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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사용자 개인의 선호도를 악하기 해 사용자의 로 일, 어 리 이션 내의 검색 정보, 웹 

검색 정보와 페이스북 정보 등을 활용한다. 한 실험 인 구  사례로 시범 서비스 국가인 국에 하여 

여행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념과 계를 심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심으로 개인 선호도에 

따라 여행지를 추천한다. 이 시스템의 개인화된 추천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이 심 있는 여

행지를 추천받아 이를 심으로 여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중심어 :∣온톨로지∣개인화∣여행 추천∣아키텍처∣

Abstract

We propose and implement a personalized tour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ontology. We 

utilize user’s profile, dynamic information on search in the application, web search, and facebook 

for personalized recommendation. We construct tour database for England based on ontology for 

a demo service, and recommend tour spot considering an individual preference with tour 

database. This dynamic and personalized tour service makes it possible for individual to plan 

one’s own tour by considering recommended tour spots for each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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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개인화된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에 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일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5]. 최근에는 웹이나 모바일 상에서의 개인

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웹이나 모바

일 상에서의 개인화는 속하는 사용자의 성향과 행태

별로 세분화하여, 사용자가 선호할 수 있는 한 정

보 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극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특징은 유선 환경보다 사용자 정보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용하기에 보다 

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용하고자 

하는 여행 추천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분의 기존 여행 

련 추천 시스템들이 정 인 추천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1-3]. 를 들어 TripAdvisor[2]의 경우에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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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 명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이

며 World Explorer[3]는 여행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

는 모바일 어 리 이션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

은 각 나라별로 유명 지를 추천하거나, 나라별로 

도시별로 맛집을 소개하는 것 등의 정 인 추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검색이나 가까운 거리와 별  순으로 

유명 여행지를 추천한다. 한 여행지 온톨로지 구축 

부족으로 여행지가 아니거나 구체 인 장소가 아닌 곳

을 추천하기도 한다. 이런 시스템들은 개인화된 추천이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하나씩 살펴보며 스스로 계획해

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여행에 한 심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를 들어 20  여 생과 40  남성 직장인의 

여행 련 심사는 매우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차를 반 할 수 있는 개인화된 여행 추천 

방법을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온

톨로지는 특정 분야(domain)의 유효한 지식들을 기술

하는 데이터 모델로서 특정한 분야에 속하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계를 심으로 기술한다[4][5].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선

호도에 따라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 으로 구 하 다. 사용자 개인의 선호도를 

악하기 해 사용자의 로 일, 어 리 이션 내의 

검색 정보, 웹 검색 정보와 페이스북 정보 등을 활용한

다. 한 시범 서비스 국가인 국에 하여 여행지 정

보를 개념과 계를 심으로 그래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인 Neo4j[6]를 사용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심으로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여행지를 추천한다. 

이 시스템의 개인화된 동  추천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이 심 있는 여행지를 추천 받음으로써 

이를 심으로 여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검색 정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정보를 활용하여 개

인의 선호도를 악하여 이를 여행 추천과 같은 실용

인 분야에 용했을 뿐만 아니라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여행지 정보와 개인의 선호도를 효과 으로 표 하는 

실험 인 구  사례를 제공했다는 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 배경

에 해서 기술한다. 3장에서는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

즘을 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의 주요 기

능에 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시

스템 아키텍처을 심으로 기술하고 5장에서는 시스템 

구  결과를 기술한다. 6장에서 련 연구와 비교하교 

7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배경

웹이나 모바일 상에서의 개인화 서비스는 속하는 

사용자의 성향과 행태별로 세분화하여, 사용자가 선호

할 수 있는 한 정보 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보

다 극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개인화 서

비스 략은 사용자의 필요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해당 웹이나 모바일 앱에 한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

 뿐 아니라 타깃 마 과 일 일 마 을 가능하게 

해 다[7]. 특히 최근의 u-커머스(u-commerce) 환경에

서 개인화는 핵심요소로서 새로운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8][9].

개인화 서비스의 표 인 형태로 개인화 추천 서비

스를 들 수 있다. 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학술 으로 처

음 발표된 것은 90년  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0][11]. 기 추천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추천 문제

는 지 까지 범 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정보검색, 데

이터마이닝 분야의 다양한 방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추

천 방법들이 제안되어 실제 추천시스템 구 에 용되

어 연구되어 왔다. 

