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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보편화 되면서 

관광 정보 서비스 형태도 IT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스마트 관광 시대가 되었다. ‘2016년 지역 관광 소비 

동향’에 따르면 한국인 68%는 관광 관련 정보 검색 

시 ‘모바일’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관광 관련 

콘텐츠를 가장 많이 확인하는 채널은 SNS(61%), 블

로그(34%) 순으로 확인됐다. SNS를 통한 관광 정보 

제공은 이용자에게 가치와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존 관광 정보 제공 서비스에 SNS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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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quality and level of life rise, many people are doing search for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about tourism. In addition, users prefer the search methods reflecting individual opinions such as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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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but such a system was not capable of recommending the latest tourist trends. This study thus
set out to collect and analyze the latest SNS data to recommend tourist destination of high interest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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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destination within an area and a system to recommend the optimal tourist courses by
applying the Elasticsearch engine. The altered TSP algorithm proposed in the study use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users instead of Dijkstra’s algorithm technique used in previous studies to select a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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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에 올라오는 관광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면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

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수준과 각종 사

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1]. 최근 언어분석 기술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분석하여 구조화시킬 수 있게 되었

다[2-4]. 이는 SNS에 있는 여러 게시글로부터 관광 

정보를 추출하여 구조화시키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

춰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주요 관광 추세를 분석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관광 일정 추천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POI(Point Of

Interest)를 바탕으로 한 자동화된 관광 일정 추천 시

스템과 기계학습을 바탕으로 과거 관광 기록에 기반

한 관광 일정 추천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POI의 경우 

GPS 정보를 수집하여 이동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바

탕으로 이동패턴이 유사한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의 연구들이 있고, 기계학습의 경우 시공간 정보

를 지닌 사진 데이터를 수집해 관광 경로를 파악하

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확률 모델을 설정해 사용자 

선호도를 고려한 관광 경로를 추천 또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관광 경로를 추천해주

는 연구 등이 있다. 최적화된 경로를 찾는 방법 중 

하나로 TSP(Traveling Salesman Problem)가 있다.

TSP는 주어진 N개의 포인트를 단 한 번씩만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로에서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

되는 경로를 찾는 문제이다[5]. 네트워크 최적화, 공

정처리 순서 결정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에 TSP를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6].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GPS 정보 혹은 사용자의 

과거 기록을 이용하여 관광지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관광지를 추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관광 추세는 포털 사

이트나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이용한 최

근 관광 추세에 맞는 관광지를 추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관광 추세에 맞는 관광지와 

관광 코스를 추천해주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들과 SNS에 올라오는 관광지들에 대한 

게시물들에 대한 자동 크롤링 모듈을 이용하여 관광

지 포인트에 대한 전처리 리스트를 처리한다. SNS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관광지를 추천하고 한 

지역 내 추천된 관광지들에 대한 최적 경로를 추천해 

주기 위하여 변형된 TSP 알고리즘과 Elasticsearch

엔진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해

당 지역의 모든 관광지를 출발점으로 한 최적의 관광 

코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들을 살펴보

고, 3장에서는 SNS 데이터를 이용한 관광지 및 관광 

코스 추천 시스템에 대한 설계, 4장에서는 추천 시스

템에 대한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관광 및 관광 관련 모바일 서비스

현재 국내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한민

국 구석구석’, ‘VISIT KOREA’, ‘스마트 투어 가이

드’, ‘전국 관광지도 앱’, ‘기차 관광 NO.1’, ‘코나’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 대부분의 관광 정보 서비스

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TourAPI 3.0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관광 정보들을 이관광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와 ‘스마트투어 가이드’는 한국관광공사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국

내 최대 관광 정보 어플리케이션으로 약 3만여 건의 

관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태그 기능, 지역

별 로컬 관광 정보 제공, 관광 코스 설계 기능, 즐겨찾

기(관광 스크랩) 기능, 네비게이션/지도/길안내 서비

스, 관광 정보 SNS 공유, 마이페이지 등 다양한 기능

을 지원한다. ‘VISIT KOREA’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들에게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해 개발한 서비스로 관광

지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며 구글 맵을 통해서 

길찾기 기능, 관광 코스 안내 기능을 지원한다. ‘스마

트투어 가이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의 역사와 문

화에 관한 이야기를 오디오로 들려주는 오디오 가이

드 서비스 기능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관광지도 이미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여 손쉽게 관광지도 및 관광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단순화한 ‘전국 관광지도 앱’,

국내 기차 관광과 관광열차, 테마파크 상품을 손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기차 관광 NO.1’과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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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관광 정보 서비스 어플리

케이션인 ‘코나’등이 있다. 코나는 CNN과 LSTM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녀온 경험으로 작성된 문서를 분

석해 사용자에게 알맞은 관광 테마 및 정보를 자동으

로 찾아내 제공한다.

