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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관광 행동 연구 동향 분석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논문을 중심으로
Examining tourism behavior research trends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A focus on the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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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관광객의 관광 행동 이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연구는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에 게재된 관광 행동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JDMM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관광 행
동 논문들을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UCINET 6.68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밀도 분석, 위세 중심성 분석, 동
시 출현 빈도 분석, CONCOR 분석 등의 언어 연결망 분석을 수행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밀
도 분석 결과, 주제어 연결망의 연결 형태는 균형적으로 연결을 가지는 형태가 아닌 특정 주제어에 집중적으로 연
결된 형태임을 확인했다. 둘째, 위세 중심성 분석 결과, 주제어 연결망 내에 포함된 주제어들은 소수의 주제어들에
따른 위계적 연결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Behavioral intentions, Satisfaction, Tourist
behavior, COVID-19, 그리고 Destination image는 주제어 중에서 중심 주제어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주제어임을 확인했다. 셋째, 동시 출현 빈도 분석 결과, Behavioral intentions -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s - Destination image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했다. 끝으로, CONCOR 분석 결과, 4개
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와 이미지에 관련한 군집의 중요도가 가장 큰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광 행동에 관련한 연구의 확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했고, 이 연구의 한계점과 다양한 분석
기법에 대한 확장을 통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했다.
핵심용어： 관광 행동, 언어 연결망 분석, 연구 동향, 주제어, 관광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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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the change in the tourism paradigm,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ourists'
tourism behavior has been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ends in tourism behavior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and to provide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is study collected research related to tourism behavior and/or tourist behavior from the
JDMM database from 2012 to 2021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s goal. The current study used UCINET
6.682 to perform some language network analysis techniques, including density, eigenvector centrality,
frequency of co-occurrence keywords, and CONCOR. The linkage patterns of keywords were
concentrated into a few keywords, according to density analysis. The eigenvector centrality analysis
results show that a few keywords in the keywords network were hierarchically structured. Furthermore,
the first-ranked keywords were Behavioral intentions, Satisfaction, Tourist behavior, COVID-19, and
Destination image, which can play a key role as the central keywords in the keyword network. The
frequency of co-occurrence keywords results show that the frequency of co-occurrence keywords
results show that Behavioral intentions -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 Destination image were
the most common co-occurrence keywords within the keyword network. Finally, as a result of the
CONCOR analysis, four clusters were identified, and it was confirmed that clusters related to social
issues and destination images were the most important. The implications for future tourism behavior
research were provid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suggested by expanding various analysis techniques.
Key words： Tourism behavior, Language network analysis, Research trend, Keyword, Change of tourism
paradigm

2022).

Ⅰ. 서 론

한편, 관광 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이 습득
교통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 확대, 여가시간 및

한 전공 또는 학문적 배경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국민소득 증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환경

정의되고 있지만, 주거지를 벗어나 관광지 또는

변화는 관광학계 및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방문지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내용을

있다(강상훈ㆍ박득희, 2020). 그 예로, 과거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Kang, 2016; Leiper,

비해 최근 관광학 관련 국내 등재지와 국제 저명

1979). 보다 구체적으로 Kang(2016)은 관광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수의 증가 현상이 뚜렷

객이 여가시간을 통해 발생하는 관광 행동은 크

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아니라 영향력 지수 또

게 관광객의 동기, 선호, 만족도에 의해 나타나

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충

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관광 행동과 공간의

기ㆍ김학준, 2020). 이와 더불어 관광객의 관광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관광

행동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관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광 정보 수집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

관광객의 관광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관광지 내

으며 이는 관광니즈의 다양화, 다목적지 여행과

의 관광매력물, 숙박시설, 음식점과 같은 관광기

같은 관광공간의 범위 확대로 이어지면서 방문

반 시설 공급의 개발 및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역 내에서의 관광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자들은 관광

치고

객의 관광 행동에 대해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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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다임으로 인해 관광객의 관광 행동 이해의 중

(Adam, 2021; Kim, 2018; Li, Zhang, Liu,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 행동에 관련한 연구

Kozak, & Wen, 2020; Park, Kim, Kim,

들은 다양한 주제 및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

& Park, 2019; Prayag, Hosany, & Odeh,

행되고 축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관광학

2013).

