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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관광이슈 및 정부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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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 분야의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
이슈의 정책과정 반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빠르게 변화하고 의료, 방역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띈다는 특성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
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이슈의 발생에 따라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의 세부 주제 및 정부 발표 관광 관련 정책
에 대해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토픽 모델링 기법 중 LDA 모델을 적용하여 2020년 02월부터 2021년 10월까
지 보도된 뉴스 자료 13,688건과 정책 보도자료 143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대중들이 코로나19 및 관광과 관련하
여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관광경제 회복, 국내 관광, 지역방역, 관광고용, 해외여행으로 나타났으며 문체부 정책
보도자료 분석결과 관광 산업 변화 대응, 여행지 안전 및 방역, 국제관광 회복, 관광 콘텐츠 개발, 제도개선의 주
제가 파악되었다. 온라인 뉴스와 정부 정책 보도자료 비교 분석결과 온라인 뉴스에서는 관광고용 및 관광경제 회
복 등 유사한 토픽이 주로 도출되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는 방역과 관련된
주제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세부 주제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및 관광 관련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세부
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관광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 이슈의 파악과 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 탐색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핵심용어： 코로나19, 관광정책, 토픽 모델링, 온라인 뉴스

ABSTRACT : It is recognized that the public's interests are requir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o there is much to investigate regarding the specific topics that have emerged regarding COVID-19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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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As a resul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omprehend the tourism issues that the
general public is interested in, as well as the topics of the government's tourism policy in the COVID-19
era. This study used topic modeling methods to analyze 13,686 online news articles and 143 government
policy data. This study identified five major topics through data analysis on online news data
(revitalization of tourism economy, domestic travel, regional quarantine policy, tourism employment,
international travel). The analysis of press-released tourism policy data, on the other hand, resulted in
dimensions such as industry change response strategy, safety, international tourism revitalization, tourism
content development, and system improvement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similar economic
topics such as employment and recovery emerged as key dimensions from online news. Quarantine
policy-related topics, on the other hand, have emerged as critical topics from tourism policy data. It
indicates that there were gaps between issues that drew public attention and government policy that
addressed them. By examining the issues of interest in COVID-19 and tourism,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foundation for systematic exploration of social issues and policy establishment in future tourism
crisis circumstances.
Key words： COVID-19, Tourism policy, Topic modeling, Online news

Ⅰ. 서 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시행되기도 한다(권순만ㆍ
유명순ㆍ오주환ㆍ김수정ㆍ전보영, 2012). 정책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0년 3

의 수립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와 별개로 정책

월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일반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

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발생 초기 예상과

고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민

다르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백신 개발 및 보

혜ㆍ이승종, 2017). 기존 연구들은 대중의 관

급의 지연, 재감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영

심과 정책 변화의 관계를 사회적 이슈의 변동

향은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과 대면을

관점에서 논의해왔다(Jones, Baumgatner, &

전제로 한 관광 및 여행 산업은 코로나19로 인

Tallbert 1993; Downs, 1972; Hilgartner,

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로, 코로

& Bosk, 1988).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

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 분야의 경

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슈 해결을 위하여

제적, 사회적 타격이 심화 되고 있다(김예솔ㆍ진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며 이때 가장 일반적인

현정, 2021).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분야 피해

형태가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김성철ㆍ박기묵,

의 최소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 정부 및

2006) 대중의 관심이 변화 및 성장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존 정책지원 강화와 변화하는 환경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오은비ㆍ김경

을 반영한 대응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희ㆍ이연택, 2017; Hall, 2002; Rose, &

정책은 사회문제가 이슈화, 의제화되는 과정

Baumgartner, 2013). 즉, 대중이 관심을 가

을 거쳐 수립된다(Cobb & Elder, 1983). 또

지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심의 수준 정도

한 경제적,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주체 기관

가 어떠한지가 정책 형성의 중요 영향 요인으로

혹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설명될 수 있다(오은비 외, 2017; Pet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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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발생기

코로나19는 방역정책과 보건의료, 사회, 경제

간 동안 발표된 온라인 뉴스 및 정책 보도자료에

등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이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관광 관련 사

복잡하다는 특성을 가진다(권순만, 2020). 또한

회적 이슈와 정부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대중이 관심을 가지

였다. 온라인 뉴스 및 정부 정책 보도자료라는

는 이슈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대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을 통해 대중들이 관심을

중들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어떠한

가지고 있는 이슈들과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기

논제가 부각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김진솔ㆍ

간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가를 살

신동훈ㆍ김희웅, 2021)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펴봄으로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관광 산업 정책

요구사항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

이슈 발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책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

