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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투어리즘의 설계

장재열*ㆍ김도문*ㆍ최철재**

Design of Smart Tourism in Big Data

Jae-Youl Jang*ㆍDo-Moon Kim**ㆍChul-Jae Choi***

요  약

제안한 논문은 기 체험 여행자가 SNS를 통하여 남긴 정보를 바탕으로, 첫째, 제안한 지능형 투어리즘을 

통하여 SNS로부터 다양한 여행자 정보를 수집하며, 둘째, 체험 정자에게 맞는 스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기 체험자의 정보를 기 으로 수정 는 용할 수 있게 하고. 셋째, 와 같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체

험 정자가 직  투어리즘 스 링을 등록  수정할 수 있는 가상 투어리즘 설계를 목 으로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을 통하여 기체험자와 체험 정자간의 매칭 과정을 통하여 신뢰가 기반된 투어리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어의 만족도를 최 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the information left on SNS by the experienced tourist and, First, the tourist gathers various tourist information from SNS 

through Smart Tourism as suggested, Second, providing scheduling information for future tourist and the future tourist can modify and apply the 

information from experienced tourist. Third,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virtual tourism service based on above services where future tourist can 

post and modify tourism scheduling. Therefore, it is to obtain the effect of providing reliable tourism service to maximize the satisfaction of the tour 

through matching process between experience experiences and experienc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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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제연합세계 기구 UNWTO(: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의하면, 아시아 륙이 주요 

목 지로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되고 있

다. 특히, 세계  목 지 편 이 80년  유럽·미주 

심에서 2010년 아시아  동의 약진 체제로 재편 

되었으며, 2030년 아시아가 유럽시장에 필 하는 Top 

2 륙이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객은 1995년 약 4천만 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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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약 3억 명 수 으로 증, 세계 시장의 핵

심 목 지로 부상할 것으로 망 되고 있다[1]. 

그러나 국내 시장은 이와는 상반되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주도하는 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산업도  부가가

치창출이 가능한 질  성장을 해 빅데이터를 활용

한 데이터분석과 SNS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

이다[1].

따라서, 제안한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정보기술과 

선진화된 국내 ICT산업을 연계한 지능형 스마트 투

어리즘 설계를 목 으로 한다. 2장을 통하여 산업

과 ICT형 투어리즘 황에 하여 소개하며, 3장에서

는 빅데이터 지능형 솔루션 한 설계를, 4장을 통하

여 결론  향후 계획에 하여 제안한다.

Ⅱ. 본  론 

제안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투어리즘[2] 설계

를 하여 본 장에서는 산업의 황에 하여 분

석 하 으며, 지능형 투어리즘를 하여 개발한 앱에 

하여 분석하고 제안한다.

2.1 국내 산업의 황

국내 시장은 입국 객의 증가라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변화되는 환

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산업은 과거와 같은 

부가가치 형 으로 일 하고 있으며, 변동의 폭이 

넓은 한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한, 다양한 투어리즘을 설계해주는 사업  제품

에도 불구하고 체험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문

제 도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지속 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는  인 라가 부족하다는 도 성장의 

발목을 잡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국내도 싱가포르

와 같이 부가가치 창출형 산업으로의 연계화로 

질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형 부가가치 창출 모델이 

필요한 시 이다[3].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한 국가별 자원수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싱가포르 등에 비해 문화자원

원은 우수하나 자연 자원  인 라가 부족하다고 평

하고 있다. 

세계의 소비 성향은 과거의 단순한 람형 투

어리즘에서 경험을 기반한 으로 변모해 가고 있

다. 산업 선진국일수록 산업발 에 기반으로 한 

규모 융·복합  리조트를 심으로 발 되고 있

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단편 인 자원과 면

세 쇼핑 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

그림 1은 개발 분류  발  추이를 보여주고 있

으며, 국내 산업도 자연자원의 개발보다는  

인 라의 재구축  다차원  활용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1. 개발 분류  발  추이
Fig. 1 Categorization of tourism development and 

development trends

2.2 ICT형 투어리즘 황

ICT기반 스마트 투어리즘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서비스되는 SNS, 애 리 이션 등이 심이 되어 시

간, 치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ICT형 사업화를 의미한다[4],[8]. 

