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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분석을 통한 제품 분류 체계 수립방안:
관광분야 App을 중심으로1
Building a Hierarchy of Product Categories through
Text Analysis of Product Description
임 현 아 (Hyuna Lim)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2

최 재 원 (Jaewon Choi)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3

이 홍 주 (Hong Joo Lee)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4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use of smartphone apps, many apps are coming out in various fields.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apps in a specific fiel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assification
scheme. Various schemes considering users'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of apps have been proposed,
but there is a problem in that many apps are released and a fixed classification scheme must be update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lthoug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any aspects in establishing
classification scheme, it is possible to grasp the trend of the app through the proposal of a classification
schem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app.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 of establishing an app
classification scheme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 app written by the app developers.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explanations about apps in the tourism field and identified major categories through topic
modeling. Using only the apps corresponding to the topic, we construct a network of words contained in
the explanatory text and identify subcategories based on the networks of words. Six topics were selected,
and Clauset Newman Moore algorithm was applied to each topic to identify subcategories. Four or five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for each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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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패턴과 삶의 방식 등 개인정보를 포함 정보들이 디지
털화되고 있으며, 관광학은 학문적 특성상 사회적 환

정보통신기술(Infornation Communication

경과 인문학적 환경의 공감과 소통을 반영한다(양시진

Technology: ICT)과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등 2019). 따라서, 관광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면서 관광분야 연구와 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제공하기 위한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며, 관광 어플리케

관광 산업은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관광객의 특

이션 등의 관광 서비스 분야를 분류하기 위한 분류기

성과 구매성향, 관심사 등의 개인정보와 사물인터넷

준이 필요하다(구철모 등 2015).

(Internet of Things: IoT)을 통해 확보된 위치정보나

관광안내정보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이 사용자

활동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 맞춤서비스

만족과 사용의도 등 미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환경이 구축되었다(원달수

하고(김재훈 등 2015), 만족도나 충성도 등과의 관계

2018). 스마트관광 환경 기반이란 모바일 형태의 관광

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최해용 등 2015). 관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것으로, 웹 또는 앱 형태의 다

광 어플리케이션 관련 연구에서는 모바일 관광안내 정

양한 정보가 이동하는 관광객에게 모바일기기를 통해

보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만족 측면에 초점을 맞추

실시간 맞춤형 관광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설명하

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광안내 정보 등 정보를 중

고 있다(정병옥 2015). 통신사와 여행사, 관광 공사 등

심으로 진행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분류체계의 확

의 제휴를 통한 스마트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립은 대상을 정의하고 탐구 가능한 공통언어를 확립하

며, 관광 콘텐츠나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IT서비스

는 기초로서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관광은 다양한 정보들을

재 관광분야의 정보 분류는 문헌분류, 산업분류, 연구

통해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

분류로 구분되어 각각의 분류항목에 큰 차이가 있으

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며, 관광학의 실제 분류법은 문헌 분류법의 일부 항목

활용 등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으로 구성하고 있어 관광분야를 포괄하는 분류체계가

스마트폰의 확산과 보급으로 관광 어플리케이션이

마련되지 않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분류체계에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정보를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어플리케이션 마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상대적으로 쉽게 개발되어

켓의 분류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

제공되고 있다. 관광객은 관광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이

하거나 한정적으로 등록되어 연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

용하여 실시간으로 주변 관광정보와 이용후기 등을 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 정보의 분류를 통해

색하고, 관광지나 숙박시설 등의 예약 및 결제가 가능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하다. AR, VR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디오와 오디오 등

관광 어플리케이션의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을 결합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다양한 관광 경험

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선행

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광정

연구를 참고하여 도출된 관광 관련 주요 키워드를 기

보는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

준으로 선정된 어플리케이션의 설명글을 크롤링하여,

당 지역의 관광지 중심의 소개로 되어있어 교통이나

사용빈도가 높은 상위 단어들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

숙박, 식당, 날씨, 안전 등 다양한 정보와 지역 간 연계

용하고자 한다. LDA 확률모형은 기존의 주제들의 모

가 부족하다(원달수 2018).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소비

음이 있다고 가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명사들을 각 단

140

지식경영연구 제20권 제3호

텍스트 분석을 통한 제품 분류 체계 수립방안: 관광분야 App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어가 해당하는 주제 문서로 추출하는 방법이며, 연구