Ⅱ. 이론적 배경

는 자료라는 장점으로 인해(최하영ㆍ이재림ㆍ진
미정, 2020) 최근 사회 과학 분야에서 온라인

1. 사회이슈와 언론

뉴스 등 언론자료를 통해 사회적 이슈와 여론을
파악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김태종(2020)

공공의 관심이 특정 문제에 집중되면서 사회

은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의 의제 파악을 위

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

해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기사의 주요 토

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사회 이슈

픽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관광 분야에서는 김용

라고 칭한다. 어떠한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진ㆍ손용훈(2018)이 뉴스 데이터 토픽 분석을

증가하게 되면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의

통해 장수군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의 특징을 관

노력을 하게 된다(Downs, 1972). 즉, 사회적

광 및 생활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농촌

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슈들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편 정부는 새로운 정책 혹은 제도를 대중들

에 대한 파악은 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정보

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다양한 보도

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슈의

자료를 배포하게 되는데 보도자료는 정보전달에

탄생과 성장을 다양한 이론을 통하여 설명해 왔다.

있어 단어 선택, 어조 등 표현 방식을 통해 관점

Jones, et al.(1993)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과 태도를 드러내 특정 사안에 대하여 대중으로

이로움 혹은 해를 줄 수 있는 이슈들이 각각 일

하여금 의도하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반 대중들의 열정적인(enthusiastic) 분위기와

일부 정보를 강조, 부각 혹은 축소하여 전달해

비판(criticism)의 분위기에서 사회적 이슈로

특정한 가치 판단이나 함의를 유발할 수 있는 자

성장한다는 이슈확장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료이다(서혁ㆍ편지윤ㆍ류수경, 2015). 이 때문

Downs(1972)는 이슈 관심 주기모형으로 이슈

에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 기조를 파악하거나(장

의 성장과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였다. 이슈 관

미화ㆍ윤영일, 2016) 정책을 평가하는데(김재

심 주기모델은 사회적 이슈가 문제 이전 단계

영ㆍ이승선, 2012; 서병호ㆍ김춘식, 2001; 윤

(pre-problem stage), 사회적 관심의 증가

상오, 2008) 있어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alarmed discovery and euphoric enthusi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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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의 비용 인식(realizing the cost of

사회적 이슈로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significant process), 공중관심 강도의 점진적

하였다. 어떠한 문제들은 초기에 작은 이슈로 시

감소(decline in intensity of interest), 관심

작되지만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소멸 단계(post-problem stage)의 다섯 단계

이슈로 성장하고 이러한 이슈들은 정부 정책 결

로 생명체처럼 생애주기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이슈 관심 주기모델은 공중관심의 변화에 따라

정책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량이

나타나는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특성을

중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이는데(Hall, 2002) 대중은 주요 정책 행위

(유수동ㆍ이진실, 2017; Hilgartner & Bosk,

자로서, 특정 이슈에 대하여 갖는 관심의 수준이

1988). 정리하자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나타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etersen,

사회적 이슈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중

2009). 한편 Rose and Baumgartner(2013)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며, 언론은 이러한 이

은 미국의 빈곤 정책이 사회적 관심, 즉 여론의

슈에 대해 지속적인 노출을 통하여 사회의 관심

변동에 따라 변화함을 확인하였으며 Hilgartner

을 증가시키고 결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

and Bosk(1988)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중

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

의 관심은 희소자원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 대중

아 언론을 통한 사회적 이슈 파악은 정부 정책의

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장

방향 및 변동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

(public arenas)에서 다른 이슈들과의 경쟁에

라고 볼 수 있다.

서 생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요약하자면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정책과

2. 관광정책과 이슈

정에 공공의 관심이 반영되며 대중들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이슈라고 정의할 수 있는 문

관광정책은 관광 분야의 관심 사항 및 관광문

제들은 변화하게 되고 정책과정에 진입하도록 이

제와 관련된 공공분야의 목적 지향적 행동과정으

슈가 성장하는데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이 결정적

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주목적인 국제관광, 내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내 관광,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대중들

호텔 및 교통수단, 관광자원 및 관광 상품의 개

의 관심은 특정 사건 혹은 문제에 집중되게 된

발, 관광종사원의 업무를 포함한다(전명숙ㆍ문

다. 연구자들은 특정 사회문제가 이슈로 성장하

보영, 2018). 관광정책의 정의 혹은 범위는 관

는데 언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광정책이란 관광

있다. 이를 언론의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박기묵,

과 관련된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동

2014; Druckman, 2001; Entman, 2007)

으로(이연택, 2016) 목표 및 수단을 통하여 구체

서로 경쟁을 하는 사회 이슈의 특성상 언론매체

화 될 수 있다(오은비 외, 2017; Anderson,

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집중

2002; Lasswell, 1951). 국내에서 관광정책

시키고, 이슈가 제도화, 즉 정부의 정책의제로

분야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

투입되고 채택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나 정책 관련 연구는 연구방법, 분야 등 그 다양