2.2 관광 추천 시스템

관광 일정 추천 시스템은 대부분 지역별로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 선호도가 높고 많은 장소를 방문하기

를 원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관광명소

를 방문하는 짧은 경로를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5, 6]. 이러한 관광 일정 추천 방법은 크게 POI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모델 기반의 시스템[7-9]과 기계

학습을 바탕으로 과거 관광 기록에 기반한 시스템

[10-11]으로 구분된다. PO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패턴을 추출하

고[7], 이를 바탕으로 이동패턴이 비슷한 사용자의 관

광 일정을 추천해준다. [7]의 연구는 사용자의 GPS

정보를 수집하고 이동패턴을 추출하여 관광 일정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했다. [8]의 연구는 

장소별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실

시간으로 관광 경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연구하

였다. [9]의 연구는 POI에 대한 그래프 모델을 기반

으로 관광 일정을 추천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계학습을 이용

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호도, 시간, 관광 경비 등 

다중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

하여 관광 일정을 추천해준다[10-11]. [10]의 연구는 

기계학습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호도, 시간 

제약, 등 다중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입력한 제약 조

건에 최적화된 관광 일정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연구

하였다. [11]의 연구는 위키피디아 태그 정보를 기반

으로 시멘틱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의 기록을 수집해 선호도 벡터를 구성한다. 각 POI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일정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아래는 

6가지의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한 POI 및 기계학습

을 결합한 관광 일정 추천에 대한 연구이며, 본 연구

와의 비교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2]의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관광을 위한 다양한 

관광 지점을 결정하고, 해당 관광 코스들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

는 최단 거리의 코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최단 거리 측정을 위해 출발점과 도착점을 동

일한 지점으로 고정하고, 관광지 코스를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휴리스틱 기법을 

통해 가중치 값을 시간적으로 적용하였다. 관광 추천

코스는 경로가 가장 적게 걸리는 코스를 찾는 알고리

즘이다. 또한Exchange Heuristic한 기법을 적용하여 

코스 가중치에 대한 최적화 계수를 변화시켜 여러 

가지 코스가 생성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13]의 연구

에서는 SNS를 기반으로 관광계획을 생성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SNS상의 관광객 

혹은 리뷰어들이 작성한 POI의 관련 정보 등을 수집

하고, 수집된 POI 정보들과 시스템 사용자의 관광 

스타일 및 예측 가능한 관광객의 흥미, SNS상에 나

타난 관광객의 프로필 등을 기반으로 관광객이 흥미

에 맞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추천코스로 제시하는 시

스템이다. [14]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및 전문가 평점

에 기반하여 관광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광에 

앞서 효율적인 스토리텔링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기

반으로 사용자가 관광 데이터를 입력하면 관광 데이

터 필터링, 정렬, 관광 계획 생성 알고리즘 활용하여 

관광 추천코스를 출력해주며, VR(Virtual Reality)기

반의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관광지에 대한 가상 환경

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15]의 연구에서는 온톨로

지 기반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관광지를 추천해주

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온톨로지 구축을 위하여 사

용자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의 프로

파일, 어플리케이션 내의 검색 정보, 웹 검색 정보와 

페이스북 정보 등을 활용하였다. [16]의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관광 경로 

추천 알고리즘을 POI 가지치기 단계와 관광 경로 생

성 단계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POI 가지

치기 단계에서는 POI 전체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에

게 추천할 경로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POI만을 남기

고 가지치기를 수행하여, 관광 경로 생성 단계에서는 

POI 가지치기 단계를 통해 도출된 POI 사용자 관심

도, 비용, 시간, 이벤트 등을 고려하여 후보 경로 및 

추천 경호를 생성하였다. [17]의 연구에서는 관광지 

추천 알고리즘에서 체류 시간에 가중치를 두어 일정

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

은 위치 기반 서비스와 Top-k 알고리즘, 임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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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활용하여 관광 일정을 최적화하였다.

