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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여행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 ☆

Development of Customized Trip Navigation System Using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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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여러 종류의 국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공

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에 역 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행에 한 공공데이터와 사용자 정보를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여행 정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례기반추론(CBR)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추
천이 가능하도록 하 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 심의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여행 시스템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턴키(Turn-key) 방식의 콘텐츠 제공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 화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가 공공데이터의 성공 인 활용 사례가 되기를 기 한다. 

☞ 주제어 :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앱, 추천시스템, CBR, 데이터 마이닝

ABSTRACT

Under the flag of creative economy, Korea government is now releasing public data in order to develop or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 this paper, we develop a customized trip navigation system to recommend a trip itinerary based on integr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and personal tourist data. The system uses case-based reasoning (CBR) to provide a personalized trip navigation 

servic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existing trip information systems and ours is that our system can offers a user-oriented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our system supports Turn-key style contents provision to maximize convenience. Our system can be a good example 

of the way in which open government data can be used to design a new service.

☞ keyword : open government data, big data, application, recommendation system, case-based reasoning, data mining

1. 서  론

공공데이터란 ‘공공기 이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하

고 있는 (光) 는 자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

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상 등으로 표 된 

모든 종류의 자료 는 정보’로 정의된다[1]. 즉, 정부 

는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미국과 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데이터를 경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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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에 연

계되는 용량의 데이터 리 에서 정부의 민서비

스를 더욱 증 시키고자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정책 으

로 극 추진하고 있다[2]. 미국의 ‘Data.gov’와 국의 

‘Data.gov.uk’가 표 인 활용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가

의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개방하여 더욱더 투명한 정

부를 구 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 3.0' 비 에서 공공데이터를 

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창조경제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을 진하기 해 이미 2013

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

률」[1]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된 공

공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된 스마트폰 앱이 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는 등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검증

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 에서는 보다 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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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은 다양

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산업의 진흥으로 되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3]. 이와 련하여 정부 기

에서는 민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4].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재 정부에서 개방

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재까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상   

등 각 분야별 앱 활용 수 은 공 자가 제공하는 일차 정

보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정보제공 측면에서 

공 자 심이었다[5]. 하지만 향후에는 각 분야별 사용

자 맞춤형 융합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달

하는 턴키(Turn-key) 방식의 앱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 

망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은 외출이나 

여행 시, 공간 정보와 날씨 정보 그리고 나만을 한 맞춤

형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요구 충족도

를 제고시키려는 에서 제안되었다. 본 논문의 시스템

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여행지  여행지별 기상 정보를 제

공받고, 축 된 사용자 정보를 토 로 해당 날씨와 사용자

의 기호에 합한 여행지를 추천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2. 문헌연구

2.1 공공데이터 개방의 동향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 을 하여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하는 자료 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

공받은 공공데이터를 리 , 비 리 으로 이용할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 은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재이용 하도록 

허락하고, 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재화나 서

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며, 궁극 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6].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으로 공공-민간-시민 간 계

의 근본 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

업 창출과 부가가치 증 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EU)의 경우, 공공데이터 도입과 활용에 따라 경제규모

(GDP 기 )의 약 0.3%에 해당하는 약 520억 유로의 시장

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며, 이는 1,86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은 약 

150억 운드의 경제  효과와 2017년까지 58,000개의 일

자리 창출을 기 하고 있으며, 미국은 900억 달러의 경제

 가치 창출과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4,000개 이상의 일

자리 창출 효과를 기 하고 있다[7]. 이와 같이 공공데이

터의 활용을 통하여 막 한 경제  효과 창출을 상하

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  산의 투

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객 인 데이터  의견 수렴이 

가능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고 있다.

2.2 공공데이터 활용

2.2.1 국정부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활용은 주요 선진국을 심으로 차 확산

되고 있으며 그  국은 공공데이터 통합 민간개방 창

구인 ‘Data.gov.uk’를 개설하 다. 이러한 창구를 통해서 

기업은 물론 연구단체  개인이 쉽게 공공데이터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곳 포털의 방문자는 약 280

만 명이며, 매월 방문자  약 70%가 새로운 방문자로 나

타나고 있다. 방문자의 국 은 국(81%), 미국(2.7%), 인

도(1%) 등의 순이다. 

국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약 160만 소기

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 다. 이를 해 국의 

기업 신기술부는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한 원자재 역

할을 하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범 를 확 할 계획을 수

립하며 실행 에 있다. 한, 2011년 11월 처음으로 데이

터를 개방한 이래로, 개방된 데이터가 물류, 헬스 어 등 

산업의 각 부문성장에 도움을  바 있다. 

