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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매 년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용자들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여행 

정보 사이트들은 사이트 회원들의 좋아요 수를 활용하여 여행지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사이트의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실제

로 인기 있는 여행지인지 확인할 수 없어 추천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웹상에 산재되어 있는 여행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한 후 실제로 각 여행지들이 웹 사이트에서 얼마나 언급 되었는지 분석하여 

언급 수로 여행지를 추천하는 시스템으로써 사이트의 사용자수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신뢰도 높은 여행지 추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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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포털, SNS, 여행 정보 

사이트 등을 사용하여 여행지를 찾아보는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여행지를 찾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포털 사이트 또는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여행지를 찾은 후 그 여행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 하는지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행 

정보 사이트들은 그 사이트의 사용자들의 좋아요 수 또는 조회 수와 

같은 로그 데이터로 여행지를 추천 해주기 때문에 사이트의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인기 있는 여행지인지 확인할 수 없어 

추천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행 사이트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수가 더 많은 포털 사이트 또는 SNS에서 ‘여행’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 하였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수집한 후 각각의 여행지

들이 웹에서 실제로 얼마나 언급 되었는지 언급수를 분석하여 사이트

의 사용자 수에 구애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여행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사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신뢰성 

있고 편리한 여행지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본론

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1과 같다. 먼저 웹 사이트상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단계를 거치며 수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txt 

파일로 통합한다. 이렇게 통합된 txt 파일의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써 가공 단계를 거쳐 정형 데이터로 활용하게 된다. 가공 단계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통합된 txt 파일을 정형화된 csv 파일로 만든 

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써 Import 하여 활용하게 된다. 시스템의 

각 단계들은 모두 Python 언어를 기반으로 수행 하였다. [4] 

Fig.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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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순서도

그림2는 그림1의 시스템 구성도를 바탕으로 그린 시스템의 순서도

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웹 사이트의 데이터 

수집 및 형태소 분석을 통해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Fig. 2. Flowchart of System

3. 설계 및 구현

3.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웹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크롤링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포털(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와 SNS(트위터)의 데이터를 크롤링 하였다. 

데이터 크롤링은 OpenAPI를 사용한다. 네이버에서 API를 사용하

여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json 파일을 

얻을 수 있다.[1]

Fig. 3. Json file obtained with Naver OpenAPI

3.2 데이터 통합

json 파일은 데이터의 형식이 List 형식이기 때문에 이 중 원하는 

내용만을 추출할 수 있다. 이 중 필요한 정보인 ‘description’의 데이터

만 추출하여 하나의 txt 파일로 통합한다. 그림4는 추출한 내용을 

txt 파일로 통합한 모습이다.

Fig. 4. Integrated Text File

3.3 데이터 가공

데이터 가공 단계 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5와 같이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로써 명사, 형용사. 동사와 같은 품사를 뜻한다.

Fig. 5. Morpheme

수집 단계에서 만들어진 txt 파일의 문장들을 형태소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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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Python의 Mecab-k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명사만을 추출한

다.

Python의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

하지만, Mecab-k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분석 속도가 월등히 

빠르며 형태소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사전을 사용자가 손쉽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림6은 Mecab-ko 라이브러리와 다른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의 

실행 속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 6. Comparing the Speed of a Morpheme Analysis Library

형태소 분석은 데이터 사전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은 라이브러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 할 수 없다. 기존의 Mecab-ko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사전을 사용할 경우 형태소 분석 시 불필요한 

명사들이 추출되기 때문에 여행지의 이름만 정의되어있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사전만을 활용하여 원하는 명사만을 추출 한 후, 그 

명사가 몇 번 씩 언급 되었는지 분석한다.[3, 4]

그림7은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사전으로써 이 데이터 사전에 

등록된 단어들만 라이브러리가 인식하여 형태소를 분석 할 수 있다.

Fig. 7. Custom Data Dictionary

그림8은 그림4의 txt 파일을 Mecab-ko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사전을 활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csv 

파일로 만든 모습이다. csv 파일에서는 여행지의 이름과 웹에서 해당 

여행지가 얼마나 언급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Fig. 8. Results of Morpheme Analysis

3.4 데이터 처리

형태소 분석 후 만들어진 csv 파일은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로 

가공된 최종 결과로써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도 활용 할 

수 있다. 그림8은 csv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Import 한 후 query를 

사용하여 언급 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모습이다.

Fig. 9. Database Select Results

4. 구현

웹 사이트의 구현은 HTML5, Bootstrap4, JSP 등을 활용하여 

구현 하였다. 

그림10은 여행지의 언급수가 많은 순서대로 출력된 메인 페이지의 

화면이다. 여행지명, 언급 수, 여행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Fig. 10. Main Page

그림11은 각 여행지에 대한 상세보기 페이지이다. 상세보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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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여행지에 대한 설명과 사진, 주소, 소모비용, 오픈시간, 휴무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1. Detail View Page

Ⅲ. 결론

본 시스템은 Python 언어를 기반으로 API를 활용하여 웹상의 

데이터들을 수집 한 후 Mecab-ko 라이브러리로 형태소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웹에서 많이 언급되는 여행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행지를 찾은 후 그 여행지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지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게 여행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신뢰성 있는 여행지를 추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더욱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한 분산 처리 환경의 구축 및 실시간

으로 언급 수를 분석하기 위한 실시간 웹 데이터 크롤러의 구현과 

본 시스템간의 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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