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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9년 12월 시작된 신종 감염병 COVID-19는 전 세계를 팬데믹 시대로 몰아넣었다. 그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COVID-19 확산을 우

려하여 내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이동이 감소하면서 관광산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행의 제한이 생기면서 ‘COVID-블루’ 같은 키워드가 급증했으며 우울의 빈도가 높아졌다. 기존에는 COVID-19와 스트레스

의 관계는 직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여행의 관계 역시 대책 방안이 아닌 분석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본 논문은 COVID-19시대의 스

트레스 의미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도출하고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여행 관련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

는 연구이다. 본 논문은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빅데이터 분석 툴인 텍스톰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UCINET6를 이용

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사점을 가진 단어들의 군집 도출을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여 키워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TextRank를 이용하여 키워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COVID-19 시작부터 현재까지 여행, 스트레스 위주의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분석 자료의 수를 더 늘려 추후 더 많은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The novel infectious disease COVID-19, which started in December 2019, has plunged the world into a pandemic era. As a result,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ok measures to restrict entry for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due to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COVID-19. As travel restrictions were imposed due to COVID-19, keywords such as ‘corona blue’ surged, and the frequency of 

depression increased. Previous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ona 19 and stress was about wor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ona 

19 and travel is also about analysis data, not about countermeasures. Therefore, this paper is a study that aims to contribute to deriving 

keywords by analyzing the stress semantic network in the era of COVID-19 and suggesting a new direction related to travel in the 

post-COVID-19 era. In this paper, stress caused by Corona 19 was analyzed using Textome, a big data analysis tool,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UCINET6. In addition, keywords were classified by performing CONCOR analysis to derive 

clusters of words with similarities. And keywor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extRank. However, since we have collected travel and 

stress-focused data from the beginning of COVID-19 to the pres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more data in the future by increasing the 

number of analyz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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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OVID-19같은 전염의 위험이 높은 감염병은 이동의 제한이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동이 주 목적인 여

행업계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COVID-19때문에 우울

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3월 조사결과보다 1.1% 증가한 18.6%로서 10명 중 2명이 ‘COVID-블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1,2]. 2020년 2월부터 COVID-19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감염의 두려움이 커짐에 따라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감소 될 것이라고 하

였다. 하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COVID-19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COVID-블루와 같은 심리적 피로감의 해소를 위해 국

내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3]. 그리고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2020년 5월 7일에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4%는 COVID-19 발생 이후 국내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을 다녀온 계기는 사회적 거리두

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50.8%)가 가장 많았으며, 국내여행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서(32.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4]. 이처럼 스트레스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며, 사람은 다양한 내부, 외부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일상

생활을 벗어나 여행을 하려는 욕구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COVID-19 이후 여행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

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과 관련된 심리 연구들은 여행사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포스트 COVID-19 이후의 자료분석이 미비한 실정이다[5]. 그러한 점에서 포스트 COVID- 이후의 여행업계를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COVID-19의 경우 확산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여행업계는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4].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정보의 공유가 빠른 소셜 미디어 채널을 선택하면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시기 

여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키워드를 발견하여 COVID-19시대에 맞는 여행이나, 관광플랫폼의 필요한 분석정보를 주기 위함이다. 

그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에 가장 좋다고 판단하였고 소셜 네트워크분석을 위해 텍스톰(Textom)을 

통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변화 양상 분석을 위하여 UCINET6[6]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

다. 시각화를 위하여 NetDraw[7]를 이용하였고 키워드 관련 단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유사 단어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TextRank[8]를 이용하여 COVID-19와 연관된 스트레스, 여행과 같은 

키워드 분석을 하여 핵심 키워들를 선택하기 위해서 단어 간의 co-occurrence graph를 만들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선택하

기 위해서는 키워드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sentence similarity graph를 만들고, 이후 각각 그래프에 PageRank를 학습하여 각 마

디의 랭킹을 분석하였다. 이 랭킹이 높은 순서대로 키워드와 핵심 문장이 된다. 연구 방법 및 결과 도출은 3가지 연구 문제를 제

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COVID-19와 여행, 스트레스 관련 키워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소셜 빅데이터

에 나타난 관련 핵심 단어 중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무엇인가? 세 번째, 네트워크 내의 단어들은 어떠한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연구방법에서 대해서 기술하였고, 3장은 TextRank를 이용한 키워드 분석을 기술하였고, 4장은 결

론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게시글 수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마이닝을 실시

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방법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기간은 COVID-19의 심각 단계 격상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년을 수집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텍스톰을 활용하였고, 네이버, 다음, 구글에 게시된 관련 웹문서를 수집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사태 이후 여행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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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키워드는 COVID-19, 여행, 스트레스의 단어가 포함되는 문서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정제는 텍스톰 프로그램의 정제, 형태소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전처리를 하였다.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을 통합한 후 광고 관련 단어를 불용어 처리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위하여 분석기인 Espresso K를 활용하여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여 알아보았다. 그 후 빈도 및 n-gram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용어를 유사어 통합 전처리 하였다. 유사어 통합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COVID-’, ‘우한폐렴’, ‘COVID-19’ 등은 ‘COVID-19’로, ‘관광’ ‘투어’ 등은 ‘여행’으로 통합하였다.

