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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관광 서비스를 위한 관광 사진 분류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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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Tourist Photo for Intelligent Touris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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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딥러닝 기술 가운데 이미지데이타 분석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합성곱신경망 기술의 발전은 이미지 분석 영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진에 대한 분류와

목적에 맞는 딥러닝 모델의 훈련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이 플리커에 게시한 사진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관광목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 관광목적 사진분류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관광목적 사진 

분류 카테고리 개발을 위해 문헌분석, 웹사이트 분석, 관광객이 게시한 약 38,000장 사진의 검토과정을 거쳐 사진 분류 카테고리를

개발하였으며, 약 8400장의 사진을 개발된 카테고리에 맞춰 분류해 봄으로써 개발된 카테고리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으로 제안된 카테고리는 13개 대분류, 64개 중분류, 164개의 세분류 체계를 갖으며,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관광목적 

사진을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분류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플리커, SNS, 관광목적 사진 분류체계, 딥러닝, 합성곱신경망, 한국 관광

Abstract : In recent years technology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among the technologies of deep
learning has evolved dramatically and has shown an outstanding performance in the analysis of image data. First
of all, the training of deep learning model is prerequisite to classify the photos posted by the tourists on Web 
by applying CNN technology. In this study we aim to develop the photo classification system in view of travel
purpose in order to classify the photos posted by tourists on Flickr. We developed the category for photo 
classification by reviewing around 38,000 photos posted by tourists as well as by analysing literatures and web
sites, and then verified the category by classifying 8,400 photos one by one manually according to the category
developed. The category we developed has 3 hierarchical levels such as 13 major classification, 64 medium 
classification and 164 minor classification. We expect that our study can applied in base material when one tries
to classify the photos for travel purpose by using the CNN deep learning model.
Key Words : Flickr, Social Network Service, Photo Classification for Tourist purpose,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Korea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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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

하 SNS)를 활용하여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자신의 경험과 감성을 나타내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관광 활동 

후 게시하는 사진은 사용자들의 관광지에 대한 인식과 관

광 활동들을 보여주며, 이는 대표 관광요소 및 해당 관광지

에 대해 그들이 가지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김나연·강영

옥, 2019; Donaire et al., 2014).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는 관

광객이 느끼는 매력 및 방문 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

용자들이 SNS에 게시한 사진은 다른 사용자들이 방문하

고자 하는 관광지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된다(김기환, 2005; 

박종준 등, 2012). 또한 이렇게 SNS에서 사진들을 공유하

는 과정은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생산, 재생

산한다(Donaire et al., 2014). 따라서 SNS에 게시된 관광

활동 관련 사진을 분석함으로써 대표 관광요소 및 관광지

에 대한 이미지, 관광 트렌드를 알아낼 수 있으며 이 과정

은 관광지 발굴 및 개발, 개선 등과 관련된 관광 분야 기초 

연구에 일조할 수 있다(Saito et al., 2018).

그러나 기존에 SNS의 지오태깅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

구들은 주로 사용자가 머무른 공간 분석(Kádár, 2014), 이

동한 패턴 분석(이주윤 등, 2018; Zheng et al., 2012; Yuan 

and Medel, 2016), 게시한 텍스트 및 사진을 활용한 분석

(장현웅·조수선, 2016; 홍택은·신주현, 2016; Kaneko 

and Yanai, 2013; Kisilevich et al., 2013; Okuyama and 

Yanai, 2013; Kagaya et al., 2015)을 수행했다. 이 중 관광

활동 후 SNS에 게시물을 게시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

객의 관광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게시물이 생성

된 시점의 시공간 데이터를 통해 관광객이 머무른 공간, 

이동한 패턴 등을 분석하였으며 관광객이 게시한 텍스트 

및 사진 등의 게시물 컨텐츠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SNS에 게시된 사진을 활용하여 이미지 데이터 마이닝

을 수행한 연구로 Kaneko and Yanai(2013)는 SNS 트위터

(Tweeter)의 지오태깅된 사진으로부터 축제, 스포츠게임, 

지진, 화재 등의 이벤트 사진들을 찾아냈다. Okuyama and 

Yanai(2013)는 플리커의 지오태깅된 사진을 통해 관광객

들이 주로 방문한 여러 개의 장소를 추출하고, 해당 장소의 

대표 사진을 선정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마

이닝 기법 중 SURF(Speeded-Up Robust Features)를 활용

했다. 장현웅·조수선(2016); 홍택은·신주현(2016), Kagaya 

and Aizawa(2015)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합성곱 신경

망을 활용했다. 장현웅·조수선(2016)는 SNS 인스타그램

(Instagram)에 게시된 사진의 내용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사진으로부터 태그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마

찬가지로 홍택은·신주현(2016), 또한 인스타그램을 활

용했는데, 각 사용자가 게시한 사진들을 카테고리별로 분

류한 뒤 가장 많은 사진을 포함하는 카테고리를 추출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팔로잉 할 만한 팔로워(정보제공자)를 

추천해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Kagaya and Aizawa(2015)

는 인스타그램에 ‘#food’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들에

서 실제 음식 사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였다. 

이 밖에도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카테고

리별로 분류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는 관광 분야를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Krishnan et al. 

(2018)은 초음파 검사 사진에 나타난 간 질병을 분류했고, 

Sawant et al.(2018)은 MRI 사진을 통해 뇌암을 탐지했으

며, Motlagh et al.(2018)은 병리조직표본 사진으로부터 유

방암을 분류했다. 한편, 박송·심현정(2017)은 영화 포스

터에 나타나는 제목의 서체와 이미지의 채도 등에 따라 영

화 장르가 다르게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화 포

스터로부터 장르를 유추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태민·

이인권(2017)은 심슨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인식 

모델을 만들었으며, Xu et al.(2017)은 지오태깅된 토지 사

진을 토지피복 상태에 따라 분류했다.

