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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호스트가 숙소 가격을 정할 때, 기존 숙박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최적화된 가격을 참고하기 위해선 숙소의 

유형, 편의 시설 제공 여부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므로 불편하다. 본 논문은 호스트가 보다 편리하게 자신

의 숙소에 최적화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숙소의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웹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이 

웹을 통해 호스트는 더 간편하게 자신의 숙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알고 가격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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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1]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호스트가 되어 숙소를 제공하기

도 한다. 숙소 요금 산정은 전적으로 호스트의 권한이지만 숙박 플랫폼

이 숙소에 맞는 최적화된 가격을 제공하여 산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호스트가 이러한 최적화된 가격을 알아보고자 할 때 등록 절차인 

숙소의 유형, 편의시설 제공 여부 등 많은 단계를 거친 후에 최적화된 

가격을 알 수 있어 불편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숙소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을 만들고 호스트가 숙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CSV 파일을 업로드하면 기존의 모델을 바탕으로 

숙소 가격을 추정하는 웹 사이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숙소 가격 추정 

가격 추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Inside Airbnb’[2] 데이터를 사용한

다. ‘Inside Airbnb’는 세계 주요 대도시 숙소의 고유 아이디ID, 

침실 수, 화장실 수, 가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20년 02월 미국의 일부 21개 지역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하도록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Fig. 1. ‘InsideAirbnb’ 제공 데이터[2] 

Fig. 2. 전처리 후 데이터 

그림1에서 그림 2처럼 전처리 과정을 통해 price 열에 ‘$’를 없애고, 

평균을 계산할 때 정교한 값을 얻기 위하여 모든 데이터의 형식을 

실수형으로 형 변환한다.

데이터 분석은 K-nearest neighbor - Regression (이하. KNN)[3]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K-nearest neighbor - Regression이란 K-최근

접 이웃 알고리즘의 회귀방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 k개를 선택하고 그 값의 평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Root Mean Square 

Error (이하 RMSE)[4]를 사용한다. RMSE란 평균 제곱근 편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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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다룰 때 흔히 사용하는 측도로,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RMSE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다.

학습과 테스트는 12,494개(전체 데이터[2]/8)를 9:1 비율로, KNN

의 k는 5로 진행한다. 전체 데이터[2]에 1/8만 사용하고, k를 5로 

주는 이유는 RMSE 값이 가장 낮은 값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음은 

임의의 수로 데이터를 나눈 값을 이용하여 가격을 추정하였을 때 

RMSE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4. matplotlib[5]으로 표현한 k가 default값(5)이고 

임의의 수(x)로 데이터를 나눈 값을 통한 RMSE 

그림 4를 통해 k=5, 전체 데이터를 8로 나누었을 때, RMSE 

값이 가장 작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Fig. 5. matplotlib[5]으로 표현한 실제 가격과 추정 

가격을 통한 가격의 차이 

그림 5을 통해 해당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실제 가격과 비슷한 

추정 가격이 나옴을 알 수 있다.

III. 숙소의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웹 사이트 

웹을 구성할 때는 Spring Framework로 웹 개발을 진행한다. 호스

트가 보게 되는 웹 페이지 화면은 파일 업로드 페이지와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총 2가지이다. 첫 번째 파일 업로드 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파일 업로드 기능이다. 호스트가 [파일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를 클릭하면 Controller에

서 Command를 실행할 수 있는 Java Runtime (exec)를 통해 Python 

파일을 실행시킨다. 이때 Python 파일에선 데이터와 숙소 가격 추정 

모델을 이용하여 숙소의 가격을 추정하고 결과를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Python에서의 실행을 마치면 다시 Controller로 

돌아와 DB에 저장된 결과를 Spring Framework로 구현한 웹페이지

를 통해 차트로 호스트의 숙소에 대한 적정 가격을 나타낸다.

Fig. 6. GoogleChart[6]를 이용한 추정가격 차트

그림 9 차트의 x는 숙소 ID를 y는 그에 따른 각각의 결과 값은 

막대 형태로, 전체의 평균값은 선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I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호스트는 복잡한 과정 없이 CSV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 호스트의 적정 숙소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에는 

날씨, 비수기, 성수기와 같은 숙소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숙소 가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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