(전상현 등 2016). 그러나 현재 스마트관광은 체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거나 주제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가 부족하여 관광상품과 관광객들의 수요와 공급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LDA 확률모형을 통

불균형으로 퇴행하거나 비용만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해 관광 설명글의 주요 키워드를 분류하고, 관광 어플

모습을 보이고 있다(임용석 등 2017). 효율적인 스마트

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서 활용 가능한 관

관광 서비스를 위해서는 경험 공유를 활용한 마케팅

광분야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

을 통해 관광객이 원하는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제

에서 군집분석으로 활용하고 있는 LDA확률모형을 적

공하기 위한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며, 관광 서비스 분

용한 관광 어플리케이션의 분류체계를 통해 관광분야

야의 명확한 분류기준이 필요하다(구철모 등 2015).

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서 활용 가
능한 관광분야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관광 연구는 ‘e-관광(e-tourism)’, ‘가상관광
(virtual tourism)’ 등의 용어로 연구하고 있으며, 스마
트 폰과 SNS, 관광정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스마트관광 연구는 개념과 가치에 대한 개념

2. 기존문헌 연구

적 연구와 사례연구, 정보기술과 성과, 소비자 행동 연
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이선영 등 2018), 관광 정

2.1 스마트관광

보나 어플리케이션을 분류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기기와 정보 플

스마트관광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스마

랫폼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 상품의 출시

트관광에서 잠재 관광객의 정보 수용 결정요인과 사용

가 증가하고, 관광 산업은 실시간으로 정보 탐색이 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관광 상품 구매의도

능한 ‘스마트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관광은 스

를 실증한 연구가 있으며(김조영 등 2013), 스마트폰 관

마트 기기와 정보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집된 관광객

광정보 특성을 확인하고, 만족도와 신뢰도, 행동의도에

정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윤유식 등 2013).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선영 등 2018). 정보의 상호작

관광지 선택에 SNS 관광 정보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용을 중심으로 복잡한 생태계 구조로 진화하였으며,

대한 연구(오성수 2012)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기반으

플랫폼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정희정 등

로 한 스마트폰 관광 정보 시스템(김석현 등 2012), 게

2019).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활동이다 온라인 여행사나

임형 스마트폰 관광 어플리케이션의 체험성과 만족 및

관광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경험을 주고받

태도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엄서호 등 2012).

는 등의 정보를 얻거나 지원하는 모든 관광활동을 포

해외 연구동향을 확인하면 스마트관광의 개념을 분

함하며(Huang et al. 2017), 관광객의 경험을 중시한

석하고 고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관광정보와 접

다. 최근에는 AR, VR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디오와 오

목하여 실제 사례를 연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스마

디오 등을 결합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다양한 관

트관광에서 핵심적인 4개 가치를 도출하고 이에 대

광 경험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스마트관광은

한 활용방안을 연구하거나(Xiang 2015), 군사 프로그

상호 호환성(Standards), 융복합을 통한 다양성(Multi-

램에 활용되는 SOS 방식을 제안하여 스마트관광 산

Function), 접근성(Accessibility), 신뢰성(Reliability),

업의 개념적 도식을 제안하였다(Gretzel 2015a). 스

관광객 편리성(Time Server)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트관광을 관광정보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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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설명하여 소셜 미디어 전략 등을 제시하였고

광심리 및 관광객, 관광산업, 컨벤션 주제어를 도출하

(Angelaccio 2013), 관광산업에서 활용가능한 모바일

고, 기존의 KDC 분류체계에 상관색인어를 추가하였

광고를 사례분석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위한 방안을

다(김정현 2014). 국내 주요 4개 관광정보 사이트의 디

제시하였다(Gretzel 2015b).

렉터리를 분석한 후 인터넷 관광분야 분류체계 개선안

스마트관광의 서비스 체계 확립은 정부와 지자체,

을 제시한 연구와(조은정 2010) 관광정보 관련 연구는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이 협력하여 상호 연계와 빅데이

웹사이트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관광지 정보, 관광 코

터 분석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전상현 2016). 그러나

스 정보, 지역축제정보, 숙박정보, 음식정보, 스포츠 레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운영하고, 민간 영

저 정보, 쇼핑 특산물 정보로 분류한 연구가 있다(김나

역에서는 기업의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각 주체의

희 2002). 그러나 최근 스마트관광의 트렌드에 맞춰 제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서비스

공하는 모바일 정보 채널 관련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관광 서비스에 대한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소비자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광 서비
스 분야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소비자

2.3 관광 어플리케이션 분류

의 경험 공유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는

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을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으로 앱(app)이나 ‘어플’ 등의 용

위해서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어로 불리며, 사용자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실시

중심으로 스마트관광 서비스의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간으로 개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김수원 2012). 어플

자 한다.