그림 2는 한국 방문 앱을 표시한 것으로 스마트 투

어리즘 개념을 도입하여 웹 기반의 홈페이지, SNS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애 리 이션을 통합 으로 운

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투어리즘의 경우, 서비스 기에는 단순한 교

통, 숙박, 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 으나, 차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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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ontents

Purpo
se

 ⦁Existing visitors, after visiting sightseeing spots, analyze 
the records and create DB when registering their 
feelings on their own SNS

Spec.
 ⦁Information on small commercial commerce in tourist 

spot is keywordized, SNS analysis and data analysis of 
sightseeing areas

Perfo
rman
ce

 ⦁Experience sightseeing information analysis: Analyze 
various SNS in the vicinity of hands-on tourist resort 
and make DB and information on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information

 ⦁Applicable company mention analysis: Confirm reference 
information for applicable companies, analyze the cause 
information of emotion information and feelings, convert 
to DB

Use

 ⦁Collect and index the user's impressions and regional 
related information uploaded to SNS via analysis of Big 
data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voice of a good user, 
what I felt

Construct information in real time DB

Funct
ion

 ⦁SNS account information navigation
 ⦁Indexing Navigation Information
 ⦁DB conversion of indexed information

형 투어리즘의 발 은 GPS를 활용하여 증강 실(AR: 

Augmented Reality)을 목한 서비스까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비약 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한국 공사가 한국 을 표하는 동시에 세

계 인 추세에 발맞춰 스마트 의 구 을 진행하

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사를 통한 스마트 의 

분석은 하다[5-6].

그림 2. 방문 Korea 앱
Fig. 2 Visit Korea APP

Ⅲ.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투어리즘의 설계

제안한 논문에서는 지를 기체험한 사용자가 자

신의 SNS에 정보를 등록하면, 제안 알고리즘을 통하

여 수집한 후 체험 정자에게 맞춤식 투어리즘을 설

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계한다. 한, 기체험자의 

정보를 분석하기 한 감성형 구문 분석과 제안 솔루

션을 사용하는 체험자에게 직  투어 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3.1 SNS 포털의 빅데이터 연계

본 에서는 사용자들이 방문한 지 후기 정보

를 SNS에 등록하면, 사용자별 체험 유형에 한 분

석과 빅데이터로 정보화[7]하는 과정을 설계한다.

   3.1.1 SNS  체험자 후기 분석

그림 3은 SNS를 통하여 기체험자의 방문정보를 

수집한 후 분석하기 한 과정을 설계한다. SNS  

체험자 후기분석 과정[9-11]을 통하여 작성자, 스포츠

정보, 화제정보, 감정정보, 이슈 키워드, 치정보 등

의 메타정보를 토큰화한 후 빅데이터에 등록  구문 

분석과정을 통하여 치정보에 따른 체험자의 상세정

보를 설계한다.

그림 3. SNS 분석 시스템 구조도
Fig. 3 SNS analysis system structure diagram

표 1에서 SNS로부터 수집할 정보에 한 메타데

이터 기 을 정의한다.

표 1. 메타데이터 정보화 기
Table 1. Standard for metadata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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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에서는 포털사이트  SNS, 블로그 등과 

같은 개인 미디어에 수집된 정보 등을 분석하며 체험

자의 맛집  멋집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험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실제로 체험자가 방문하고 작성된 

후기들을 분석 후 지수화 한다.

 [ 수 = (활동 평가 수 합계 + 반응 평가 수 합계) × (활동

수  반응 수의 비율 계를 고려한 가 치) × (평가   사

진에 한 사용자에 의한 가 치)]

한, 지수의 정의는 “방문횟수”, “빈도수”, “사진 

수”,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량화하며, 다음과 같

이 “소셜활동의 지수”도 함께 정량화하여 이를 각 분

야별 순 를 정하고, 순 는 다시 체험자의 정보에 의

하여 실시간으로 반 한다. 그림 5를 통하여 용된 

정보는 “추천순”, “등록순”, “이름순” 등으로 분류하여 

체험자에게 지도  리스트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한다.

