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 차 > 

】．서론 

11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1. 데이터 분석 

W.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산경논집 제 37집 (2016. 8.) 53 

산경논집 제 37 집 (2016年 8져）  11. 논문 접수알 : 2016. 
The Journal of hulustiy and Economy, Vol. 

논문 심사일 : 2016.  12 
37, August 2이宖 

게재 확정일 : 2016. 08. 23. 

온라인 관광후기 데이터 분석＊ 

- 트립어드바이저의 우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online tourist reviews about Udo in Tripadvisor web site 

김 근 형＊* (Keun-Hyung Kim) 

주제어： 온라인 관광후기， 우도， 트립어드바이저， 귀납적 방법론 

* 이 연구과제는 工cc그룹 발전기금으로 수행되었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깅제연구소 전임얀구원）,khkim@jejunu.ac.kr  

- 53 - 



54 온라인 관광후기 데이터 분석 

I . 서 론 

제주도 방문 관쾅객은 1983년에 100만 명을 기록한 후 2005년 500만 명 

을 돌파하였고， 2013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하여 2005년 이후 8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섬 관쾅지인 우도 역시 관쾅객이 

크게 증가하여 2015년에 20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호남지 방통계 

청 제주사무소“ 보도자료， 2016). 유력한 미디 어애 따르면， 2016년도에는 우 

도 관광객의 100만명 돌파 시점 이 2015년보다 25일 빨라겼다고 밝혔다（연 

합뉴스， 2016년 6월 28일）. 

우도 방문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청정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독특 

한 관광인프라 등 우도만의 매력 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풀 

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부차적으로 우도 관쾅을 

하거나 제주도민이 주로 방문하는 상황이지만， 역으로 우도방문을 주목적 

으로 하는 관쾅객을 늘릴 수 있다면 제주 방문 관쾅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도만의 특별한 매력을 극대화시킨다먼 우도 방문을 주목적 

으로 하는 외래 콴광객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제주 방문 관광객의 증 

가를 유발하는 효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제주의 많은 관광명소 

들 각각에 대한 특징， 가치， 매력 등을 분석하고 이들 각각을 개별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은 창의적인 제주관광 활성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제주관광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우도 등 

과 같은 제주도 내의 특정 명소를 대상으로 한 관광객들의 행동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 이다． 제주도 내 관쾅명소들의 가치와 매력 등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여 이들에 대한 구쳬적인 이론 연구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쾅객들의 관쾅활동이나 관쾅 패턴 등을 발견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방 

법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분석을 주로 이용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탐색적 연구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먼，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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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그 타당성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샨행연 工가 별로 없거나 전무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울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일 수 있다． 관쾅객들의 여행 

경험이나 의견들이 자유롭게 기록된 관광후기 데이터는 기획된 설문지와 

별개로 생산된 것이며 관쾅객들의 솔직한 섕각들이 내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립어드바이저（www.tripadvisor.co.kr）라는 세계걱인 여행 

사이트의 관광후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주 관광명소 중 하나인 우도의 가 

치와 매력을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트립어드바이저 사 

이트에 게시된 텍스트（text) 형식의 우도 관련 관쾅후기 테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의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사회과학 연구방법 

2.1.1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양적 연구방법1）은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화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 

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자연 과학적 연구방법을 

사회 ·문화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이라 할 수 있다． 자연 

과학에서처럼 일반걱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대상이 

사회·문화에 국한되는 차이가 있다．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 

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 인 관찰이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1) ZUM 학습 백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범” 을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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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 필요하다．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법칙 

을 발견하거나 수립할 수 있다． 양적 연구방법은 계 량화가 어려운 분야에 

서의 연구방법으로는 부적절하며 인간의 의식과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접 

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양적 연구방법의 일반적인 절차는 문제인식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가설설정을 하며 가설검증을 위 

한 연구살계， 자료수집， 자료분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질적연구방법2）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로 사회 · 문화 현상의 의미를 해 

서하고 이해하려는 연구방법이다． 자연현상과 사회 . 문화 현상은 본질적으 

로 다르므로 자연 과학적 연구 방법을 가치 함축걱인 사회 · 문화 현상에 

적용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반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사회 · 문 

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대화록이나 관찰일지， 비공 

식적 문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주관적 의식에 대한 심 

층적 이해와 인간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중시한다． 질적 연구방법의 일반적 

언 절차는 문제인식을 통하여 연구설계를 하며 질적 연구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해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1.2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김근형（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을 2가지로 구분하자고 주 

장하고 있다． 전통적 방식의 사회과학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기존 이론모 

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 

이터를 수깁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설검증을 하는 연역적（deductive) 방법 

이다．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과정에서 가설의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는 측면에서 연역적인 이론 정립 방식인 것이다． 아래 〈그림1〉의 (a）는 연역 

