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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년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의 수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해외여행 뿐 아니라 국

내 여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 수의 증가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 인 요인

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내 여행객들의  다수는 해외여행과는 달리 패키지 

형태 보다는 자유여행 형태의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지 비 국내 여행지가 여행객들

이 취득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근성이 훨씬 높고 정보의 양 역시 풍부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근의 용이성  정보량의 풍요성은 오히려 자유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여행코스  숙소를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단 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애 리 이션은 국내 여행객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코스  숙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해, 
제안하는 애 리 이션에서는 국내 여행과 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수집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선호 정보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여행 코스 제안  숙소 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객 수의 증가를 

기 할 수 있다.

1. 서   론

   문화체육 부에서 2017년 5월에 발표한 ‘국민여행 

실태조사’ <그림 1>에 따르면 2016년에는 만 15세 이상 

국민  약 89.5%가 한 해 동안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

로 나타났다. 한 1인당 `평균 여행 횟수도 꾸 히 증가

하고 있다.[1]

<그림 1> 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

1)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o.NRF-2017R1D1A1B03032777).

   한 <그림 2>와 같이 자유여행을 다니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여행은 여행 비 기간이 길고 

패키지여행에 비해 여행 비가 번거롭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그림 3>과 같이 여 히 패키지여행을 찾는 여행객

들이 존재한다. 자유 여행객들이 간편하게 여행 비를 계

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2]

<그림 2> 여행형태 선호도

 

<그림 3> 패키지 선호 이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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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인들이 

간편하게 여행계획을 비할 수 있도록 여행코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해 다. 사용자 치에 따른 여행지 추천 

 날씨에 따른 여행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개

발을 목표로 한다.

2. 련 연구

   2.1 Tmap

   SK planet에서 제공하는 Tmap API는 ‘목 지 검색 

기능’, ‘출발, 도착시간을 측하는 타임머신 기능’, ‘실시간 

버스 정보 제공’, ‘지도 viewer’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

다. 이 API을 활용하여 여행지간 이동 경로와, 상 이동

시간,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Web과 

Mobile 환경에서 지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다수의 API를 제공한다. [3]

<그림 4> Tmap 로고 

   Tmap API를 이용하여 사용자 치에 따른 여행지 추

천을 할 수 있다. 사용자 치를 기 으로 가까운 곳이 

치한 지를 추천할 수 있다. 한 지까지 가장 빠

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정이다.

 2.2 Weather Planet

   SK plalnet에서 제공하는 Weather Planet API는 지역

별 날씨 보, 특보 정보, 지도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해상도 기상 측망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날

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손쉽게 자신의 웹  모바

일 서비스에 날씨 보  특보 정보뿐만 아니라 성, 

이더, 낙뢰, 태풍 등의 지도기반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4] 

   Weather Planet API를 사용하여 재의 날씨정보와 

날씨에 따른 여행코스 추천 서비스를 구 할 정이다. 날

씨정보를 이용하여 날씨를 단한 후 실내여행코스로 추

천할지 실외여행코스로 추천할지 단하여 사용자에게 추

천할 정이다. 

3. 시스템 구조

   3.1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흐름도는 <그림 5>와 

같다. 맞춤형 여행지, 숙소를 추천받기 해 어 리 이션

에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한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여행지에 한 정보  숙소 정보를 받아온다. 이때 사용

자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  숙소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사용자는 추천된 여행지  원하는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로 여행코스를 제

공할 수 있다.

<그림 5> 흐름도

   사용자가 선택한 여행지와 숙소의 치를 바탕으로 경

로 알고리즘을 통해 최 의 여행 코스를 생성한다. 사용자

는 여행 경로는 이동비용과 이동시간을 고려한 최 의 여

행경로를 추천받을 수 있다. 

   여행경로가 바 어서 재 치를 기 으로 여행코스

를 다시 만들어야할 때는 어 리 이션에서 사용자의 

치 정보를 받아와서 재 치를 기 으로 여행 코스를 

다시 추천한다.

3.2 여행 코스 추천 어 리 이션 구

  <그림 6>는 어 리 이션의 실행화면이다. 사용자 취향 

 성향 악을 해 개인의 데이터를 쌓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마다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지, 음식 , 숙소, 

교통에 한 정보를 어 리 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지, 음식 , 숙소가 정할 수 있

다. 사용자가 원하는 여행코스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여행

코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 여행코스를 장하여 함께 

여행할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6> Application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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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자유여행에 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여행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는 여행 코

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여행 비 시간을 약할 수 있다. 부분 여행을 

비하는 사용자들은 여행을 비하기 해 주로 블로그 

혹은 카페나 SNS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나 SNS를 이용하게 되면 무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비효율 이다. 

사용자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여

행지에 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

에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쉽게 추천받을 수 있다. 한 여

행지에 한 검색결과를 수집하여 후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어 여행의 질을 한층 더 높

일 수 있도록 도와 다.

   둘째, 단체 여행 같은 경우는 패키지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여행 일정을 공유하기 힘들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같이 여행하는 사용자들을 묶어서 여행 

일정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함께 동행하

는 사용자 모두가 여행 일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돌발 상

황으로 인해 갑자기 바  여행 일정도 바로 공유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

여행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여행객들의 수가 증가 할 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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