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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used big data to analyze visitors’ experiences in Fishing Experience Recreation Village. Through the portal 

site posting data for the past six years, the experience of visiting Fishing Experience Villages in Baekmi and Susan was analyzed. 

The analysis method used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hich are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Data was collected 

using Textom, and experience keywords were extracted by analyzing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experience texts. Afterwa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ce of visiting the Fishing Experience Village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perience keywords using ‘Ucinet 6.0’ and ‘NetDraw’. First, through TF and TF-IDF values, keywords such as 

“Gungpyeong Port”, “Susan Port”, and “Yacht Marina” that refer to the name of the port and the port facilities appeared at the top. 

This is interpreted as the name of the port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recognition of the Fishing Experience Villages, and 

visitors showed a lot of interest in the port facilities. Second, focusing on the unique elements of port facilities and fishing villages 

such as “mud flat experience”, “fishing village experience”, “Gungpyeong port”, “Susan port”, “yacht marina”, and “beach” through 

the values of degree, closeness, and betweenness centrality interpreted as having an interaction with various experiences. Third, 

through the CONCO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visitor’s experience was focused on the dynamic behavior, the experience 

program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experience of the visitor, and that the experience of the static and the dynamic behavior 

was relatively balanced. In conclusion, the experience of visitors in the Fishing Experience Villages is most affected by the 

environment of the fishing village such as the tidal flats and the coast and the fishing village experience program conducted at the 

fishing port faciliti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fishing port facilities such as ports and marinas had a high influence on the 

awareness of the Fishing Experience Villag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tively utilize the scenery and environment unique to 

fishing villag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Fishing Experience Villages experience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visitor experie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tudied visitors’ experiences in fishing village recreation villages using big data and derived the 

connection between fishing village and fishing village infrastructure in fishing village experience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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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정⋅운영되기 시작한 어촌

체험휴양마을은 어촌주민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지역활

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은 갯벌

체험, 전통어업체험, 카누체험 등 어촌의 환경과 문화를 

중심으로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15개소

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객 수는 

2014년 883만 명에서 2020년 1,095만 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MOF, 2021).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업인에

게는 어업 외 소득증대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도시민

에게는 어촌과의 교류를 통한 자연과 공생하는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Choi et al., 2020; 

Lee et al., 2020). 

해양수산부는 방문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어촌관광 

사업장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

년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하

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숙박시설, 경관⋅서비스, 음식 

등 4개 분야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전문가 심사단이 평가

하여 각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결정

에 있어서 방문객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인터넷 발달과 온라인상의 커뮤니케

이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문객의 경험의 온라인 데

이터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의 경험을 분

석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화 시대에

서 대표적 소통 방식 중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이다. 사람들은 관광, 여행에 

대한 방문 경험을 SNS에 게시하고, 게시글과 사진은 여

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D.Sedera 

et al., 2017). SNS에서의 의견은 일반적인 설문조사보다 

솔직한 여행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와 같이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는 이용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사용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An & 

Ha, 2017). 따라서 방문객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 

및 체험에 있어서 선호하고 만족하는 경험을 이해하고 

이와 시설 및 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들의 경험을 대

상으로 마을의 인지, 선호와 만족을 유추할 수 있는 빅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촌체

험휴양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소를 대상

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방문객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가. 공간적 범위

연구대상 설정을 위해서 웹상의 데이터 추출과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Textom)을 이용하였다. 대중적인 포털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블로그

와 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검색 기간을 설정한 후 “어촌체험” 키워드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단어는 3,840개

로 나타났으며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상

위 30위안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인 화성 백미리와 양양 수

산리가 도출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어촌

No. keyword TF No. keyword TF No. keyword TF

1 village 2685 11 tourism 190 21 Busan 98

2 fishing experience 2518 12 camping 183 22 recommendation 95

3 experience 1915 13 short-necked clam 151 23 COVID-19 91

4 mud flat 907 14 fishing 148 24 Susan-ri 86

5 fishing village 825 15 discount 138 25 female diver 85

6 clam 409 16 time 127 26 road 81

7 trip 369 17 Baekmi-ri 114 27 Jeju 70

8 sea 215 18 pension 111 28 Incheon 70

9 kid 206 19 family 102 29 program 66

10 recreation 206 20 geoje 98 30 tide time 61

Table 1. Fishing Experience T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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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휴양마을 전진대회 및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등 해

양수산부의 모니터링 여부와 어항 및 체험시설, 탐방로 

등 대상지 여건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대

상을 화성 백미리와 양양 수산리로 선정하였다.

① 화성 백미리 어촌체험휴양마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마을은 바닷가와 접한 

마을이다. 마을 안에 어촌정주어항인 백미항이 있으며, 

마을 반경 3km내 국가어항인 궁평항이 있다. 2004년부

터 어촌체험마을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갯벌에서 조개잡

기, 망둥어 낚시체험 등 해산물 채취체험부터 카누⋅카

약 등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2016년 어촌체험휴

양마을 전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결과, ‘경관 및 서비스’, ‘체험’ 

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은 해안누리길 4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해안누리길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걷기 좋은 해

안길’을 뜻하며, 해안누리길 4코스는 ‘황금해안길’로 불

린다. 황금해안길은 궁평항-궁평해변-해송숲-백미리어촌

체험마을을 아우르는 도보 코스이다.

