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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자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춰 여행 애플리케이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지 추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전형적인 관광지만을 추천하여 독특한 여행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현지인 가이드가 자신만의 경험이 담긴 투어 상품을 구상하고 직접 안내까지 함으로써 

여행자에게 특별한 현지 경험을 선사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가이드와 여행자 입장에

서 각각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였으며, 웹서버 연동을 통해 상호간의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여행지 어디에서나 투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여행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한다.

키워드: 실시간(real-time), 여행 예약(travel reservation),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travel guid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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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여행 상품이 개발되고, 

그에 맞춘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행 애플리케이션은 

자유여행에 초점을 맞춰 개별적으로 숙박시설과 항공편을 예약하고 

관광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대부분 전형적인 

관광지들을 추천하므로 독특한 여행경험을 원하는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여행 속 간단한 패키지여행’이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행자들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Good Guide’를 개발하였다.

II. Preliminaries

현재 여행 애플리케이션은 여행자에게 관광지와 맛집, 놀거리를 

추천해주며, 더 나아가 여행 일정을 대신 계획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여행 가이드 앱 ‘트리플’과 ‘위시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1][2]. 이 서비스들은 전형적인 관광지를 추천하므로 독특한 

로컬 경험을 즐기려 하는 여행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Good Guide는 현지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투어 상품을 계획하고 직접 가이드까지 해주어 여행자

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네이티브 앱을 기반으로 여행지 

어디에서나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즉흥적으로 독특한 로컬 

경험을 할 수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프로젝트는 현지인이 직접 여행 코스를 구상하고 가이드까지 

하여 여행자에게 현지에서의 독특한 로컬 경험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

고자 가이드와 여행자 두 버전으로 개발하였다. Fig.1은 개발된 시스템

에 대한 자료 흐름도를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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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FD for a Structure Analysis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Good Guide의 구성은 크게 가이드중심

과 여행자 중심 기능으로 구분된다. 먼저 가이드가 사용할 기능으로는 

투어 등록, 일정 관리, 예약자 정보 확인, 평점 및 리뷰 확인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을 중심으로 나눈 하단 네비게이션 

뷰를 통해 화면 전환이 가능하다. 투어 탭에서는 현지인이 안내할 

여행 장소와 코스 정보를 입력하여 투어 상품을 등록한다. 투어 등록이 

완료되면 캘린더뷰에서 가이드 가능한 날짜를 선택, 변경할 수 있으며, 

선택한 날짜를 리스트뷰로 확인하여 손쉬운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 

등록된 일정을 바탕으로 여행자들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투어별 

예약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서버 연동을 통해 

여행자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여행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투어 상품 검색, 예약, 예약 정보 확인, 

평점 및 리뷰 등록 등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리사이클러뷰를 

통해 최근 등록한 투어와 평점이 높은 인기 투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여행지 검색을 통해 원하는 투어 목록을 찾을 수 있다. 투어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투어의 다양한 정보와 상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상품일 경우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예약을 완료한 

투어는 나의 여행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행을 완료하면 해당 

투어에 대한 후기 및 평점을 남길 수 있다.

Fig. 2. A Calendar Screen 

of Guides App.

Fig. 3. A Home Screen of 

Travelers App.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Good Guide‘는 

현지인 가이드가 투어를 등록하므로, 현지에서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여행지를 다채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한다. 향후에는 사용자의 예약 

패턴을 기반으로 여행 성향과 관심사를 분석하고 추천해 주는 추천 

알고리즘과 가이드와 여행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채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더욱 유용하고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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