3. 최적의 여행지 코스 추천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된 주관

적인 요소만 반영된 추천 시스템과 달리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모두 반영된 여행지 코스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서 제공하는 관광 데이터와 SNS 올라오는 관광 게시

물들을 활용한다. 관광지들을 소개하고 특정 지역을 

관광하고자 할 때 다른 관광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들을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최단 경로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관광 코스를 생성 후 사용자에

게 추천해 주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다음은 제안하

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18].

본 논문에서는 크게 2가지의 연구 방법을 기준으

로 시스템을 설계한다. 객관적인 요소인 위치 정보를 

통해 최적의 코스 추천이 진행되도록 변형된 TSP

알고리즘 연구하였으며, 주관적인 요소인 SNS 데이

터 분석을 위하여 Elasticsearch 검색 엔진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재활용성을 위하

여 설계 방법론은 CBD(Component Based Develop-

ment) 방법론을 기준으로 모든 설계 산출물을 정의

한다. 제안 시스템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

들과 SNS에 올라오는 관광지들에 대한 게시물들에 

대한 자동 크롤링 모듈을 이용하여 관광지 포인트에 

대한 전처리 리스트를 처리한다. SNS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관광지를 추천하고 한 지역 내 추천된 

관광지들에 대한 최적 경로를 추천해 주기 위하여 

변형된 TSP 알고리즘과 Elasticsearch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사용자 주변 지역에 대한 최적의 관광 코스

를 추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

사의 관광 데이터와 SNS 관광 게시물을 이용한 관광

지 추천 시스템과 TSP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관광 

코스 추천 시스템, 관광 웹 페이지로 나눈다. 추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관광지와 관광 코스 및 관광 

데이터를 Elasticsearch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사용

자들에게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준다.

3.1 관광지 데이터 전처리 모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관광지 데이터 전처리 모듈

은 Fig. 2와 같다. SNS 데이터를 이용하기 전에 한국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 데이터를 가져와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저장한 데이터 중 관광지명에 

대한 항목들을 가져와 관광지명을 기준으로 SNS에

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한다. SNS 데이터 수집 방

법으로는 Instagram의 게시물을 직접 SNS를 이용

하여 수집한다. 그 후 수집된 데이터 중 게시글 수,

게시글 제목, 사진, 게시글의 내용, 게시 날짜를 시스

템 DB로 가져온다. 사용자들이 방문한 관광지를 추

천해주기 위해 관광지에 대한 전체 게시물 수와 최근 

올라온 게시물 수를 이용하여 추천한다.

3.2 최적의 관광 코스 추천 알고리즘 설계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와 SNS 데이터를 사용하

여 관광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광지에 대해 추천도를 

Fig. 1. Structure Diagram of Proposed System. Fig. 2. Recommend Travel Destination using SN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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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아래 식과 같다. 계산된 추천코

스는 Top-k 알고리즘을 통해 상위 5개의 관광지를 

선택하여 관광 추천코스로 최종 결정된다. 코스를 생

성하기 전 출발지와 관광지들의 위치 좌표값을 가져

와 저장한다. 다음 위치 좌표값을 이용하여 좌표값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저장한다. 거리 계산은 

Haversine 공식[19]을 이용한다. 지점 1의 좌표 (x1,

y1), 지점 2의 좌표 (x2, y2), 두 점 사이의 거리 d,

구의 반경을 r이라 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oscos (1)
  sin

  
 cos

(2)

      (3)

   arcsin   coscos   

  arcsin 
sin

   cos cossin
  
(4)

식(1)은 hav(Θ)는 두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사용

하여 두 지점 사이의 중심각을 구하는 식이다. 식(2)

의 hav(Θ)는 주어진 각의 versed sine(버스트 사인,

1-cos(Θ))의 절반을 뜻한다. 다음 식(3)부터 hav(Θ)

는 h라 표기한다. 거리 d를 풀려면 식(3)과 같이 지구

의 반경 r에 대하여 inverse haversine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식(4)는 식(1)을 식(3)에 적용하여 정리한 

식이다. 최종적으로 두 지점의 위경도 값을 이용하여 

거리 d를 구할 수 있다. 계산된 거리값들과 최적화된 

관광경로를 생성하기 위한 TSP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관광 코스를 생성한다. Algorithm 1은 본 연구에 

적용한 수정된 TSP 알고리즘 슈도코드이다.