분야에서 관광 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관광학은 관광객이 국내 여행 또는 국외 여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을 위해 주거지로부터 목적지로 이동함에 따라

연구는 국제 저명 학술지 중 다양한 연구 방법론

다양한 학문 분야(예: 경영학, 교통학, 조경학,

을 활용하여 관광 행동을 연구한 학술지가 다수

지리학 등)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 학문

있는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인 동시에 실용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충

Management(이하 JDMM)를 선정하고 관광

기ㆍ김학준, 2020). 최근 학문 분야 간의 탈경

행동과 관련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 개체 간

계적 연구 트렌드와 학제적 트렌드로 인해 관광

관계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데 탁월한 장

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의

점을 가진 언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흐름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연구 동향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관광 행동

을 분석함으로써 관광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의

에 관련한 연구들의 주제어를 수집하여 주제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동시 출현 빈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주제

다(정승훈ㆍ남윤섭, 2018). 이에 관광학의 다양

어를 활용하여 주제어 연결망을 구축하고자 한

한 주제(예: 장소애착, 생태관광, 한류관광, 스

다. 셋째, 언어 연결망 분석 기법 중 밀도 분석

마트 관광, 관광경제)에서 국내 등재 학술지를

(density analysis)을 수행하여 주제어 연결망

활용하고 내용 분석 측면에서의 접근, 계량서지

내 주제어 간의 연결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 분석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넷째, 주제어 연결망을 대상으로 위세 중심성 분

다(강영애, 2015; 김미경ㆍ김보경, 2014; 김

석(eigenvector centrality analysis)을 수행

정훈, 2021; 이충기ㆍ김학준, 2020; 이후석,

하여 주제어의 총체적 영향력 및 위신을 파악하

2019). 학술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생

고자 한다. 끝으로, CONCOR(convergence of

산하고 전파하는 주체로써 지식의 확산 및 확대

iteration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주제어 연

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술지 자료의 분

결망 내의 군집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

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 및

연구는 언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 관광 행동에 관

연구 방법론의 개발 촉진하는 동시에 연구의 질

련한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적 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식을 생산, 확대

시사점을 도출한 후 관광 행동에 관련한 후속 연

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Webster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Watson, 2002). 뿐만 아니라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선행 연구들을 진단하고 이를 바
탕으로 현재의 연구 분야에 대한 위상과 실태를

Ⅱ. 선행 연구 고찰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를 가능하게 해준다(남윤섭ㆍ임화순,

1. 관광자의 관광 행동

2019).
비록 관광학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관광 패

관광자의 관광 행동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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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목적지를 계획하고 해당 방문지에서 행동

일이론을 기준으로 관광 행동에 대한 경로 설명

하게 되는 일련의 활동 과정들을 의미한다(Brown,

과 해석의 한계를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9; Jafari, 1987).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

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을 통합하여 지

광 행동은 관광지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관광

체장애인의 관광 행동을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지 선택 및 관광 상품 결정 과정에서부터 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진희ㆍ조광익(2020)은

광 계획 활동과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이에 발생

슬로시티 방문자의 관광 행동 특징을 살펴보기

하는 행위들, 관광이 끝나고 난 후 회상과 함께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전주한옥

그것을 평가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마을 방문자의 방문 행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Li

(Kozak & Decrop, 2009.). 따라서 관광 행동

et al.(2020)는 COVID-19가 관광업에 미치

은 관광객이 관광지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는 영향에서 심리적 거리와 해석적 수준 이론을

위하여 선택하고 방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검토하여 관광객의 잠재적 행동 변화에 대한 이

심리적 작용 및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이진희ㆍ김

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진희ㆍ김남조

남조, 2021; Pearce, 2005). Kusler(1991)

(2021)는 질적 연구 방법의 단점으로 알려진 연

는 관광객들의 선호도와 욕구가 끊임없이 변화함

구자의 주관성과 자료 분석에 대한 모호함을 극

에 따라 관광 행동에도 변화가 있다고 설명하였

복한 Corbin and Strauss(2014)의 근거이론

으며, 조명환(1994)은 각각 다양한 관광 행동

에 기반을 두어 팬데믹시대 잠재 관광객에게서

특징을 불러일으키는 변수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나타나는 관광 행동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관광 행
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양한 주제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관광객