리케이션은 애플스토어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하
여 소비하고 있으며, 1인당 앱 보유 숫자는 평균 약 86

2.2 관광분류체계

개 정도로 앱과 콘텐츠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분류학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정의하고 탐

특징이다(강현수 2015). 그러나 애플스토어와 안드로

구하기 위한 공통 언어 확립의 기초를 제공하며, 주제

이드 스토어의 분류체계는 사용자의 계정이나 국가 등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검색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에 따라 분류 순서가 달라지며(오정민 2010), 현재 어

사용한다(Nickerson et al. 2009). 관광 분야의 분류

플리케이션의 분류체계는 한정적이며, 실제 특징과 적

체계는 관광분야 개론서 등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합하지 않다.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다

어플리케이션을 분류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모바일

양한 주제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고 전체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분류하여 고객을 중심으로 소비유형과 맥락,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없다(이지연 2012).

사회적 관계에 기반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분

관광 분류체계 연구는 관광자원의 분류체계 개발을

류하였다(Heinonen and Pura 2008). 퍼베이시브 컴

시작으로(김계섭 1988), 관광산업의 하위항목에 속하

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각 영역의 대표적인 앱을 선정

는 호텔 외식분야의 분류체계(정유경 2009)나 레저산

하여 유사한 앱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어플리케이

업의 분류체계(이흥윤 1998)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션을 분류하였다(Kennedy and Gretzel 2007). 모바

졌다.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광

일 앱을 사전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위해 모바

학 자료 분석을 통해 관광경영, 관광유형, 관광개발, 관

일 앱의 정보 확대에 중요도를 놓고 모바일 앱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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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기능을 확인하여 분류하거나(Hengshu et al.

다(Huang et al. 2017).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살펴

2012), 안드로이드의 악성 앱을 분류하기 위해 기계 학

보고 비슷한 항목으로 묶어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모

습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도구 ‘MARVIN’을 개

바일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분류한 연구가 있으며, 네비

발하여 악성 앱을 분류하였다(Lindorfer et al. 2015).

게이션, 소셜, 모바일마케팅, 보안/응급, 거래, 정보, 엔

모바일에서는 여행 및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어

터테인먼트 총 7가지로 분류하였다(Heather 2012). 앱

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은 관광활동의 대부

의 기능적 관점에서 여행교통서비스, 이동여행 스케줄

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Wang et al. 2013; Wang and

계획, 이동여행 예약 및 맵 가이드, 소셜 공유 등 5가지

Fesenmaier 2016). 지도와 교통, 숙박 등의 정보 제공

로 분류하였다(Pang 2013).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을 기반으로 추천을 통한 기본적인 가이드 역할을 수

로 분류하여 국외 사업자는 정보, 정보특화, 지도, 번역

행하며, 관광객은 모바일 정보 채널을 통해 관광정보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국내사업자는 정보, 정보특화,

를 탐색하거나 수집, 공유, 예약이 가능하다. 기존 여행

쇼핑, 번역, 교통, 기타 6가지로 분류한 연구가 있다(하

사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외 관광에 대한 서비스

슬미 2015).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관광 관련 주요

를 제공하고, 통신사나 관광공사 등과 제휴를 통해 스

키워드(관광, 여행, 투어, 축제, 시장, 숙박) 검색어를 기

마트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 어플리케이

준으로 총 554개 어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어플

션은 여행지 정보나 교통, 숙박 등의 예약 및 날씨 등

다운로드 횟수, 리뷰점수, 리뷰 수, 최근 리뷰날짜, 업데

의 검색이 가능하며,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을 기

이트 날짜 분석을 통해 모바일 관광 어플 인프라 개선

반으로 모바일 쇼핑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

제시한 연구가 있다(강현수 2015). 그러나 실제 텍스트

고 있다(고창현·한은경 2016). 관광객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부족하며, 관광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목적지에서 활동을 변경하거나 예약할 수 있

에서 제공하는 관광 정보에 대한 분류체계에 대한 연

으며, 목적지에서의 특수정보 검색 등의 실시간 정보를

구가 미흡하다.