변형된 TSP 알고리즘은 리스트에 있는 모든 관광

지를 출발점으로 설정하여 출발점에서 모든 관광지

를 방문하는 코스를 최단 거리로 계산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생성한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는 다익스

트라 알고리즘[20]은 특정 출발점이 존재하고 그 지

점을 기준으로 최단 경로를 찾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광지 리스트에 있는 관광지들을 모두 

방문할 때까지 현재 위치에서의 각 관광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 거리를 다음 관광지로 설정하여 반복

한다. 기존 TSP 알고리즘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모든 관광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앞의 과정을 반복하

여 관광 경로들을 생성한다. 생성한 관광 경로들을 

총 거리를 이용하여 정렬한 후 상위의 경로들을 사용

자에게 추천한다. Fig. 3은 TSP 알고리즘의 거리 측

정 흐름도이다. 4개의 지점에서 각 지점의 거리가 각

각 10, 20, 30, 40, 40, 40일 때 먼저 임의의 한 점을 

시작점으로 설정한다. 그 후 시작점과 연결된 지점 

중 가장 가까운 지점을 선택한다. B 지점을 시작점으

로 하여 B 지점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C 지점이 선택

된다. 그 후 B 지점과 C 지점을 방문했으므로 C 지점

에서 방문했던 지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 중 가까

  Algorithm 1. Modified TSP Algorithm pseudo code

1 : procedure TSP(travel_list)
2 : get User GPS code
3 : for i in len(travel_list)
4 : for i in len(travel_list)
5 : current_position ← travel_list[i]
6 : visited_list[i] ← current_position
7 : while(!visited_all_travel) do
8 : next_position ← find_min_distance(current_position, travel_list)
9 : visited_list[i] ← visited_list[i] ∪ next_position
10 : current_position ← next_position
11 : end while
12 : end for
13 : sort(visited_list, total_distance)
14 : end for
15 : compare GPS with visited_list[]
16 : e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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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점인 D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다시 방문했던 

지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 중 가장 가까운 지점으

로 이동을 반복한다. 모든 지점을 방문하게 되면 다

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시작점으로부터 출

발하여 모든 지점을 방문하는 최적 코스를 완성하게 

된다.

3.3 관광지 추천 웹 시스템 설계

Fig. 4는 관광지 추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사

용자가 메인 GUI에 접근을 할 때 관광지 추천 시스템

에 requestRecommendTour() 메소드로 추천 관광지

를 요청한 후, 추천 시스템이 requestTourData(),

sendTourData() 메소드로 DB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 불러온 데이터의 정보의 조회수, 최근 조회수 등

을 이용하여 추천도를 계산한 후 추천 관광지를 DB

에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관광지를 선택하여 메인 

GUI에 출력한다.

Fig. 5는 관광 코스 추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사용자가 메인 GUI에 접근할 때 관광 추천 시스템에 

requestRecommendTourCourse(adress) 메소드로 

현재 지역의 추천 관광 코스를 요청한다. 관광 추천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광지에 대한 정

보를 호출하고  calcRecommendTourData() 메소드

를 이용하여 추천도를 계산한 후 관광지 목록을 수신

한다. 그리고 추천받은 관광지 중 상위 관광지들을 

선택하기 위해 calcDistance() 메소드를 이용하여 거

리를 계산한다. calcTourCourse() 메소드에서 상위 

관광지들과 계산된 거리값은 변형된 TSP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관광 코스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추천

한다.

Fig. 6은 관광지 검색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사

용자가 관광지를 검색하고자 할 때 requestCategory

() 메소드를 이용하여 DB에서 카테고리 리스트를 호

출한 후 출력된 리스트의 카테고리를 직접 선택한다.

searchCategoryTourList() 메소드를 이용하여 선택

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관광지들을 Elasticsearch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검색 키워드를 분석한다. 사용

자가 관광지를 선택하면 requestTourInfo() 메소드

를 호출한 후 DB에서 관련 관광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자 UI에 출력한다.

Fig. 7은 주변 관광지 검색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a) (b)

(c) (d)

Fig. 3. Flow Diagram of TSP Algorithm.

Fig. 4. Main Page Recommend Tour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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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가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requestGPSInfo() 메소드를 이용한다. 해당 메

소드는 GPS 정보를 요청해서 사용자의 GPS 정보를 

호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GPS 정보 호출 후 search

NearTour() 메소드로 관광지들의 GPS 정보와 사용

자의 GPS 정보를 Elasticsearch 및 변형된 TSP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관광지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사용

자와 일정 거리 이하인 관광지들의 정보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Fig. 8은 관광지 리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관

광 정보 GUI에서 관광 리뷰 GUI에 접근할 때 

requestTourReviewList() 메소드를 호출하고 DB에

서 관광 리뷰 리스트를 전달받아 사용자에게 출력한

다. 사용자는 wirteReview(), updateReview(), dele-

teReview() 메소드들을 이용하여 관광지에 대한 이

미지, 후기 등을 작성, 수정, 삭제할 수 있다.

