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VDAT(Love Data) 팀 

: 가족 단위 캠핑족을 위한 지역 및 사용자 기반 농장 추천 서비스 

“Family, Farm to Camp!” 



사진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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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Camp는 가족단위 캠퍼들에게 먹거리, 할거리, 교육적 요소를 제공함 

“F2Camp”란?  Family,Farm to Camp! 

Family, Farm to Camp! 



“F2Camp”란?  Family,Farm to Camp! 

F2Camp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농장을 추천함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캠핑족에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캠핑장 인근 농장을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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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Farm to Camp! 

가족 단위 캠핑족을 위한 지역/사용자 기반 농장 추천 서비스 



Family, Farm to Camp! 

1. 캠핑시장 분석 

1-1. 가족캠핑 특징 

1-2. 문제점 분석 

2.  아이디어 도출 

3.  데이터 분석  

3-1. 데이터 분석방향 설정 

3-2. 소셜 데이터 

3-3. 유입인구 데이터 

3-4. 매출 데이터 

3-5. 추가 분석 

4. 마케팅 방안 

5. 결론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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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그룹: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30대-40대) 

연령 별 캠핑 목적 

30-40대 

감성 

가족 

추억 

� 일상 생활로부터의 도피, 쉼을 위한 캠핑 

�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좋은 추억을 

제공하고자 함 

� 주 5일제가 정착한 후 가족 단위 레저로 변모 

� 어렸을 때 추억을 환기하기 위한 캠핑 

� 귀농, 귀촌의 증가 트렌드와 연관됨 

가족 캠핑의 특징 

연령대 별 캠핑인구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30-40대는 가족의 추억을 중요시함  

� 캠핑을 통해 가족의 끈끈함

을 더 느끼려고 함 

 

 

� 특히 30-40대는 아이와 

함께하는 캠핑을 통한 가치

를 중요시 함 

 

 

�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

는 순간 캠핑의 횟수가 줄

어듦(사춘기 시작, 학교 일

정) 

 

1. 캠핑시장 분석 
1-1. 가족 캠핑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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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30-40대가 캠핑을 할 때의 문제점을 발견함  

1. 캠핑시장 분석 
1-2. 문제점 분석 

감성 

가족 

추억 

30-40대 

데이터 분석 타겟 그룹의 NEEDS & WANTS 

� 캠핑과 관련해서 ‘편리’,’여유’, ‘가족’을 중시함 

�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과 캠핑을 연관지음 

� 전문 캠퍼가 아닌 이상 편리함도 중시 

� 계절 별 선호 캠핑장이 다름 

� 30-40대의 자녀 지출 건수가 많음 

� 30-40대의 국내 여행 시 자가용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 

� 40-50대 여성의 유기농 식품 지출 건수가 많음 

 

매출 건수 데이터 소셜 데이터 

“캠핑 가서 뭐 하고 놀지?” 

“바비큐랑 뭐 먹지?” 

“좀 더 교육적인 활동 없을까?” 

� 캠핑가서 할 거리 부족 

� 『좀 놀아본 캠핑』과 같은 서적이나 할 

것이 부족에 대한 다양한 블로그 글 등

이 존재함 

� 농산물 및 먹거리 중시 

� 바비큐가 가장 검색양이 많은 가운데, 

채소나 레토르트 식품도 비중이 꽤 큼 

� 캠핑을 통해 추가적으로 교육적인 효과

가 있으면 더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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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핑시장 분석 
1-2. 문제점 분석 

캠핑 시장의 기회로 ‘팜핑’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으나, 이 또한 한계가 존재함  

팜핑(Farmping)이란? 
Farming + Camping 의 합성어! 
 
� 한 장소에서 체험농장과 캠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설 

� 체험과 동시에 숙박이 해결되어 기존에 체험농장을 즐기거나 캠핑을 즐기던 

아이가 있는 가족단위 캠핑족에게 인기 

� 2015년 예상 캠핑 트렌드 중 하나 

국내 사례 

충북 보라숲 팜핑 밀양 평리마을 충남 용본산 캠핑장 

� 블루베리 체험 등 

다양한 선택지 

� 모든 시설 구비 

� 민물고기 만나기  

� 뗏목체험  

� 메밀묵 만들기 

� 계절별 다른 과일 수

확 체험 프로그램 

� 수영장 등 놀이시설 

BUT! 팜핑의 한계 

� 아직까지는 숫자가 많지 않음 

� 국내 사례들은 모두 지방에 위치하여 서울에

서 출발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지형상 농장과 캠핑을 모두 운영하는데 한계 

존재 

� 캠퍼들은 다양한 캠핑장을 경험하려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단골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 

팜핑의 긍정적인 점을 취하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7 



2. 아이디어 도출 

가족 단위 캠핑족을 위한 지역/사용자 기반 농장 추천 서비스 F2Camp를 제안함 

� 캠핑장을 입력하면 출발지 및 사용자 특성을 반영

한 중간에 들릴 수 있는 개인에 맞춤화 된 최적의 

(체험)농장을 추천해 줌  

� 원하는 농장 부근의 캠핑장 검색 또한 가능 

�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한 검색 가능 

 

� 자신과 비슷한 캠퍼들이 선호하는 캠핑장, 농장 

확인 가능 

� 가장 인기 있는 캠핑장 및 농장 확인 가능 

� 캠핑장 및 농장에 대한 리뷰 확인  

� 캠핑장 및 농장 예약 가능 

� 캠핑장과 농장을 패키지로 구매할 시 할인 적용 

타겟 사용자 

아이가 있는 가족 

� 새로운 경험 중시 

� 먹을거리 중시 

� 자녀 교육  투자 

F2Camp를 통해 기존에 캠핑만으로  

충족할 수 없었던 욕구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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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Camp”란?  Family,Farm to Camp! 



