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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지난해 MERS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국내 관광산업이 올해에는 정부의 임시 공휴일 운영 및 대체 공휴일 실시 등과 함께 

외국인 관광인구 유입 증가 등으로 MICE산업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내 관광지를 찾는 다양한 여행자

에게 위치에 기반한 상세 관광 안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동경로를 갖을 수 있는 실외 관광지의 다중경로에 대하

여 이용자 소셜 위치정보를 통해, 사용자별 맞춤형 관광경로 추천 및 최단경로 안내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키워드: 소셜 관광지도(Social Tourist Map), 소셜 위치정보서비스(Social LBS), 소셜 여행서비스(Social Travel 
Service)

I. Introduction

2016년 4월 인센티브 휴가로 인천을 방문한 요우커는 한류 드라마 

촬영지 및 국내 주요 관광지를 찾았다. 2015년 MERS(중동호흡기증

후군)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국내의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한류열풍 등을 배경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통해 

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
산업 형태로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 네이비게이션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어렵고, 관광지 내부의 이동을 위해서는 관광지별

로 제공하는 안내 팜플렛 형태의 관광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본 논문에서는 실외 관광지의 관광지도를 모바일 형태로 서비스하

고 여러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는 관광지에서 기존 및 현재 관광객의 

소셜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 소셜정보에 기준한 맞춤형 관광지 

안내 방법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1. 위치 기반 서비스

LBS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측위기술이라 할 것이다. 측위기술은 

크게 GPS와 이동통신기지국(Cell-ID)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

에도 RFID나, 지상의 라디오 비콘, 무선랜 등을 통해서도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위 기술을 분류해보면 위치인식의 

기본원리에 따른 구분, 위치신호 주체에 따른 구분, 참조포인트의 

종류나 신호의 통신 특성에 따른 구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셜 위치정보

SNS 사용자의 포스팅 및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방문 장소에 대한 

이동경로와 동일 장소에 대한 소감 및 후기 등을 통해 동일 시간대의 

사용자 성향 및 동일 연령 및 성별 정보등에 대한 사용자 기반 소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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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sign and Implementation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상기와 같은 시스템 구성을 갖는다. 
유적지, 놀이동산, 박물관 등의 간략한 소개와 사진을 안내하고 종이 

팜플렛 형태로 제공되는 관광지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광지

에 대한 상세 지도와 함께 현재위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이때 맞춤형 길안내는 그림2와 같이, 관광객의 SNS 
포스팅 및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후보군을 선출하고, 타임라인의 

시간 정보를 통해 운영하지 않는 후보들을 배제하고, 후보군에 포함된 

각 장소들의 방문 빈도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후보군을 스카이라인

을 통해 사용자 성향을 만족하는 장소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기도 점수와 가중치가 부여된 사용자 성향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 관광지 장소에 대한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 소셜 위치정보 분석 기반 서비스

그림3은 실제 구현된 서비스의 결과화면과 서비스 사용방법을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광지 방문 전에 목적지에 대한 검색 

및 사전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관련 정보들은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와 함께 소셜 위치정보가 통합되어진 것이다. 실제 관광지의 방문시에

서는 진입 단계에서 관광지도상의 목적지를 터치하면 안내가 시작된

다.

그림 3. 사용자 UI/UX 및 서비스 사용 절차

Ⅳ. Conclusions

실외 형태 그리고 대형의 관광지일수록, 방문과 동시에 어떤 방향으

로 어떤 목적지부터 관람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처음 

방문하는 관광지 일수록 주요한 관광 목적지와 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난해할 수 있으며, 관람을 위한 목적장소로 가는 

여러 가지 이동경로중 어떤 동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방법은 소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동일 성향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영어 및 기타 외국어 버전으로의 

확장은 국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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