것이다(유수동ㆍ이진실, 2017; 이태준, 2016;

성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원섭,

Dunlap & Scarce, 1991). 박기묵(2015)은

2020). 국내에서 진행된 관광 분야의 정책 및

언론의 보도는 특정 이슈를 대중의 관심을 끄는

지원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관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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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위한 관광자원 관련 관광정책(박경옥ㆍ김이

종합하자면, 관광 분야에서 대중들이 관심을

태, 2019; 윤대균, 2020), 국가 차원의 관광경

가지는 사회 이슈를 파악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

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관련 연구(서헌, 2020;

관성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고 있

전효재, 2011) 등 주로 관광 개발 및 국가 관광

으나, 관광 이슈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특정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분야 혹은 지역과 관련된 인식 및 논의들을 제시

왔다. 최근 관광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

하고 있으며 관광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광정책 역시 공중

기간의 정부 정책 특성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

관심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강조되고 있다. 관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관광 위기상황과

광

지역(김진동ㆍ손재영,

연관된 연구들에서도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발표

2015) 혹은 크루즈 관광 등 특정 관광 현상(김

된 정부 정책들이 공중의 관심 변화에 적절히 대

보경ㆍ김미경, 2015; 박경렬ㆍ안희자, 2019)

응하였는가에 대한 한계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

의 대두에 의한 이슈 및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어(오은비 외, 2017) 관광 이슈에 대한 대중들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의 관심이

의 관심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시각의 연

집중되는 사회 이슈 및 정책 변화의 관계를 살펴

구가 필요한 현실이다.

분야에서는

특정

본 국내 관광정책 연구는 관광 위기와 관련하여
일부 진행되고 있다. 관광 산업은 사고, 질병, 재
난 등 다양한 위기 유형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

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

을 받는 매우 취약한 산업으로 최근 2014년 세
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발병, 2017년 중국

이 연구는 코로나19 및 관광 관련 대중들의

사드 배치 보복, 2020년 코로나19 발생까지 위

관심이 어떠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 정책

기의 유형 및 영향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

은 어떠한 유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체

타나고 있다(유지윤, 2011).

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

오은비 외(2017)는 2016년 발생한 경주

달로 인해 텍스트,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

9.12 지진과 관련된 공중관심의 변화와 정책 변

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중에

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사회이슈에

서도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의미

대한 관심의 단계적 변화에 따라 정책 변동이 시

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

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책

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과정에서 공중관심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중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이란 대량의 비정형 데

하였다. 이혜미(2021)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터에서 토픽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문서 내

활용하여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관

맥락과 관련된 단서의 벡터값을 활용하여 유사한

련 이슈 및 정부 정책 등을 파악하여 사회적 재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키워드들을 군집시키는 방

난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

식으로 토픽을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방법이다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재난이 관광 산업에 미

(남춘호, 2016; 박경열ㆍ안희자, 2019; Steyvers

치는 부정적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Griffiths, 2007). 토픽모델링은 비정형 데

이전 사회적 재난 시기와 비교하여 코로나19 발

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쟁점 및 동향, 여론 분석,

생 시기에 정부가 더 많은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

연구 동향 및 추이 등 특정 이슈에 대한 토픽 및

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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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고 있다(박주섭ㆍ홍순구ㆍ김종원, 2017;

사점은 무엇인가?

박준형ㆍ오효정, 2017). 이는 기존 연구자가 직

연구과제 해결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접 자료를 읽고 분류하는 정성적 방식의 내용분

같이 연구의 체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

석 연구보다 객관적인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고

째 단계는 데이터수집으로 수집 대상을 결정하는

효율적으로 대량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

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관광 분야에서

법을 활용하여 기능어, 관사, 구두점 및 공백, 숫

도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자 등을 제거하는 자연어 처리 및 형태소 분석

다. 손신욱ㆍ남아란ㆍ박경열(2020)은 김일성

등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

종합대학교 학보 내 관광연구를 대상으로 토픽모

서는 토픽모델링 기법 중 LDA 모델을 활용하여

델링 기법을 활용 북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구조

정제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R프

적으로 분석하여 남북관광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로그램의 LDA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마지막 단

제시하였고 김정규ㆍ정철(2019)은 미국과 한국

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및 온라인 뉴스의

의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분야의 기

핵심 토픽과 키워드 가중치 분석 및 LDAvis를

술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예측과 기술 개발 및

활용해 토픽모델링 결과를 2차원 척도로 시각화

활용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였다. LDAvis는 차원 축소 기법의 하나인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및
키워드 추출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토픽의 전체

Ⅲ. 연구방법

구조 내에서의 위치, 다른 토픽들과의 관계, 토
픽 내 중요 키워드 파악이 가능하다(박경열ㆍ안

1. 연구과제 및 체계

희자, 2019; Sievert & Shirley, 2014). 이
를 기반으로 이 연구의 연구과제인 코로나19와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 뉴스가 대중들의 관심

관광 관련 온라인 뉴스의 특성과 코로나19 관련

이 집중되는 이슈들을 반영한다는 이해를 기반으

관광정책의 특성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로 온라인 뉴스 상의 코로나19 및 관광과 관련

파악하였다.

