응을알아보기위해서는설문조사가주로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료수집 및 분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광 중에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만들

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어 정확한 고객만족도를 평

가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4]. 그리고 설문방식들은 정

량적인방법에치우쳐고객들의감정적인부분을구분하

기 어렵다.

또한최근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새로

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 대두됨에 따라 여행상품이나

서비스들에 대한 평가 및 감정들을 SNS를 통해 실시간

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

다. 특히 SNS에는고객들이상품및서비스에대한정성

적인 평가 및 요구사항이 실시간으로 표현되고 쉽게 공

유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

기 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업들에

게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 서비스 관련 고객 의견들을 수

집하고 분석 기술이 미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고비용, 저효율의 특성 때문에 관련 기업이

서비스 체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따라서보다효율적으로고객피드백을관리하기위해

서기존의정량적설문시스템의견과 SNS에서의정성적

고객 의견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에서기존설문시스템과 SNS의정성적고객의

견들을 텍스트 마이닝과 온톨로지 및 토픽맵 활용하여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효율적으

로평가할수있는새로운정성적평가방식시스템을제

안한다. 이를위해 2장에서는본연구와관련된고객의견

및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이하 VOC)와 온톨

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고객피드백 관련 VOC 분석을 위한 카테

고리유형분류, 소비자관심사추출, 브랜드만족도평가

등 분석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이를 반영한 토픽맵 구

축에대하여설명한다. 4장에서는분석사례로H여행사의

설문데이터 및 SNS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범 적용하고

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본 연구의 결

론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관광산업에서 보다 정확한 고객의 니

즈를파악할수있고개선대상서비스를효과적으로도

출하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관광산업의 고객만족도
고객만족개념은고객의행동을이해하고예측하는데

매우중요하며기업과학계에서고객만족에대한관심이

집중되고있으며, 관광상품및관광서비스의고객만족도

역시궁극적목적이라할정도로중요한개념이다[6]. 고

객들은 여행상품을 체험한 후 체험성과에 따라 만족 또

는불만족평가과정을거치게되고이는결국고객충성

도(추천, 구전, 재방문)에 영향을 준다[7]. 그러나 고객만

족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 오히려 기업들은 고

객만족도조사의결과가부정적으로나오지않도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설문조사의 정량적 방법에 치

우쳐 고객의 감정적인 부분과 의사만족(spurious

satisfaction)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8]. 최근의 정성

적고객만족도조사는이러한점을보완하여좀더심도

있는 고객만족 -고객만족, 의사만족, 불만족, 계산된 불

만족-으로나누어연구가되고있으며, SNS의 고객들의

글들을 긍정/부정으로 분석 및 구분하여 고객의 감정을

분석하여 고객만족도를 파악하고 있다[8,9].

2.2 온톨로지
온톨로지는 '어떤 관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 명시

적으로 정형화한 명세서(an explicit and formal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zation of a domain of

interest)'로단어와관계들로구성된일종의사전으로생

각할 수 있으며,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단어가 계층적으

로표현되어있으며추가적으로이를확장할수있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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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규칙이포함되어있어웹기반의지식처리나응용프로

그램 사이의 지식공유, 재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10,11]. 이러한시맨틱웹기술들은다양한분야에적용되

어 개발되어 왔다. 지식관리시스템에서 지식 표현과 공

유, 검색을 위해 시맨틱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를 활용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는 온톨로지 기반 상품 카

탈로깅, 상품 추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설계 및 공정, 매뉴얼 관리를 위한 온톨로지가 활용되고

있다[12,13].

관광분야에서온톨로지를활용한연구는관광정보검

색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 & Kwon은 VOC

데이터를 감성분석으로 분석하여 고객만족을 예측하였

으며, Joo는 관광 비즈니스를 온톨로지를 중심으로 구축

하였다[14,15], Kim은 시맨틱웹 환경에서 위치기반 관광

정보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16].

