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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기술 가운데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고자 하는곳의 여행정
보를 스케줄링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인공신경망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방식을 이용하며 이용자의 가
중치에 따라 여행의 나이, 기간, 장소, 종류, 날씨, 계절, 인원 등으로 여행에서의 요소들을 히든레이어로 구성하여 여행지의 스
케줄을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가중치에 따른 여행지의 분류작업이 완료가 되면 기간과 장소의 위치정보에 따
라 스케줄링 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기존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환경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원하는 여행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여행정보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 인공신경망(ANN), 스케줄링(Scheduling), GPS

I. Introduction
2016년 말에는 구글 딥 마인드에서 인공지능 기술테스트 플랫폼인
딥마인드 랩을 외부에 무료 공개 하였다. 이는 지난해 구글의 인공지능
플랫폼 텐서플로우 공개의 연장 선상안에 있다.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1]. 또한 IT 산업이
발전하고 이용자들이 서로 나누는 정보가 방대해짐에 따라 나에게
최적화된 여행정보를 손쉽게 찾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나에게 맞춤형
이란 단어가 쓰기는 어렵겠지만 인공지능망을 활용하여 내가 가진
성향의 군집을 표본화하여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겠단 생각에서 본 논문은
시작한다.
여행지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수반한다. 나이,

II. Preliminaries
1. 인공신경망
1.1 인공신경망 이론
인공신경망은 인간이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중추신경계인뇌를
모방한 통계학적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이다. 즉, 시냅스의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뉴런이 학습을 통해 시냅스 결합의 세기(가중치)를
조정하여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에 활용되는 다층 퍼셉트
론은 입력층의 각 노드에 데이터가 제공되면 각 노드에서 전달함수를
통해 은닉층에서 변환되고 이는 출력층에서 도출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기간, 장소, 종류, 날씨, 계절, 인원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협업필터링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해쉬태그를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1)

검색어기반 혹은 자연어기반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것을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진행하였을 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다.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한 여행경로 스케줄링 시스템은 인간의
주관적인 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최적화된 경로로 추천을 하게 되며
사용자는 높은 만족도를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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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xi는 인공신경망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이며, wij는 각
노드에 전달 되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가중치이다. 위 식을 행렬 형태로
정리하면 식(2)와 같다.

(2)
여기서 행렬 W는 가중치 행렬로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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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기능을 수행한다[3][4].

(3)
식(2)을 다음과 같은 전달함수에 적용시켜 얻은 결과를 그 처리기의
출력으로 하여 이와 연결된 다른 처리기로 보내면 식(4)과 같다.

(4)
위 식은 다층 인공신경망의 경우로 n은 층의 수를 나타내고 yn은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및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망(ANN)을 활용
하여 여행지 추천을 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스케줄을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된다. 우선 그것을 위해서는 ANN을 이용한 여행지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우선 진행하게 된다.

인공신경망의 최종적인 출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전달함수 f는 신경
세포의 반응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다양한 신경망 모델은 계층 수,
출력형태, 데이터유형, 학습방법 그리고 전달함수와 같은 기준에

1. ANN(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여행지 추천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층 인공신경망 (MFNNs:

여행지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 했던 것처럼 다양한

Multilayered Feedforward Neural Networks)은 인공 신경망의

기본 Input정보들이 있어야 한다. 가령 나이, 가고자하는 여행지,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구조이며, 시스템 식별, 제어, 패턴인

동행자 수등 다양한 Input정보들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정보를 기반으

식과 같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결과를

로 내 여행지를 선정해내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림

예측하기 위하여 다층 및 순환 신경망인 역전파 인공신경망을 적용하

2에서는 전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이다.

였다[2].

1.2 인공신경망 구조
인공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 히든층(hidden layer), 출력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여행지 추천 기본 모형

위의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자들이
입력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여행의 주제를 정하게 된다. 데이터에
Fig. 1. ANN Architecture

입력층에는 각각의 입력변수가 1:1로 매칭되는 뉴런(neuron)이
존재한다. 히든층에는 입력층의 뉴런과 가중치(weight)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뉴런이 존재하며, 히든층에서의 층의 개수에 따라 모형의
복잡도가 결정되고 히든층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경우 deep

neural network 또는 deep learning이라고 칭한다. 출력층에는 히든
층에서의 뉴런과 가중치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뉴런이 존재하며, 예측
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의 형태에(numeric, binary or multinomial)
따라 출력층의 개수가 결정된다. 히든층과 출력층에 존재하는 뉴런은

는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위치정
보에 추가적으로 가중치 조절에 필요한 나이, 기간, 인원, 날씨 등과
같이 가중치를 지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ANN을 이용하여 다양한 퍼셉트론들을 구성하여 가중치를 구하고
그 가중치를 기반으로 출력을 진행하게 된다. 출력을 진행할 때에는
내가 가진 정보들이 속하는 여행지 정보를 추출하여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 이과정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추천된 여행지 정보로
제공되게 되는 것이다. AN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축된 여행지
추천 정보에 최종 생성된 ANN 가중치 알고리즘이 더해진 시스템을
완성 한다.

이전 층에서의 입력값과 가중치를 합(summation)을 계산하는 기능과
뉴런의 가중합을 입력값으로 신호를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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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많은 여행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고
시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 및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여행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때 인공신경망에서 가중치가
얼마만큼 변위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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