② 양양 수산리 어촌체험휴양마을

강원도 양양군 수산리는 국가어항인 수산항이 조성되

어 있으며, 2013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다. 요트마

리나와 연계한 요트승선체험, 투명카누체험, 스노클링 등

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전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 어촌관광사

업 등급결정 결과, ‘경관 및 서비스’, ‘체험’과 ‘숙박’ 분

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수산리 어촌체험마을은 해파랑길 44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해파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장거리 도

보 탐방로’이며,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

망대까지의 동해안 해변길, 숲길과 마을길 등을 잇는 50

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수산리 어촌체험마을이 포함

된 해파랑길 44코스는 수산항-낙산해변-낙산사-속초 해맞

이공원을 잇는 12.3km 비순환형 탐방코스이다.

나. 시간적 범위

선행 연구에서 Lee et al(2020)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

용한 선행연구들은 비용 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데이

터 수집기간이 1∼2년으로 짧은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

하여 특정 이슈나 트렌드 분석결과가 미시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수준의 평가를 시작한 2015년부

터 6년간인 2015년 1월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선행 연구

기존 선행연구에서 Choi et al(2021)은 성별, 가족형태, 

자녀유무, 방문경험과 같은 관광객 개인의 배경적 특성

Site Baekmi Fishing Experience Village Susan Fishing Experience Village 

Region Gyeonggido-Hwaseong Gangwondo-Yangyang

Map 

Experience

Program

gid out clams, goby fishing, boat fishing,

boat fishing

canoeing, boat fishing, yacht sailing, snorkeling,

making octopus bread

Source : Navermap, www.seantour.kr/village

Table 2. Research Site Comparison



송소현⋅안병철

농촌계획, 제27권 제4호, 2021년16

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선호도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

으며, Lee et al(2020)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

램을 9개로 유형화하고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서 관

광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Park & Lee(2017)은 어촌체

험휴양마을이 가지는 어촌의 고유한 환경적 특성과 체

험프로그램이 관광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2. 빅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최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여행 후기 및 경험들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

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빅데이터는 시계열 분석, 클러스

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마이닝 등의 방법으로 연

구가 이루어지고(Kitchin, 2014) 있으며, 그 중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각종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

를 추출하는 텍스트마이닝이 주목받는 추세이다(Park et 

al., 2017).

최근 농어촌관련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개발분

야에서 Jang & Lee(2019)은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

촌재생 대상지 선정 방법론을 연구하였으며, Han et 

al(2020)은 생활SOC접근성 데이터와 이용자 데이터 등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SOC 결핍지역 추출하였

다. Choi et al(2021)은 농촌관광분야 연구논문의 빅데이

터 분석으로 농촌관광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으며, 

Kong & Wang(2019)은 농촌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

식변화를 통해 농촌체험관광의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또

한 공원, 탐방로 등 오픈스페이스의 이용자 경험분석에 

있어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oo & 

Suh(2020)은 여의도 한강공원과 양재 시민의 숲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으며, Lee & An(2020)은 빅데이터를 활

용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2개소의 이용자 경험분석을 비

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을 통한 텍스

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

자의 경험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로서, 대

상지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를 통해 텍스트 마

이닝 기법으로 방문객의 경험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다

음, 소셜 네트워크 기법으로 관련 키워드 사이의 중심성

을 확인하고 키워드 간의 관계패턴에 따라 군집화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테이터 수집은 

웹상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처리해주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도구는 

‘Ucinet 6.0’과 ‘NetDraw’를 사용하였다. 

텍스톰 프로그램에 연구대상지 관련 검색어를 입력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정제와 형태

소 분석과정을 거친 후, Excel과 Textom 편집기로 데이

터를 편집하였다. 편집된 데이터에 대해 텍스트 마이

닝 분석인 TF와 TF-IDF 값을 비교하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

시킨 후, 소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6.0에 

값을 입력하여 중심성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NetDraw를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Figure 1. Research method schematic diagram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촌체험마을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인 텍

스톰을 이용하였다. 키워드는 ‘백미리+체험마을’, ‘수산

리+체험마을’을 입력하여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기간

은 최근 6년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

지로 설정하였으며, 네이버(NAVER), 다음(Daum)의 블로

그와 카페 게시글을 수집 대상 채널로 설정하여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문 텍스트로 분석 품

사는 방문객의 경험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체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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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선택하였고, 중복된 데이터, 광고 등 연구에 부적합

한 텍스트를 삭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 작업을 실시

하였다.