   3.1.2 체험자 정보 분석

사용자 정보검색 서비스 로직  SNS 분석 DB 구

조도는 체험자로부터 SNS를 통하여 수집된 메타정보

를 토큰 분석한 후 각각의 항목인 사용자정보, 치정

보, 감성정보, 치정보 등을 정형화된 SNS분석 DB

에 용함으로써 향후 솔루션을 통하여 서비스될 체

험고객 맞춤식 참여기업에 한 그림 4와 같은 상세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림 4. 체험자 정보 분석
Fig. 4 Experienced user information analysis

표 2는 체험자 정보화에 한 기 을 정의한 내용

이다. SNS를 통해 입력되는 체험자의 문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싱하는 문장 분석부, 문장 분석부에서 

싱된 단어를 이용하여 치정보, 감성정보  화 정

보를 추출하는 정보추출부, 추출된 감정정보가 부정  

감정인지 여부를 단하는 감정 단부, 노출된 정보들

을 값으로 지수화하여 지도에 표시하는 지도표시부 

등으로 구성하여 체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DB화하

는 체험자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특히 앱을 사용

하는 사용자의 SNS에서 일정을 설정하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에 

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한다.

표 2. 체험자 정보화 기
Table 2. Standard for experienced user 

informatization

Class Contents

Purpo
se

 ⦁Collect and index the voices of the experiencer who 

wrote on the SNS via analysis of Big data and related 

information of the area

Spec.

 ⦁Information database focused on experiences

 ⦁Information analysis and DB conversion of real-time 

SNS users

Perfo
rman
ce

 ⦁Experience and tourism area information DB construction

 ⦁Database construction reflecting real-time information

Use

 ⦁Analyze the information raised to the experiencer's SNS, 

construct the topic and satisfaction degree DB 

construction

 ⦁Analyzing information of experiences and SNS created 

by experiences, gathering materials necessary for 

experiencer's preferences and customization information

Funct
ion

 ⦁Analysis of experiential information

 ⦁Information indexing of experiences

 ⦁Experience information DB conversion

3.2 방문 스 링 정책 설계

페이스북에 올려진 사진의 1/2이 여행에 련된 사

진이며, 제안한 논문에서는 올려진 다양한 사진들을 

분석하여 체험자들의 패턴과 자주 방문하는 곳의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한, 새로운 방문자를 찾기 

해서 체험자는 련 서  탐색, 지인에게 묻기, 인터

넷 검색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에서는 기방문자를 통하여 등록한 사진  후

기들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취향

과 일정 등을 설정하면 많은 사용자들이 다녀간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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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코스설계 알고리즘을 제공한

다. 이러한 앱은 체험 정자에게 목 지를 찾기 해 

기방문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단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서비스할 수 있다.

   3.2.1 일정 리

웹은 사용자정보, 행사정보, 여행지정보, 후기정보 

등을 앱 기능을 통하여 서비스하며, 운 리 시스템

은 웹과 빅데이터의 분석에 활용되어지며, 사용자의 

후기 리  스 링 등록  리 시스템은 사용자

의 방문지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설계한다.

아울러, 기 방문자와 방문 정자와의 매핑정보는 웹과 

스마트기기  Digital Signage를 통하여 설계하며, 

여행지 정보는 일정 리  여행지 상세정보 등록의 

과정을 통하여 정의한다. 그림 5는 일정 리 시스템의 

설계 도식화를 의미한다.

그림 5. 일정 리 시스템
Fig. 5 Schedule management system

앱 사용자의 입력된 값과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의 기호에 맞는 추천코스를 설정하고 추천한다. 한 

기존 사용자의 정보들의 값을 순 로 추천해주는 

순 추천부,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우선순 를 정하는 

우선순  설정부, 각 코스별 이동방법  경로를 고려

한 코스 설정부 등으로 구성한다. 

한, 앱에 의해 추천된 코스를 사용자가 임의로 

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사용자는 이

러한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표 3은 일정 리 시스템의 기 으로 체험 정자에

게 제공할 서비스 항목에 한 내용으로 각종 정보를 

사용자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 일정 리 시스템 기
Table 3. Standard for schedule management system

Class Contents

Purpo
se

 ⦁Constructed so that experienced persons can design and 
recommend customized courses

Spec.