제공한다. 이는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개
별 관광객의 자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잠재 관
광객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Dickenson et

3. 연구방법

al. 2012; Buhalis and Law 2008). 관광 어플리케이션
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API 등의 정보와 관광객의 리

본 연구는 관광 안내소 서비스 분류기준을 통해 키

뷰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 서

워드를 도출하여, R에서 ‘rvest’와 ‘R Selenium’ 패키

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

지를 활용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관광관련 어플리

는 해당 지역의 관광지 소개를 중심으로, 교통이나 숙

케이션 설명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불용어

박, 날씨 등의 정보가 미흡하고 민간 기업이나 지역 간

와 기타 품사 제거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LDA분석

의 연계가 부족하다(원달수 2018).

과 CNM 알고리즘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
고 있으며,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다.

3.1 데이터 수집

관광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여행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관광 어플리케이션 분류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으로 인해 분류하는 것이 어렵

위하여 R 에서 ‘rvest’, ‘R selenium’ 패키지를 사용하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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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시켜 가장 많이 쓰이는 단
어를 추출한다. 최다 빈도수 단어를 기준으로 문서-단
어(Document-term matrix)를 생성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데이터에 있는 주제(Topic)를 확률
적 혼합체로 나타내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통계적 분석 알고리즘이다(안
정국 등 2016).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는 기법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이다. LDA는 각 문서의 주제
를 소수의 단어 혼합체로 구성하고, 각 단어들이 출현
한 문서의 주제에 따라 다르게 분석한다(Blei 2012).
즉, 한 문서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구성 단어들을 확
률적으로 도출하여 집합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이다. 단
어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단어
<그림 1> 연구절차

생성의 조건에 따라 확률 추론이 가능하다(Blei et al.
2003). LDA는 기존의 주제들의 모음이 있다고 가정

여 Google play store 관광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한글

하고 주제와 관련된 명사들을 각 단어가 해당하는 주

설명글 952개를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관광안내소 제

제 문서로 추출한다. LDA 알고리즘은 문서의 변수들

공 서비스 분류를 기준으로 관광, 숙박, 여행, 지도, 교

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추론하고, 숨겨져 있는

통, 기상, 축제, 문화로 선정하였으며, 각각 관광 250개,

토픽들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LDA 알고리즘

숙박 330개, 여행 166개, 지도 56개, 교통 164개, 기상

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문서들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45개, 축제232개, 문화 73개가 수집되어 중복 어플리

정보를 발견하고 숨겨진 주제들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

케이션 364개를 제거하였다.

기법이다(홍성연·최재원 2017).
토픽모델링(LDA)를 활용하여 분류체계를 확립한 선

3.2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행연구로는 LDA와 SVM(Support Vector Machine)

본 연구에서는 관광 관련 안드로이드 어플을 선정

을 결합하여 새로운 텍스트 분류 알고리즘을 제시한

하여 설명글을 기준으로,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TF-

연구가 있다(Wang 2008). 웹문서를 분류하기 위해서

IDF는 하나의 그룹에서 특정 단어의 빈도수를 통해

각 카테고리마다 개별 LDA모델을 구축하여 통합모델

중요도를 비례하여 나타내고, 전체 데이터에서 빈도

을 만들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

수와 반비례하도록 가중치를 산출한다. 데이터의 전

여, 웹문서를 추론하였다(Wang 2008). 판례 검색에서

처리를 시행하여 단어와 구, 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형

토픽모델링(LDA)를 사용하여 주제어 태그를 부여하고

태소로 분리하고 제외어(Stopword)를 제거하여 단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유사한 판례를 분류하는 시스

어-문서 행렬을 만든다. 단어-문서(Term-document

템을 제안하였다(심준식 2017). 관광학 연구 동향을 확

matrix) 행렬의 행 합계를 구해 각 단어의 사용빈도가

인하기 위해 토픽모델링(LDA)과 시계열분석기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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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논문 초록 1,239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광

드들의 집합이다(Newman 2005). 이때 Modulartiy

학 분야의 연구 트렌드를 추론하였다(김창식 등 2017).