2. 텍스트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의미

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분류하여 정보를 이

끌어 내는 과정이다(Kasom, 2016). 텍스트 마이닝 분석

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행태 분석 연구에서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블로그, 카페 게시글의 텍스트를 정제 및 편집하

고, 빈도를 분석하여 주요 경험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키워드의 중요도 파악을 위해 단어 빈도(TF) 값과 TF-IDF 

값을 비교하였다. 

가. 단어 빈도(TF)분석

단어 빈도(Term Frequency : TF)는 어떤 단어가 문서 

내에서 출현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값이 높을

수록 중요하다고 예상하는 직관적인 척도이다. 

나. 단어 빈도 및 중요도(TF-IDF) 분석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는 TF(단어 빈도)와 IDF(문서 빈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

로 어떤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는 자주 출현하지 않고 특

정 문서에서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모든 문서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중요도가 낮다

고 판단하며, 특정 문서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단어가 높은 중요도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이 값을 이용

하면 문서의 핵심어(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

3. 소셜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는 행위자(Actor)를 의미하는 노드(Node)와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라인(Line)으로 구성

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와 연

결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여 소셜 네

트워크 상에서 연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있는 

행위자를 파악한다(Kasom, 2016). 

본 연구에서는 TF분석과 TF-IDF분석에서 추출된 데이

터를 1-mode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하여 Ucinet6.0를 활

용하여 소셜 네트워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트

워크의 연결 강도와 밀도를 파악하고,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의 연결, 근접, 매개 중심성을 분

석하였다. 

4. CONCOR 분석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altion) 분석은 

대표적인 구조적 등위성 측정방법이다. 노드의 관계패턴

이 비슷한 노드끼리 같은 군집으로 나눠주어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행위자들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지의 방문목적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경험 텍스트마이닝 분석

데이터 수집 결과, Table 3와 같이 백미리 어촌체험마

을은 5.37MB, 수산리 어촌체험마을은 5.48MB의 데이터

가 수집되었다. 시간적 범위 내 원활한 비교를 위해 데

이터 수집 기간을 Ⅰ시기(2015∼2016), Ⅱ시기(2017∼2018), 

Ⅲ시기(2019∼2020) 총 3개 시기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Research Site Term
Data 

amount

Documents 

amount
Total

Baekmi

Fishing Experience

Village 

Ⅰ 1,681KB 7,992

5.37MBⅡ 1,982KB 8,703

Ⅲ 1,708KB 8,448

Susan

Fishing Experience

Village 

Ⅰ 1,874KB 6,372

5.48MBⅡ 1,856KB 6,410

Ⅲ 1,753KB 6,058

Table 3. Data collection amount

가.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① 단어 빈도(TF)분석

추출된 단어와 빈도수를 알아보고 중요한 키워드 분

석을 위해 실시한 TF와 TF-IDF 분석 결과, Table 3과 같

이 백미리Ⅰ시기(2015∼2016)는 총 7,992개의 단어로 구

성되었으며, Ⅱ시기(2017∼2018)는 총 8,703개, Ⅲ시기

(2019∼2020)는 총 8,44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Ⅰ시기 추출된 단어의 빈도수는 Table 4

과 같이 “갯벌체험(263)”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어촌체험(236)”, “캠핑(177)”, “캠핑장(142)”, 

“궁평항(1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Ⅱ시기는 “갯벌

체험(290)”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체

험마을(223)”, “어촌체험(133)”, “궁평항(127)”, “갯벌(94)” 

순으로 높았다. Ⅲ시기는 “갯벌체험(27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체험마을(224)”, “궁평항(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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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125)”, “캠핑(114)”순으로 높았다. 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수집된 블로그의 글을 예로 보면 ‘궁평항에서 

가까운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에 들러보았어요. 바지락캐

기 등 여러 가지 갯벌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서울과 

가까운 낚시도 할 수 있고 갯벌체험도 할수 있는 캠핑장

을 다녀왔어요.’ 등이 있다.

키워드 중 Ⅰ, Ⅱ, Ⅲ시기 모두 10위 안에 나타난 키

워드는 “갯벌체험(1-1-1)”, “어촌체험(2-3-4)”, “궁평항

(5-4-3)”, “갯벌(6-5-8)”, “식사(7-10-10)”, “체험마을(9-2-2)” 

이다. 이 중 “궁평항”과 “체험마을”은 Ⅰ시기에 비해 Ⅲ 

시기에 순위가 올라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상위 20위권 

단어 중 “해안철책길(92)”, “산책(61)”, “해안누리길(59)”, 

“황금해안길(55)”은 Ⅱ시기에만 나타났다. “노을(59)”, 

“코로나(50)”, “사진촬영(47)”은 Ⅲ 시기에만 나타났다. 

Ⅰ시기에만 나타나고 Ⅱ, Ⅲ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키

워드로 “가족”, “갯벌체험장”, “망둥어”, “조개” 등이 있다. 

