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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OVID-19 발생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봉쇄 기간 동안의 격리와 관련된
조건으로 인해 팬데믹은 관광객의 습관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프라이버시 카테고리, 테마, 속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전후
한국 명소 리뷰를 기반으로 관광객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
구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과 콘텐츠 분석을 결합했다.
데이터는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com)에서 수집했으며, 한국을 여행하고 14개의 다른 명
소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영어로 작성한 36,708개의 명소 리뷰로 구성되었다.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과 검증된 개인 정보 사전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 문제의 범주, 주제 및 속성을 탐색
하여 리뷰를 조사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 감성과 감정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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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COVID-19)는 새롭게 발

견된 코로나바이러스로 2020년 3월 11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로 확

산되어 팬데믹을 선언했다. 사스(SARS)

나 메르스(MERS)와 같은 기존의 전염

병과 달리 코로나19는 장기화가 이어지

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위기경보를

2020년 1월 20일 주의 단계로 격상(국가

위기 관리 4단계 중 2단계) 되었고, 이후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국

가위기 관리 4단계 중 4단계)된 이후 26

개월 간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

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 변화는 관

광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

다. 관광객들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과

위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현

상이 되었다. 안전과 위생은 관광 활동

의 기본적 가치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관

광객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

소로 자리잡았다. 안전과 위생을 중시하

는 심리적·행태적 변화는 코로나-19 이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인해서 관광객들의 관광 활동의 개별화

와 소규모화와 같은 행태 변화를 가져왔

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잠재 관광객들은 방

문 전에 온라인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관광지를 불확실

성을 낮추고 양질의 정보를 얻으려는 경

향이 더 커질 것이다. 온라인 구전 정

보 의 한 형태인 온라인 리뷰는 잠재 관

광객들에게 실제 관광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족 이유를 알

려주는 좋은 정보원천이 되고 있다(이현

주, 2017; 오흥철, 2018), 잠재 관광객들

은 호텔 및 여행사 등에서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보다 온라인 리뷰와 같은

소비자 리뷰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 Park, 2015;

Fang, Kucukusta & Law, 2016).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

하는 사용자들의 관광명소 방문 리뷰를

활용하여 각 리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프라이버시, 감성 그리고 감정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관광객들의

프라이버시 염려의 변화와 감성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관광객이 작성한 고객 리뷰 데이

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였는지 파악한다.

둘째, 관광객이 작성한 실제 고객 리뷰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텍스트 분

석과 검증된 개인 정보 사전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 문제의 범주 (privacy,

Norms requisites, Outcome state,

Private secret, Intimacy, Law,

Restriction, Open visible)에서 코로나

-19 전/후 주요 범주가 변화되었는 지

파악한다.

Ⅱ. 선행 연구

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개념

Warren과 Brandeis(1890, p. 193)가 "

혼자 남겨질 권리"로 개념화한 프라이버

시의 정의는 문명화된 사람들이 가장 가

치 있는 권리이자 가장 포괄적인 권리로

묘사된다. 여러 연구에서 이 구조의 다

양한 측면을 문서화하였다(Pedersen,

1979; Smith et al., 1996; Westin, 1970).

Pedersen(1979)은 익명성(군중에서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고독성(혼자 있고 타인

의 관찰로부터 자유로운 것), 고립성(혼

자 있고 타인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것), 내성적(남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친밀감(가족이나 친구와 단둘이 있

는 것)의 프라이버시 차원을 개념화했다.

또한 학자들은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변인으로 프라이

버시를 조사하였다(Bitner, 1992;

Eastlick et al., 2006). 실제로 잠재적 소

비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적시에 평가

하는 것은 사업 성공과 장기적인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Phelps et al.,

2001).

초기에는 프라이버시를 “외부의 간섭



이나 침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 개인에 대한 불가

침의 권리로 정의하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집되고 이용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생겨남에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정보에 대한 프라

이버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2. 프라이버시 염려 개념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

실에 대한 개인의 염려를 표현하는 개념

이다 (김종기 김상희, 2014). 프라이버

시 관련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핵심적인 개념으로 보고, 이의 결정 요

인 및 효과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프

라이버시와 관련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먼저 전통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행

동이 증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

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연구

는 개인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제안한 Fishbein &

Ajzen (1975)의 연구를 반영하여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합

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행동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행동 의도는 행동

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 간에

는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Ⅲ. 연구모형과 가설

1. 프레임워크 구성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관광객들의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화된 텍스

트 분석을 위해 개발된 검증된 프라이버

시 사전, 감성 분석 및 감정 분석을 이

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데이터 프

레임워크는 그림 1에 나와 있다. 관광객

이 다녀 온 관광명소의 리뷰데이터를 수

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

나-19 전후로 리뷰 데이터 내에서 단어

와 구문으로 프라이버시를 측정하였으며

감성 분석 및 감정 분석을 통해서 관광

객들의 인식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

구의 프레임워크는 ‘ 데이터 수집’, ‘데이

터 전 처리’ 의 2단계를 수행하고 국내

코로나-19 국가위기 관리 주의 단계가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

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

석’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연구 모형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은 온라

인 플랫폼 사이트로부터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외국인 방문객들의 리뷰를 크롤

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경주 등의 주요

도시의 관광명소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리뷰 데이터를 문서화하

고, 문서화된 리뷰 데이터를 모두 통합

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데

이터를 분할하였다.

Ⅳ. 실험결과

전체 데이터를 분석 결과는 <표1>에

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확인 하였

을 때 결과 상태(Outcome state)가 5%

유의수준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상태는 프라이버시를 통해 제공되

는 정적 행동 상태와 결과와 관련이 있

다(Gill et al., 2011). 코로나-19 전후를

비교 하였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개별적인 공간

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인으로부터의

분리로 심리적으로 자유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Scores
Mean scores T-test

Before After P-value

Total Outcome State 0.084 0.135 0.045

Family

Norms Requisites 0.104 0.299 0.089
Negative privacy 0.016 0.128 0.01
Open Visible 0.077 0.406 0.007

Friends Norms Requisites 0.103 0.243 0.067

부산

Negative privacy 0.037 0.069 0.099

Outcome State 0.062 0.228 0.003

Open Visible 0.111 0.013 0.063

제주 Open Visible 0.115 0.261 0.078

경주 Outcome State 0.063 0.276 0.062

<표 1>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여행 형태의 경우 비즈니스, 개인, 커

플, 가족, 친구 중 친구와 가족에서 코로

나-19 이후 프라이버시의 변화가 나타났

다. 가족의 경우 규범적 요건, 부정적인

프라이버시 경험, 개방된 가시성에서 변

화가 나타났으며 친구와 관광을 한 경우

규범적 요건(Norms Requisites)이 변화

가 나타났다. 관광명소의 경우 부산에서

는 부정적인 프라이버시(Negative

privacy), 결과 상태(Outcome state), 개

방된 가시성(Open visible)에 변화가 있

었다고 나타났다.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

은 결과 상태(Outcome state)가 개별적

인 공간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인으로

부터의 분리로 심리적으로 자유감을 얻

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

객은 개방된 가시성(Open visible)이 나

타났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

고, 타인이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

태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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