는 각 community의 community 내부로 연결된
link가 외부로 연결된 link에 비해 얼마나 많이 연결

3.2 CNM 알고리즘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모든 node

CNM(Clauset Newman Moore)알고리즘 은

는 각각의 community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

GN(Girvan & Newman)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효율성

고, 노드 개수만큼 커뮤니티 번호를 부여하고, 두 개

을 높여주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Modularity’를 극

의 community를 하나의 community로 합쳐본 뒤

대화하는 ‘Greedy’ 알고리즘(Clauset et al. 2004)이

modularity Q의 변화량을 계산한다. 가능한 모든

다. GN알고리즘은 연결망에서 특정한 집단을 구분하

link에 대해 이 과정을 실시 후 Q의 변화량이 가장 큰

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듈성에 따른 구분방식을 제안

community를 연결하여 하나의 community로 구성

한 알고리즘으로, 링크들의 구조적 특성을 계량적으

하고 전체 네트워크의 community가 1개가 될 때까지

로 파악하여 연결망에서 군집구조를 파악하는데 유

반복한다(Clauset et al. 2004). CNM 알고리즘에 의

용한 분석방법이다(Girvan and Newman 2002). GN

해 산출된 Modularity값이 최대치가 되는 그룹을 찾

알고리즘은 Betweenness centrality를 활용하는 것

아준다. CNM알고리즘 관련 선행연구로는 한국 사회

으로 네트워크 내의 최단거리의 선상에 특정 지점(k)

학계의 연구자와 학술지를 연결망 분석을 통해 학술

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등장하는지 나타내어, 최단거

생태계의 불평들 현상을 확인한 연구가 있으며(김세

리 루트를 구하고 그 안에 등장하는 노드(k)의 빈도를

현 2016),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 경주 지진

조사하여 수치화 한다. Betweenness centrality를 통

관련 재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가 있

해 Community간의 bridge역할을 하는 노드들과 연

다.

결들을 조사하며, Betweenness centrality가 높을 수
록 커뮤니티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Community들간의 연결을 한 개씩 끊으면서 그 때마

4. 분석결과

다 나누어지는 그룹에 대해 Modularity를 계산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Modularity

관광 어플리케이션 관련 설명글 952개에 출현한 단

지점이 최상의 Community 검출이 이루어진 상태로

어를 빈도순으로 정리하였다. 빈도순으로 추출한 단어

확인한다.

는 명사와 형용사, 동사 등의 단어가 함께 도출되었으

CNM알고리즘은 최고 최적-기반 알고리즘(greedy

나, 이들 품사는 명사적 표현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

modularity-based algorithm)으로 각 노드들이 1개

다. 빈도 수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는 여행과 맛집, 서

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하여, 작

비스, 예약, 위치, 버스, 관광, 지역, 지도, 할인 등의 단

은 군집들을 하나씩 합쳐 최적의 적합도를 가질 때까

어가 도출되었다. 빈도수 중심 상위 20개 단어는 다음

지 응집시킨다(Clauset et al. 2004). Modulartiy 알고

과 같다.

리즘은 network 내에서의 community 구조를 찾아
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일반적으로 community 구

4.1 LDA 분석결과

조는 네트워크 내에서 상대적으로 밀집되게 연결된 노

LDA 분석결과 <Table 1>과 같이 6개의 토픽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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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광 어플리케이션 빈도수 상위 단어
rank

word

frequency

rank

word

frequency

1

여행

2,027

11

날씨

400

2

맛집

795

12

호텔

392

3

서비스

769

13

카드

388

4

예약

634

14

실시간

362

5

위치

583

15

교통

343

6

버스

520

16

숙박

340

7

관광

513

17

안내

336

8

지역

490

18

축제

326

9

지도

477

19

상품

306

10

할인

469

20

추천

299

추출하였다. 토픽에 대한 분석 후, 관광산업 분류체계

단어로 교통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토픽 4는 맛집,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관광 분류에 따라 주제를

할인, 쿠폰, 이벤트, 추천, 음식, 주변, 업체, 리뷰, 메뉴

선정하였다. 토픽 1은 예약, 숙박, 항공, 가격, 특가, 할

등의 단어로 음식점 관련 추천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인 등의 단어가 도출되어 예약 관련 정보로 분류하였