② 단어 빈도 및 중요도(TF-IDF) 분석

Ⅰ∼Ⅲ시기의 TF-IDF 분석 상위 5위안에 키워드는 

TF분석 5위 키워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위10위를 보

면 TF 분석에 비해 높게 나타난 키워드가 있다. Ⅰ 시기

에는 “가족(TF-IDF=189.564)”, “조개캐기(TF- IDF=182.013)”, 

“여행(TF-IDF=158.513)”이 있으며, Ⅱ시기는 “조개캐기

(TF-IDF=217.138)”, “아이(TF-IDF=182.690)”, “산책(TF-IDF= 

174.661)”이 있으며, Ⅲ시기의 경우 “캠핑(TF-IDF=249.423)”, 

“망둥어낚시(TF-IDF =172.931)”, “노을(TF-IDF=169.983)”, 

“여행(TF-IDF=163.046)”이 있다.

백미리의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종합하면, 갯벌을 중심

으로 하는 어촌체험활동이 가장 주요한 백미리의 방문 

목적으로 판단되며, 노을 등 해안경관을 기반으로 캠핑, 

산책 등의 활동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또한 “궁평항”이 3개시기 모두 높은 빈도와 중요도

를 보이고 있어 백미리의 인지도와 방문경험에 많은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수산리 어촌체험마을

① 단어 빈도(TF)분석

수산리 Ⅰ시기는 Table 5와 같이 총 6,372개의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수산항(558)”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선상낚시(131)”, “낚시(130)”, “식사(119)”, “해변(11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Ⅱ시기는 총 6,410개의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수산항(144)”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고, 다음으로 “투명카누체험(127)”, “요트마리나(111)”, 

“해파랑길(91)”, “체험마을(85)”순으로 높았다. Ⅲ시기는 

총 6,058개의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수산항(289)”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으며, “해변(155)”, “해파랑길(149)”, 

“요트마리나(93)”, “낚시(90)”순으로 높았다. 높은 빈도의 

키워드가 수집된 블로그의 글을 예로 보면 ‘일정은 12시

부터라 수산항 한바퀴를 아이들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기대하던 투명카누가 보였어요.’, ‘4인용 투명

카누를 타고는 노를 저으며 바닷가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등이 있다.

키워드 중 Ⅰ, Ⅱ, Ⅲ시기 모두 10위 안에 나타난 키

워드는 “수산항(1-1-1)”, “해변(5-6-2)”, “체험마을(6-5-9)”, 

“요트마리나(9-3-4)”이다. 상위 20위 내에 있는 단어들 중 

“요트마리나(9-3-4)”, “걷기(13-12-10)”, “해파랑길(14-4-3)” 

키워드는 Ⅲ시기로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Ⅰ시기 상위 20위에는 나타나고 Ⅱ, Ⅲ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키워드로 “선상낚시”, “바다낚시”, “해수

욕장”, “맛집” 등이 있다. 이후 Ⅱ시기에 “요트체험”, “스

No.
PeriodⅠ (2015-2016) PeriodⅡ (2017-2018) PeriodⅢ (2019-2020)

keyword TF TF-IDF keyword TF TF-IDF keyword TF TF-IDF

1 mud flat experience 263 350.855 mud flat experience 290 388.043 mud flat experience 276 359.140

2 fishing village experience 236 339.582 experience village 223 319.926 experience village 224 306.382

3 camping 177 304.719 fishing village experience 133 259.979 Gungpyeong Port 183 302.390

4 campground 142 278.537 Gungpyeong Port 127 258.498 fishing village experience 125 241.499

5 Gungpyeong Port 120 244.904 mud flat 94 234.740 camping 114 249.423

6 mud flat 113 235.924 sea 93 224.070 campground 108 238.569

7 take a meal 100 225.487 iron fence road 92 210.933 gid out clams 96 219.491

8 goby fishing 82 193.747 gid out clams 92 217.138 mud flat 90 208.931

9 experience village 77 184.914 recreation area 90 208.326 kid 77 190.622

10 family 75 189.564 take a meal 79 194.169 take a meal 69 175.783

Table 4. Baekmi Fishing Experience Village TF, TF-ID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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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클링”, “일출”, “도보코스”, “트래킹”, “바다체험축제”, 

“여행코스”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여

행코스”, “일출”, “도보코스”, “트래킹”는 Ⅲ 시기에도 지

속적으로 나타난 키워드이다. 그리고 Ⅲ시기에서는 “캠

핑”, “코로나” 키워드가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② 단어 빈도 및 중요도(TF-IDF) 분석

Ⅰ, Ⅱ, Ⅲ시기 각 키워드의 TF-IDF를 보면 빈도 분석

에 비해 높게 나타난 키워드가 있다. Ⅰ시기는 “걷기

(TF-IDF=181.132)”, “맛집(TF- IDF=167.162)”, “체험(TF-IDF= 

146.286)”의 TF-IDF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Ⅱ시기는 

“일출(TF-IDF=135.696)”, Ⅲ시기에서는 “해파랑길(TF-IDF= 

263.144)”, “낚시(TF-IDF=209.149)”, “캠핑(TF-IDF=147.220)”