적 연구방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귀납적 방법은 이미 확 

보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발견하고 이 패턴을 근거로 

가살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아래 〈그림 1〉의 (b）는 귀납적 연구방 

2) ZUM 학습 백과 ”사회·문화 현상의 얀구 방법” 을 토대로 정리 

-56 



산경논집 제 37집 (2016. 8.) 57 

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고객들의 후기 데이 

터 즉， 온라인고객리뷰（online customer review）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연 

역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트립어드바이저（www力그padvisor.com）에서 

처럼 온라인 고객리뷰가 넘쳐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온라인고객리뷰기반 

의 귀납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커겼다． 

연구주제 스정 연구주재 선정 

    

V  

陽祛縕흖엷  

분석결과에 기반히 

" ’텬了”［쁘 

 

 

이론고찰 및 선행연 

  

     

     

 

연구오헝 및 가설설정 

  

 

V  

  

   

 

설문조사분석율통한 
가설검증 

     

      

 

V  

  

V 

  

      

 

결과해석 잊 
시사점 도출 

  

결과해석 및 
시사점 도츨  

I,) 온라인고객리뷰 기반의 
귀납적 사회과학연구방밥 

     

(a) 설분조사 기반의 
연역적 사회과학연 I방법 

 

＜그림 1.> 사회과학연구방법의 비교 

2.2. 선행연구 

김민철 · 장희정（2008）의 연구에서는 보길도와 선유도， 우도 등의 섬 지역 

을 중심으로 콴쾅매력요인올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 섬지역의 관쾅콘텐츠 유형（정태형， 동태형， 혼합형）에 

따라 여행 전 섬 콴쾅 매력요인의 중요도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매력요인의 중요도와 방문 후의 성취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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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성취도는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섬과의 상대적인 차별성을 바탕으로 관광유형을 분 

류한 후 이에 따른 중요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도에 대한 구체적인 

매력요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F.계가 있다． 양영순 · 박재민（2013）의 연구에 

서는 온라인 여행후기의 정보특성을 파악하고， 이 러한 정보특성이 수용의 

도 및 구전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후 

기 정보특성 중 발신자의 진실성은 정보의 유용성을 매개로 수용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특성 중 정보 공감성은 수용의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신자 경험성은 수용의도 

및 구전효과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온 

라인 여행후기의 정보특성을 일반화하고 일반화된 정보특성과 여행후기의 

수용의도 및 구천효과와의 관계름 파악하고 있으며 설문지 분석에 의한 가 

설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헌（2013）의 연구에서는 베니키아호텔을 대상 

으로 호텔이용후기에 대한 질적내용분석 결과름 제시하고 있다． 전국 쳬인 

망 형태로 흩어져 있는 베니키아호텔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호텔이용후기를 

수집하여 고객가치 차원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고객가치 유형을 기능적 

가치， 정서척 가치， 가격대비 가치， 인식척 가치， 조건적 가치 등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각 여행후기들이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객가치 관점에서 여행후기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미리 정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다양성 도출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강동언 

(2008）의 연구에서는 우도의 전통돌담에 대한 문화적 이미치와 경제적 가치 

를 평가하고 관쾅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완섭（2015）의 연 

구에서는 층북관꽝에 관한 온라인 상의 글들을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충북관광을 위한 홍보전략과 관광진훙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주요 블로그， 뉴 

스， 관쾅관련 공공 데이터 등이며， 충북전역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 특히 다차원 분석 기법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관련 텍스트 정보를 다각도 

로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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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우도와 콴련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 

며 몇몇 연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연역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질적 연 

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완섭（2015）의 연구는 귀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 

고 있으나 충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도 관쾅에 대한 관쾅객들의 행동양식을 탐색적으로 밝 

히기 위하여 트립어드바이저의 관광후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납적 방식의 

양적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ifi. 데이터 분석 

3.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 

제주도 우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연 

구설계를 하였다．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로부터 우도 관련 관광후기를 

웹크롤러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R기반의 비정 형에이터 분석 기법을 통 

하여 분석 한 후 그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시각화 
(R 기반 분석） 	(Visualization) 

卞＄蝦勿‘꽜궁， 
｀‘, ·穫 . '. 2 
「 ．탬驪」a S맥 

' . ' 온‘ 蠱34. 

데이터 원천 
（트립어드바이저） 

  

 

瑋 * 뎬이턴순짇 * ｀ㄷ「 a`v』룀ng' 

     

〈그림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 

3.1.1 데이 터 원천 

본 연구에서는 우도 관련 관광후기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및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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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 여행후기（review)륜 제공하는 트립어드바이저（www.thpadvosor.com, 

한국여행 관련은 www.tripadvisor.com)를 활용하였다． 

0 	·- 	 p-a 
	

' 『·“ A'竅∼갸섧＊ . 