통 인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가지

고 이와 부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추천하고자 했던 

규칙기반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의 연구 방향은 

내용기반 방법  업여과 방법 등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9]. 내용기반 방법은 사용자가 과거에 사용했거나 

평가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 이 간단하고 사용자의 선호 정보를 직

으로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사용자가 이미 

평가한 아이템과 유사한 것만을 추천하여 새로운 아이

템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업 여



온톨로지 기반의 개인화된 여행 추천 시스템의 구현 3

과 방법은 다른 사용자들의 선호도 정보를 바탕으로 유

사한 성향을 가지는 이웃 사용자를 찾고, 그 이웃 사용

자에 의해 높은 선호도를 보인 아이템을 사용자에게 추

천하는 방식이다. 

를 들어 [12]의 최근 연구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자

를 한 개인화된 모바일 음악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 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음악 추천 시스템의 단

을 해결하기 해 사용자 근 히스토리 정보를 이용

하여 사용자의 심 정보를 알아내고, 사용자의 근 

히스토리 정보에 시간에 따른 가 치 부여하여 사용자

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는 사실을 고려하 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을 기술하는 데이터 모델로서 

특정 분야(domain)에 속하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계

를 기술하는 정형 어휘의 집합이며 역 온톨로지는 특

정 역에서 유효한 지식들을 상으로 구축한 온톨로

지이다. 구체 인 사물 혹은 특정 학문 역과 같은 제

한된 역에서 의미론  연 계를 구축한 개념의 집

합체라 할 수 있다. 온톨로지 구축 방법과 사례에 해 

[4]에서 일반 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 개념  계 

분류를 통한 분야 온톨로지 구축에 한 연구는 [5]에 

소개되어 있다.  

III. 개인화된 여행지 추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화된 여행 추천 

시스템을 주요 기능과 추천 알고리즘을 심으로 소개

한다. 먼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인 선호도에 따른 국가, 도시, 여행지 추천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선호할 만한 국가와 도

시, 여행지 순으로 추천한다.

6개의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 정보 제공

'음식, 쇼핑, 문화재, 랜드마크, 숙소, 필수 여행지'의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추천 여행지에 한 통

합 인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

어 리 이션 내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더 폭넓

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검색 히스토리를 추

천에 반 한다.

메일링

어 리 이션의 추천 결과를 메일링을 통해 제공하

여 사용자가 구 으로 보존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화된 여행 추천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사용자의 로 일, 검색 히스토리, 페

이스북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개인 선호도를 악

하고 선호도에 따라 여행지를 추천하고 련 정보를 제

공한다. 

그림 1. 추천 구조도

그림 2. 사용자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용자 

정보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선호도를 악

하기 해서 [그림 2]와 같이 사용자의 로 일(나이, 

성별,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사용자 로 일)과 검색 

히스토리,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용자의 행동양태 등을 활용한다. 

사용자가 회원 가입할 때 얻은 카테고리 별 선호

도 정보

사용자 스마트 기기의 검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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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의 페이스북 정보(좋아요, 담벼락, 공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천 방법은 사용자 선호도 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와 도시 추천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진 곳부터 여행지로 추천한다. 이 추천 방법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사용자 선호도 정보의 종류에 따라 가 치를 부

여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  정보의 추천도 향력

을 감소시킨다.

키워드를 온톨로지에 매칭할 때 유사어, 련어, 

복어를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추천 방법은 사용자의 정 인 

선호도와 동 으로 변하는 선호도를 복합 으로 반

하기 하여 사용자 로 일과 사용자 행동양태를 활

용한다. [그림 3]과 같이 사용자 로 일이 제공하는 

비교  정 인 정보와 사용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동 인 정보를 동일한 비율로 반 한다. 이 게 함으로

써 정 인 정보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동

인 정보도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동 인 정보

인 행동양태 내에서의 가 치를 주어 반 한다. 어  

밖의 웹 검색에서 사용되는 검색어 히스토리보다는 어

 내에서 사용하는 검색어 히스토리가 더 여행에 

하다는 을 반 하 다. 페이스북에 게시물과 ‘좋아요’

의 분석 결과는 선호도 반  정확도가 크지 않다는 

을 반 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가 치를 두었다.