의 TF-IDF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리의 텍스트마이닝 결과, 모든 시기에서 “수산항”, 

“요트마리나”의 도출 빈도와 중요도 모두 높게 평가되

어, 수산리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이 방문의 주목

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안탐방로인 “해파랑길”과 “걷

기”, “도보코스”의 단어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나타나 

탐방로를 연계한 활동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2. 소셜 네트워크 분석

Table 6은 네트워크 기초 통계량을 확인하여 각 대상

지의 시기별 네트워크 간 연결 정도의 합과 밀도를 정리

한 것이다. 백미리는 Ⅰ∼Ⅲ시기 중 Ⅱ시기의 총 연결 

정도의 합이 8,792와 밀도 1.820로 네트워크의 연결 수

준이 가장 높았다. 수산리는 Ⅰ∼Ⅲ시기 중 Ⅰ시기의 

총 연결 정도의 합이 8,376과 밀도 1.734로 네트워크 연

결 수준이 가장 높았다.

네트워크 연결 정도의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구

조에서 도출된 경험 키워드가 보여주는 활동성과 영향력을 

유추할 수 있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

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의 Ⅰ시기 연결 중심성은 “갯벌

체험(10.246)”,  “어촌체험(9.101)”,  “캠핑(7.319)”,  “캠핑장

(5.348)”,  “갯벌(5.043)”이고, Ⅱ시기는  “갯벌체험(11.768)”,  

“체험마을(8.449)”,  “궁평항(5.391)”, “어촌체험(5.261)”,  “바다 

(4.986)”, Ⅲ시기는 “갯벌체험(10.319)”, “체험마을(9.551)”, 

“궁평항(7.420)”, “어촌체험(5.203)”, “갯벌(4.319)”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은 Ⅰ시기는 “어촌체험(0.945)”

이 가장 높았으며,  “갯벌체험”,  “궁평항”,  “갯벌”,  “캠

핑”으로 높았으며, Ⅱ시기는 “체험마을(0.852)”이 가장 

높았으며, “갯벌체험”, “궁평항”, “어촌체험”, “갯벌”으로 

높게 나타났다. Ⅲ시기는 “갯벌체험”과 “체험마을”이 

No.
PeriodⅠ (2015-2016) PeriodⅡ (2017-2018) PeriodⅢ (2019-2020)

keyword TF TF-IDF keyword TF TF-IDF keyword TF TF-IDF

1 Susan Port 558 346.502 Susan Port 144 207.799 Susan Port 289 307.988

2 boat fishing 131 274.881 canoeing 127 199.039 seaside 155 262.897

3 fishing 130 265.291 Yacht Marina 111 184.543 Haeparang-gil 149 263.144

4 take a meal 119 251.735 Haeparang-gil 91 172.638 Yacht Marina 93 208.225

5 seaside 115 249.381 experience village 85 163.232 fishing 90 209.149

6 experience village 105 233.585 seaside 70 156.513 yacht 85 199.709

7 yacht 97 227.681 yacht experience 62 141.700 travel course 83 193.939

8 canoeing 93 218.292 takeapicture 60 138.155 cold raw fish soup 81 198.031

9 Yacht Marina 88 210.468 snorkeling 56 130.910 experience village 72 173.999

10 sea fishing 72 189.713 sunrise 54 135.696 walking 68 172.342

Table 5. Susan Fishing Experience Village TF, TF-IDF Analysis

Division Term
sum of network 

connections
density

Baekmi 

Fishing Experience 

Village 

Ⅰ 8,470 1.754

Ⅱ 8,792 1.820

Ⅲ 8,634 1.788

Susan 

Fishing Experience 

Village 

Ⅰ 8,376 1.734

Ⅱ 4,654 0.964

Ⅲ 7,478 1.548

Table 6. Network basic statistics 



송소현⋅안병철

농촌계획, 제27권 제4호, 2021년20

0.896로 가장 높았고, “궁평항(0.821)”, “갯벌(0.802)”, “어

촌체험(0.7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은 Ⅰ

시기는 “어촌체험(0.073)”, “갯벌체험(0.066)” 높았으며, 

Ⅱ시기는 “어촌체험”, “갯벌체험” 순으로 가장 높았다. 

Ⅲ시기는 “갯벌체험”, “체험마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수산리 어촌체험마을의 Ⅰ∼Ⅲ시기 연결 중심성, 근

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에서 모두 수산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Ⅰ시기 연결 중심성은 “수산항(21.087)”,  “선

상낚시(6.826)”,  “해변(5.116)”,  “낚시(5.348)”,  “체험마을

(4.159)” 순으로 나타났고, Ⅱ시기는  “수산항(5.304)”,  “요

트마리나(3.739)”,  “해변(3.710)”, “해파랑길(3.406)”,  “체

험마을(3.174)”, Ⅲ시기는 “수산항(11.275)”, “해변(7.435)”, 

“해파랑길(7.043)”, “여행코스(4.188)”, “요트마리나(3.6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은 Ⅰ시기는 “수산항

(0.945)”이 가장 높았으며,  “식사”,  “낚시”,  “해변”,  “체

험마을”으로 높았으며, Ⅱ시기는 “수산항(0.873)”이 가장 

높았으며, “투명카누체험”, “요트마리나”, “요트체험”, “요

No.