뻑괍． · 눋 뀀 	

' 
* ·＂＇·믄면큔구콱·‘i",..,.. DLtt,&n'.a$v 	· ‘》 - a- i - - 빼휘 'ii. flr- k4a- O_  

αㅁ 르긴어드비이서에 려＇' 보러 p섰엇죠 이체 ，쬐어트비미서.．서 바쒼 ，·슐 에의항 수 91244다 `^ 

뎬勿tripadvIsor .一…－-. 	., 댜 dW, o-,..., - -- j 

〈그림 3>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 메인 화면 

트립어드바이저에는 6천여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1억7천여 건의 

여행관련 후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서 우도 관련 후기는 450여건이 존 

재했으며 한국어 후기는 230여건이 있었다． 영문버전의 트립어드바이저는 

2000년에 오픈되었지만， 한국어 버전은 2012년에 오픈되었기 때문에 한국 

어 기반 관쾅후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3.1.2 데이터 수집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로부터 우도 관련 여행후기를 수집하기 위하여 

파이씬 기반의 웹크롤러를 제작하여（서진수， 2016)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4〉는 수집한 우도 관련 여행후기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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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도 관련 관광후기 

3.1.3 데이터 분석 

수집한 우도 관쾅후기（한국어 기반）는 233건이며 텍스트（text) 기반의 비 

정형 데이터이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R을 사용하여 텍스트 

데이터의 전쳬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워드클라우드（wordcloud), 출 

현단어 빈도수 등을 우 크 분석하였다． 텍스트를 보다 심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후기 별 텍스트 문장들로부터 명사들만을 추출하여 정형 데이터 

로 변환하였으며， 정형데이터의 연翡구칙탐사 기법올 이용하여 각 후기 별 

로 명사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3.2. 분석 결과 

＜그림 4＞는 우도 관광후기의 워드클라우드를 나타내고 있다． 워드클라우 

드는 텍스트에서 많이 출현한 단어를 더 크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전체 텍 

스트의 윤곽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233건의 우도 관쾅후기에서는 '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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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 ’땅콩 ', ‘해변’ 등이 대한 단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t 

스 
OH 

- 

円
지
 
덤
 

긔
 

빅
∼
 

…
 
-
 

〈그림 4> 우도 관광후기의 워드클라우드 

0.4 % 

＜〔그림 S> 출현 단어들의 줄현 빈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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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우도 관광후기의 워드클라우드를 나타내고 있다． 워드클라우 

드는 텍스트에서 많이 출현한 단어의 크기를 더 크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전체 텍스트의 윤곽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우도 콴광후기에서는 ‘ 버스’ , 

‘자전거 ' , ’땅콩 ', ‘해변’ 등이 대한 단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5〉와 〈그림 6〉에서는 관쾅후기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들의 상대적인 비 

율과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전거 ' , ‘버 

스’ , ‘ 땅콩’ 등순이었다． 콴광객들을 우도 관쾅에서 자전거와 버스를 많 

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도땅콩도 많이 사먹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 출현 단어들의 출현 순위 

〈그림 7＞은 233건의 우도 관광후기에서 각 후기별 출현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25개의 규칙을 도출（최소지지도；0.012, 최소신뢰도：0.6）한 

갈과를 보여주고 있다． 규칙1에서 confidence가 0.75라는 의미는 23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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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모래｝ 	=> ｛서빈백사｝ 
ㅒ I관괌객＇ ＝》 ｛자전거｝ 
5 ｛진짜｝ 	=> ｛땅콤｝ 
6 ｛해안｝ 	첩》 ｛도로｝ 
7 ｛순환｝ 	=> ｛버스｝ 
8 ｛륙빌｝ 	=> ｛바닷가｝ 
9 ｛바닷가｝ => ｛특별｝ 
10 ｛명소｝ 	=＝》 ｛관광｝ 
11 [151- 	a [성산} 
12 ｛일출｝ 	=> ｛성산｝ 
13 {EE!} 	a {111121} 
14 ｛티켓｝ 	＝》 ｛버스｝ 
15 ｛관광버스｝ ＝》 ｛추천｝ 
16 ｛국체｝ 	＝》 ｛페리｝ 
17 ｛국제｝ 	a ｛자전거 } 
18 ｛루어｝ 	=> ｛버스｝ 
19 ｛티켓．페리｝ :> ｛버스｝ 
2《〕 ｛버스쫠티켓｝ ＝》 ｛페리｝ 
21 ｛읍식 ．투어｝ => ｛버스｝ 
22 ｛버스．읍식｝ => ｛루어｝ 
23 ｛방문．사람｝ => ｛페리｝ 
24 ｛사랍J게리｝ :> ｛방문｝ 