2. 언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 동향
조사 연구

의 관광 행동의 특징을 파악한 선행 연구들은 다
음과 같다. 먼저 황진수ㆍ박슬기(2010)는 데이

연결망 분석이란 개인이나 그룹 등 분석 대상

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선호에 따

들 간의 관계를 연결망으로 형성하여 해당 구조

라 청계천 관광 개발 유형을 분류하고, 나누어진

의 사회적 행위나 다른 어떠한 특징을 계량적으

그룹들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특정 관광 행

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점 및 선에 의해

동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오상훈ㆍ이유라ㆍ

형성된 패턴을 수식화 및 시각화한 연결망을 통

박영준(2013)은 관광객의 로하스의식과 관광

해 구성요소 및 주제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

목적지에서의 관광 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할 수 있는 연결망 분석은 연구 동향 파악에 있

위해 실증적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Prayag

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김정헌ㆍ

et al.(2013)는 잠재내생변수 예측의 목적으로

고동완, 2016; Scott, 2012). 연결망 분석에서

PLS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관광객 만족도가

의사소통 메시지에 적용하여 공유된 의미를 통해

감정과 관광 행동 의도 사이의 중재 효과를 미치

의사소통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언어 연결망

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Park et al.

분석이다. 언어 연결망 분석은 특정 단어들의 관

(2019)는 한국 인천의 장⋅단거리 관광객의 다

계를 연결한 연결망을 통해 현상을 해석함으로서

목적 여행 행동 패턴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와 그 역할을 파악하는

트워크 t-테스트 분석과 정규화 중심 분석을 사

것이 목적이다(장정우ㆍ최경호, 2012). 특정한

용했다. 김기완ㆍ김남조(2020)는 이전까지 단

단어가 그와 비슷한 개념이나 의미, 맥락을 가진

언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관광행동 연구 동향 분석

단어들과 함께 언급되어 드러나기 때문에 언어

관련 464편의 연구논문을 언어 연결망 분석 기

연결망 분석으로 단어들의 관계와 각 단어의 역

법을 통해 관광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할이 파악될 수 있다(김정헌ㆍ고동완, 2016; 김

분석하였다. 이충기ㆍ김학준(2020)은 KCI에서

수연ㆍ김대욱ㆍ최명일, 2013). 기존의 내용 분

2002년~2020년 내에 관광호텔 외식분야 학술

석(content analysis)과 언어 연결망 분석 방

지에서 ‘관광 경제’와 관련된 논문을 바탕으로 언

법을 비교하면 언어 연결망 분석은 논문 주제어

어 연결망 분석과 시각화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의 출현 빈도를 확인하고 단어들끼리의 관계를

관광경제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남윤섭ㆍ임

제시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으

화순(2019)은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지를 대상

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최영출ㆍ김

으로 총 892편의 관련 연구를 언어 연결망 분석

광구, 2011). 이와 더불어 언어 연결망 분석은

방법을 활용하여 관광개발 관련 국내 연구 동향

각각의 주요 개념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보

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국내 관광과 관련된 연구

다 체계적인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 기존의

동향의 키워드를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선행

내용분석과는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주제와 내용을 이

(김수연 외, 2013).

해하기 용이하며 연구의 변화 추이를 명확하게

관광학 분야에서 언어 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

파악할 수 있다.

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다. 이
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김보경ㆍ김미경(2015)
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분석

Ⅲ. 연구 방법

대상으로 소셜 매트릭스를 통하여 크루즈 관광과
관련한 주제어와 연관어를 바탕으로 크루즈 관광

1. 연구자료 및 분석 도구

에 대한 잠재고객의 인식과 이에 대한 변화의 흐
름을 살펴보았다. 이재혁ㆍ손용훈(2016)은 보

이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등재지(등재후보지)