PeriodⅠ PeriodⅡ PeriodⅢ

keyword degree
close-

ness 

between

ness
keyword degree

close

ness 

between

ness
keyword degree

close

ness 

between

ness

1
mud flat 

experience
10.246 0.932 0.066

mud flat 

experience
11.768 0.841 0.067

mud flat 

experience
10.319 0.896 0.074

2
fishing village 

experience
9.101 0.945 0.073

experience 

village
8.449 0.852 0.058

experience 

village
9.551 0.896 0.063

3 camping 7.319 0.775 0.029
fishing village 

experience
5.261 0.784 0.071

Gungpyeong 

Port
7.420 0.821 0.048

4 campground 5.348 0.726 0.020
Gungpyeong 

Port
5.391 0.812 0.059

fishing village 

experience
5.203 0.767 0.029

5 Gungpyeong Port 4.855 0.841 0.056 mud flat 3.884 0.775 0.043 camping 3.884 0.690 0.010

6 mud flat 5.043 0.831 0.041 sea 4.986 0.767 0.047 campground 3.841 0.697 0.010

7 take a meal 3.986 0.750 0.025 iron fence way 4.493 0.552 0.000 gid out clams 4.159 0.711 0.017

8 goby fishing 3.580 0.750 0.024 gid out clams 3.884 0.697 0.020 mud flat 4.319 0.802 0.038

9 experience village 3.188 0.734 0.022 recreation area 4.391 0.556 0.001 kid 3.638 0.742 0.026

10 family 3.754 0.734 0.023 take a meal 2.638 0.742 0.036 take a meal 2.841 0.742 0.020

Table 7. Baekmi Fishing Experience Village network centrality

No.

PeriodⅠ PeriodⅡ PeriodⅢ

keyword degree
close-

ness 

between

ness
keyword degree

close

ness 

betwee

nness
keyword degree

close

ness 

betwee

nness

1 Susan Port 21.087 0.945 0.114 Susan Port 5.304 0.873 0.233 Susan Port 11.275 0.986 0.127

2 boat fishing 6.826 0.697 0.017 canoeing 3.145 0.690 0.066 seaside 7.435 0.812 0.044

3 fishing 4.754 0.742 0.031 yacht marina 3.739 0.676 0.051 Haeparang-gil 7.043 0.645 0.011

4 take a meal 4.116 0.758 0.046 Haeparang-gil 3.406 0.570 0.022 yacht marina 3.652 0.750 0.033

5 seaside 5.116 0.734 0.036 experience village 3.174 0.627 0.030 fishing 3.333 0.775 0.040

6 experience village 4.159 0.719 0.039 seaside 3.710 0.639 0.044 yacht 3.319 0.719 0.023

7 yacht 3.449 0.711 0.029 yacht experience 2.203 0.657 0.049 travel course 4.188 0.670 0.017

8 canoeing 3.174 0.676 0.018 take a picture 2.174 0.639 0.041
cold raw 

fish soup
2.899 0.663 0.012

9 yacht marina 2.217 0.704 0.027 snorkeling 2.304 0.570 0.010
experience 

village
3.420 0.750 0.046

10 sea fishing 3.623 0.657 0.011 sunrise 2.493 0.627 0.028 walking 3.145 0.622 0.006

Table 8. Susan Fishing Experience Village network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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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순으로 높았으며, Ⅲ시기는 “수산항”, “해변”, “낚시”, 

“여행”, “요트마리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개 중심

성은 Ⅰ시기는 “수산항(0.114)”, “식사(0.046)”, “체험마을

(0.039)”이 높았으며, Ⅱ시기는 “수산항(0.233)”, “투명카

누체험(0.066)”, “요트마리나(0.051)” 순으로 가장 높았으

며, Ⅲ시기는 “수산항(0.127)”, “체험마을(0.046)”, “해변

(0.04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중심성 분석 결과 백미리의 “갯벌체험”,  “어촌체험”,  

“궁평항” 키워드와 수산리의 “수산항”,  “요트마리나”,  

“해파랑길”, “낚시” 키워드는 도출된 다른 키워드들과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이 키워드들은 모든 경험 키워드

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로 해석된다. 백미리의 

“캠핑”, “캠핑장”과 수산리의 “해파랑길”은 빈도 상위 키

워드임에도 근접, 매개 중심성 수치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촌체험과 같이 다른 경험들과의 상호관계가 이

루어지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각 개별 

관측 값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전통적 통계기법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유의성검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Lee & An, 2020),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 표본을 추출하여 일표본 평균 검정을 수행