Fig. 1. Data collection, cleansing, and analysis process

2.2 자료 분석

COVID-19 여행 스트레스 관련 소셜 빅데이터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TF-IDF는 텍스트마이닝에서 추출된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

는 값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OVID-19와 여행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위 단어 60개를 텍스

톰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키워드 중에 상위 60개 단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에서 제시된 상위 60개의 핵

심 단어들에 대해 동시출현 행렬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를 구성한 뒤, 수치로 파악하는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COVID-19 여행 스트레스 관련 상위 60개 핵심 단어들의 네트워크 하위 집단 파악을 위하여 UCINET 

6.0에 연동된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COVID-, 여행, 스트레스 관련 문서 내 주제어 빈도 분석을 한 것이다. 2020

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간 COVID-19, 여행, 스트레스 관련 문서에 등장한 단어를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2020년 3

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간 COVID-19, 여행, 스트레스 관련 문서를 찾아보았고 COVID- 발현 시점과 현재까지 여행 및 스

트레스에 관련된 문서는 총 6,782건이 등장하였다. COVID-19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는 약 1여년 간이며 그 사이에 여행에 대한 

검색은 과거에 비해 적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여행 스트레스 관련 문서를 빅데이터로 바라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6,782건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1. Top 60 words in the TF-IDF for COVID-19, travel and stress related documents

TF TF-IDF

순위 단어 TF 순위 단어 TF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COVID-19 1898 31 우울 46 1 여행 572.5221 31 집 158.2125

2 스트레스 1479 32 생각 45 2 해소 478.5153 32 우울 152.9103

3 여행 808 33 국내여행 45 3 감염병 345.1829 33 생각 148.475

4 해소 326 34 중앙일보 45 4 블루 313.827 34 집콕 140.1699

5 감염병 158 35 우울감 40 5 해결방법 302.3498 35 안전 138.3439

6 해결방법 124 36 안전 39 6 시대 300.7327 36 확진 137.5356

7 블루 117 37 올해 38 7 COVID-19 285.1894 37 우울감 137.1799

8 시대 117 38 확진 37 8 스트레스 274.1867 38 대한 133.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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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p 60 words in the TF-IDF for COVID-19, travel and stress related documents (Continue)

TF TF-IDF

순위 단어 TF 순위 단어 TF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9 사람 96 39 우울증 36 9 확진자 246.0423 39 올해 133.6273

10 사회적 거리두기 95 49 방법 35 10 사람 245.6322 49 우울증 131.2459

11 확진자 89 41 계획 35 11 해외여행 244.1221 41 계획 130.1013

12 해외여행 86 42 발생 34 12 사회적 거리두기 241.9752 42 음식 126.5537

13 일상 83 43 집콕 34 13 극복 236.4124 43 발생 126.3841

14 극복 81 44 국내 34 14 일상 233.0908 44 방법 124.1548

15 마음 76 45 가족 34 15 마음 210.1036 45 국내 123.9545

16 사회 67 46 확산 34 16 아이 198.7939 46 비대면 123.9545

17 아이 62 47 비대면 34 17 사회 194.4435 47 가족 122.8018

18 상황 60 48 음식 33 18 이후 189.1748 48 COVID-블루 120.5185

19 불안 59 49 뉴스 33 19 심리 186.7141 49 뉴스 120.3088

20 이후 59 50 경험 31 20 불안 184.1505 50 확산 119.5613

21 2021년 58 51 마스크 30 21 상황 183.7063 51 세계 116.4025

22 기자 58 52 언택트 29 22 2021년 182.2253 52 마스크 116.3256

23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56 53 호텔 28 23 건강 170.318 53 관련 116.0448

24 심리 54 54 드라이브 26 24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167.3092 54 언택트 115.0863

25 건강 52 55 영향 26 25 시간 161.4413 55 호텔 112.4839

26 사태 51 56 방역 26 26 장기 161.4413 56 드라이브 111.9291

27 시간 50 57 걱정 25 27 중앙일보 161.0563 57 방역 104.4494

28 장기 50 58 힐링 25 28 사태 160.2326 58 힐링 101.7144

29 집 49 59 제주 23 29 국내여행 159.6276 59 백신 99.6184

30 추천 48 60 백신 22 30 추천 158.3733 60 제주 99.01421

현재에 키워드 관련 문서에서 TF값과 TF-IDF값이 높은 단어는 ‘여행(TF: 3위, TF-IDF: 1위), 해소(TF: 4위, TF-IDF: 2위), 

감염병(TF: 5위, TF-IDF: 3위), 블루(TF: 7위, TF-IDF: 4위), 해결방법(TF: 6위, TF-IDF: 5위)와 같이 감염병 시대의 해결방법

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Table 1의 결과에 따라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하면 Fig. 2와 같다.