된 주제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정부의 관광
정책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2. 분석 대상의 선정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
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
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중들의 관광
관련 관심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 뉴스기
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뉴스 기사 수

연구과제1. 코로나19 및 관광에 대한 온라인
뉴스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연구과제2.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관광정책
보도자료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집을 위해 한국 언론 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의 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를 활용한
뉴스추출 방식은 다양한 언론사 뉴스의 반정형

연구과제3. 코로나19 및 관광 관련 언론자료

및 비정형 뉴스도 정형화되었고 최근 10년간 국

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관광정책의 특

내 이슈로는 가장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를 통한 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윤순욱ㆍ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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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2020).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언론사 필터링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계산해 뽑아낸

기능을 활용하여 11개 중앙지(경향신문, 국민일

주요 키워드로 가중치순 상위 50개가 추출된다.

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

빅카인즈를 통한 뉴스 추출방식은 코딩 대신 자

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연어 처리 방식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코더 간

5개 방송사(KBS, MBC, OBS, SBS, YTN)

신뢰도 측정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윤순욱

뉴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단위의

ㆍ김민철, 2020; 이은별ㆍ전진오ㆍ백지선, 2017).

관광과 관련된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관광정책 파악을 위

4. 분석 방법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보도자료 중 관광분
야의 보도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

이 논문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델

화체육관광부 웹 사이트에 공개되는 정책 보도자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 모

료는 시기별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관광정책

다는 장점이 있다.

의 주요 주제 및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LDA는
문서의 토픽 비중과 토픽의 단어 비중이라는 두

3. 자료의 수집

가지의 변수 결합 확률에 따라 문서의 토픽을 도
출하는 분석 방법으로 최근 토픽 모델링 기법 중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관광정
책에 대한 데이터수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홈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중 하나이다(윤순욱ㆍ
김민철, 2020).

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 중 관광정책 카테고리

LDA는 특정 분포를 따르는 k개의 토픽이 존

의 문서 파일 형태의 보도자료를 직접 다운로드

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 중 임의로 특정 토픽이

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양은 143

선정되며, 각각의 토픽들은 다양한 키워드가 출

건이었다. 코로나19 및 관광 관련 온라인 뉴스

현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문

는 빅카인즈의 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서는 키워드 출현 확률 분포에 맞춰 임의로 특

였으며 관광 관련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도록 ‘관

정 키워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Blei,

광’, ‘여행’으로 키워드를 선정하고 ‘코로나19’ 키

2012).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서가 구성된다고

워드가 함께 포함되어있는 자료들만이 포함될 수

할 때, 각 토픽 및 토픽에 따른 키워드의 확률 분

있도록 설정해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13,688건

포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LDA 모델은 확률적

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의 시간적 범

으로 숨겨진 구조(hidden structure)에 대해

위는 코로나19의 국내확산이 시작된 2020년 2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확률론적인 모델링 기

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하였다. 문화체육관

법(probabilistic modeling)이다. 다른 토픽모

광부 보도자료는 pdf 형태 문서 파일의 본문 내

델링 기법과 비교해 LDA는 결과 해석이 용이하

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

고(Blei, 2012), 과적합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

는 엑셀 파일 형태로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중

능하여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축소하여 여러

보도 일자, 언론사, 기고자, 제목, 분류, 인물,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Griffiths & Steyvers,

위치, 특성추출, 본문 속성 중 특성추출 부분을

2004)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LDA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성추출 부분은 텍스트 랭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및 온라인 뉴스

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검색 키워드와 한 문장

각각의 상위 10개의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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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입력 키워드 수가 과다할 경우 결측치의 증

해야 한다(Jacobbi, van Atteveldt, & Welbers,

가 및 유의미하지 못하지만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

2015). 초기 분석의 경우 분포의 특성을 정확하

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Friedman,

게 파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1997; Shmueli & Koppius, 2011) 선행 연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연구에

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키워드 개수이다

서는 최초 1,500회의 분석결과는 폐기하도록 설

(Hu et al., 2019). 이 중 각각의 키워드가 개

정하였다. 반복수행 횟수는 10,000회를 설정하

별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기반으로 상위 10개의

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인접한 샘플 간에는 상

키워드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와 온

관관계가 높기때문에 독립적인 샘플이 도출될 수

라인 뉴스 각각의 토픽 특성을 파악하였다.