그림 3. 소스의 선호도 가중치 비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호도의 향력 감소를 반 하

기 하여 사용자가 온톨로지에 있는 단어를 검색한(혹

은 페이스북의 담벼락에서 매칭된) 날짜가 최근일수록 

선호도에 더 높은 가 치를 둔다. [4]에서 제안된 다음

의 식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호도에 가 치

를 부여한다. 이 식의 x는 재시간과 검색시간과의 간

격을 나타내며 y는 0과 1사이로 표 되는 선호도 가

치를 의미한다. 같은 단어를 검색하 더라도 x 값이 작

을수록 즉 최근에 검색한 것일수록 선호도에 미치는 가

치는 크게 된다.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 치

는 감소하여 0에 가까워진다. p는 라미터 값으로 이 

값을 조정하여 시간에 따른 감소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한 이 추천 방법에서는 키워드를 온톨로지에 매칭

시킬 때, 동의어/유사어/ 련어에 해서는 하나의 단

어로 매칭되도록 하기 해 유사어, 동의어 매칭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맨유’라는 

키워드가 온톨로지를 검색할 때, 동의어인 ‘맨체스터 유

나이티드’의 속성값에서 ‘맨유’라는 값과 매칭된다. 

한, 맨유의 경기장인 ‘올드트래포드’의 속성값에도 련

어인 ‘맨유’를 삽입하여 모두 매칭되게 한다. 한 해당 

지역의 꼭 가 야 할 여행지의 경우에는 필수 여행지 

가 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어 리 이션 실행 시 항

상 추천되도록 한다. 이를 해 항상 온톨로지 내에 있

는 가장 높은 추천도 값의 2배 값의 가 치를 부여한다.

그림 4. 소스 키워드의 온톨로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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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스템 아키텍처

이 시스템은 크게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되며 

체 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그림 5]와 같다. 클라이언트

는 SQLite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로

그램으로 검색어, 검색 날짜, 페이스북 담벼락 내용, 웹 

검색어에 한 정보로부터 선호도 유추 알고리즘을 통

해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노드와 여행지 온톨로지의 노

드 사이의 선호도 계를 유추한다. 이 게 유추한 선

호도를 여행지 온톨로지에 반 한다. 이 알고리즘은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SQLite는 웹 검색 

히스토리로부터 검색어와 검색 날짜에 한 정보를 제

공한다. 한 페이스북 히스토리로부터 담벼락 내용 등

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5. 여행 추천 시스템의 아키텍쳐

검색 히스토리는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사용

한 웹 검색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은 콘텐트 제공자

(content provider)를 통해 기존 인터넷 라우  어

로부터 라우  속 정보를 가져와서 이를 이용하

다(URI:content://com.sec.android.app.sbrowser. 

browser/searches). 페이스북 히스토리는 [그림 6]과 같

이 콜백 URL 호출을 통한 근 토근(access token)을 

획득하여 담벼락 정보를 획득한다. 

서버는 그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o4j 데이터

베이스에 여행지 온톨로지와 회원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 다. Neo4j에 구축된 여행지 온톨로지는 지리 정

보, 도시 정보, 여행지 정보 등을 계를 심으로 온톨

로지를 구성한다. 회원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의 로

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추천 알고리즘에서 

사용된다. 

그림 6. 페이스북 정보 획득 코드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의 개념 간의 계를 나타내

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Java 언어로 구 된 오

소스 그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o4J를 사용하

다[6]. 이 데이터베이스는 노드 서로가 화살표( 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데이터를 빠르게 리  

조회할 수 있으며 직 이고 믿을 수 있다. 한 규

모 확장이 가능하며 빠르다. 마지막으로 고가용성이며 

다양한 쿼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 들

을 활용하여 방 한 양의 여행 데이터를 계층 으로 나

고 다양한 계를 정의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이

를 바탕으로 여행 추천 엔진을 구 하 다. 