Fig. 2. WordCloud of top words for COVID-19, stress, and travel related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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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핵심 단어의 중심성 및 네트워크 시각화 및 핵심단어 하위 집단

본 연구의 핵심 단어들 중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 값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노드의 크기가 크면 연결중심성 값이 큰 것을 의미한다. 선의 굵기는 동시출현빈도를 나타낸 것이므로 두 단어 간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다면 선이 굵게 나타난다.

Fig. 3. Full network visualization of key words

Fig. 4는 8개의 소규모 군집이 형성되었으며 4개의 큰 군집으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다. 군집 1은 COVID-19스트레스와 관

련된 내용이며, 군집 2는 COVID-19로 인한 해소방법, 군집 3은 COVID-19 여행에 관련된 내용, 군집 4는 COVID-19로 인한 불

안을 나타낸다. 

Fig. 4. Visualization of related key word clustering and CONCOR analysis results of key words



92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4, 2021

COVID-19, 여행, 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들의 군집 분류를 위해 CONCOR 분석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군집은 

총 4개로 분류되었으며, 군집1은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 군집2는 COVID-19로 인한 여행 영향, 군집3은 관광 및 여행 관련 이슈, 

군집4는 COVID-19로 인한 불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CONCOR 분석에 기초한 키워드 요인 유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es of factors related to COVID-19 travel stress based on CONCOR analysis

군집명 핵심단어

군집1 스트레스 행동
스트레스, COVID-19, 해소, 해외여행,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호텔, 올해, 여행, 일상, 이후, 상황, 

마음, 시간, 방법, 생각, 추천, 발생, 가족, 계획, 시대, 음식, 사람, 집, 확산, 경험, 걱정

군집2 COVID-19 여행 영향 드라이브, 안전, 국내, 제주, 힐링, 언택트, 비대면

군집3 관광 및 여행 이슈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국내여행, 해결방법, 중앙일보, 기자, 감염병, 사태, 아이, 사회, 뉴스, 확진자, 

마스크, 영향, 집콕, 건강

군집 4 COVID-19 불안 블루, 우울감, 우울, 불안, 우울증, 방역, 극복, 장기, 백신, 심리, 확진

핵심단어 하위 집단을 군집으로 표기한 결과, 총 4가지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모두 COVID와 여행, 스트레스에 관련된 

키워드이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에서 여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동의 제

한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해소방법으로 비교적 이동이 적은 국내 여행을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한다. 확산, 확진에 대한 걱정으로 

여행 중에는 안전, 국내, 힐링, 언택트, 비대면 등을 추구하는데 그 중 제주에 대한 언급량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를 기초로 포스트 COVID 시대에 대응하여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대응한 여행지 추천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결과로 COVID 이슈

에 관련하여 안전, 언택트, 방역에 중점을 두는 여행 플랫폼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3. TextRank 기반의 키워드 추출 감상 분석

TextRank는 키워드 추출 기능과 핵심 문장 추출 기능, 두 가지를 제공한다.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단어 그래프를 만

들어야 한다. 마디인 단어는 주어진 문서 집합에서 최소 빈도수 min_count 이상 등장한 단어들이다. sents는 list of str 형식의 문

장들이며, tokenize는 str 형식의 문장을 list of str 형식의 단어열로 나누는 토크나이저이다. TextRank를 이용하여 핵심 문장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문장 그래프를 만들어야 한다. 각 문장이 마디가 되며, edge weight는 문장 간 유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문

서 간 혹은 문장 간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sine similarity가 이용되는데, TextRank는 아래와 같은 문장 간 유사도 척도를 

제안했고, 두 문장에 공통으로 등장한 단어의 개수를 각 문장의 단어 개수의 log 값의 합으로 나눈 것이다. 

  
log∣∣ log∣∣

∣∣∈  ∈∣
 (1)

그런데 위의 척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이 값의 최대값은 1이 아니며,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의 길이가 길수록 높은 유사도를 

지닌다. 예를 들어, 두 문장 S1, S2가 모두 16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15개가 겹친다면 두 문장의 유사도는 15 / (4 + 4) = 

1.85입니다.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길이에 log를 부여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질수록 분모의 값의 증가분은 줄어든다. 대신, 길

이가 길기 때문에 다른 문장과 중복된 키워드가 등장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TextRank는 길이가 긴 문장을 선호한다. 또한, 

한 문장이 여러 문장과 높은 유사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서 집합에서 자주 등장한 키워드들을 여러 개 포함해야 한다. 