있도록 매 100번째 샘플링 결과가 다음 샘플링
에 활용되도록 설정하였다.
LDA 분석에 있어 토픽의 개수 (α)가 결과 품

Ⅳ. 분석결과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LDA 기
반 토픽모델링에서는 키워드 이외의 변수들이 모

1. 토픽 모델링 결과

두 잠재되어(latent)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토픽
의 개수를 명확히 정의 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LDA 모델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에서는 단어

한다. 최적 토픽 수를 혼잡도(perplexity)와 일

의 빈도를 의미하는 TF(term frequency)와

관성 점수 (coherence score) 등 통계적 방식

단어의 빈도와 역문서 빈도인 TF-IDF(term

을 활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혼잡도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와 일관성 점수의 값이 낮을수록 토픽모델이 실

활용할 수 있다. TF-IDF는 단어 분석에 유용

제 문헌 결과를 잘 반영한다는 의미로 학습이 잘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새로운 개념 혹은 고유 명

되었다고 평가 된다(최원준ㆍ설재욱ㆍ정희석ㆍ

사 분석에 있어 중요도가 과소하거나 과대하게

윤화묵, 2018). 하지만 토픽 결정에 있어 해석

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유예림ㆍ백순근,

가능성, 내적 의미 타당도, 연구목적에 비추어본

2016).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논문에

유용성 및 분석의 용이성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

서는 TF 중심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하다(남춘호, 2016).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혼잡

LDA 분석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론방법 중

도와 일관성 최적 토픽 개수를 선정하기 위해 토

하나인 붕괴된 깁스 샘플링(collapsed gibbs

픽의 개수가 수집된 전체 코퍼스 내에 최소 3개

sampling)을 활용하였다. 붕괴된 깁스 샘플링은

에서 최대 20개의 잠재 토픽이 있다고 가정하고

마르코프 체인 알고리즘(Griffiths & Steyvers,

최적 토픽 수를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토픽모델

2004)의 하나로 변수간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토픽 개수를 5개로

는 장점이 있어 토픽 모델링에 있어 널리 사용되

선정하였다. 모델 난이도와 일관성 점수는 온라

는 방법중 하나이다. 사후 분포 추정 및 토픽 모

인 뉴스 모델링 결과 –10.1191, 0.4889, 정

형 생성시 표준화를 위하여 반복수행 횟수 및 상

부 정책 보도자료의 모델링 결과 –9.7963,

위모수인 알파 및 베타 값과 토픽 개수를 설정하

0.471로 나타나 토픽 내 키워드 간 유사도로 의

였다.

미론적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토픽 모형 생성 및 반복 수행 횟수는 분석의

각 토픽에 대한 특성은 상위 출현 키워드를 중

정확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횟수를 결정

심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양현희, 2021)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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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DA results of online news
Topic

Keyword (weight)

1

Revitalization of
tourism economy

small business owners (0.013), job (0.011), support fund (0.011), new deal
(0.01), expenditure coupon (0.007), self-employed (0.007), revitalization
(0.007), SME (0.006), discount coupon (0.006), rental fee (0.005)

2

Domestic travel

tourists (0.009), travel attractions (0.007), people (0.006), eastern coast
(0.005), beach (0.003), summer vacationer (0.003), resurgence (0.003),
reservation (0.003), Hong-cheon (0.003), camper site (0.003)

3

Regional
quarantine policy

confirmed case (0.02), stage (0.008), quarantine policy (0.005), regional
govenrment (0.005), mass infection (0.005), visitor (0.005), user (0.004),
contact (0.004), spreading trend (0.004), resurgence (0.003)

4

Tourism
employment

tourists (0.018), travel industry (0.015), foreigner (0.014), travel agency
(0.01), tourism industry (0.009), support fund (0.006), practician (0.005),
committee (0.005), public health authority (0.004), employment promotion
support fund (0.004)

5

International
travel

airline (0.016), USA (0.014), Japan (0.014), China (0.013), overseas travel
(0.009), Taiwan (0.008), Europe (0.008), duty free shop (0.008),
international flight (0.007), flight (0.006)

* Model Perplexity –10.1191, Coherence score 0.4889

의 특성상 각 단어들이 하나의 토픽에만 분류되

도출된 키워드 중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금, 뉴

는 것은 어렵기때문에 각 토픽 간의 단어를 비교

딜, 활성 등이 토픽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하여 한 토픽에 높은 비율로 속한 단어를 중심으

중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

로 해당 토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Arun,

로 토픽 1을 ‘관광경제 회복’으로 명명하였다. 중

Suresh, Madhavan, & Murty, 2010). 이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토픽의

관광객 및 매출 감소로 인한 해고, 단축 근무 등

상위 10개 키워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코

고용 환경의 변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유연

로나19 관련 관광정책 및 언론 뉴스 보도의 특

근무제 시행 등 근무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성을 도출하였다.