2.3 토픽맵
토픽맵(Topic map)은 온토롤지의 대표적인 방법론으

로서, 정보를 상호 연관성에 따라 연결하여 지식 구조를

일종의 지도(Map)와 같이 표현하는 기술이다[17]. 대용

량의정보를분류하고의미론적연관관계를검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로, 정보세계의 GPS라고 할

수있다[18]. 이러한토픽맵기반의정보검색이사용자에

게효율성을제공한다는결과들이발표되면서여러응용

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철학텍스트

의 내용분석을 통한 철학 토픽맵을 구축하였으며, 한국

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는사출금형기술정보통합및정보

검색시스템에 토픽맵을 구축하였고, 공공기관에서는 자

신들의지식정보를관리하기위해시스템을구축하고있

다[19].

3. 고객만족 정성적 분석시스템 개발
3.1 실시간 고객피드백 수집 및 분석기술 개발
[Fig. 1]은 고객만족 정성적 분석 시스템 개발 프로세

스로서 스텝1에서는 기존 설문시스템을 VOC 분석을 위

한카테고리유형분류, 소비자관심사추출, 브랜드만족

도평가등분석등평가요소를세분화하여평가요소구

조분석을 실행한다. 스텝2에서는 SNS 생성되는 관광관

련빅데이터들을버즈량및감성(토픽/감성) 분석을통해

만족도분석을수행한다. 스텝3에서는스텝1, 2에서분석

된결과들을온톨로지기반서비스평가시스템으로개발

한다.

[Fig. 1] Customer Feedback Analysis Procedure 

3.1.1 대용량 고객 피드백 수집 및 분석 모델 개발
다양한 SNS에서폭발적으로생성되고확산되는빅데

이터를채널별로분산도와반응성등을고려하여실시간

으로 생성되는 여행과 관련된 도메인을 선정하였다. 여

행 상품과 관련하여 정보의 습득 경로와 고려사항, 여행

의목적등에대한방문의사분석, 거시적인메가트렌드

에 대입하여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

일 등을 분석하였으며, 여행사에 특화된 분석 모델을 통

해관광에대한소비자의인식등관광트렌드와관련된

결과와 관광의 목적과 패턴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결

과를 도출하였다[20].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에 대한 미디어채널, 소비자 만족도, 영향력자, 경쟁사,

브랜드 이미지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3.1.2 여행사 내부 데이터 분석 API 기술 개발
여행사 VOC 시스템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와 연

동하여 통합적인부석을수행할수있도록, API 기능 연

동을 구현하였다. 기존에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 내

부데이터소스와 VOC 데이터의통합을위해데이터통

합처리모듈을구성하여, 데이터통합및언어처리를수

행하고, 이후 기존과 동일한 분석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2] Customer Feedback Integ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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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이슈 모니터링 감지기술 개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이슈의 유형별 속성 모델을 설

계한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의미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슈의 생성과 확산에 대한 정확

한지식모델구축이필요하다. 따라서 [Fig. 3, 4]와같이

과거에 발생한 실제 사례에서 상황별 위험요인을 룰셋

(RuleSet)으로 구현하였다. 이를통해카테고리별사용자

들의불만요소를확인할수있으며, 정교한위험요인모

니터링이 가능하다.

[Fig. 3] Risk Factor Finding, Analysis by Category

[Fig. 4] Risk Factor Finding, Analysis by Situation

3.2 통합추론 온톨로지 시스템 구축
3.2.1 온톨로지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온톨로지 모델을 기반으로 정적 분석정보와 실시간

분석정보를연계하여통합질의추론을수행하기위한통

합 질의/추론 프레임워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통합

질의/추론 프레임워크는 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SNS 평

판분석과같이실시간으로분석되는동적분석정보를온

톨로지 모델을 기반으로 통합하여 질의 및 추론을 수행

할 수 있는 프로세스 흐름을 정의하였다. 기존 관광산업

의 온톨로지는 모델은 특정 서비스에 어떤 개선안을 적

용할수있는지에대한단순한정보만을저장할수있는

구조였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Fig. 5]와

같은개선안지식관리서비스코어를설계하여현재발생

한이슈에대한문제점분석, 개선안조회, 개선안에대한

적용이력 관리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5] Ontology Core Design

3.2.2 토픽맵 개발
VOC는 자연어로 입력되기 때문에 토픽추출을 위해

별도의 분석 엔진을 통해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진다. 토

픽의추출은여행지역, 브랜드, 질문카테고리에따라그

룹화된 사용자 의견들로부터 추출된 명사형 키워드들에

대한 연관도(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n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나타냈다. 텍스트 분석과 활용을 위해 문장 분