다 객관적이고 빠르게 생태관광의 연구 동향을

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진 연구 동향 연구들과

분석하기 위하여 언어 연결망 분석을 채택하여

달리 국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관광학 분

해외 및 국내 생태관광의 연구 방향에 대해 조사

야의 국제 저명학술지 중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

하였다. 김민선ㆍ엄혜미(2016)는 최근 6년간

법론을 활용하여 다국적 관광객의 관광 행동을

관광분야 등재지에 실린 주제어 데이터를 사용하

연구한 학술지가 다수 있는 JDMM을 연구자료

여 국내 관광 연구 동향과 지식구조를 정리하였

의 수집 풀로 선정했다. 이 저널에 수록된 학술

다. 김정현ㆍ고동완(2016)은 국내의 관광분야

지 중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추출하기

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의 향방을 이해하고 언

위해서 “travel behavior(behaviour)”, “tourism

어 연결망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의미

behavior(behaviour)”, “tourist behavior

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광분야에서 사회

(behaviour)”와 같은 용어가 포함된 제목의 학

자본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이유

술지만을 추출했다. 연구 자료의 수집 기간은

진ㆍ양위주(2016)는 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JDMM의 출간년도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관광분야 내의 연구주제변화와 주제어의 차이를

로 설정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광연구의 연구 동향을 분

로 30편의 논문을 선정했고, 30편의 논문에 포

석하였다. 정승훈ㆍ남윤섭(2018)은 관광자원

함된 주제어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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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주제어 연결망에 대해 노드, 링

같다. 첫째, 밀도 분석은 언어 연결망을 구축하

크 수, 밀도 분석을 수행하여 주제어 연결망의

고 있는 주체 간의 연결 형태를 분석하고 전체적

기초적인 구조의 특성을 파악했고, 위세 중심성

관점에서 언어 연결망의 기초적 특징을 도출하는

분석을 통해 주제어 연결망 내 주제어의 위신과

분석 기법이다(Prell, 2012). 이 연구에서는 밀

영향력을 파악했다. 또한 CONCOR 분석을 통

도 지표를 주제어 연결망 내 주제어 간의 연결

해 주제어 연결망 내 세부 군집들을 조사했다.

형태 즉, 균형적 연결 형태인지, 불균형적 연결

이를 위해서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 중 UCINET

형태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했다.

6.682를 사용했고, CONCOR 분석 결과를 시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언어 연결망 분석에서 보

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Netdraw 프로그램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네 가지 중심성 분석(연

을 사용했다.

결, 매개, 근접, 그리고 위세 중심성) 중 위세 중
심성 분석만을 수행했다. 그 이유로는 중심성 분

2. 분석 방법

석은 자료의 특징에 따라서 사용할 분석 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비록 언어 연결망 분석 도구에

1) 언어 연결망 분석

의해 네 가지 중심성 분석이 수행되고 그 결과

언어 연결망 분석은 사회 연결망 분석의 개념

값이 도출될지라도, 자료의 방향성 존재하지 않

및 분석 기법을 언어 분석에 적용한 연구 방법으

을 때는 연결정도 중심성 및 위세 중심성 분석의

로서 다양한 내용 분석 기법 중 하나의 분석 기

결과 값만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법이다(박득희, 2022). 그러나 전통적인 내용

때문이다(Kang, Lee, Lim, & Park, 2018;

분석 기법은 문서나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서 특

Park et al., 2019). 이와 더불어 위세 중심성

정 개념들의 발생 빈도, 범주화 등을 실시하지

지표는 연결정도 중심성 지표의 확장된 개념으로

만, 언어 연결망 분석은 개념 간의 관계를 바탕

언어 연결망 내 특정 주체에 연결된 주체들의 개

으로 연결망을 구축하고, 연결망 내 개념 간 관

수를 계산하는 동시에 연결된 주체의 연결정도

계의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중심성 지수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산되는 지표이

수상, 2014). 구체적으로, 언어 연결망은 분석

다(박득희, 2021; Prell, 2012). 이 연구에서

의 주체(예: 주제어, 단어 등)를 나타내는 노드

는 위세 중심성 지표를 주제어 연결망을 구축하

(node)와 주체 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링크

고 있는 주제어 중 총체적인 영향력 또는 위신을

(link)로 구축되며, 구축된 언어 연결망에 밀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했다(박득희, 2022).