그림 7. 여행지 온톨로지와 회원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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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Neo4j에 시범 으로 국에 한 여

행지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이 온톨로지의 체 인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Neo4j에서 온톤로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성하며 객체 혹은 개념들 사이의 

계를 그래  형태로 나타낸다. 노드는 객체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객체 사이를 계를 나타내고 화살표의 이름

은 객체 사이의 계를 정의한다. 지리 정보는 지구를 

나타내는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하여 륙, 국가, 도시 

순으로 지리 정보를 표시한다. 각 노드의 포함 계는 

화살표(has)로 연결된다. 각 도시의 명물 노드와 거  

노드를 포함한다. 명물 노드는 해당 도시의 주요 

지나 가볼만한 곳을 나타내며 거  노드는 해당 도시에

서 유명한 주요 거  노드를 포함한다. 명물 노드와 거

 노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카테고리(음식, 쇼핑, 문

화재, 랜드마크, 숙소, 필수 여행지)로 분류한다. 각 카

테고리 별로 구체 인 해당 아이템( 지, 호텔, 쇼핑

몰, 음식  등)을 각각 노드로 표 하며 각 노드는 아이

템에 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림 8. 온톨로지 갱신

사용자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면 회원 데이터베

이스에 사용자 노드가 생성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카테고리, 웹 검색 히스토리, 페이스북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림 8]과 같이 온톨로지를 갱신하게 

된다. 사용자가 ‘런던아이’를 라우 를 통해 검색한 

경우, ‘런던아이’ 노드와 ‘사용자 노드(ka35)’를 잇는 

interest in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살표의 value 값(선호

도 값)이 증가하게 된다. ‘런던아이’ 노드의 상 노드인 

‘런던’, ‘ 국’, ‘유럽’과 사용자 노드를 잇는 interest in의 

value 값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검색 뿐만 아니라 사용

자의 카테고리, 페이스북 기록 등 다양한 선호도 정보

를 이용하여 추천 알고리즘이 선호도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여행지를 추천한다. 

V. 시스템 구현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  환경에서 구 하 다. 

운 체제: 안드로이드 4.0.4 아이스크림 샌드 치 

기 으로 API level 16 이상,

개발 언어: Android Java

DBMS : Neo4j

질의 언어: Cypher Query - Neo4j에 데이터를 삽

입, 삭제, 수정하기 한 질의 언어

개발 도구 : Eclipse(JDK + ADT) 

그림 9. 시스템의 구성 요소 

본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그림 9]와 같다. 본 시스템

은 회원가입 후에 진행한다. 로그인 하면 페이스북이 

연동되고 개인 선호도를 고려하여 여행지를 추천하고 

이 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행지를 선택하면 선택된 여행지에 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하고 이를 메일을 통해 달한다. 사용자의 여

러 선호도 정보를 고려하여 여행지를 추천할지라도 사

용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여행지를 

추천하되 사용자로 하여  추천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이 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추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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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을 심으로 여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 다. 

구  결과를 회원가입 단계에서부터 여행지 추천까

지 순차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단계: 

신규회원의 정보를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그림 10]과 같이 회원의 ID, Password, e-mail을 입력

하고 음식, 장소, 쇼핑, 기타 카테고리의 선호도를 선택

한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ID 노드가 생성되고, 온톨

로지 데이터베이스에 선호도에 따라 화살표가 생성된다.

그림 10. 회원가입

(2) 로그인 단계: 

[그림 11]과 같이 사용자가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

고 Login 버튼을 른다. [그림 12][그림 13]과 같이 로

그인이 성공하면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페이스북 정보

를 받는다.

그림 11. 로그인 진행 
         화면

 

그림 12. 계정 이용 여부 
확인

 

(3) 여행 국가 추천 단계:  

먼  선호도가 높게 나온 국가를 확인한다. 국가가 

마음에 들 경우, [그림 14]와 같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

릭하여 바로 도시 추천 화면으로 이동하며 그 지 않으

면 다른 국가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도시 추천 화

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13. 페이스북 
        정보받기

 

그림 14. 국가 ‘영국’ 추천
        화면

 

(4) 도시 추천 단계: 

해당 국가에서,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시 순으로 

여행지를 추천한다. 사용자는 여행지 개요를 확인한 후 

이들 에 보다 심 있는 도시를 선택할 수 있다. 를 

들어 최근에 ‘비틀즈’를 검색한 경우에는 [그림 15]와 

같이 리버풀이 추천될 수 있으며 리버풀을 선택한 경우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여행지 추천 단계: 선택된 도시의 상세한 여행지 