3. 데이터 분석 
3-1. 데이터 분석방향 설정 

F2Camp의 서비스 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데이터 분석 방향을 설정함 

소셜 데이터 

원자료 

유입인구 데이터 

원자료 

매출 데이터 

원자료 

데이터 선별 데이터 가공 결과 분석 

데이터 선별 데이터 가공 결과 분석 

데이터 선별 데이터 가공 결과 분석 

� 키워드 카테고리화 

� 필요한 키워드 선별 

� 이상 데이터 추가분석 

� 광고 데이터 삭제 

� 장바구니 분석 

� 월별 감정변화 분석 

� 월별 음식변화 분석 

� 필요한 지역 선별 

� 유입지 선별  

� QGIS로 지도 매시업 

� 캠핑장 및 농장 좌표 

인근 유입인구 필터링 

� 시계열 분석   

� 캠핑장 유입인구 분석 

� 캠핑장 유입지 분석 

� 캠핑장 근처 농장 추천 

� 매출 카테고리 군집 

분석 

� 상관계수 도출 

� 필요한 매출 카테고리 

군집 선별 

� 선별된 군집에 대한 

상위 유입지 도출 

� 유입지에 대한 연령대 

및 성별 도출 

� 선별된 카테고리의 유

입지 특징 분석 

� 마케팅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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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소셜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선별하고 가공함 

1. 키워드 카테고리화 

2. 필요한 카테고리 선별 

� 키워드의 특징에 따라 ‘캠핑장/

음식/장비/감정/행사’로 구분 

� 1카테고리: 감정 

� 2카테고리: 감정&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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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OR 포함 결정 이상 데이터 추가 분석 

� 해당 월에 과도하게 크

게 발생한 키워드에 대

한 추가 분석 

� 광고일 경우 삭제 

� 유의미한 키워드일 경

우 포함하여 분석  

장바구니 분석 

� 월별 감정변화 

� 월별 음식&감정 변화 

선별 가공 



감정, 음식 데이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사점 도출과정 

11 

감정 음식 

긍정 VS 
부정 

선호 가치 
감성 VS 
실리 

날씨 
따뜻 VS 
시원 

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선호 음식 

<Modeler를 통한 4월 감정 키워드 예시> <Modeler를 통한 4월 감정&음식 키워드 예시>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 냄 

시사점 

3월 4월 5월 

감정 키워드 편안, 편리, 힐링, 사랑 행복, 여유, 편리, 사랑, 편안 간편, 사랑, 여유, 편안, 행복, 힐링 

가치 실리 실리 & 감성 실리 & 감성 

특이점 
따뜻함 감소,  

사랑 증가 

따뜻함 감소 불리-피해-걱정, 

따뜻 대신 시원 

음식 키워드 
고기,바비큐, 삼겹살,라면 고기,바베큐,야채,라면,김치,양파 

맥주,양념,마늘 

고기,바비큐,맥주,삼겹살,라면,양념,목살,

와인,야채 

6월 7월 8월 

감정 키워드 시원, 편안, 힐링, 사랑 시원, 여유, 힐링, 간편, 편안 귀차니즘,시원,여유,편안,편리,힐링 

가치 감성 실리 실리 

특이점 
시원함 중시, 걱정 부담 증가 가장 많은 키워드 발생,  

가장 많은 부정적인 키워드 

음식 키워드 
고기,맥주,바비큐,꼬치,마쉬멜로

우,삼겹살,목살,라면, 

야채,양파,양념,베이컨 

고기,바비큐,라면,삼겹살,소시지 고기,삼겹살,BBQ,맥주,스테이크, 

라면,소시지,소스,김치,볶음밥, 

야채,감자,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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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 월별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 냄 

시사점 

9월 10월 11월 

감정 키워드 시원, 여유, 행복, 힐링, 사랑 여유, 간편, 부담, 행복, 사랑, 편리 따뜻, 여유, 사랑, 부담, 고생 

가치 감성 실리 & 감성 감성 

특이점 
키워드 대폭 감소 맛있는행복 광고 

시원 감소, 따뜻 증가 

부정적 키워드 다수 

따뜻 증가 

음식 키워드 
고기,바비큐,라면,맥주, 

새우,삼겹살,김치 

고기,맥주,바비큐,라면,불고기,삼겹살,

양념,소시지,새우,목살,김치,와인,꼬치,

핫도그,스테이크,야채 

고기,바비큐,라면,목살,삼겹살,김치, 

맥주,야채,새우 

12월 1월 2월 

감정 키워드 
따뜻, 행복, 편리, 사랑 따뜻, 사랑, 걱정, 편안, 여유 따뜻, 편리, 편안, 행복, 사랑 

가치 
감성 감성 실리 

특이점 
따뜻함 지배적   걱정 증가 

음식 키워드 
고기,바비큐,라면,삼겹살, 

목살,김치,맥주,소스 

고기,바비큐,라면,새우,목살,야채, 

김치,맥주 

고기,바비큐,라면,야채,삼겹살,목살, 

김치,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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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음 