하였다. p-value(proportion of absolute differences as large 

as observed, p-value)과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유의수준

인 0.05 이하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위 결과는 Table 9를 

통해 유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CONCOR 분석

여러 방문자의 다양한 방문경험 사이의 관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CONCOR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0

Category
Baekmi Fishing Experience Village Susan Fishing Experience Village

Ⅰ Ⅱ Ⅲ Ⅰ Ⅱ Ⅲ

density 1.7536 1.8203 1.7876 1.7342 0.9636 1.5482

average bootstrap density 1.7863 1.8756 1.8231 1.7722 0.9884 1.5924

estimated standard error for density 0.3111 0.3079 0.3051 0.4142 0.1703 0.2786

z-score 5.6372 5.9118 5.8582 4.1867 5.6575 5.5573

proportion of absolute differences as large as observed (p-value) 0.0002 0.0002 0.0002 0.0010 0.0002 0.0004

Table 9. Data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PeriodⅠ Period Ⅱ Period Ⅲ

visualization

Cluster1

mud flat experience, fishing village 

experience, family, 

mud flat, gid out clams

mud flat experience, 

gid out clams, 

kayaking, kid, sea

mud flat experience, experience village, 

fishing village experience,

mud flat, gid out clams

Cluster2

Gungpyeong Port, take a picture, 

sunset, beachwalk, 

sea sightseeing

Gungpyeong Port, 

Hwanggeumhaean-gil, seaside,

take a picture, sunset

Gungpyeong Port, sunset, 

black pine habitat,

take a walk, take a picture

Cluster3
camping, campground, weekend, 

goby, gid out clams

goby fishing, weekend, fishing,

take a meal, fishing boat

camping, campground, COVID-19,

friend, car-camping

Cluster4

seaside, Hwanggeumhaean-gil, 

black pine habitat,

walking, take a walk

experience village, take a walk, 

recreation area,

walking, Haeannuli-gil

Hwanggeumhaean-gil, walking, 

recreation area,

rest, iron fence road

Table 10. Baekmi Fishing Experience Village CONCOR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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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able 11은 백미리와 수산리의 CONCOR 분석한 결과

이다.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Ⅰ∼Ⅲ시기의 군집 1은 “갯

벌체험”, “어촌체험”, “가족”, “아이”, “갯벌”, “조개캐기” 

등이 나타나 백미리가 갯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어촌체

험프로그램에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장소가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군집 2는 “궁평항”, “사진촬영”, “노을”, 

“해송숲”, “해변산책로”, “황금해안길”, “산책” 등의 키워

드가 나타났으며 이는 방문객은 궁평항에서 백미리로 이

어지는 해변산책로를 이용하며 노을과 해송숲 등 자연경

관을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집 

3은 “캠핑”, “차박”, “주말”, “조개캐기”, “망둥어낚시”, 

“낚시”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캠핑과 함께 낚시, 어촌체

험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집 4는 

“황금해안길”, “해안누리길”, “산책”, “걷기”, “해변”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이는 방문객이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이용하여 산책 또는 트레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리 어촌체험마을 Ⅰ시기 군집 1은 “수산항”, “낚

시”, “가족” 등이 나타났고, 군집 2는 “요트마리나”, “요

트체험”, “세일링”, 군집 3은 “체험마을”, “투명카누체

험”, “스노클링”, “어촌체험”, 군집 4는 “해파랑길”, “사

진촬영”, “걷기여행” 등의 키워트가 도출되어 수산리는 

낚시와 투명카누체험, 요트체험을 위한 장소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Ⅱ시기 군집 1은 “수산항”, “투명카누체

험”, “체험마을”, “요트마리나” 등이 나타났고, 군집 2는 

“해파랑길”, “사진촬영”, “도보코스”, “걷기”, 군집 3은 

“요트”, “여행”, “식사”, “바다체험축제”, 군집 4는 “일

출”, “캠핑”, “캠핑카” 등의 키워트가 도출되어 투명카누

체험과 같은 어촌체험프로그램 참여와 해파랑길을 이용

한 트레킹 코스로 수산리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시기 군집 1은 “수산항”, “해변”, “해파랑길”, “산책” 등

이 나타나 방문객은 수산항으로 이어지는 해파랑길을 따

라 산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집 2는 “투명카누체험”, 

“요트마리나”, “선상낚시”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투명카

누체험, 선상낚시 등 수산리 어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군집 3은 “사진촬

영”, “낚시”, “가족여행”, “캠핑”이 나타나 가족단위 방문

객이 낚시와 캠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집 4는 빈도

가 낮은 키워드인 “자전거길”, “라이딩”이 나타나 해파

랑길을 자전거 코스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CONCOR분석 결과, 두 대상지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어촌체험프로그램과 어항 및 기반시설과 관련된 키워드

가 다른 활동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집 

1은 방문객의 경험이 동적행태에 집중되어 방문객의 경

험에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다. 또한 군집 2에서 산책, 사진촬영, 걷기와 같이 탐방