 ⦁Implemented to set the schedule of the experiencer 
according to my preference

 ⦁It is already set and you can see the course on the map 
or list, and it is displayed so that it draws a line for 
each course and is connected

Perfo
rman
ce

 ⦁Choose certain visited categories (restaurants, 
accommodations, sightseeing spots, etc.) and provide 
maximum gourmet (or cool) listing information 
considering arrangement and course

 ⦁Display direction and distance traveled by course
 ⦁The course saved for each course and organized so that 

it can be "stored / deleted" through "My Course", and it 
can be set separately as "Public / Private" etc.

Use

 ⦁Encourage users to design and propose optimal courses 
that match the user's requirements

 ⦁Provide reference information ("recommended order", 
"order of registration", "order by name", "customer voice 
information") at a certain design time

 ⦁Configure so that the course of the proposed design can 
be evaluated while using the user

Funct
ion

 ⦁Schedule design system provided
 ⦁Course design information provider information provision
 ⦁Provide visiting star evaluation information
 ⦁Course management system provided

   3.2.2 사용자 추천 정보

그림 6은 사용자와 체험 여행지와 같은 정보를 시

스템을 통하여 콘텐츠 리하기 한 시스템 환경 구

성이다.

그림 6. 사용자 추천정보
Fig. 6 User recommended information

여행지 정보는 기 구축된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이

용하여 서비스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추

천이 높은 여행지를 우선하여 시스템을 설계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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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들의 이용 후기에 의한 평  뿐 아니라, 기체험

자들이 자주 이동하는 경로 등을 악하여 앱 사용자

에게 최 의 코스를 추천한다.

체험자에 의한 이용 후기  평 에 의한 체험 

정자의 평  리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용

자정보 분석시스템에서 개발한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

으로 평  최고 코스, 사용자 맞춤형 코스 등을 나

어서 제공한다. 제공된 코스는 체험자 정보를 바탕으

로 하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있으므로 의 일정

리 시스템을 통해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추천정보 시스템을 통한 추천 이외에도 다른 체험자들

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실제 코

스 사용자에 의한 코스 사용 평가가 진행되도록 한다.

아울러, 추천코스 리시스템에서 정보서비스는 실

코스 이용자의 사진  후기로 구성되며, 사진  후

기 텍스트의 양에 따라 수평가에 가 치를 제공한

다. 결국, 기 체험자가 체험 정자에게 맞춤식 추천코

스를 제공하면 설계된 솔루션에서는 해당 콘텐츠에 

한 평가를 SNS 사용자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지능

형 투어리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Ⅳ. 결  론

ICT기반의 스마트 투어리즘 솔루션은 기기를 심

으로 서비스되는 SNS, APP, Web을 통하여 객의 

시간, 치,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 최근 활용

되어지고 있는 투어리즘은 경험기반의 콘텐츠를 경험

하고자 하는 상자에게 제공해주는 형태가 다수 존

재하고 있다.

제안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투어리즘 설계는 기 

방문한 체험자로부터의 후기데이터를 SNS를 통하여 

수집한 후 형태소분석과정과 감성언어 추출단계로 여

행지에 한 속성을 DB화 한다. 이후, 성별·연령·여행 

취향 등등을 기 으로 기체험자와 체험 정자의 매핑

과정을 수행한다. 최종 으로 매핑에 따른 체험 정자

를 상으로 빠르고 신뢰가 기반 된 여행스 을 추

천하는 지능형 투어리즘 앱 서비스의 설계를 목 으

로 한다. 

SNS를 통한 신뢰성 있는 체험정보 수집을 한 크

롤링 기술과 수집한 메타정보를 체험 정자에게 제공

하기 한 빅데이터 기술, 이를 기반으로 MAP상에 체

험지 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후기로 리함으로써 체험

정자에게 신뢰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요구

조건에 맞는 최 의 맞춤형 코스 제공으로 시간 ·경

제  만족도를 높이는 투어리즘을 계획할 수 있다. 

제안 논문을 바탕으로 구   용함과 동시에 향

후 다국어처리  치정보에 따른 자동음성 정보제

공 서비스를 계획함으로써 지능형 투어리즘으로 사업

화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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