감정 키워드 활용방안 음식 키워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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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긍정 VS 
부정 

선호 가치 
감성 VS 
실리 

날씨 
따뜻 VS 
시원 

� 캠핑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감정

을 얻을 수 있는 계절 추천 

• 2,7,8월보다는 다른 달을 추천 

� 계절의 변화에 적절한 장소 추천 

• 여름: 계곡이 있는 산 근처 

• 겨울: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 감성을 더 중요시하는 달에 가족 

프로모션을 강화 

• 봄: 4,5,6월 

• 가을/겨울: 9,10,11,12,1월 

선호 음식 

� 월별 선호 음식이 다른 경우 

Æ 해당 월에 선호하는 음식과 관련된 농장 추천 

• 5월: 와인과 곁들어 먹을 수 있는 치즈 가공 농장 추천 

• 6월: 꼬치에 필요한 채소들을 재배하는 농장 추천 

 

�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인기있는 음식이 존재 

(고기, 삼겹살, 바비큐 등) 

Æ 이러한 음식들과 보완재인 작물 (쌈채소 등) 

과 관련된 농장은 지속적으로 추천 

 



유입인구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선별하고 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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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가공(매시업) 

 관심변수 선별 

� 초등학생 저학년

까지의 어린 자녀

를 둔 부모 

Æ 가평, 남양의 30, 

40대 남녀 유입 인구  

 

유의미한 유입지 선별 

� 해당 지역 자체의 유입인

구 제외                          

(가평-가평, 남양-남양) 

� 규모가 큰 인근지역 선별  

� 규모가 큰 서울 5구 선별 

좌표 필터링 

� QGIS의 버퍼, 교차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캠핑장의 

좌표의 70m 이내에 있는 

유입 인구만 필터링 (일반

적인 캠핑장의 면적을 고

려, 대규모 캠핑장의 경우 

다수의 좌표 설정) 

 

캠핑장 좌표와  

매시업 

� QGIS로 캠핑장 좌표와 

매시업 

� 캠핑장: 남양 52개, 가

평 116개의 좌표  

� 농장: 가평 30개, 남양 

56개 

<SPSS를 통한 데이터 선별 과정> <QGIS를 통한 좌표 필터링 과정> 

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군집화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유입인구의 특징을 도출함 

군집화 시계열 분석 

� 가평, 남양의 3, 6, 9, 12월 캠핑장 

인근의 30, 40대 남녀 유입인구에 

대한 유입지 군집화    

 

Æ 유입 인구의 규모와 분포 측면에서 

서비스의 주된 타겟 지역이 될 만한 유

입지를 비슷한 그룹으로 분류 

� 유의미한 유입지 각각에 대한 시퀀

스 차트 생성  

 

Æ 각 그룹별로 유입 인구의 특성 파악, 

지역별 서비스 제공 다양화와 마케팅 

방안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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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가평의 유입인구에 대한 유입지를 군집화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음 

가평 유입지 군집화 

30남3 40남3 30여3 40여3 30남6 40남6 30여6 40여6 30남9 40남9 30여9 40여9 30남12 40남12 30여12 40여12

42110 41360 41360 41360 42110 41360 41360 41360 42110 41360 41360 41360 42130 41360 42130 41360

41360 42110 42110 42110 41360 42110 42110 42110 41360 42110 42110 42110 41360 42130 41360 42130

11710 11680 11680 11260 11680 11680 11680 11260 11680 11680 11680 11350 11710 11680 11680 11350

11680 11710 11710 11710 11710 11350 11710 11350 11710 11350 11710 11680 11680 11350 11710 11680

11740 11260 11260 11680 11260 11710 11260 11710 11260 11710 11260 11710 11740 11710 11260 11710

11260 11350 41310 11350 11740 11260 11350 11680 11350 11260 11350 11260 11260 41150 11740 11740

11215 11740 11740 11740 11350 41150 11740 11740 11740 41150 11740 11740 11350 11740 11350 11260

11350 11650 11350 11110 11290 11740 11290 41150 11290 11740 11290 41150 11230 11260 11290 41150

41360 경기도 남양주

42110 강원도 춘천시

11260 서울시 중랑구

11680 서울시 강남구

11710 서울시 송파구

11350 서울시 노원구

11740 서울시 강동구

42130 강원도 원주시

유입 규모에 따른 순위를 종합한 결과 유입지 중에서 인근의 남양주, 춘천시와 서울의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송파구, 중랑구를 유의미한 유입지 그룹으로 파악 

 

남양주, 춘천, 서울 5구의 유입이 대체로 많다는 것을 파악 
17 

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남양의 유입인구에 대한 유입지를 군집화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음 

