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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내일로 티켓은 2007년 여름 첫 발매를 시작한 이후로

2007년 여름 8천 장에서 2015년 40배가 증가한 32만 장에

이르게 되었다. 2015년에 내일로 이용 가능 나이를 만 28

로 연장함에 따라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생길 것이다.

본 연구는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

여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를 방문하는 패턴과 특징을 파

악하여 순위 표와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보다 이상적

인 내일로 여행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2절 R Programming Language, 3절 데이터선

정 및 용어설명, 4절 개발환경, 5절 결론, 6절 참고문헌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R Programming Language

R 프로그래밍 언어(이하 R)는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R은 통계 소

프트웨어 개발과 자료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패키

지 개발이 용이하여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통계 소프트웨

어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다.

3. 실험 및 결과 고찰

3.1 개발환경

본 논문에서 기술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개발 환경은

R i386 3.1.3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컴파일 환경

은 Window 64Bit에서 실행하였다.

3.2 데이터선정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는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관광객

들이 주로 가는 여행지로 매우 인기 있는 지역이다. 따라

서 다양한 특징과 여행지를 분석하는데 적합하여 이 3지

역을 분석하였다.

관광객들의 특징과 여행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후기를 활

용했다. 후기는 한국에서 가장 큰 내일로 카페인 네이버

바이트레인 카페에서 선정하였다.

<그림 1> 내일로 주요 여행지

단어 빈도수에 의한 여행지역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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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다.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을 분석하

여 이들의 특징과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를 방문하는 패턴을 파악하여 각 지역의 주요 여행지와 특징을

순위 표와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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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DM(Term Document Matrix)

TDM은 수학적 행렬이다. 수집된 문서들에서 발생한 단어

들의 빈도를 행렬화 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단어가 행이고, 문서가 열인 N×M행렬

이다. 이 행렬에서 [i,j] 원소는 단어 i가 문서 j에서 출현

하는 빈도수를 뜻한다.

3.3.1 sapply

행렬, 벡터 등으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다. 각 열에 저장

된 데이터의 클래스를 알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한 가

지 타입 만 저장가능 한 데이터 타입인 벡터, 행렬, 배열

을 반환하므로 인자로 주어진 함수의 반환값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섞여있어서는 안 된다.

3.3.2 stopword

불용어란 의미가 없는 단어로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등 검색엔진의 전처리 단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어휘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제외시키는 단어이다.

R프로그램에서는 불용어를 tm_map을 통해 추가할 수 있

다.

3.3.3 알고리즘

<그림 2> 빈도수 학습과정

각 지역 후기를 추출하여 지역별 폴더로 모아 벡터화를

한다. 벡터화 한 데이터를 빈도수에 따라 정량화한다.

단어, 빈도수, 밀집도를 표로 보여주고 도출된 결과의 시

각화를 위해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도식화 한다.

3.4 결과

아래 <그림 3>은 강원도의 여행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1위가 게스트하우스에서, 2위가 청량리역, 3위가 레일바

이크다. 이것을 바탕으로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

들은 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며 청량리역에서 출

발하고 춘천에 있는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강원도 여행 패턴

<그림 4> 강원도 wordcloud

다음 <그림 5>는 전라도의 여행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1

위가 여수밤바다를, 2위가 한옥마을, 3위가 보성녹차밭에

서 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전라도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

은 주로 여수밤바다를 보며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보성 녹

차밭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전라도 여행 패턴

D1 D2 D3 D4

crime 1 1 0 4

murder 5 6 2 1

steal 0 2 2 1

<표 1> TDM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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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라도 wordcloud

다음 <그림 7>은 경상도의 여행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1

위가 부산해운대, 2위가 경주불국사, 3위가 씨앗호떡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경상도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은 주로

부산해운대를 가고 경주불국사를 보며 씨앗호떡을 먹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경상도 여행 패턴

<그림 8> 경상도 wordcloud

<그림 4,6,8>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여행 패턴을 추

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가 높고 핵심어일수록 큰 글씨

로 표현한 워드클라우드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한 것이다.

4. 결론

2007년 여름 첫 발매를 시작한 이후로 내일로 티켓은 해

마다 판매가 증가하여 2015년 40배가 증가한 32만장에 이

르게 되었다. 내일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평소 알지

못했던 지역에 관한 관심과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국내 관광기회를 통해 각 지역별 내일로 여행자들의 주요

여행지인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여행 패턴을 분석하여

다른 여행자들로 하여금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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