분석 및 중심성 분석을 수행한 후 언어 연결망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제어 연결망 내에서

내 주체 간의 연결 형태 및 연결망 내에서 주체

유사한 지위(position)에 있는 주제어들을 군집화

들의 위치(예: 영향력,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

하고, 군집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CONCOR

다. 이와 더불어 CONCOR 분석을 수행하여 언

분석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CONCOR 분석에

어 연결망 내 유사한 위치에 있는 주체의 군집을

대해 설명하자면, 연결망 안에서 어떠한 두 주체

조사할 수 있다(박득희, 2022; Shi, Zhu,

가 등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두

Yang, & Li, 2016)

주체는 연결망 안에서 타 주체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곽기영,

2) 주요 분석 방법

2017). 이러한 가정하에 수행되는 CONCOR

이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분석 방법은 다음과

분석은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주체들

언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관광행동 연구 동향 분석

간의 연결 패턴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연결망 안

도 지수는 0.082로 도출되었다. 밀도 지수는 0

에 존재하는 세부 그룹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과 1의 범위에서 도출되는데(Nooy, Mrvar, &

분석하는데 보편적으로 활용된다(곽기영, 2017).

Batagelj, 2005), 이를 통해 주제어 연결망 내
주제어들의 연결 형태는 주제어 간 다양하게 균
형적으로 연결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 특정한

Ⅳ. 분석결과

주제어에 불균형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
는 형태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주제어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
2. 주제어 연결망의 위세 중심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밀도 분석을 수행하여 주제어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했으며, 그 결과를

주제어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제어 중에

아래의 <Table 1>에 제시했다. 분석 결과를 살

다른 주제어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다

펴보면, 주제어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제어

른 주제어들에 비해 큰 영향력/위신을 가짐으로

(노드)의 개수는 143개로 확인되었고, 주제어

써 연결망 내에서 중심(핵심) 주제어 역할을 하

간의 연결(링크) 수는 1,666개로 나타났다. 주

는 주제어를 알아보고자 위세 중심성을 계산하

제어 연결망의 연결 정도 및 형태를 나타내는 밀

고, 그 결과를 아래의 <Table 2>에 작성했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keyword network
Keyword network
Node

143

Link

1,666

Density score

0.082

<Table 2> Results of eigenvector centrality analysis
Keyword network
Rank
1
2
3
4
5
6
7
8
9
10

Keyword
Behavioral intentions; Satisfaction; Tourist
behavior; COVID-19; Destination image
Intra-destination movement
Spatial/temporal patterns; Time-space
Misbehavior
Pro-environmental behavior
Sustainability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Sustainable travel behaviour; Market segment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Rural tourism

Eigenvector centrality score
0.316
0.107
0.105
0.104
0.103
0.101
0.100
0.098
0.095
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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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Behavioral

Behavioral intentions와 Satisfaction,

intentions, Satisfaction, Tourist behavior,

Destination images는 가장 많이 동시 출현한

COVID-19, Destination image 주제어는 주

단어임을 확인했고, 그 뒤로 Tourist behavior,

제어 연결망 내에서 다른 주제어들에 비해 보다

COVID-19,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큰 영향력/위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Spatial/temporal patterns, Time-space

Satisfaction과 가장 많이 동시 출현한 단어

등의 주제어가 주제어 연결망 내에서 큰 영향력/

는 COVID-19와 Destination image로 나타

위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났고, 그 뒤로 Tourist behavior, Memorable

관광객의 관광 행동에 있어 시공간 이동 패턴

tourism experiences 등이 도출되었다. Tourist

또는 시공간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behavior는 Destination image와 가장 많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주목받고 있음을 확

동시에 출현하였고, Spatial/temporal patterns,

인했다.

Time-space, Misbehavior 등의 단어와 동시에

셋째, Pro-environmental behavior, Sustainability,

출현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Sustainable travel behaviour, Sustainable

는 Tourist behavior와 Destination image

development 등의 주제어가 연결망 안에서 높

단어와 높은 동시 출현 빈도를 가지며, Destination

은 영향력/위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image는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같은 결과는 최근 환경에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와 가장 많은 동시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광으로 인한

확인했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관광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에서 기인

4. 주제어 연결망의 CONCOR 분석

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끝으로,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이 연구는 주제어 연결망 내에 존재하는 주제

Misbehavior,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어 간의 군집을 도출하고 각 군집이 갖는 특성