석 및 색인 작업을 수행하며 분석/색인 엔진은 루씬

(Lucene)을 기반으로하여개발하였다, 각각의사용자의

견을하나의문서로보고이를형태소분석을통해추출

된 키워드의 집합으로 문서를 표현하였다. 분석 엔진은

불필요한 키워드나 부정확한 키워드의 추출을 방지하기

위해 [Fig. 6]과같은불용어사전을포함하고있으며, 수

동으로 구축된 질문 카테고리별 평가 어휘 체계를 이용

하여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발하였다.

[Fig. 6] Customer Feedback Analysis / Indexing

4.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1 사례분석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H여행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설문 결과 및 SNS 데이터

90,000건을사례분석에사용하였다. 브랜드, 선택한여행

지역, 기간별 각 서비스 이용자 점수를 확인하고 대해

서비스 별 주요 토픽 분석하여 서비스이용자 점수를 확

인하였고, 취약한 서비스 발견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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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은 선택한지역, 브랜드, 기간에 따른 설문조사결과를

재계산하여통계결과를라인차트로보여줌으로써각서

비스별사용자평가의트렌드가어떻게변하는지알수

있다.

[Fig. 7] Customer Feedback Analysis System

[Fig. 8]는 통합추론 시스템의 분석/색인된 결과로부

터 여행지역 및 질문 카테고리의 선택에 따라 관련있는

토픽을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화면에 표시된 토픽맵 추

출결과에서 3레벨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사용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또한중요도가높다고판단된토픽에대해긍/부

정 분석 결과를 함께 제공하였으며, 시스템 사용자는 특

정토픽또는서비스에대해개선안을입력하고이를관

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8] Topic Map (Real time Text Analysis)

5. 결론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간고객피드백에대하여온톨로지및토픽맵으로시

각화여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관

광산업의설문서비스와 SNS의고객의견에대하여특정

주제를설정하고감성분석및의미분석을수행하여다

양한 불만족 고객들을 확인하여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

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 본연구는 H여행사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

음과 같은 학문 및 기술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SNS 및 설문시스템감성분석을통해크게불편

하지 않아서 만족했다고 표현하는 의사만족이나 고객들

이 더 많은 효익을 얻으려는 계산된 불만족들을 확인하

였다. 이는기존의만족/불만족고객개념외에의사만족/

계산된 불만족 고객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6,8,9].

둘째, 기존의 검색 위주의 온톨로지 시스템에서 개선

안 지식 관리서비스 모듈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직접 개

선안을 입력,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는 시스템에 템플릿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를 지원하도록 하여 추후 다른 산업들에 쉽

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

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SNS의 주요 여행 지역과 주요 속성 언급량을

토대로트렌드파악과마케팅방향설정및활용할수있

다. 기존의 정량적이 아닌 감성분석을 적용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주위 사람의 추천에 의한 컨텍(contact)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관광상품및서비스에대한부정이슈에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람 기능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

을확보할수있다. 이를통해브랜드위험관리의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고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관리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셋째, 매스미디어 중심의 모니터링에서 SNS와 카페,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하여 보

다많은고객피드백을관리할수가있다. 기존의수동적

인 모니터링 방식이 아닌 자동화된 푸시 방식의 모니터

링및이슈탐지기능제공하여별도의모니터링전문인

력 없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실제 여행상품을 경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 VOC를 활용함으로써비즈니스위험요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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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정확하고세밀한분류데이터를확보할수있다. 이

를 통해 각 카테고리별 사용자들의 불만 요소를 라인차

트 및 토픽맵으로 시각화하여 중요도가 높은 특정 토픽

에 대한 개선안을 제공하여 보다 높은 고객만족도를 이

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

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고리

즘외에도다양한알고리즘과기법의검토가부족했다는

점이다. 이에 SNS에서 언급된 고객피드백에 관한 긍정/

부정의정확한분류를위해알고리즘을개선이필요하며,

텍스트마이닝, 형태소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픽맵에서 사용되는 질문

카테고리별 평가 어휘 체계를 정교화 하여 고객만족/불

만족에 관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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