토픽 5는 날씨, 예보, 미세먼지, 대기 등의 단어와 카드,

다. 토픽 2의 경우 지도, 위지, 관광지, 주변, 장소, 안내,

결제, 서비스, 충전 등의 단어가 추출되어 결제 서비스

사진, 맛집 등의 단어가 추출되어 위치기반서비스를 기

와 날씨 2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토픽 6은 여행, 일

반으로 하는 안내 정보로 선정하였다. 토픽 3은 버스,

정, 영어, 공유, 회화, 표현, 학습 등의 단어로 일정과 회

교통, 안내, 시간, 지하철, 실시간, 경호, 노선, 이동 등의

화 정보로 분류하였다.

<표 2> 관광 어플리케이션 LDA 분석결과
Topic no.

Topic word

Subject

Topic-1

예약, 호텔, 여행, 펜션, 할인, 상품, 숙박, 국내, 투어, 해외, 가격, 실시간, 특가, 숙소, 항공

(예약)

Topic-2

지도, 위치, 관광, 축제, 관광지, 지역, 명소, 주변, 장소, 안내, 문화, 사진, 여행, 맛집, 공유

(위치기반/안내)

Topic-3

버스, 교통, 서비스, 안내, 시간, 위치, 지하철, 실시간, 경로, 전화, 도착, 노선, 관광, 이동, 센터

Topic-4

맛집, 할인, 쿠폰, 지역, 이벤트, 추천, 문화, 음식, 배달, 주변, 서비스, 무료, 업체, 리뷰, 메뉴

(레스토랑)

Topic-5

날씨, 카드, 서비스, 결제, 충전, 모바일, 예보, 교통카드, 미세먼지, 편리, 실시간, 대기, 지역, 바다, 상품

(날씨/문화)

Topic-6

여행, 영어, 일정, 여행지, 여행자, 관광, 계획, 공유, 현지, 친구, 회화, 표현, 학습, 자유, 가족

(일정/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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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NM알고리즘 분석결과

내 포함된 주제어들은 다른 그룹의 주제어들 보다 자

본 연구는 각 토픽별로 상위 도출된 100개의 단어를

주 관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하위항목의 주

토픽 별로 응집(cohesion)분석 중 모듈성(modularity)

제를 중심으로 교통서비스, 예약 및 결제, 레스토랑, 관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CN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광지 정보, 날씨 정보, 번역 및 회화 정보, 게임, 보안 및

각 토픽별로 재분류된 군집은 각각 군집의 링크가 서

환전 정보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로 다른 군집의 링크보다 많도록 형성되었다. 즉, 그룹
<표 3> 토픽별 군집(CNM 알고리즘)
Topic no.

CNM 분석결과

Subject

예약, 렌터카, 좌석, 프로모션, 패스, 항공권, 특가, 요금

교통 예약

Topic1

결제, 고객, 최저가, 금액, 날짜, 숙박, 상품, 판매

결제

(예약)

숙소, 호텔, 리조트, 모텔, 민박, 펜션, 캠핑, 콘도, 후기

숙박 예약

이벤트, 공연, 소셜, 적립, 할인, 쿠폰, 무료, 사이트

소셜(할인)

공유, 기록, 리뷰, 여행기, 일정, 플래너, 휴가, 추억

일정(공유)

가이드북, 관광지, 도시, 명소, 문화재, 안내, 체험, 행사

관광지 안내

축제, 전통, 놀이, 가격, 개최, 가을, 겨울, 봄

행사정보

올레길, 둘레길, 등산, 스탬프, 코스, 투어, 힐링, 참여

코스 투어

교통수단, 버스, 배차, 터미널, 운행, 예약, 예매, 티켓, 승객

버스

Topic3

네비게이션, 거리, 경로, 도로, 목적지, 방향, 이동, 장소

네비게이션

(교통)

공항, 도착, 안내, 주차, 환승, 관광, 정류소, 시설, 택시

공항정보

노선도, 지하철, 정류장, 철도, 도시, 지역

지하철, 철도

주변, 지역, 카페, 플레이스, 관광지, 맛집, 숙박, 음식, 외식

추천서비스(레스토랑)

후기, 리뷰, 동영상, 사진, 촬영, 카메라, 지도, 카카오톡

리뷰(공유)

