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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들은 불륜 등 부정 이고 은 한 공간으로 생각하던 소형 호텔에 한 부정 인 인식

이 낮아지며 구나 즐길 수 있고 친구들끼리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티 룸에 한 정 인 

개념이 더 많이 생겼다. 이에 따라 최근 숙박 어 리 이션들이 소형 호텔 시장을 진두지휘 하면서 

련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있던 가격, 거리, 평  심의 시스템과 달리 개

인화 요소인 나이, 직업, 성별, 소득분 , 소비성향을 반 하여 사용자의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  사

용자들에게 가장 합한 숙박업소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성장세를 통해 사회 반

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 졌다. 스마트폰의 성장세는 

SNS에서 멈추지 않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확장되어 졌다. 이러한 O2O 서비스 에 표 으로 숙박 

약 서비스가 들에게 쉽게 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불륜 등 부정 이고 은 한 공간으로 생각하던 소형 호

텔에 한 부정 인 인식이 낮아지며 구나 즐길 수 있

고 친구들끼리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티 룸에 

한 정 인 개념이 더 많이 생겼다. (그림 1) 은 국내 

O2O 시장규모 망이다.   ※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

로 수행되었음 (IITP-2016-H8601-16-1009)

      

     (그림 1) 국내 O2O 시장규모 망 (`15~20).[1].

이에 따라 최근 숙박 어 리 이션들이 소형 호텔 시장

을 진두지휘 하면서 련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그림 2) 는 주요 숙박 O2O 순 이용자 수 추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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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숙박 O2O 순 이용자 수 추이.[2].

 본 논문은 기존의 사용자 기반 업필터링의 문제  

Cold Start 문제에 해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한다. 업 

필터링에 한 데이터가 을 시 발생하는 Cold Start에

서는 사용자의 유사도를 생년월일(나이), 성별, 직업 그리

고 소득분 와 같은 개인 성향을 Jaccard Similarity로 계

산하고, 여러 가 치를 두어 결과를 비교하여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구하여 기존의 시스템보다 정확도 높게 숙박업

소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숙박업소 추천 시스템의 구성

 숙박업소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숙박업소를 추천

해주는 방법은 개인성향과 업필터링을 이용한 방법이다. 

업 필터링 추천 방법이란, 사용자와 성향이 비슷한 사용

자들이 공통 으로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이용한 콘텐츠가 비슷하면 유사한 성향이 있다고 

단하는 근거를 토 로 이루어진다[1]. 추천시스템을 이

용하려면 필수 으로 사용자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개인

화 요인으로 사용되어질 생년월일(나이), 성별, 직업 그리

고 소득분 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그 받아온 

정보를 토 로 사용자에게 합한 숙박업소를 추천해 

다. 

 (그림 3)은 숙박업소 추천 시스템이 진행되는 차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으로 나 어서 진행한다. 

  

(그림 3) 숙박업소 추천 시스템

 사용자에게 숙박업소를 추천하기 해서는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자 개인화요인을 통해 사용자와 유사한 근 이

웃을 구성하거나, 숙박업소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유사한 

숙박업소를 추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는 숙박업소와 숙박업소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간의 유사도를 개인화 요인을 통해 계산하여 

근 이웃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첫 번째로 근 이웃을 구성하기 한 사용자의 개인화 

요소를 회원가입을 통해 받게 되는데 이때 개인화 요소는 

나이, 직업, 성별, 소득분 를 입력받는다. 입력받은 사용

자의 DB는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두 번째로 회원가입 시 입력받은 개인화 요소에 업 필

터링을 이용하여 최 근  이웃을 구성한다. 

 세 번째로 최 근  이웃의 숙박업소 데이터를 추출한 뒤 

그들이 이용한 숙박업소  가장 정 인 반응을 보인 

숙박업소 3개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되는 개인화 요소를 나이, 직업, 성

별, 소득분 로 분류하 으며 나이는 10살 단 로 연령을 

분류하 고, 직업은 통계청의 자료를 토 로 분류 항목

을 기 으로 구성하 고 소득분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 로 분류 항목을 기 으로 구성하 다.

(표 1)은 개인화 요소의 분류 결과이다.

(표 1) 개인화 요인 분류 결과

3. 숙박업소 추천 시스템의 구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은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될 개

인화 요인인 생년월일(나이), 성별, 직업, 소득분 를 필수

으로 입력받는다. 숙박업소 추천 시스템의 회원 가입 양

식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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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숙박업소 추천 시스템 회원가입 양식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는 회원 리 데이터베이스에 

장되고, 회원 리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회원 리 데이터베이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회원가입 할 때 입력한 개인정

보 에서 개인화 요인으로 쓰이는 정보들을 나이, 직업, 

소득분 , 성별 다섯 가지로 Jaccard Similarity를 이용해 

근  이웃을 구성한다. 사용한 Jaccard Simirarity 공식은 

다음 식과 같다.

 상기 식에서 J = (A, B)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유사

도이다. Jaccard Similarity 방법은 주로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식을 사

용자의 지역이라는 개인화 요소에 용하 고, 그에 따라 

구성된 유사도와 근 이웃을 구상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는 (표 2)와 같다.

(표 2) User_1에 한 유사도와 근 이웃 구성

 한 개인화 요소를 각각 나이(20%), 직업(20%), 소득분

(20%), 성별(40%)로 가 치를 주었을 때 근  이웃의 

추천 숙박업소는 (표 3)이고, 나이(20%), 직업(20%), 소득

분 (25%), 성별(35%)로 가 치를 주었을 때 근  이웃의 

추천 숙박업소는 (표 4)와 같다.

(표 3) User_1에 한 유사도와 근 이웃 구성

(표 4) User_1에 한 유사도와 근 이웃 구성

 

 (표 3)은 가 치 없이 4개의 개인화 요소를 Jaccard 

Similartiy로 유사도를 구하 을 때 나타난 결과로, 가장 

높은 수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 에 사용자들이 민감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가 치를 실험한 후 요인을 나

이, 직업, 소득분 , 성별 4가지의 개인화 요소를 사용하

으며, Jaccard Similarity 유사도 공식을 이용하여 근  사

용자를 추출한다. (그림 6)은 계산된 유사도 수가 높고 

가장 유사한 사용자 3명을 추출하여 숙박업소를 각각 하

나씩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Top-3 리스트 이다[2].

(그림 6) 사용자와 성향이 비슷한 3명의 유  추출

 

 사용자와 성향이 비슷한 3명이 좋아하는 숙박업소 정보

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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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숙박업소 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림 8)은 숙박업소 추천 결과를 띄운 화면이고 추천받은 

숙박업소를 선택하면 (그림 9)와 같이 숙박업소의 상세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숙박업소 추천 결과 

(그림 9) 숙박업소의 상세정보

4. 결론

 본 논문은 기존에 있던 가격, 거리, 평  심의 시스템

과 달리 개인화 요소인 나이, 직업, 성별, 소득분 , 소비

성향을 반 하여 사용자의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  사용

자들에게 가장 합한 숙박업소를 추천하는 로그램을 

구 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개인화요인 이

외에 다른 요인들을 찾아 더 합하게 숙박업소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는 사용자의 성

별과 소득분 에 높은 가 치를 두어 숙박업소를 추천하

지만. 향후에 숙박업소를 추천할 더 많은 개인화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다른 숙박업소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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