굳5 ｛밤문．페리｝ =>  ｛사람｝ 

[7i떫｝ 	=,{rhs=> 臘 ｛완벽｝ 	=> ｛자전거｝ 
伊 ｛시빈백사｝ '>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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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광후기에서 ‘완벽 '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전거 ' 라는 단어가 나 

올 확률이 75% 라는 의미이다． 규칙1에서 support가 α01293103이라는 의미 

는 완벽 ' 과 ‘자전거 ' 라는 단어를 동시에 포함한 관광후기가 전체 233건 

중 3건이라는 의미이다． ＜그림 7＞에 있는 25개의 연곳拓구칙은 최소지지도가 

너무 낮고 규칙의 왼쪽부분（ths）와 오른쪽 부분（다】5）에 나타나는 단어쌍이 

상식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규칙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ift support confidence 
0. 01293103 0. 7500000 4. 833333 
0. 01293103 0. 6000000 27. 840000 
0. 01293103 0. 6000000 27. 840000 
0. 01293103 0. 7500000 4. 833333 
0. 01293103 0. 7500000 5. 800000 
0. 01293103 0. 6000000 23. 200000 
0. 01293103 0. 7500000 5. 612903 
0. 01293103 0. 7500000 34. 800000 
0. 01293103 0. 6000000 34. 800000 
0. 01293103 1. 0000000 33. 142857 
0. 01724138 耿6666667 8.592593 
0. 02155172 0. 8333333 10. 740741令 
0. 0215517.2 1. 0000000 11. 600000, 
0. 01293103 0. 6000000 4. 490323 

0.01724138 
0.01293103 
0.01293103 
0.03448276 

0.6666667 
0.7500000 
0.7500000 
0.8000000 

8.592593 
8.700000 
4.833333 
5.987097 

0. 01293103 0. 6000000 4. 490323 
0. 01293103 1. 0000000 11. 600000 
0. 01293103 1. 0000000 7. 483871 
0. :01293103 1. 0000000 23. 200000 
0. 01293103 0. 7500000 8. 700000 
0. 01293103 0.. 6000000 6. 960000 
0. 01293103 0. 7500000 13. 384615 

＜그림 7> 출현단어들 사이의 연관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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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온라인상예 남겨진 관쾅 소비자들의 생생한 여행 경험담인 콴쾅후기는 

그 후기를 접하는 관쾅객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가 된다． 관광후기에 

는 관광객이 지불한 돈과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노고의 대가인 상품과 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판단이 허심탄회하게 당겨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립어드바이저에 게시된 우도 관련 관광후기를 분석하였 

다． 우도 여행에 대하아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탐색적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우도 관 

꽝객들은 자전거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도 땅콩 등에 대해서 

도 관심 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도는 자연경관이 좋아서 많 

은 관쾅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도 방문객들은 버스와 자 

전거와 같은 관쾅인프라와 우도 특산물 중의 하나인 우도땅콩이나 아이스 

크림 등 먹거리에도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하여 우도의 관쾅인프라를 확층하는 것과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특화된 먹 

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적 접근 방 

식의 귀납적 연구방법이 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타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 

쾅후기는 한글 기반의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글문장을 파싱（parsi끄g, 

구문분석）하고 명사 등을 추려내는 과정에서의 정확성이 떨어치는 측면이 

있다． 한글문장은 많은 조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띄어쓰기 과정도 복잡하므 

로 영어문장에 비하여 자연어 처리기법에 의한 구문분석 정확도가 떨어지 

기 때문이다． R에서의 한글처리 패키지인 KoNLP도 이러한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다． 관광후기 문장에서 명사들을 추출할 때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명사로 선택되지 않거나 엉뚱한 조사들이 명사로 추출되는 경 

우들이 있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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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데이터의 양적 충실도가 떨어졌다는 점 

이다． 일반적으로 워드클라우드나 데이터마이닝의 결과들은 처리 데이터가 

대용량일수록 그 신뢰성 이 높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텍스트 데이 

터는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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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online tourism reviews about Udo in Tripadvisor 

Keun-Hyung Kim 

<Abstract> 

Tn order to establish creative tourism strategies of Jeju, it would be necessary to 

analyze and maximize features, values and attractions of sight spots in Jeju.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exploratory study to derive the values and the aifractions of 

Udo by analyzing tourism reviews posted to Tripadvisor which would be 

world-famous tourism web site. The analysis results are following. First, many 

people in Udo tourism used bicycles and bus. Second, the tourists were interested in 

peanuts and ice cream producted in Udo. While we have known generally that many 

tourists would visit the Udo because of beautiful nature, we discovered that the 

tourists would be not only interested in convenient tourism infra like a means of 

transportation, but also would be ready to enjoy special foods. we recogniz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develop more tourism infra and special food based on story 

telling in order to activate tourism of Udo. 

Key words: Udo tourism, online tourism reviews, Tripadvisor, tourism infra, speci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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