광고, 블로그, 여행지, 음식점, 추천, 할인, 홍보, 가격

홍보

레시피, 미식, 사이트, 요리, 주문, 방문, 배달, 리스트

배달

서비스, 불편, 신고, 생활

불편사항

기상청, 날씨, 대기, 기온, 미세먼지, 온도, 초미세먼지

국내 날씨정보

공연, 박물관, 예술, 지역, 기간, 무료, 테마, 센터, 입장

문화정보

공유, 관찰, 기록, 나라, 위치, 자연, 지도, 해외, 커뮤니티

해외 날씨정보

기상특보, 기상, 등산, 바다, 영상, 도시, 해양

기상특보

결제, 계좌, 거래, 구매, 페이, 쇼핑, 송금, 신용카드, 잔액, 현금, 지문, 바코드발급

간편결제서비스

금융, 고객, 납부, 민원, 상담, 카드, 은행, 수수료, 서비스

금융(은행)

회화, 번역, 문장, 발음, 대화, 단어, 언어, 일상, 현지, 표현

번역 및 회화

게임, 관광, 콘텐츠, 무료, 대상

게임

보안, 환전, 검사

환전(보안)

Topic2
(위치기반/
안내)

Topic4
(레스토랑)

Topic5
(날씨/
문화)
Topic6
(결제/
일정/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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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pic 1 예약관련 주제

이션 관련 주제가 도출되었다. 네비게이션, 거리, 경로,

예약 관련 주제는 4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었

목적지, 방향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한다. 공항정보나

으며, 교통예약, 숙박예약, 소셜(할인), 결제 관련 주제

지하철 철도 정보의 경우 각각 공항, 도착, 환승, 관광,

로 구분하였다. 교통예약의 경우 렌터카나 좌석, 항공

정류소, 택시 등의 단어와 노선도, 지하철, 정류장, 철

권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숙박예약의 경

도, 도시, 지역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우 숙소, 호텔, 리조트,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단어가 형성되었다. 결제와 소셜(할인)의 경우 결제와
금액, 상품, 판매 등의 단어 중심과, 할인, 쿠폰, 무료,
공연, 적립 등의 단어로 구분된 것을 확인하였다.

(4) Topic 4 레스토랑 관련 주제
레스토랑 관련 주제는 추천 서비스와 리뷰, 홍보,
배달, 불편사항 등의 5가지 하위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음식점의 경우 맛집 정보와 관련하여 추천서비스나 리

(2) Topic 2 위치기반 서비스 및 안내 관련 주제

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 및 안내정보 관련 주제는 일정 공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도심의

유와 관광지 정보, 행사정보, 투어정보의 하위 4개 항

호텔에서 휴식을 하는 형태의 ‘호캉스’(호텔+바캉스의

목으로 분류되었다. 최근 SNS을 통해 일정을 공유하

합성어)관련 여행이 증가하면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

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리뷰 및 여행기, 일정, 공유, 추

기요’ 등의 배달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배달서비스를 통

억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일정 공유 카테고리가 생성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되었다. 관광지 안내의 경우 가이드 북이나, 도시, 명소,

주변, 지역, 카페, 관광지, 맛집, 음식, 외식을 중심으로

문화재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행사정보

추천서비스(레스토랑)의 주제가 형성되었으며, 리뷰,

의 경우 계절관련 단어와 전통, 놀이, 축제, 개최 등의

동영성, 사진, 촬영, 후기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리뷰관

단어로 분류되었다. 코스 투어의 경우 최근 힐링을 주

련 주제가 도출되었다. 광고나 블로그, 음식점, 추천, 할

제로 한 여행의 증가와 올레길이나 둘레길 등의 관광

인, 홍보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홍보 관련 주제를 도출

코스의 등장으로 스탬프, 투어, 힐링 등의 단어를 중심

하고, 사이트, 요리, 주문, 배달, 리스트를 중심으로 배

으로 형성되었다.

달 관련 주제와 서비스, 불편, 신고, 생활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불편사항 관련 카테고리를 형성하였다.