Fig. 9는 관광 추천 웹 GUI의 설계 클래스 다이어

그램이다. 사용자가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카테고

리 및 키워드를 이용한 관광지 검색, GPS 정보를 이

용한 주변 관광지 검색, 관광 코스 추천과 게시판을 

통해 관광지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Fig. 10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광 경로 추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이다. DBMS는 MySQL

Fig. 5. Tour Course Recommend Sequence Diagram.

Fig. 6. Search Tour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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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였고, 총 7개의 테이블(TOUR, TOUR_

REVIEW, TOUR_COURSE, SNS_DATA, MEMBER,

BOARD, ANSWER_BOARD)이 있다. MEMBER

테이블은 회원의 정보를, TOUR 테이블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TOUR_REVIEW와 BOARD,

ANSWER_BOARD는 각각 리뷰 게시판, 자유게시

판과 댓글에 대한 정보를 가진 테이블이다. SNS_

DATA 테이블은 SNS에서 크롤링하는 데이터를 저

장하는 테이블로 올라온 게시글의 작성자, 내용, 업

로드 날짜, 이미지를 저장한다. TOUR_COURSE 테

이블은 관광 코스 추천 시스템으로 생성된 관광 코스

를 저장한다.

4. 구현 및 성능평가

4.1 시스템 구현

4.1.1 데이터 크롤링 모듈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OpenAPI

로 URL 형식 혹은 엑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

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7만여 

건의 다국어 관광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관광

지에 대해 주소, 전화번호, 좌표, 개요 등의 공통적인 

Fig. 7. Search Peripheral Tour Sequence Diagram.

Fig. 8. Tour Review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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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뿐만 아니라 각 관광 타입에 따라 휴무일, 안내

정보 등의 고유정보를 제공한다.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인 이미지 정보까지 제공한다.

이 외에도 지역 기반 관광 정보, 위치기반 관광 정보,

무장애 관광 정보, 생태 관광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Fig. 1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남 

순천지역에 해당하는 관광지들의 데이터이며, 해당 

정보를 전처리 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활용한다.

SNS 데이터 크롤링 모듈의 크롤러는 Selenium

Webdriver를 이용하여 관광 정보를 수집하였다. 데

이터 크롤링 모듈의 타켓 SNS는 Instagram으로 지

정하였으며, 데이터 크롤링을 위한 수집 기간은 2019

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을 위한 크롤링 키워드는 관광지명으로 지정하여 데
Fig. 9. Recommend Tour Web Page Class Diagram.

Fig. 10. Recommend Tour System DB Schema.

Fig. 11. Korea Tourism Organization Trav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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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크롤링하였다. 먼저 OpenAPI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 중 관광지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활

용한다. 관광지명을 기준으로 Instagram에 검색하

여 전체 게시물 수, 공개된 게시물의 게시자, 게시글 

제목, 사진, 내용과 날짜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4.1.2 관광지 및 관광지 코스 추천 시스템 구현

관광지 및 관광지 코스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크롤링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크롤링한 데이터 

중 관광지에 대한 전체 게시글 수와 각 게시글의 게

시 날짜를 활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 코스를 추천한

다. Table 1은 전체 게시글 수와 최근 일주일의 게시

글 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관광지 추천은 크롤링한 SN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게시글 수의 순위와 최근 게시글 수의 빈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관광지를 추천한다. 관광지 추

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천도를 계산하고 추천도 순

Table 1. Number of Posts for Attractions (2019.04.26.~04.30.)

Attractions Total Posts Recent Posts

The Suncheonman National Garden 102,901 1,603

Suncheon Bay 68,736 880

Suncheon Drama & Movie Set 43,085 561

Naganeupseong 40,652 472

Seonamsa 21,619 224

Waon Beach 18,218 201

Songgwangsa 14,112 135

Fig. 12. Recommend Travel Resul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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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메인 GUI에서 슬라이드 

형태로 가장 추천도가 높은 상위 5가지를 보여주고 

전체 게시글을 검색할 때 정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Fig. 13의 메인 GUI 관광지 추천 화면과 같이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순천드라마세트장, 낙안읍

성, 선암사의 순서로 관광지들이 사용자에게 추천된

다.

