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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주말의 개념이 확장되고 일상보다 여유를 우위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여행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성향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협업 필터링을 이용한 여행지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별 여행지 선호도를 생성하고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해 후보 여행지를 생성하고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수행하여 여행지 성향 점수를 생성한다. 

여행지 성향 점수와 여행지별 성향을 고려하여 최종 여행지를 추천한다. 

I. 서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관광 횟수가 약 27%가 증가하였다[1]. 이와 함께, 사용자
에게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트립 어드바이저, 익스피디
아,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
지 정보 서비스들은 대중적인 사용자의 관심사 또는 평
판을 기반으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한다. 즉, 개인의 성향
에 적합한 개인화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사용자가 경험하지 못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 
필터링(CF :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이 활용되고 있
다 [2].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으로 구분된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
링은 유사한 사용자들만을 고려하고 상품간의 유사도를 
고려하기 않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선호가 전혀 다른 
사용자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의 기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필터링(HCF : Hybrid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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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여행지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별 장소 방
문 횟수와 평점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선호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해 선호도 
기반 여행지를 선출한다. 선출된 선호도 기반 여행지에 
대해 아이템 협업 필터링을 수행하여 여행지 성향을 생
성한다. 또한, 여행지별 성향을 고려하여 최종 여행지를 
추천한다. 

Ⅱ. 제안하는 개인화 여행지 추천 기법

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기존 협업 필터링을 통한 여행지 추천 기
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협업 
필터링 기반 여행지 추천 기법을 제안한다. 성별, 연령, 
여행 기간을 이용하여 여행지 별 성향을 분석하고 하이
브리드 협업 필터링의 결과와 결합하여 최종 여행지를 
추천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여행지 추천 기법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개인 맞춤 여행지 추천을 위해 우선 여행지 방
문 횟수와 평점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계산한
다. HCF 모듈에서는 계산된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반으
로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해 선호도 기반 여행지
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아이템 기반 협업필터링을 통해 
생성된 여행지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후보 여행지 점수 
를 계산한다. PS 계산 모듈에서는 후보 여행지를 방
문한 사용자들의 연령, 성별, 여행 기간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지 성향 점수 를 계산한다. HCF 모듈을 통해 생
성된 후보 여행지와 PS 계산 모듈을 통해 분석된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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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3)

where  

  
  

 


  

∗

(수식 2)

 : 사용자가 평가를 남긴 여행지
 : 여행지 와 의 유사도

 : 사용자 가 여행지 에 남긴 평가

   


(수식 1)

 : 사용자 가 여행지 에 마지막으로 남긴 평점

 : 사용자 가 여행지 에 방문한 횟수

 : 사용자 의 총 방문 횟수

성향을 고려하여 최종 여행지를 추천한다.

▶▶ 그림 1. 여행지 추천 기법 구조도 

2. HCF 모듈

  HCF 모듈은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해 사용자가 방문하지 않은 후보 여행
지 점수를 계산한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에서는 유
사 사용자 집단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여행지를 추출
한다.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에서는 후보 여행지의 예
측 선호 점수 를 계산한다.
  우선 수식 1을 사용하여 협업필터링에 쓰이는 사용자 
선호도 를 계산한다.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여행지간 유사도만을 고려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먼저 사용자 기반 협업필터링을 적용한다. 
보다 정확한 사용자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여행지의 
계층적 구조를 이용한다[3]. 계산된 사용자 유사도를 기
반으로 여행자와 유사한 사용자 집단을 생성하고, 이들
이 평가를 남긴 여행지들로 선호도 기반 여행지를 생성
한다.
  선호도 기반 여행지 중 여행자가 방문하지 않은 여행
지의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수행한다. 선호도 기반 여행지에 남겨진 평가를 기반으
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해 여행지간 유사도를 계산한
다. 계산된 유사도를 이용해 여행자 가 방문하지 않은 
여행지 에 대한 예측 선호도 를 계산한다. 수식 2

는 이를 나타낸 식이다.

3. PS 계산 모듈

  각 여행지는 여행지 특성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예
를 들어, 이태원 쇼핑거리는 60대 사용자보다 20대 사용
자가 많이 방문하고, 눈썰매장은 봄보다 겨울에 많이 방
문하는 등 선호도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지 추천
을 위해서는 여행지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S 계
산 모듈은 여행자의 성별, 연령, 방문 시기에 맞는 여행
지의 성향을 분석한다.
  여행지 성향분석 단계에서는 여행자의 연령대를 , 성
별을 , 여행할 시기를 이라고 할 때, 관광지 에 대해
서 연령대가 평가한 점수 , 성별 가 평가한 점수 
, 월의 평가 점수 를 계산한다. 이 때, 오
래된 평점에는 시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신 평점이 더 
높게 반영되도록 한다. 분석된 여행지 성향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관광지 에 대한 성향점수 를 계산한다. 
이 때 각 평가점수 별 적절한 반영비율을 두어 점수를 
계산한다. 수식 3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모듈의 결과 값  , 를 고려하여 
최종 여행지 순위를 매기고 높은 순으로 사용자에게 여
행지를 추천해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협업필터링을 통한 개인 맞춤 
여행지 추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여행자의 
성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협업필터링 
기법을 사용했다. 또 여행자의 연령, 성별, 여행 시기에 
따른 관광지의 성향을 고려하였다.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간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
하는 기법을 실제 구현하여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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