등 주제어의 영향력/위신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을 조사하기 위해서 CONCOR 분석을 수행했

목표 지향적 관광 행동에 관한 주제의 연구에 대

으며, 그 결과를 <Table 4>, <Figure 1>에 작

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성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주제어 연결망에서는 유

3. 주제어 간 동시출현 빈도

사한 지위를 가진 주제어들로 구성된 4개의 군
집이 도출되었다. 둘째, 군집 1은 사회적 이슈와

이 연구는 주제어의 속성을 분석하는 개별주

관광지 이미지에 관련한 관광객의 행동을 나타내

의적 접근이 아닌 주제어 사이의 연결 관계의 특

는 5개의 단어가 포함되었다. 셋째, 군집 2는 지

성을 조사하는 관계주의적 접근을 통해 관광 행

속가능한 관광과 관광객의 관광 패턴에 관련한

동에 관련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11개의 단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넷째, 군

위해 먼저, 주제어 연결망을 구축하는 주제어 중

집 3은 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법에 관

위세 중심성 지수가 제일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련한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다

이들 단어와 동시 출현한 주제어 빈도를 파악하

섯째, 군집 4는 관광학 분야에 관련한 일반적인

고 그 결과를 아래의 <Table 3>에 제시했다.

용어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120개의 단

언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관광행동 연구 동향 분석

<Table 3>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top 3 co-occurrence keywords in the keyword network.
Keyword

Co-occurrence keywords
Satisfaction; Destination image

30

Tourist behavior; COVID-19

28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20

COVID-19; Destination image

10

Behavioral intentions

Satisfaction

Tourist behavior

COVID-19

Destination image

Frequency

Tourist behavior

9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7

Destination image

10

Spatial/temporal patterns; Time-space; Misbehavior

7

Sustainable travel behaviour; Sustainable development;
Pro-environmental behavior

6

Tourist behavior; Destination image

9

Sustainability; Sustainable travel behaviour; Sustainable development;
Pro-environmental behavior; Spatial/temporal patterns; Time-space;
Misbehavior;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Intra-destination movement;

6

Tourist behavioral pattern; Perceived risk; Post-pandemic travel
intention; Post-crisis recovery; Intra-pandemic destination image

4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8

Sustainability; Sustainable travel behaviour; Sustainable development;
Pro-environmental behavior; Spatial/temporal patterns; Time-space;
Misbehavior;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Intra-destination movement;

6

Nostalgic emotion; Gaming tourist destination; Heritage tourism;
Visitor engagement

4

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연

를 표현했다. 흥미로운 점으로, 위세 중심성의

구에서는 CONCOR 분석 결과를 시각화를 했는

지수의 크기에 따라 군집이 형성됨을 확인하였으

데, 위세 중심성 지수를 바탕으로 주제어의 크기

며, 이를 통해 연결망 내에서 유사한 지위는 주

<Table 4> Results of CONCOR analysis.
Cluster

keywords

Cluster 1
(Related to image and social issue)

Behavioral intentions; Satisfaction; Tourist
behavior; COVID-19; Destination image

Sustainability; Sustainable travel behaviour;
Sustainable development; Pro-environmental behavior;
Cluster 2
Spatial/temporal patterns; Time-space; Misbehavior;
(Related to sustainability and tourist pattern)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Intra-destination
movement; Tourist activity; Participant pattern
Cluster 3
(Related to data analysis methods)

Time geography; Multi-method approach; Discrete
choice model;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Spatial analysis; GIS research; GPS

Cluster 4
(Related to general issues of tourism)

Cruise tourism, Heritage tourism; Deligh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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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isualization of Four clusters in keyword network

제어가 가진 위세 중심성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

결과, 비슷한 주제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

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일지라도 논문의 주제어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논문의 주제어 선정
은 전적으로 저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주제

Ⅴ. 결 론

어 연결망 분석을 하는데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진ㆍ양위주(2016)의 주장을 뒷받침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JDMM