Fig. 13은 관광 추천코스 화면이다. 관광 코스 추

천은 해당 지역의 관광지 중 추천도가 높은 관광지를 

선택하고 최적의 관광 코스를 생성하여 추천한다. 먼

저 관광지 추천과 동일하게 크롤링한 데이터들을 이

용하여 빈도를 비교한다. 빈도를 비교하여 높은 관광

지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한 관광지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거리 행렬을 만든 후 변형된 TSP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모든 관광지들을 

순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최적의 코스를 생성하여 사

용자들에게 추천해준다.

Fig. 14는 관광지 소개 화면이다. 관광지 소개 화

면은 키워드 검색, 주변 관광지 검색, 지역 여행지 

검색, 메인 GUI의 슬라이드의 관광지, 관광 코스에서 

관광지에서 관광지를 선택했을 때 관광지들의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관광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조회할 

때 관광지에 대한 대표 이미지, 주소, 문의 및 안내,

쉬는 날, 주차 시설, 체험 안내, 개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크롤링하여 가져온 SNS 데이터 중 

이미지와 해시태그 일부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이 

외에도 관광지 리뷰 열람, 작성,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기존 시스템과 비교

Table 2는 기존 관광지 추천 시스템과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비교표이

다. [13-1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

스템 내부에서 관광 정보 검색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

Table 2. Compare with Existing Systems

Study of [13] Study of [14] Study of [15] Study of [16] Study of [17]
Proposed
System

Search Travel
Information

× × × × ○ ○

TSP Algorithm × × × × × ○

Map Service × × ○ ○ ○ ○

Using SNS Data ○ × ○ ○ × ○

Recommend Travel
Course

○ ○ ○ ○ × ○

Fig. 13. Recommend Travel Course Result Screen.

Fig. 14. Introduce Travel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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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3-17]의 연구에서 제안하지 않은 변형된 

TSP 알고리즘을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변형된 TSP 알고리즘은 기존 연

구에서 활용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기법이 아닌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특정 관광지를 선택

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전체 관광지에 대한 추천코스

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연구에 비교하여 더 

다양한 관광지 추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POI기반 시스템[13, 16], 사용자 평점기반 시스템[14],

사용자 체류 시간기반 시스템[17]은 객관적인 요소

를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자 및 사용자의 주관적인 

요소만 반영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은 객관적인 요소인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주관적인 

요소인 SNS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관광 

코스를 설계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리고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현재 활용되는 

시스템인 ‘관광지도’, ‘VISIT KOREA’, ‘방방콕콕’,

‘우리 어디가?’와 비교하여 SNS 데이터를 활용하고 

변형된 TSP 알고리즘을 활용한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5. 결  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SNS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

들이 SNS를 통해 다양한 게시글을 올린다. 이 중에

서 관광과 관련된 게시글 또한 올라오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렇게 SNS에 올라오는 관광과 관련된 게

시글을 이용한다.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관광지를 

추천하여 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특정 지역 내에 추천 

관광지들을 최적의 코스로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지들의 정보를 활

용하고 SNS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존 관

광 정보 시스템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 관광 정보 사이트나 모바

일 앱보다는 SNS를 통해 관광 정보를 검색하는 단점

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SNS 정보 자체적으로 수집

하여 관련 키워드를 분석 및 제공함으로써 관광 정보 

검색 소모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치 좌표를 이용하여 거리를 관광지 간의 거리로 측정

하였다. 하지만 이 거리는 직선거리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거리

나 소모 시간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동 수단에 따른 이동 거리와 

소모 시간 등을 고려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변형된 TSP 알고리즘은 방문지가 늘어날

수록 최적 코스를 생성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길어

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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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순천대학교 멀티미디

어공학과 공학사

2012년 2월 순천대학교 멀티미디

어공학과 공학석사

2017년 2월 순천대학교 멀티미디

어공학과 공학박사

2015년 1월∼2018년 8월 광양만권SW융합연구소 팀장

2018년 9월～현재 영산대학교 빅데이터융합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 빅데이터 처리 및 확률 분석, 데이터마이닝,
감성분석, 객체지향 모델링, 강화학습, 블록

체인

심 춘 보

1996년 2월 전북대학교 컴퓨터공

학과 공학사

1998년 2월 전북대학교 컴퓨터공

학과 공학석사

2003년 2월 전북대학교 컴퓨터공

학과 공학박사

2005년 3월～현재 순천대학교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

부 교수

관심분야 : 빅 데이터 시스템, 머신러닝, IoT/IoE 플랫폼,
멀티미디어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