(3) Topic 3 교통 관련 주제
교통 관련 주제의 경우 버스 예매와 네비게이션, 공

(5) Topic 5 날씨 및 문화 관련 주제

항정보, 지하철 및 철도 정보로 4가지 하위항목으로

날씨 정보의 경우 기상청, 기온, 날씨, 미세먼지, 온

구분되었다. 교통 예매의 경우 Topic 1의 결제 관련 주

도 등을 중심으로 국내 날씨 정보와 해외, 지도, 자연,

제의 교통예약과 연결되나, 본 주제의 교통예매의 경

기록, 나라, 커뮤니티 등의 해외날씨 정보로 구분되었

우 버스, 배차, 터미널, 운행, 예매, 티켓을 중심으로 단

다. 등산 및 바다, 해양, 기상특보 등을 중심으로 낚시

어가 형성되어 버스 관련 예매 정보로 구분 가능하다.

나 등산 관광객을 위한 기상특보 관련 정보로 구분하

T맵 등의 운전 관련 네비게이션 앱이나, 구글지도 및

였으며, 공연, 박물관, 예술, 지역, 기간, 입장 등의 단어

네이버 지도 등과 같은 지도 앱을 중심으로 네비게이

를 중심으로 문화정보가 구분되었다.

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네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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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opic 6 일정 및 결제, 회화 관련 주제

할인, 결제 4가지로 분류하였다. 교통서비스는 버스예

Topic 6의 경우 금융(은행)이나 간편결제 서비스,

매와 지하철 및 철도정보, 공항정보, 네비게이션으로

번역 및 회화 정보와 환전 정보, 게임 등의 5가지 카테

분류하였으며, 음식점과 관련해서는 추천서비스, 리뷰,

고리로 분류되었다. 최근 결제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

홍보, 배달, 불편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날씨와 문화

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국내날씨와 해외날씨, 기상특보와 문화정보로 분류

으며, 해외 여행의 증가로 번역기능이나 회화 정보, 환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정 및 결제, 회화 관련주제는 간

정정보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간편

편결제서비스와 번역 및 회화정보, 환전정보, 게임 등

결제서비스의 경우 결제와 계좌, 거래, 구매, 페이, 바

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

코드, 지문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하며, 금융(은행)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예약이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정보의 경우 납부, 금융, 은행, 수수료, 카드 등의 단어

기반으로 하는 관광정보 제공 및 일정공유 등의 카테

를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회화와 번역의 경우 번역, 문

고리가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다.

장, 발음, 단어, 일상, 현지, 표현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관광 서비스의 관점에서 관광 어플

하며, 보안과 환전, 검사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환전(보

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현재 출시된 어

안) 주제가 형성되었다. 관광을 주제로 한 게임 어플리

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관광정보의 분류체계를 확립

케이션의 영향으로 게임, 관광, 콘텐츠 등의 단어를 중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및 실무적 시

심으로 게임 관련 주제가 형성되었다.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체계의 확립은 대상을 정의하고 탐구 가
능한 공통언어를 확립하는 기초로서 정보 서비스 분

5. 논의 및 결론

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존 관광산업의 분류체계는
문헌분류와 산업분류, 연구 분류로 구분되어 각각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은 스마트

분류항목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실제 분류법은 문헌

관광의 등장과 함께 관광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

분류법을 기준으로 하여 관광 분야를 전체적으로 포

서, 모바일 정보채널을 통해 다양한 관광정보를 다수

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광

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산업의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분류체계를 확립

정보제공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어플

하여, 관광 어플리케이션 등 ‘스마트관광’ 산업에서 효

리케이션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실제 관

과적이고 효율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

광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를 확인하고,

구는 관광의 학문적 분류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픽모델링 분석방법을 통한 분류체계를 확립을 시도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류체계의 중요

하였다. 빈도수가 높은 핵심 주제어를 파악하고 토픽모

한 특징인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과학적 분석방법과 객

델링 분석을 통해 분류하였으며, CNM알고리즘을 통

관적 자료를 사용하여 관광정보의 분류체계를 확인하

해 각 토픽별 주제어 도출을 통해 세분류를 진행하였

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LDA와 CNM알고리즘 방법론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기반 서비

을 활용하여 분류체계의 확립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

스를 기반으로 하는 일정공유, 관광정보, 행사정보, 투

로, 본 연구는 모바일 관광안내 정보의 제공 서비스와

어정보 등과 예약과 관련해서는 교통이나 숙박, 소셜

소비자 만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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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스마트관광’에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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