정보를 6가지 카테고리(꼭 가 야 할 곳, 랜드마크, 문

화재, 음식, 쇼핑, 컨텐츠) 별로 제공한다. 각 여행지에 

해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6]은 그  일부

로 리버풀의 꼭 가 야 할 곳과 랜드마크 정보를 보여

주고 있다. 도시의 ‘꼭 가 야 할 곳’, ‘랜드마크’, ‘문화

재’, ‘음식’, ‘쇼핑’, ‘컨텐츠’ 순으로 정보를 확인한 후 메

일 송창으로 이동한다. 사용자가 확인한 여행지 정보 

모두가 사용자의 이메일로 문서화하여 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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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도시 추천 화면: 
         리버풀

 

그림 16. 리버풀 여행지 
         추천 정보 

(6) 메일링 서비스: 

ITA 사용자가 확인한 여행지 정보를 사용자 이메일

로 송한다. 사용자가 확인한 여행지 정보 모두가 사

용자의 이메일로 문서화하여 송된다.

VI. 관련 연구

개인화된 여행 추천과 련된 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에서는 사용자  문가 평 에 기반

하여 여행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여행에 앞서 효율

인 스토리텔링 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

구를 하 으며 이를 안드로이드에서 구 하 다. [14]

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의 시간과 공간 정보

에 기반한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

하 다. 사용자의 여행 가능 시간과 재의 치 정보

를 심으로 여행 가능한 목 지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트래킹을 통해 실제로 목 지까지의 왕복 시간과 람 

시간을 알려주도록 설계하고 HTML5와 오  API를 이

용하여 모바일 웹 응용 형태로 개발하 다.

[15]에서는 제주도를 심으로 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해 규칙 기반 필터

링과 학습 에이 트를 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

를 정확하게 추천하기 한 시스템을 설계하 다. [16]

에서는 재까지의 모바일 여행 정보 서비스들의 기술 

동향과 기존의 모바일 여행 정보 서비스들이 가지는 문

제 에 한 해결책으로 웹 2.0의 집단지성과 상황 인

식 컴퓨  기법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모바일 여행 

콘텐츠 서비스를 제안하고 설계하 다. 

여행박사(www.tourbaksa.com)는 고객의 심 여행

지에 맞춰 상품을 추천해주는 ‘개인화 맞춤상품 추천서

비스’와 ‘연 상품 추천서비스’를 홈페이지 심으로 도

입하 다. 개인화 자동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재 매 

인 상품들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여행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를 들어 고객이 최근 검색해본 상

품을 기 으로, 큐슈 자유여행에 심이 있다면 장거리

보다 단거리 지역  유사 가격 의 자유여행 상품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식이다. 

본 연구와 비교해서 련 연구는 다른 목  혹은 제

약 을 가지고 있다. [13]은 평 을 심으로 여행을 추

천한다는 면에서 개인 맞춤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14]는 사용자의 재 치를 심으로 하여 시내 근거

리 여행을 상으로 하고 있다. [15]는 온톨로지를 이용

한 여행 추천시스템의 설계만을 제시하 으며 [16]은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한 설계만을 제시하 다. 여행

박사는 개인 맞춤형 상품을 자사 여행상품을 심으로 

제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화된 여행 추천 시스템을 한 시

스템을 스마트폰 어 리 이션 형태로 제시하 다. 사

용자의 선호도 악을 해 사용자의 로 일, 어 리

이션 내의 검색 정보, 웹 검색 정보와 페이스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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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하 으며 여행지 정보를 개념과 계에 따라 

온톨로지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여행지를 쉽게 찾아 추천하도록 구 하 다.

VII. 결론 

본 연구는 검색 정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선호도를 악하여 이를 여행 추천과 

같은 실용 인 분야에 용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

다. 뿐만 아니라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여행지 정보와 

개인의 선호도를 효과 으로 표 하는 실험 인 구  

사례를 제공했다는 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일반 으로 개인 선호도를 정확히 악하는 것은 쉽

지 않은 주제로 사용자의 행  정보를 보다 많이 축

하거나 다양한 실험 혹은 동음이의어 처리 등을 통해 

선호도를 보다 정확하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으로 다른 사용자 정보 를 들면 블로그나 칼 더 

정보 등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에 맞는 여행 일정, 경로 등을 추천하도록 확장하는 것

도 향후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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