앞서 tokenize 함수에서 관사와 같은 문법 기능의 키워드들을 제거하고, 명사나 형용사와 같이 의미를 지니는 키워드만 남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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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여러 문장들고 높은 유사도를 지니는 문장은, 주어진 문서 집합에서 자주 등장한 명사 / 동사 / 형용사들로 이뤄진 문

장이다. 문서 집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있는 키워드들을 여러 개 지닌 문장은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 문장 간 유

사도로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여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지만, Cosine similarity는 길이가 짧은 문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앞선 예시에서처럼 16개의 단어로 구성된 두 문장 사이에 공통된 단어가 15개가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아마도 3, 4개

의 단어가 공통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만약 다른 문장이 2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중 하나의 키워드만 함께 등장하여

도 절반이 넘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등장한 것이 된다. TextRank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장 간 유사도 척

도를 재정의 했다. 이후에 다른 문장 간 유사도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LexRank[9]

는 TF-IDF +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하였으며, Gensim[10]의 summarize 함수는 검색 엔진에서 이용하는 BM25라는 문서 간 

유사도 함수를 이용하였다. 위의 이야기를 아래의 함수로 구현한다. 실험을 위하여 문장 간 유사도를 Cosine similarity와 

TextRank 의 유사도 모두 구현한다. 물론 문장 간 유사도를 아래와 같이 str 연산으로 구현하면 매우 느립니다만, 눈에 보기 편한 

코드로 구현했다. 또한, min_sim이라는 argument를 추가하였다. 문장 간 그래프의 sparsity가 클수록 PageRank 의 계산이 빠르

다. 이를 위하여 문장 간 유사도가 0.3 보다 작은 경우에는 edge 를 연결하지 않는다.

4. 관광 트렌드 사례

본 논문에서 COVID-19이후 여행, 스트레스 관련 문서의 핵심 키워드 분석하여 변화된 관광패턴을 고려하여 안전한 환경에

서 소규모 ‧ 야외활동이 가능한 근거리 여행지 발굴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포스트 COVID-19 시대에 도래할 새로운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추진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에서 감염병으

로부터 안전한 환경과 매력성이 보장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심리 회복을 위한 선제적 마케팅 추진- 사람 간의 접촉이 적고 

개인 또는 소규모 야외활동이 가능한 걷기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경기도 걷기여행길”에 대한 홍보 강화되고 있다.

Fig. 5에서처럼 COVID-19 이후 생활밀착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녹지의 역할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민들이 공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자가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칭)경기 건강공원 지원사업’ 추진 검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고, 공원 내 자가건강관리가 가능한 ‘유헬스(U-Health)’ 시스템17)을 구축하고, 지역보건소가 도민들에게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관리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여행, 스트레스 관련 문서의 핵심 키워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관광활성화 인프라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근

거하여 관광업계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시숲 관광 인프라와 같은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Fig. 5. Urban forest life-oriented tourism infrastructure plan



94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4, 2021

5. 결 론

본 논문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COVID-19, 여행, 스트레스 관련 문서의 핵심 단어를 도출하고 이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키워드 관련 주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COVID-19가 발현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 시초지만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은 

2020년 3월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 총 1년간의 관련 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여행, 스트레스 관련 문서 내에서 TF-IDF값이 높은 60개의 핵심 단어 도출 결과, ‘여

행’, ‘해소’, ‘감염병’, ‘블루’, ‘해결방법’ 순으로 값이 높게 나타났다. COVID-19로 인해 COVID-블루 같은 우울감은 높아지고, 

이와 같은 우울감 해소를 위해 해결방법 중 여행을 한 가지 방법으로 모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핵심 단어들이 어떠한 하

위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련 핵심 단어는 4가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1

은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 군집2는 COVID-19로 인한 여행 영향, 군집3은 관광 및 여행 관련 이슈, 군집4는 COVID-19로 인한 

불안으로 연구자가 군집을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의 발현시기가 1년이기 때문에 분석 문서의 수가 적어 포괄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하여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COVID-19가 스트레스

와 여행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탐색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COVID-19와 스트레스는 분명한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여행을 자제하지만, 스트레스의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여행’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포스트 COVID-19 팬데

믹 시대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미 네트워크 키워드를 기반으

로 관광업계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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