냠양 유입지 군집화 

유입 규모에 따른 순위를 종합한 결과 유입지 중에서 구리시, 서울의 강남구, 강동구, 노원
구, 송파구, 중랑구, 그리고 양평군을 유의미한 유입지 그룹으로 파악 

 
경기도 구리시, 서울 5구, 양평군의 유입이 많다는 것을 파악 

41310 경기도 구리시

41830 경기도 양평군

11260 서울시 중랑구

11680 서울시 강남구

11710 서울시 송파구

11350 서울시 노원구

11740 서울시 강동구

41820 경기도 가평군

30남3 40남3 30여3 40여3 30남6 40남6 30여6 40여6 30남9 40남9 30여9 40여9 30남12 40남12 30여12 40여12

41310 41310 41310 41310 41820 41310 41310 41310 11710 41310 41310 41310 41820 41310 41310 41310

41820 11260 41830 41830 41310 11260 11710 11710 41820 11710 11260 11710 41310 11260 11260 41830

41830 41830 11260 11260 11710 11710 11260 11680 41830 11260 11710 11260 41830 11350 11350 11260

11260 11740 11350 11740 11680 11680 11680 11260 41310 11740 11350 11740 11260 11740 11740 11350

11740 11350 11740 11680 11260 11740 11215 11740 11740 11350 41830 11350 11350 11710 41830 11740

11710 11680 11710 11215 11740 11350 11740 11215 11260 11680 11740 41830 11740 11680 11710 41150

11680 11710 11680 11350 11350 11215 11350 11350 11680 41830 11680 41150 11710 41830 41150 41820

11350 11215 11215 11710 11215 11290 41150 41820 11350 41150 41150 11680 11680 11230 11680 11710

11215 41150 41150 41820 42110 11230 11290 41830 42110 11215 11230 11230 11215 11215 11215 11215

42110 11290 11290 41150 41830 41830 11230 41150 11215 11230 11215 11215 42110 41150 11230 11680

11230 11230 11230 11290 11290 11620 41820 11230 11230 11290 11290 41820 11230 41820 41820 11230

11290 41820 41820 11230 11230 41150 41830 11290 41150 41820 41820 42110 41150 11290 11290 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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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군집화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시사점 

가평 남양 

• 남양주시 

• 춘천시 

• 서울 5구 

(강남, 강동, 노원, 송

파, 중랑) 

• 구리시 

• 서울 5구 

(강남, 강동, 노원, 송

파, 중랑) 

• 양평군 

� 가평의 경우 남양이 1순위인 것에 주목 

Æ 남양에도 캠핑 시설이 있고 송파구. 강남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이 1순위 

Æ  남양주 사람들이 남양주에는 부족한, 가평군의 크고 인기 

많은 캠핑장을 어느 정도 더 선호한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

일 수 있음 

Æ ‘접근성’ 뿐만 아니라 ‘인지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 

Ex) 유명한 캠핑장 근처의 체험 농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 

 

각 그룹별로 시퀀스 차트 도출 
� 그룹의 특성을 파악 후 집중적으로 공략할 그룹 선별 

� 그룹별로 고객 공략 전략 세분화 

(단, 남양의 경우 표본이 너무 적어 군집화까지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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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시계열 분석 전, 2013년 캠핑 관련 행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함  

캠핑 관련 행사 

지역 기간 행사명 

공통 2/28~3/3 

3/14~  

국제 캠핑페어 (8만5천의 규모) 

이마트 세일 

가평 12월~3/3, 12/6~ 

1/4~1/27 

3/30-31 

 

5/17-18 

6/14-16 

7/15-8/31 

8/31-9/8  

9/28-29, 10/5-6 

10/3-6 

10/26-27  

11/9-10 

가평 별빛축제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수도권 최고, 120만) 

CJ Thanks 휴 캠핑행사 (가평 휴림캠핑장) 

샘표 아이장 캠페인 

자라섬 리듬 앤 바비큐 페스티벌 (7천명) 

SK플래닛 캠핑페스티벌 (1000명(250가족)) 

아침고요수목원 무궁화축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족사랑캠핑나들이 

하이트진로 참이슬 캠핑촌 (휴림오토캠핑장) 

국제 재즈 페스티벌 (27만명) 

롯데홈쇼핑 가평휴림 오토캠핑장 ‘1박2일 가을힐링캠핑’  

초보 캠퍼들을 위한 Easy&Funny 캠핑학교 

남양 6-10월  

6/1-2 

6/22 

9/7-8 

10/1-6  

10/26-11/17 

11/16-12/15  

지구챙김 가족캠핑 (10회) 

광릉 숲 문화축제  

캠핑플리마켓 (아드레날린2) 

슬로푸트 소셜팜투어: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53만명) 

와인페스티벌 경기도 남양주 유기농 오가피 농장 ‘플레이 팜’  

유기농 김장축제 

� 이와 같은 행사 기간에

는 유입인구가 평균보

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Æ 이중, 규모가 크고 현

재까지도 주기적으로 개

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마케팅 방안 시 고

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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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우선 지역구분 없이 시계열 분석을 하여 연휴 기간의 특징 도출 