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

먼저 코로나19 및 관광에 대한 온라인 뉴스의

다는 인식이 나타났다.1) 소상공인 키워드와 관

토픽모델링 결과 도출된 5개의 토픽 및 키워드

련된 뉴스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의 지

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원 정책에서 여행, 숙박, 관광이 배제됨에 따라

첫 번째 토픽에서는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관광산

금, 뉴딜, 소비 쿠폰, 자영업자 등의 키워드가 등

업 분야의 지원 관련 정부 정책의 한계에 대한

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이동과 소비가 감소함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2)

에 따라 침체된 경제 및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

두 번째 토픽에서는 관광객, 관광지, 사람, 동

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해안, 해수욕장, 피서객, 재확산, 예약 등 국내

1) KBS (2021. 10. 20).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고용변화 실태.
2) 변선진(2021.10.26). 소상공인 손실보상 ‘여행,숙박,관광 배제 반발’.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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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DA results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ss release
Topic

Keyword (weight)

1

Industry change
response
strategy

online (0.008), product (0.007), support (0.007), participation (0.007), event
(0.006), digital (0.004), provision (0.004), selection (0.004), industry
(0.004), information (0.004)

2

Safety

3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ourism

safety (0.016), revitalization (0.012), China (0.007), announcement (0.007),
airline (0.006), tourism (0.006), national territory (0.006), circumstances
(0.004), plan (0.004), correspondence (0.004)

4

Development of
tourism contents

festival (0.007), digital (0.006), art performance (0.006), smart tourism
(0.006), business (0.006), plan (0.005), service (0.005), online (0.004),
traveller (0.004), experience (0.004)

5

System
improvement

support (0.017), project (0.014), region (0.013), travel attraction (0.007),
selection (0.007), operation (0.006), quarantine (0.005), safety (0.005),
reinforcement (0.004)

registration (0.007), standard (0.007), Tourism Promotion Act (0.005),
amendment (0.004), reinforcement (0.004), travel business (0.004), hotel
business (0.004), revised plan (0.004), business (0.004), building (0.004)

* Model Perplexity –9.7963, Coherence score 0.471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타나 ‘국내 관광’으

‘지역방역’으로 명명하였다.

로 명명하였다. 관광지, 동해안, 피서객, 재확산

네 번째 토픽은 여행 및 관광 업계의 고용과

등이 토픽내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는 주요 키워

관련된 키워드(관광객, 여행업계, 여행사, 관광

드로 나타났다.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 동해안

산업, 지원금, 종사자, 위원회, 방역당국, 고용유

관광지 방문객의 확진 증가에 따른 지역 거리 두

지지원금) 들이 등장하여 토픽4를 ‘관광 고용’으

기 단계 상향 및 지역주민의 우려 등 지역 관광

로 명명하였다. 관련 단어를 언급한 뉴스들을 살

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

펴보면 정부의 여행 및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등 긍정적 인식이 혼

기업경영 개선과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에 실효성

재함이

나타났다.3) 4)

세 번째 토픽에서는 확진, 단계, 방역수칙, 지

이 떨어진다는 비판적 논의가 주로 진행되고 있
음이 나타났다.5)

자체 등의 키워드가 중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 토픽에서는 항공사, 미국, 일본, 중국,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수

대만, 유럽 등 주요 해외 국가 및 항공사, 해외여

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자체별 지역 내 사

행, 면세점, 국제선 등 해외여행과 관련된 키워

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관광객이 여행 의사

드들이 중요 키워드로 도출되어 ‘해외여행’으로

결정과 관광지 선택을 하게 되면서 지역별 방역

명명하였다. 관련 키워드들이 포함된 온라인 뉴

지침 단계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에서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픽3를

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 폐쇄, 해

3) KBS(2020.09.22.) 동해안 관광객 잇단 확진...동해안‘불안불안’
4) 조재근(2021.07.10.).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SBS.
5) 최승표(2021.06.14.). 트래블 버블에 주가 치솟는데, 직원 80% 휴직...여행사 현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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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 되는 등 해외여

네 번째 토픽의 중요 키워드로는 축제, 디지

행의 제한과 백신 접종률 증가, 트래블 버블 논

털, 공연, 스마트관광, 기업, 계획 등이 도출되었

의, 위드 코로나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해외여행

다. 해당 키워드들이 포함된 정책을 살펴보면 지

재개 시점, 국제선, 항공편 등 해외여행 관련 물

역 특화 관광 상품 육성, 비대면 서비스 지원 등

리적 요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논의 들이 진행

코로나19 시대의 관광 체험 콘텐츠의 개발 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관련 관광정책 보
도자료의 토픽모델링 결과 도출된 5개의 토픽

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픽4를 ‘관광 콘텐츠 개
발’로 명명하였다.