재 국정부는 50개의 공공 서비스 가운데 기업들의 

세  기록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25개

의 서비스를 디지털로 환한다는 계획을 실행 에 있

다. 이를 해 국 국세청은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통해 부가세 등록의 일부를 공지하고 있다. 한, 토지 등

기소는 데이터와 링크를 통해 토지 거래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 정부는 보다 효과 인 국민 서비스 구축을 해 

공공데이터를 극 활용하고 있다[8]. 

2.2.2 련 유사 시스템 활용 사례

본 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과 유사하며 이미 성공 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앱인 ‘ 한민국 구석구석’과 ‘원기날씨’에 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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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먼  여행 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인 ‘

한민국 구석구석’은 한국 공사에서 운  에 있으며, 

구  이(https://play.google.com/store/apps)에서 다운로

드된 수를 기 으로 약 4~500백만 명의 사용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여행지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서버에 장된 여행 정보

를 앱을 통해 공 해주는 정도일 뿐 사용자를 고려한 맞

춤형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에서 제한 이 있다. 

두 번째 앱인 ‘원기날씨’의 경우는 여행  여행지 선

택에 있어 요한 요소  하나인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앱의 경우 다운로드 수를 기 으로 약 400백만 명의 

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들은 이 앱을 통

해 기상청의 날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상

청에서 확보한 날씨 정보를 단순히 사용자에게 달하는 

역할에만 그친다는 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2.2.3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일반 으로 여행 정보와 해당

지역의 날씨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때, 사용자는 각

각의 정보를 별도의 수단을 통해 확보해야만 한다. 여행

을 할 때 날씨 정보는 여행과 련성이 매우 높은 정보임

에도 불구하고 재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정보 공 자가 

제공하는 일차 인 정보를 사용자가 직  확인하는 정도

만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사용자

에게 여행과 연 된 여러 정보들을 융합하여 제공하며, 

동시에 개별 사용자에 따른 정보 추천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 심의 정보 제공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공 자 

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들과 차별화된 특성

을 갖는다.

3. 맞춤형 여행 네비게이션 시스템 

3.1 시스템의 개요

본 연구는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행에 필요

한 기상 정보와 여행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는 서비스의 

필요성에 한 고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본 연구의 시스

템은 네비게이션 앱 형태로 구축되었으며 기상 정보와 

여행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 다. 한 맞춤형 정보 

개발에는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 다.

(그림 1) 시스템 개발배경

(Figure 1) Motivation of developing the proposed 

system

3.2 시스템의 주요 기능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화면에 구

된 ‘기상&여행 융합정보 제공’ 기능은 사용자에게 기상 

정보와 여행 정보를 융합하여 제공한다. 다음으로, ‘나만

의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은 사용자가 여행지와 날짜를 

선택하면, 기존의 DB에 장된 여행지, 해당 여행지의 날

씨 정보,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최 의 여행지

를 사용자에게 추천해 다. 여기에서 사용자 추천을 

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하나인 CBR(Case-based Reasoning) 

기법[9, 10]을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여행경로 

제공’ 기능에서는 추천정보에 따라 여행할 지역의 날씨

( 보), 사용자 정보, GPS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여행

경로를 개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림 2) 주요 기능

(Figure 2) Mai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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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의 알고리즘

개발된 시스템의 작동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날씨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늘

의 날씨를 정하는 변수를 정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여행

에 요한 날씨 변수인 온도, 습도, 황사, 쾌 도 등을 활

용하여 날씨를 정량화하여 사례로 활용가능하게 하 다. 

날씨에 한 정의가 끝난 후에는 사용자에 하여 정의

를 실시하 고, 소득, 연령, 성별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사례화하 다. 날씨와 고객에 한 사례화가 끝

난 이후에는 여행지별, 날씨별 후기 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수집하거나, 사용자들이 직  작성가능하게 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날씨, 사용자, 여행지에 한 사

례와 후기정보를 확보하 다. 