월별 연휴 시기 파악 

� 이와 같은 연휴 기간에는 유입

인구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Æ 향후 서비스 실행 및 마케팅 방

안 시 고려가 필요함 

 

 

월 특징 

3월 • 주기가 뚜렷 

• 금요일,토요일에 급격하게 증가 

6월 • 현충일에 급하게 증가  

9월 • 추석이 가장 많이 증가   

• 추석 바로 전 주말은 많이 감소  

• 수요일이 보통 가장 적음 

12월 • 연말에 증가 추세 

• 크리스마스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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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가평 캠핑장의 유입인구에 대해 지역별, 월별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특징을 도출함 

3월 6월 9월 12월 

남양 

춘천 

서울 

5구 

남양 주중에도 캠핑 가는 경향 

춘천 주중에도 캠핑 가는 경향 

서울  주말 위주의 캠핑 

성별 

 

남자보다 여자가 주말에 캠핑 가는 경향이 더 뚜렷 

Æ 현실적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주말이므로 가족 

캠핑을 분석하려면 여자 캠퍼들의 경향에 집중해야 함 

나이 남자의 경우 40대의 캠핑 유입 인구가 대체로 30대보다 많음 

여자의 경우 엇비슷하나 지역마다 다른 경우 있음 22 

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남양으로부터의 유입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음 

� 여자: 주말에 캠핑 집중 

� 남자: 주말에 더 집중되어 

있으나, 주중에도 중간중간 

캠핑을 가는 경향 

 

� 다른 지역에 비해 40대 남

성이 30대 남자, 여자에 비

해 캠핑을 많이 감 

 

� 9월 추석 기간에 캠핑 횟수

의 최고점이 하루인 서울 5

지역과 달리 2, 3일 동안 비

슷한 방문 추세를 보임 

 

Æ 추석 기간에 남양 가족 캠핑

의 지속적 수요를 공략 

3월 6월 

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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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춘천으로부터의 유입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음 

� 표본 수가 적어 확신을 할 수 

없지만, 3그룹 중 주중 방문

과 주말 방문이 가장 차이가 

없는 지역에 해당 

 

Æ 세 그룹 중 가족 형태의 캠

핑 방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 

Æ 유입 인구가 많더라도 이 점

을 감안하여 추가 분석이 필

요함 

 

� 12월에 유독 30대 여성의 캠

핑 횟수가 40대 여성의 캠핑 

횟수보다 꾸준히 많음 

3월 6월 

9월 12월 

24 

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서울 5구로부터의 유입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연령, 성별에서 캠핑

이 주말에 집중 

Æ 가족 캠핑의 비율이 가장 높

을 것으로 추정 

 

� 대체로 30대 여성이 40대 

여성보다 주말에 더 많이 캠

핑을 감 

Æ 홍보를 30대의 젊은 부부에 

더 집중할 것 

 

� 다른 지역에 비해 3월 1,2

일에 캠퍼들의 수가 많음(3

월 1일이 휴일이라 그럴 것

으로 추측) 

Æ 2월 말에 서울 5곳에 

F2Camp 홍보 활발히 할 것 

3월 6월 

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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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서울 5구는 30, 40대 남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봄 

서울 5구 분석 세분화 

3월 30대 남자 40대 남자 30대 여자 40대 여자 

3월 첫째 주에는 송파구, 둘째 주 주말에 강남구에서 30대 남녀의 유입 비중이(특히 여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Æ 2014년에도 비슷한 양상이었는지 확인 필요 

6월 30대 남자 40대 남자 30대 여자 40대 여자 

6월에는 30대 남녀의 경우 전반적으로 강남구 유입 인구가 꾸준히 많음 
26 

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서울 5구는 30, 40대 남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봄 

서울 5구 분석 세분화 

9월 30대 남자 40대 남자 30대 여자 40대 여자 

추석에 30대 남녀, 40대 남자의 경우 강남의 유입 인구가 가장 많았음 

12월 30대 남자 40대 남자 30대 여자 40대 여자 

12월에 송파구의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많음 
27 

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서울 5구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서울 5구 분석 결과 

� 유입 인구의 지역 순위와 특정 시기에 있어서 특정 

구의 유입 인구가 집중됨을 확인 

 

� 30대 남녀, 40대 남자: 대체로 강남구, 송파구에

서 유입인구가 가장 많음 

� 40대 여자: 5구의 유입인구 분포가 비교적 유사 

 

 

한계점 

� 각 구별로 표본 수가 적어서 많은 의미를 추출해낼 수 없었음 

� 다른 연도의 추가 데이터를 통한 5개의 구의 패턴 분석을 통해 

좀 더 세분화된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 

 

 

� 연령: 30대 젊은 부부 집중 공략 

� 지역: 강남구, 송파구 

시퀀스 차트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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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3. 유입인구 데이터 



매출 데이터 분석 시 구체적인 데이터 가공 과정은 다음과 같음 

데이터 선별 데이터 가공 

� (체험)농장을 방문하는 것

이 교육적인 성향을 띰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카테

고리 선별 

 