한다. 따라서 논문의 주제어 선정에 도움을 줄

에 게재된 관광 행동과 관련한 논문들의 트렌드

수 있는 주제어 제시에 관련한 구체적인 주제어

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

의 수, 분석 기법 관련 주제어, 연구 주제어 등을

를 위해서 JDMM에 게재된 논문에서 관광 행동

정확하게 기입 할 수 있는 표기 방법의 마련이

과 관련한 단어가 논문의 제목 또는 키워드에 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함된 논문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

둘째, 밀도 분석 결과를 통해, 관광 행동에 관

했다.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논문들의 주제어를

련한 논문의 주제어로 구성된 주제어 연결망 내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제어의 동시출현 빈도

주제어들의 연결 형태는 특정 주제어에 집중적으

분석과 주제어 연결망 분석(밀도, 위세 중심성,

로 연결된 형태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분석

CONCOR)을 수행했다.

결과는 관광 행동에 관련한 논문들은 특정 주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 학자

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것

및 연구자들에게 향후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을 의미한다. 이에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수집된 논문을 고찰한

는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기후 환경 등의 외

언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관광행동 연구 동향 분석

부 요인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요자

높은 빈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심의 관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

결과는 각각의 주제어는 서로 상호관계 또는 연

문 분야와의 학문적 융합을 통한 연구 범위의 확

관성이 높은 주제어와 밀접하게 동시에 출현하는

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것을 시사한다.

셋째, 위세 중심성 분석 결과를 통해, behavioral

끝으로, CONCOR 분석 결과, 4개의 군집이

intentions, satisfaction, tourist behavior;

도출되었는데 군집 1은 사회적 이슈와 관광지

destination image 등의 주제어가 높은 중요도

이미지에 관련한 군집, 군집 2는 지속가능한 관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

광과 관광객의 관광 패턴에 관련한 군집으로 도

에서 연구모형을 통해 전통적 통계 분석 기법을

출되었다. 군집 3은 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분

활용한 연구에서 나오는 단어이다. 이를 통해 관

석 기법에 관련한 군집, 군집 4는 관광학 분야에

광 행동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모형에

관련한 일반적인 용어로 이루어진 군집으로 도출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세 중심성

되었다. 이 중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군집 1에

지수가 높은 1순위 주제어에 비해 다소 낮은 위

포함된 주제어들의 중요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

세 중심성 지수를 가지지만 Spatial/temporal

타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연구 주제의 선정이

patterns, Time-space, Sustainability 등의

학자들에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제어가 높은 순위에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했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화와 비

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시공간 행동에 대한 연

대면화에 따른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구,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연구 주제 또한 관

관광객의 관광 행동 및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광 행동에 관련한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

있는 스마트 관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관광

사료된다.

행동과 관련하여 연구자 및 학자들은 기존의 설

이 연구는 관광객의 관광 행동에 관련한 논문

문 자료 수집, 전통적인 통계 분석 기법 뿐 만이

을 활용하여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아닌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기법, 분석

환경, 경제적 환경,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관광

기법의 융합 등 분석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다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향후 관광객의

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하지 못한

관광 행동에 대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관광객의 관광 행동 패턴, 예측, 심리적 요인, 행

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동의도, 관광지 이미지 등에 관련한 새로운 시사

저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기존의 내용 분석과

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달리 주제어 간의 연결 관계의 특성을 조사하는

넷째, 주제어 간 동시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관계주의적 접근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 관광객

주제어 간의 중복을 제외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 관광 행동에 관련한 트렌드를 파악했다는 점

behavioral intentions는 satisfaction 및

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destination image와 가장 많이 동시 출현하였으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

며, satisfaction은 COVID-19 및 destination

다. 첫째, 이 연구는 JDMM에 게재된 논문만을

image와 가장 많은 동시 출현 빈도를 보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tourist behavior는 destination image와 가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

장 높은 동시 출현 빈도로 나타났으며, COVID-19

구에서는 SSCI 저널에 등록된 학술지로의 연구

는 tourist behavior 및 destination image와

대상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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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연결망 분석 기법만을 활용하여 보다 구체

research trends related to tourism re-

적인 주제어 패턴을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sources using research keywords: Applying

연구에서는 연결망 분석 기법과 연관성 규칙 분

to semantic network analysis technique.

석 기법을 혼합하여 활용한다면 주제어의 중요성
을 파악하는 동시에 주제어 간의 연결 패턴을 보
다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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