(그림 3) 사례화 방법

(Figure 3) Approach to Make Cases

그림 3과 같이 앞서 확보된 날씨, 사용자, 여행지, 후기

정보를 이용하여 사례가 가지는 정량 인 크기를 활용하

여 유사정도인 사례별 거리를 계산하 다. 이때 사례별 

정량  거리의 크기가 작을수록 성질이 유사한 사례로 

단하여 추천시 우선되며, 정량  거리 크기가 클수록 

유사하지 않은 사례로 단되어 후순 로 추천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구 하기 해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하나인 CBR 기법을 활용하 다. 개발된 시스템에서

CBR 기법이 작동하는 원리는 그림 4와 같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여행을 할 여행지  날짜, 여행 목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날짜에 따른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상과 동일한 정보를 가진 해당 

여행지 후기들을 사용자 유사도를 고려하여 추천하게 된

다. 사용자는 여행지 후기에 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정

보를 별도로 가공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장 이 있다.

(그림 4) 시스템의 추천 알고리즘

(Figure 4) Recommendation Algorithm of the 

System

(그림 5) 맞춤형 정보 생성 과정

(Figure 5) Process of Customized informatio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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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장소와 여행 날짜가 정해진 후 실제로 해당 장소

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 사용자들은 추천된 세부 장소를 

언제 어떻게 방문할지에 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를 해

결해 주기 하여 추천 후기 정보들이 활용되며 사용자

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행경로와 주변 상권에 한 

정보를 그림 5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기상  여행에 한 공

공데이터를 활용하고, CBR기법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맞

춤형 여행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GPS 정

보를 활용하여 선택된 여행지에 한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 편리성을 더하 다. 한, 이러한 정보에 실시

간 날씨 변동 정보를 용하여 추천지를 변동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이와 같이 사용자들에게 사용자 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천받은 정보에 한 만족감을 높

이고자 하 다.  

4. 평가  결과

4.1 평가방법

Nielsen은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평가단의 

구성을 강조하면서, 5명을 후한 평가자만 있더라도 효

과 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언 하 다[11].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구 된 시스템을 평가하기 해, 하루 평균 10회 

이상 앱을 사용하고 여행 련 앱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

는 20~30 로 구성된 5명의 평가단을 구성하 다.

평가항목 세부 내용

유용성
본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얼
마나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정도

편의성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
나 편리한가에 대한 정도

미래
이용계획 정도

본 시스템을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있
는가에 대한 정도

(표 1) 평가 항목

(Table 1) Evaluation Items

각 평가자들은 본 연구의 시스템에서 추천받은 정보를 

통하여 각자 자신이 경험한 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 항

목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 다. 평가 항목은 표 1과 같이 

유용성, 편의성, 미래 이용계획 정도의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량  평가로 각 항목은 10  만 으로 평가

되었다. 추가 으로 정성  평가를 해 본 시스템의 문

제 이나 개선방안에 한 서술형 답변을 평가자들에게 

요구하 다.

4.2 결과분석

평가 결과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반 으로 3개 

항목이 평균 7  내외의 정 인 평가를 얻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용성의 경우 평균 7.4 을 얻었으며 평가

자들이 체로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해 만족하는 반응을 보 다. 다만 평가 수의 편차가 큰 

편이었는데 이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도의 만족감에서 오

는 차이로 향후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반면 편의성의 경우 평균 6.6 의 상 으로 

낮은 평가 수를 기록하 는데 이는 사용자 편의성 측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 이용

계획 정도의 경우 평균 7 으로 체로 정 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 평가 결과

(Figure 6) Results of Evaluation

본 시스템의 문제  등을 질문한 서술형 답변에서는 

제공된 정보의 유용성 제고  사용자 편의성에 한 지

이 있었다. 맞춤형 정보 제공시 정확도를 제고하기 

한 방법으로 보다 더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여 처

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추천 정보가 

본인에게 합하지 않다고 단되는 경우, 안을 제시해

주거나 처음부터 복수의 안을 제시하는 방안이 제기되

었다. 아울러 맛집 정보와 같은  다른 정보들과의 융합

에 한 의견도 있었다. 향후 시스템 개선시 필요한 고려

사항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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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BR 방식을 활용하여 기상 정보와 여

행 정보를 사용자 심으로 추천하는 맞춤형 여행 네비

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에서는 네비게이

션 앱을 통해 융합된 여행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추천한다

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 본 시스템은 턴키 방식으

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

을 극 화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 분야에 한 서비스를 제안하기 

해 날씨와 여행지 정보  사용자 정보를 융합하 으

나 향후 교통 정보나 맛집 정보 등 연 성 있는 련 정

보를 추가 으로 활용한다면 제안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추가 인 사용자 정

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 보다 최 화된 서비스 개발

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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