Æ 놀이방, 유치원, 독서실/고

시원, 미술학원, 음악/피아노

학원, 대입학원, 기타외국어학

원, 도장, 영어학원, 어린이집, 

어린이전문학원 

� 변수 바꾸기: 기존의 매출액, 

매출건수를 연령/성별 총 

매출액, 매출 건수 대비 비

중으로 변경 

 

� 데이터 통합: 비율의 평균으

로 1년치 데이터를 통합 

 

그룹 선별 

데이터 가공 과정 

� 군집화: 연령별, 성별 매출

액, 매출건수를 기준으로 각

각 군집화 

 

Æ교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어

떻게 묶이는지 파악 

Æ30-40대 부모가 관심 있을

만한 카테고리 선별 

 

� 해당 카테고리의 상위 매출 

지역 선정 

 

Æ마케팅 지역 세분화 

Æ타겟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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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4. 매출 데이터 



매출건수 및 매출액의 군집화 분석을 실행함 

매출액 

Average Linkage 

(Between Groups) 

M10건수

비율_me

an 

M20건수

비율_me

an 

M30건수

비율_me

an 

M40건수

비율_me

an 

M50건수

비율_me

an 

M60건수

비율_me

an 

W10건수

비율_me

an 

W20건수

비율_me

an 

W30건수

비율_me

an 

W40건수

비율_me

an 

W50건수

비율_me

an 

W60건수

비율_me

an 

1 평균 .0044 .5628 9.8077 41.4742 6.7788 .5754 .0018 .9042 11.8799 24.8226 2.5436 .6447 

2 평균 .0065 .7830 38.2161 21.4249 1.3554 1.0992 .0000 2.3590 24.5338 7.8914 1.1065 1.2243 

3 평균 .0000 .7360 20.1731 36.2683 3.6029 .6993 .0000 1.9544 19.0552 15.7685 1.2227 .5196 

4 평균 .1130 3.3629 6.5347 26.8566 18.6633 2.2689 .0000 2.5392 2.9442 27.2522 8.9167 .5482 

5 평균 .0000 6.2677 50.3843 8.7824 3.5576 1.9024 .0000 7.1664 16.7348 2.1023 2.1263 .9758 

총계 평균 .0127 1.3883 24.9772 29.5472 4.8990 1.0327 .0005 2.3098 17.5516 15.2244 2.2306 .8262 

� 1군집: 기타외국어학원, 대

입학원, 영어학원  

� 2군집: 놀이방, 어린이전문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 3군집: 도장, 미술학원 

� 4군집: 독서실/고시원 

� 5군집: 산후조리원 

 

매출건수 

� 1군집: 기타외국어학원, 대

입학원, 영어학원  

� 2군집: 놀이방, 어린이전문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 3군집: 도장, 미술학원 

� 4군집: 독서실/고시원 

� 5군집: 산후조리원 

 

Average Linkage (Between 

Groups) 

M10S매출

액비율_me

an 

M20S매출

액비율_me

an 

M30S매출

액비율_me

an 

M40S매출

액비율_me

an 

M50S매출

액비율_me

an 

M60S매출

액비율_me

an 

W10S매출

액비율_me

an 

W20S매출

액비율_me

an 

W30S매출

액비율_me

an 

W40S매출

액비율_me

an 

W50S매출

액비율_me

an 

W60S매출

액비율_me

an 

1 평균 
.0033 .5197 9.6844 41.7578 6.9904 .6046 .0032 .8294 11.6505 24.8219 2.5279 .6069 

2 평균 
.0051 .7451 36.8144 22.6991 1.4114 1.2791 .0000 2.0932 24.1400 8.0673 1.2563 1.4889 

3 평균 
.0000 .7166 19.6707 36.5464 3.6678 .6805 .0000 1.9380 18.8984 16.1181 1.1985 .5651 

4 평균 
.0931 3.2741 6.1348 26.6182 19.1752 2.4459 .0000 2.4935 3.0146 27.0314 9.1303 .5890 

5 평균 
.0000 6.2672 51.4928 8.2326 3.9273 2.5008 .0000 6.3918 16.0171 2.1617 1.9132 1.0955 

총계 평균 
.0103 1.3526 24.4125 30.0467 5.0602 1.1599 .0008 2.1300 17.2699 15.3568 2.2706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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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4. 매출 데이터 



앞서 도출된 군집들 중, F2Camp의 타겟 군집인 2 & 3 군집을 선택함  

군집 선정 

타겟 군집 선정 기준:  

함께 캠핑을 할 수 있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관련된 지출 카테고리인가? 