및 키워드는 <Table 2>와 같다. 토픽1에서는 온

마지막 토픽에서는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라인, 상품, 지원, 참여, 행사, 디지털 등의 키워

개정, 강화 등의 단어가 중요 단어로 나타났다.

드들이 도출되었다. 중요 키워드들이 포함된 정

토픽내 주요 키워드들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책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 하는 사업

코로나19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근거

환경과 관련된 관광의 디지털화 등 대응방안에

법령의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실

대한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들이

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토픽5를

발표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토픽1을 ‘관광산업

‘제도개선’으로 명명하였다.

변화 대응’으로 명명하였다. 관련 정책자료를 살
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및

2. 비교분석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육성, 중
소 여행 사업체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의 정책이
발표 된 것으로 나타났다.6)

7)

두 번째 토픽에서는 관광지, 선정, 계획, 운
영, 방역, 안전 등의 키워드가 중요 키워드들로

데이터 수집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0개월간 온라인 뉴스상의 코로나19
와 관광 및 문체부의 관광정책 보도자료 월별 데
이터 변화 추이는 <Figure 1>에서와 같다.

나타났다. 관련 키워드들을 언급한 정책들을 살

코로나19와 관광 관련 온라인 뉴스는 코로나

펴보면 호텔 및 유원시설의 현장 방역 시행과 방

1차 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가장 많았으며 이

역 인력 확충 등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3차 대유행

나타났는데, 이를 기반으로 토픽2를 ‘여행지 안

시기인 2020년 12월 데이터가 급증함을 보였

전 및 방역’으로 명명하였다.

다. 반면 정부 정책의 경우 2020년 12월 관광

세 번째 토픽에서는 안전, 회복, 중국, 항공

정책 관련 가장 많은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음이

등의 키워드가 토픽 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

나타났다.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21년 9

타났다. 해당 키워드들이 포함되어있는 정책을

월 4차 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잠시 반등했으나

살펴보면 국제 관광시장 회복, 비 격리 여행권역

다시 감소함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 상의 코로나

(트래블 버블) 등 국제관광 회복과 관련된 정책

19와 관광 관련 데이터 및 정부의 관광정책 보

들이 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

도자료 데이터 추이가 유사한 흐름으로 변화하고

로 토픽 3를 ‘국제관광 회복’으로 명명하였다.

있음이 나타났다.

6) 문화체육관광부(2020.02.24).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관광 콘텐츠ㆍ기반을 육성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2021.07.08.).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중소 여행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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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nthly data changes of online news and ministry of sports, culture and
tourism press release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기

도출되었다.

반으로 각 토픽의 명명 결과 온라인 뉴스의 토픽

<Table 4>는 온라인 뉴스와 정부 관광정책

은 관광경제 회복, 국내관광, 지역방역, 관광고

보도자료의 LDA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 결과

용, 해외여행으로, 정부 관광정책 보도자료의 토

이다. Intertopic Distance Map은 전체 토픽

픽은 관광 산업 변화 대응, 여행지 안전 및 방역,

을 2차원 척도로 표현한 것으로 각 원 사이의 거

국제관광 회복, 관광 콘텐츠 개발, 제도개선으로

리는 토픽 간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리가

<Table 4> LDA result of online news and press release
LDA visualization result of online news

LDA visualization result of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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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고 멀수록 낮다는 것을

수집하고 정제 후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시

의미한다(박준형ㆍ오효정, 2017). 원의 크기는

행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개별 토픽들이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온라인 뉴스 토픽 모델링 결과 관광경제 회복

의미하는 것으로 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주요 토

(토픽1), 국내 관광(토픽2), 지역방역(토픽3),

픽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고용(토픽4), 해외여행(토픽5)과 관련된 논

이를 종합하여 온라인 뉴스와 정책 보도자료

의 들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체부 정책

의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온라인 뉴스의 경우

보도자료에서는 관광 산업 변화 대응(토픽1),

토픽간의 거리가 가깝고 토픽간 중첩되는 영역이

여행지 안전 및 방역(토픽2), 국제관광 회복(토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관성이 높은 토픽들이 주

픽3), 관광 콘텐츠 개발(토픽4), 제도개선(토픽

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픽1(관

5)이 주요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광경제 회복)과 토픽4(관광 고용), 토픽 2(국내

온라인 뉴스와 정부 정책 보도자료의 시기별

관광) 및 토픽3(지역 방역)를 나타내는 원의 거

데이터의 양은 온라인 뉴스와 정책 보도자료의

리가 가까워 각 토픽 간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양이 유사한 추이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나 대