로, 산책로, 해변에서 이뤄지는 정적인 활동의 키워드가 

나타나 정적행태와 동적행태의 경험이 비교적 균형을 이

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SNS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어

촌체험휴양마을 2개소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

PeriodⅠ Period Ⅱ Period Ⅲ

visualization

Cluster1
Susan Port, fishing, family, 

sea fishing, trip

Susan Port, canoe experience, yacht 

marina, experience village, snorkeling

Susan Port, seaside, Haeparang-gil,

take a walk, walking

Cluster2
yacht marina, yacht experience,

seaside, sailing, take a meal

Haeparang-gil, take a picture, 

seaside, walking course, walking

yacht marina, canoe experience,

boat fishing, yacht, sunrise

Cluster3

experience village, canoe experience,

snorkeling, fish trap experience, 

fishing village experience

yacht, trip, take a meal, 

Sea Experience Festival, sightseeing

take a picture, fishing, 

family trip, camping, family

Cluster4
Haeparang-gil, take a picture, walking 

tour, walking, landscape

sunrise, fishing, camping, 

camping car, campground
cycle path, cycle riding

Table 11. Susan Fishing Experience Village CONCOR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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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방문객의 경험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문객의 방문 동기를 파악하였다. 도출된 방문

객의 경험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을 통해 연결, 근접, 매

개 중심성 값을 산출하였고 키워드 간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 결과, 두 대상지의 3개 시기 모

두 상위 키워드로 “궁평항”, “수산항”과 같이 어항의 명

칭이 나타났으며, 각 대상지에서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

램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어

항의 명칭이 어촌마을을 대표하는 언어이며, 어촌체험휴

양마을의 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방문객들이 체험마을과 함께 어항시설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TF-IDF를 비교하였

을 때, 백미리에서는 “궁평항”의 Ⅰ∼Ⅲ시기 중요도가 

5-4-3로 점차 높게 나타났다. 수산리에서는 “수산항”의 

중요도가 3개 시기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항

시설인 “요트마리나”가 또한 상위에 나타나 어항시설이 

체험마을 방문과 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탐방

길과 관련한 키워드는 백미리에 경우 Ⅱ시기에 상위에 

나타났지만, Ⅰ, Ⅲ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산리의 

경우 Ⅱ시기의 상위에 나타났으며 Ⅲ시기에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백미리의 경우 탐방로(산책로)에 대한 관

심이 줄어들었으며, 수산리의 탐방로 “해파랑길”은 꾸준

한 관심과 이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심성 분석 결과 백미리의 “갯벌체험”,  “어촌

체험”,  “궁평항” 키워드와 수산리의 “수산항”,  “요트마

리나”,  “해파랑길”, “낚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키워드들은 도출된 다른 키워드들

과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미리의 경우 “갯

벌체험”, “어촌체험”, “궁평항”이 모든 중심성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수산리는 “수산항”, “해변”이 모든 중

심성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키워드는 모든 경험 

키워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로 해석된다. 백미

리의 “캠핑”, “캠핑장”과 수산리의 “해파랑길”은 빈도 상

위 키워드임에도 근접, 매개 중심성 수치는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촌체험과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

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

그램과 어항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들이 상호작용

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

의성 검정 결과(p<0.05), 도출된 경험 키워드가 서로 연

결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CONCOR분석 결과, 수산리의 Ⅲ시기를 제외한 

두 대상지의 고빈도 키워드가 모인 군집 1에서 체험프로

그램과 관련된 키워드가 도출되어 대상지에서 방문객의 

경험이 동적행태에 집중되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의 방

문객의 경험에 체험프로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군집 2에서 산책, 사진촬영, 걷기와 같이 

탐방로, 산책로, 해변에서 이뤄지는 정적인 활동의 키워

드가 나타나 정적행태와 동적행태의 경험이 비교적 균형

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방문객의 경험은 

갯벌, 해안 등 어촌의 환경과 어항시설에서 이뤄지는 어

촌체험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항⋅

포구, 마리나 등 어항시설은 어촌체험마을의 인지도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어촌체험휴양

마을의 활성화와 방문객의 경험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촌만이 가진 경관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

항시설의 정비를 통해 방문지로서의 매력을 향상시켜 대

중의 방문 동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해파랑길’, ‘해안누리길’과 같은 탐방로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객의 관심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연계활용 방안에 대한 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연구에 있어 기

존의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와 같은 전통적인 조사방법

이 아닌 시간 대비 많은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 가능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문 경험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외의 어

촌⋅어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서의 활동의 연계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경험분

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기법을 적용한 

첫 시도로서, 텍스트를 수집과정에서 줄임말, 해시태그, 

광고성 글 등을 제외하는 과정과 텍스트 정제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경험과 관련된 동사와 명사 키워드

를 추출한 연구였으나, 형용사 키워드를 통해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방문에 대한 만족도, 경험의 질에 관련

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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