활용 방안 

각 군집에 속하는 서비스의 매출건수와 매출액이 높은 지

역의 소지역 코드와 지도, QGIS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 각

각 다른 방식으로 홍보 전략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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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4. 매출 데이터 

군집 2: 놀이방, 어린이전문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30대의 비중이 높음  

Æ 대부분 초등학생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 추측 

군집3: 도장, 미술학원, 음악/피아노학원 

40대의 비중이 높음 

Æ 대부분 어린 초등학생을 둔 부모로 추측 

어린 자녀와의 건강한 추억을 쌓는 이미지로 홍보 

학원을 전전하는 도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교육적이라는 점을 강조 



시퀀스 차트 분석 결과 서울 5곳, 남양주시, 춘천시가 군집화 

이를 고려하여 위의 결과에서 서울 5곳에 포함되는 강남구와 송파구,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마케팅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칠 수 있는 지역 선별 

타겟 군집인 2 & 3 군집에 대한 연령/성별 매출건수와 매출액 상위 지역을 선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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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자 
 매출건수 

40대 남자 
 매출건수 

30대 여자 
 매출건수 

40대 여자 
 매출건수 

30대 남자  
매출액 

40대 남자 
 매출액 

 

30대 여자 
 매출액 

 

40대 여자 
 매출액 

 

도장 강남구 일원2동 
강남구 일원2동 

강남구 일원2동 
송파구 오륜동 

남양주시 진접읍 

강남구 일원2동 
송파구 풍납2동 
남양주시 진접읍 

강남구 일원2동 
송파구 오륜동 

강남구 삼성2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도곡1동 
남양주시 진접읍 

송파구 풍납2동 
남양주시 화도읍 
송파구 잠실본동 

송파구 잠실본동 
강남구 삼성2동 

미술학원 송파구 잠실본동 
강남구 개포2동 
남양주시 평내동 

강남구 개포2동 
강남구 대치4동 
송파구 잠실본동 

강남구 개포2동 
송파구 잠실본동 
남양주시 진접읍 

강남구 개포2동 
강남구 대치4동 
강남구 대치4동 

송파구 풍납2동 
강남구 개포2동 

강남구 대치4동 
송파구 오금동 
강남구 대치4동 

송파구 방이1동 
강남구 삼성2동 

강남구 대치4동 
강남구 대치4동 

놀이방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주시 진접읍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개포4동 
남양주시 평내동 

어린이전문
학원 

강남구 역삼1동 
송파구 문정2동 
송파구 잠실3동 

강남구 역삼1동 
송파구 문정2동 
송파구 잠실3동 

강남구 역삼1동 
송파구 문정2동 
남양주시 호평동 

강남구 역삼1동 
송파구 문정2동 
남양주시 호평동 

강남구 역삼1동 
강남구 역삼2동 

강남구 역삼1동 
강남구 역삼2동 

강남구 역삼1동 
강남구 역삼2동 

강남구 역삼1동 
강남구 역삼2동 

어린이집 강남구 논현2동 
남양주시 외부읍 
송파구 방이2동 

강남구 논현2동 
남양주시 도농동 
강남구 대치4동 

강남구 논현2동 
송파구 방이2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논현2동 
남양주시 외부읍 
송파구 방이1동 

강남구 논현2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2동 

강남구 논현2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2동 

강남구 논현2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역삼2동 

강남구 논현2동 
강남구 압구정동 

유치원 
 

강남구 도곡2동 
송파구 잠실3동 

강남구 도곡2동 강남구 도곡2동 
송파구 잠실3동 

강남구 도곡2동 
송파구 오금동 

송파구 잠실3동 
강남구 도곡2동 

강남구 논현2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도곡2동 
강남구 도곡2동 

강남구 도곡2동 
송파구 오금동 

*놀이방과 유치원은 지역수가 적어 2곳 선별 

3. 데이터 분석 
3-4. 매출 데이터 



타겟 군집인 2 & 3 군집에 대한 연령/성별 매출건수와 매출액 상위 지역을 선별함  

강남구 일원2동, 삼성2동, 압구정동, 도곡1동, 개포2동, 대치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논현2동  

송파구 오륜동, 풍납2동, 잠실본동, 잠실3동, 오금동, 방이1동, 방이2동, 문정2동,  

남양주시 진접읍, 화도읍, 외부읍, 호평동, 평내동, 도농동 

타겟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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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4. 매출 데이터 



캠핑장 좌표를 농장 좌표와 매쉬업하여 캠핑장에서 가까운 농장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인근 농장 추천 

� QGIS를 통해 남양, 가평 캠핑장 좌표에서 5km 이
내에 있는 농장을 필터링 

 

� 5km 선정기준: 직선거리로 5km 떨어져있는 좌표

의 경우, 실제 운전시 평균적으로 20분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어 적당하다고 판단함 

 

� 파란 원: 캠핑장에서 5km거리를 나타냄 

� 노란 점: 캠핑장에서 5km 이내에 있는 체험 농장  

이렇게 필터링된 농장들을 기초로,  

추가적으로 농장의 작물 종류,  
해당 작물의 제철 수확기 여부 등을  

SPSS에서 통합 

<QGIS를 이용한 좌표 필터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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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5. 추가분석 



3. 데이터 분석 
3-5. 추가분석 

농장의 종류를 구분하여 시기에 적합한 농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농장 카테고리 구분 

보다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농장 추천 가능 

<SPSS로 농장 특징과 결합 > 

� 각 농장의 특징에 따라 카테고리를 구분 

 

� 해당 작물의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제철 작물을 구분 

� 작물 카테고리 

1:과일, 2:채소, 3:둘 다, 4:기타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딸기                         

복분자, 참외                         

자두,수박,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                         

포도                         

귤                         

사과                         

고추                         

감자                         

옥수수                         

고구마                         

늙은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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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케팅 방안 