나타났다. 원의 크기로 각 토픽의 중요도를 살펴

중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에 정책과 관련된

보면 온라인 뉴스에서는 5개의 토픽을 나타내는

홍보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원의 크기가 유사하게 도출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있다. 토픽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하여 온라인 뉴

뉴스에서 각 토픽과 관련된 논의가 유사한 비중

스 및 정부 정책 보도자료의 각 주제의 분포와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온

반면에 정부 정책 보도자료 분석결과 토픽 간

라인 뉴스의 경우 연관성이 높은 유사한 주제를

중첩 영역이 크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픽들간의

가진 토픽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의 중요도를

특히 관광경제 회복과 관광 고용을 의미하는 토

살펴보면 토픽2(여행지 안전과 방역) 와 토픽3

픽 1과 토픽 4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국제관광 회복)의 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수요가 감소

나타나 여행지 안전과 방역, 국제관광 회복과

하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나타나는 관광 및 여

관련된 정책들이 중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나타

행업계의 실업으로 인한 문제들과 관광 경기 활

났다.

성화 촉진 방안과 관련된 주제 등 즉각적이고 직
접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 대중
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

Ⅴ. 결 론

내 관광과 지역방역을 의미하는 토픽 2와 토픽3
도 토픽 간 거리가 가까워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온라

나타났는데, 국경 봉쇄, 자가 격리 등 국제관광

인 뉴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와 관광

이 어려워지자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관련 주요 이슈의 주제와 특성을 파악하고 정부

고 관광객의 집중에 따른 안전, 방역 문제 등과

의 코로나19 관련 관광정책 보도자료의 주요 주

관련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제를 파악하여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있다. 온라인 뉴스 시각화 결과 토픽의 중요도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0개월 동

나타내는 원의 크기는 5개 토픽이 모두 유사한

안 생산된 관광정책 보도자료 및 뉴스 데이터를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뉴스가 5개 토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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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을 고르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탐색한 연구들이 진행되

된다.

어 왔지만(박경렬ㆍ안희자, 2019; 이웅규ㆍ구

정부 정책 보도자료의 분석결과를 이와 비교

정대, 2020; 이혜미, 2021) 정부 정책의 대응

해보면 토픽 간 중첩 영역이 크지 않고 개별적으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

로 토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문체부의 정책

정부 정책의 주요 주제들이 일반 대중들이 관심

보도자료 및 코로나19와 관광 관련 뉴스 데이터

을 가지는 주제보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관광과 여행에 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관광 산업의 변화 대응

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략, 관광 콘텐츠 개발, 제도개선, 국제관광 회

대응하기 위한 관광정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복, 방역 등 온라인 뉴스 상에서 나타난 토픽들

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토픽들이 다양

그간 특정 관광형태 및 관광 목적지 위주로 진행

하게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보도자

되어왔던 관광 이슈 관련 연구를 관광정책과 연

료 시각화 결과 방역과 관련된 토픽을 나타내는

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원의 크기가 다른 주제들과 비교해 크게 나타나,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코로나19라

여행 및 관광에 따른 관광객의 이동으로 발생할

는 범사회적인 사회 이슈 발생과 관련하여 구체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적으로 대중들이 관심이 집중된 관광 이슈 및 이

내용의 정책이 많았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

온라인 뉴스와 정부 정책 보도자료의 분석결

을 제공할 수 있기에 향후 이 논문을 기반으로

과를 종합해보면, 일반 대중들은 일자리, 경제

부정적 관광 이슈의 발생과 관련된 대처에 대한

등 생계와 직결되거나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한

이해, 특히 정책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관광 욕구 등 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이고 즉각적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

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

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논의되

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자료의 분석결과, 정부

었던 바와 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공중의

정책은 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안전과 관련

관심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강조되고 있다. 온

된 주제들이 도출되고 있었다. 이는 문화체육관

라인 뉴스의 토픽 모델링 결과 일반 대중들은 코

광부가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관광정책을 총괄하

로나19 및 관광과 관련하여 관광경제 및 고용에

는 중앙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한 이슈들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악된다.

정부 정책에서는 방역과 관련된 주제들이 중요하

이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

게 다뤄지고 있고 관광경제 및 고용 등과 관련된

구는 코로나19로 관광 산업과 관련 다양한 정책

주제에 대한 논의의 비중이 대중들의 관심 수준

이 실행되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코로나19 관련 사회 전

즉,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와 이에 대응

반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비교 분석했

하는 정부의 정책 논의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

다는 학술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코로나19시대

이 나타났다.

의 관광 산업 대처 및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

연구들이 다수 진행된 바 있으나, 단순히 제언적

째, 이 연구에서는 관광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성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관광

파악을 위해 뉴스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해당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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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댓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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