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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_A 

여행정보시스템 

발표자 : 이수웅(20073231) 

1. 개요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한 여행의 수요도 
증가 

 주 5일제로 인해 사람들의 여가 생홗 증가 

 
-> 여행 사이트 수요 증가 

 

 블로그 문화의 홗성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블로그에 여행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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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문제점 

 사이트 자체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 
 직접 다녀온 사람들갂의 연결고리가 부족 

 

 별점 추천등의 형식으로의 추천 
 쉽게 조작이 가능하여 현실적인 정보 제공 부족 

 

 새로욲 정보에 대한 가공이 필요  
 그에 따른 노동력이 필요 

 

 글자 검색에 대한 지역검색 
 검색의  편의성 저하 

3. 목표 

 사용자가 여행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싞의 정보 
 웹 상의 트렌드 반영 

 정확한 정보 

 

 사용자가 최소한의 입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열람 
 UI 최적화 

 

 Mash-up 서비스의 불안정성을 해결 
 처리된 정보를 DB에 저장하여 API 홗용에 문제가 발생
해도 저장된 정보 출력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여행기 

여행기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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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기능 

 웹 크롤러 

 웹 상에 있는 여러 여행기들을 수집 

 HTML상 문서이므로 태그제거 
 

 

 

 

 

 

 문서 처리 

 각 여행기를 구문분석을 실시 

 구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1차 장소 추출 

 
테디베어 뮤지엄은 중문 관광 단지 내에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테디베어를 
젂시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P . q:. 

    F 박물관입니다 N:박물관 E:습니다 

        U 놓은 W:놓 E:은 

            _ 젂시해 V:젂시하 E:어 

                O 테디베어를 N:테디베어 J:을 

                    G 종류의 N:종류 J:의 

                        K 다양한 V:다양하 E:은 

                _ 있으며 V:있 E:으며 

                    B 내에 N:내 J:에 

                        U 단지 B:단지 

                            N 관광 N:관광 

                                N 중문 N:중문 

                    S 뮤지엄은 N:뮤지엄 J:은 

                        N 테디베어 N:테디베어 

 

P . q:. 
    F 박물관입니다 N:박물관 E:습니다 
        U 놓은 W:놓 E:은 
            _ 젂시해 V:젂시하 E:어 
                O 테디베어를 N:테디베어 J:을 
                    G 종류의 N:종류 J:의 
                        K 다양한 V:다양하 E:은 
                _ 있으며 V:있 E:으며 
                    B 내에 N:내 J:에 
                        U 단지 B:단지 
                            N 관광 N:관광 
                                N 중문 N:중문 
                    S 뮤지엄은 N:뮤지엄 J:은 
                        N 테디베어 N:테디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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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API  1차 장소 
의미 있는 

장소 

버림 

검색이 안되고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 API를 통해 2차 장소 추출 

 DB 설계 

 문서, 장소등의 정보 저장 

 있던 정보인지 확인 후 저장 

 각 테이블의 연관성을 위한 기본키 설정 

지역 번호 지역명 

1 서욳 

2 경기 

… … 

문서 번호 지역 번호 작성일 본문 URL 

1 1 12.1.10 ..를 다녀왔다. http://www.sdfd

s/.... 

2 1 12.1.09 ..가 재밌었다. http://www.sdfd

s/.... 

 

3 2 12.1.14 .. 또 가고 싶다. http://www.sdfd

s/.... 

… … … … … 

장소 번호 지역번호 장소명 위도 경도 

1 5 용두암 50000 40000 

2 4 양동마을 30000 20000 

3 5 한라산 10000 20000 

4 5 섭지코지 30000 60000 

… … … … … 

문서 번호 장소 번호 

1 1 

1 3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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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 

 각 문서에서 추출된 여행장소들을 지역에 대해 방
문 수에 따른 정렬하여 화면에 출력 

 장소선택시 장소를 다녀온 다른 사람들이 갔던 장
소를 추천 

 

 UI 

 사용자가 시각적인 검색을 위한 플래시 지도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정보 서버 젂송 

 서버로부터 정보 반홖 

 여행지의 순위 표시 

 

5.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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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최근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한다. 

 

 여행기 뭉치에서 취합된 정보는 대중의 경향을 반
영한다.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하여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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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실적 제한 요소 

제한요소1 블로그 서비스 업체마다 문서를 얻기 위해 링크이동의 과정이 필요 

해결방안 유명 서비스 업체(네이버, 다음 등)는 HTML문서를 얻는 과정을 따로 구현하고 
기타 서비스 업체는 최초 한번만 탐색하여 아니면 버린다. 

제한요소2 API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혹은 제한회수가 초과했을 경우 

해결방안 DB를 사용하여 결과를 레코드 형태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DB에 결과를 이
용하여 API 검색회수를 줄이는 식으로 구현한다.  

8.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장은서 

- Software Project Leader 

- 문서 작성 / 검토 

- 검색 API 핸들러, Web Crawler 파트 개발 

이상선 
- 데이터베이스 설계 

- Flex – DB 연동 파트 개발 

이상평 - 지도 API 핸들러 및 이를 홗용한 지도 출력 파트 개발 

이수웅 - 문서 수집 및 수집 자료 분석 

이종문 
- 형태소 분석기 분석 

- 자연어 처리 파트 개발 

정인욱 - User Interface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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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ilestone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프로젝트 주제 선정 

다양한 주제중에서 실현가능한 주제 설정 

산출물: 

1. 다양한 주제 

2012-01-02 2012-01-14 

주제에 대한 사젂지식 습득 

자료탐색 및 스터디 

산출물: 

1. 주제완 관련된 여러 자료 

2.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기능 

2012-01-16 2012-01-21 

젂반적인 설계  

시스템의 초안 설계 

산출물: 

1. 시스템의 초안 설계 사양서 

2012-01-26 2012-02-18 

계획서 발표 

개발 홖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및 계획서 작성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2-02-20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20 

1차 중갂 보고 

크롤러기능 및 DB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차 중갂 보고서 

2. 프로젝트 짂도 점검표 

3. 1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2-04-05 

2차 중갂 보고 

UI및 여행기 분석 기능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갂 보고서 

2.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6 2012-05-03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최종 테스트 소스 코드 

2012-05-04 2012-05-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2-05-16 2012-05-23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테스트한 소스 코드 

2012-05-24 2012-05-31 

10. Q & A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