F2Camp 의 제품 사용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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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위치정보 입력 

캠핑장 인근 

농장 필터링 

사용자 활동 축적 

인근 농장 추천 

소비자 성향, 기후 등 

기타 요소 반영 

캠핑장 및 

농장 추천 



4. 마케팅 방안 

F2Camp 의 제품 사용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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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기본 정보(자녀 나이, 

거주지 등) 

� 사용자가 방문한 캠핑장, 체

험농장 누적 데이터 

� 시기와 날짜 

� 출발지 

� 방문할 캠핑장 

� 먹고 싶은 채소 및 과일 종류 

� 캠핑장-농장 희망거리 범위

(0km~5km) 

� 할인 혜택이나 농장 행사 고

려 여부 

� 출발지에서 캠핑장-체험농장 

간 거리와 시간 

� 조건 충족하는 농장을 회원과 

비슷한 가입 정보 지닌 회원이 

다닌 회수 순서로 제시 

� 현재 시기가 제철인 품목 다루

는 농장 추천 

� 바베큐 관련 채소 농장 추천 

� 현재 행사 중인 체험농장 추천 

 

� 체험농장누적 정보 

� 캠핑장과 농장 사이 거리 

� 제철인 농산물과 해당 농장 

� 날씨 관련 정보 

� 현재 할인 중이거나 행사 중인 캠핑장과 농장 

기본 고려 정보 사용자 조건 기입 출력 정보 

DB 



4. 마케팅 방안 

 F2Camp 의 수익 창출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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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농장 예약 예약금 

캠핑-농장 관련 

페스티벌 신청 

체험 및 농산물 예약 티켓 

페스티벌 

참가 티켓 



남양주시 

송파구 강남구 

4. 마케팅 방안 

F2Camp 의 홍보 집중 지역은 다음과 같음 

Place 



캠퍼들의 수가 급증하는 

추석, 현충일 등과 각종 

캠핑 행사 전에 F2Camp 

집중 홍보  

 

집중 지역의 미술학원, 어린이

집 등 교육 관련 장소와 교육 

관련 서비스에 F2Camp에 광

고 

작물 수확철과 캠핑 먹거리가 

인기인 시점을 고려하여 각 시

점의 해당 먹거리와 F2Camp

를 결합하여 홍보 

4. 마케팅 방안 

F2Camp 의 Promotion 방안은 다음과 같음. 

Promotion 

교육 관련 장소 및 서비스 공휴일, 캠핑 행사  작물 수확철, 캠핑 먹거리 



5. 결론 

F2Camp의 개인/ 서비스/ 캠핑장 및 농가 각각의 주체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개인 서비스 캠핑장 및 농가 

캠핑가서 무엇을 

할 지에 대한 고민 

해소 

건강하고 신선한 지

역 농산물 섭취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요소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수익성 증가 

캠핑장 및 지역특산물  

홍보효과 

앱 내부 예약 결제를 

통한 수수료, 광고 

수수료를 통한 수익 

캠핑- 농장 페스티벌 등

의 행사 개최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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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데이터적합성 

서비스 기획 및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활용함 

F2Camp가 소비자의 복합적인 니즈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캠핑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분석하고,  

F2Camp의 서비스와 마케팅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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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 타겟설정 
 
 
 

서비스 구체화 
 
 
 

마케팅 방안 
 
 
 



책 

웹사이트 

• 매튜 러셀, 『소셜 웹마이닝』 

• 서진수, 『R까기』 

• 우수명, 『언제하나?! 마우스로 잡는 SPSS 10.0』 

• 토머스 밀러, 『예측분석 모델링 실무 기법』 

• 한민식, 『뜨는 사업 캠핑 비즈니스』 

• 송태민, 송주영, 『빅데이터 연구 한권으로 끝내기』 

 

• 캠핑아웃도어진흥원 

• 농촌진흥청 

• 공공 데이터포털 

• 국토지리정보원 

• Tour API 

• 통계청 

• 젊은 농부들의  네이버 블로그 등 

 

 

• 팜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보고서(캠핑아웃도어진흥원) 

• 2015년 농산업 트렌드(농촌진흥청) 

• 국내 캠핑시장 성장전망과 제도 개선 세미나 보고서(캠핑아웃도어진흥원) 

•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관련정부정책(국회 문화관광산업 연구포럼) 

• 귀농, 귀촌인 통계(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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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감정, 음식 키워드에 대해 SPSS Modeler로 장바구니 분석을 실시함 

감정 키워드 

2013. 3월 

6월 

4월 5월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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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월별로 감정, 음식 키워드에 대해 SPSS Modeler로 장바구니 분석을 실시함 

감정 키워드 

9월 

12월 

10월 11월 

2014.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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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월별로 감정, 음식 키워드에 대해 SPSS Modeler로 장바구니 분석을 실시함 

감정&음식 키워드 

2013. 3월 

6월 

4월 5월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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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월별로 감정, 음식 키워드에 대해 SPSS Modeler로 장바구니 분석을 실시함 

감정&음식 키워드 

9월 

12월 

10월 11월 

2014.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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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3-2. 소셜 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