이미지 데이터 마이닝, 즉 사진 데이터 마이닝은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나 지식을 추출

하는 과정이다((Deepak and Chavan, 2012)). 이는 웹 서

칭, 생체 의학 이미징, 수명 측정, 비디오 조사, 내비게이

션, 산업 시각 조사, 로봇 내비게이션, 원거리 센싱 등의 분

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축적된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훈련 알고리즘이 향상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사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의학, 

환경, 정보과학, 컴퓨터 그래픽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Géron, 2017).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란 컴퓨터를 통해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인간의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다(Amazon AWS).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

닝은 모두 인공지능 분야에서 파생된 개념들이다. 머신러

닝은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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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숨겨진 구조를 추출, 데이터 분류, 예측이 가능한 알

고리즘의 모음이다(Amazon AWS). 딥러닝은 컴퓨터가 데

이터 셋을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딥

러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공신경망이다. 특히 

인공신경망 중 하나인 합성곱 신경망은 인간이나 동물의 

시각 피질에 대한 신경학적 지식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

(Ciresan et al., 2011). 이미지 식별, 분류에 있어 높은 성능

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 데이터 마이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필터를 통해 사진 각 부분

마다의 특징을 하나씩 스캔하여 그것들의 값을 찾아내 학

습시키며, 합성곱 계층(Convolutional Layer), 통합 계층

(Pooling Layer), 완전히 연결된 계층(Fully Connected 

Layer)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 방식을 다르게 함으로

써 많은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Géron, 2017). 

관광분야에 합성곱신경망모델을 적용하여 관광사진을 

분류한 연구로 Kim et al.(2019)의 연구에서 2015년~2017년 

사이 서울지역에 게시된 사진가운데 관광객이 게시한 사

진을 분류하고, 관광객이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 

39,157장에 대해 합성공신경망 모델 중 하나인 Inception 

V3모델을 활용하여 사진을 분류하고 관광객이 갖는 서울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Inception V3모델이 갖는 한계와 관련하여 Inception v3 

모델은 Imagenet이라는 14,197,122개의 사진을 1,000개

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훈련

하여 만든 모델로 사진분류의 목적이 달라진다면 해당 목

적에 맞게 모델을 재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Inception v3 모델은 1,000개의 사물 객체단위로 훈련한 

모델이기 때문에 관광목적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관광사

진을 분류하기 앞서 관광목적에 맞는 관광사진 분류 카테

고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관광사진 분류 카테고리

는 향후 합성곱신경망모델을 재훈련시켜 한국방문 관광

객이 게시한 사진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한국관광이미지

와 지역별 관광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활용될 수 있

으며, 이는 사용자의 관광선호를 분석하고 사용자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관련 연

구, 그리고 연구흐름을 설명하였고, 2장에서는 관광사진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기존 문헌 및 관광관련 웹사이트 분

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

을 통해 관광 사진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앞

선 문헌분석 및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특성 조사를 바탕으

로 관광목적 사진 분류체계 개발의 방향, 실제 사진을 통

한 분류카테고리 검증, 그리고 관광목적 사진분류 카테고

리를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관광목적 사진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흐름은 그림 1

과 같다. 첫째, 관광 목적의 사진 분류체계 개발 전략을 수

립하기 위해 관광분야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에서 의미있

게 고려하는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주요 관광 웹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의 분류체계, 플리커에서 수집된 대한민

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의 일부 데이터를 확인

하여 관광사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 분석 및 

관광 웹사이트, 실제 관광사진 특성분석에 근거하여 관광

사진 분류체계 초안을 개발한 후, 셋째, 개발된 분류체계

에 대한 검증과정을 수행하였다. 검증과정은 전체 데이터 

셋의 약 5%(8,400개)에 해당하는 사진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에 대한 수정, 보

완 과정을 거쳤다.  카테고리 유형별로 분류된 사진을 확

인하고, 카테고리를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II. 관광 활동 및 관광 이미지 관련 연구의 

관광요소 분류체계

본 장에서는 관광이라는 목적에 따라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할 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으

로 기존의 관광활동 분석 연구, 관광이미지 분석 연구, 도

시 관광 이미지 연구, 그리고 관광관련 웹 사이트 및 웹 앱 

등의 분류기준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

터를 활용하였음. 2013~2018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게

시한 168,216장의 사진 가운데 약 23%에 달하는 39,156개의 사

진에 대해 수동라벨링 작업을 하였으며, 수동라벨링한 사진을

통해 관광사진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관련연구는 kim et al.(2019):

강영옥 등(2019)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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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분야 카테고리 구성요소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 및 관

광활동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황미진, 2014; 한국관광공사, 2017; 관계부처합

동, 2018). 한국관광공사(2017)는 관광객의 인터넷 검색

량 분석을 통해 한국 관광에 있어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관

광 카테고리를 분류하였다. 해외 주요 검색엔진 대상으로 

2016년 1월~12월 1년간 키워드 빈도수 비율을 기준으로 

관광지, 교통, 문화, 쇼핑, 음식, 관광정보, 지역명, 축제, 

한류 등 9개의 카테고리로 관광객의 관심사를 분류하였다.

관광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관광상품 유형 등 관광

지 이용 측면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황미

진(2014)은 어떠한 관광 활동을 통해 어떤 관광 경험을 제

공하느냐에 따라 생태체험, 자연체험, 지역체험, 역사체

험, 문화레저체험의 카테고리로 구분한 바 있으며, 관계부

처합동(2018) 연구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 관

광지의 특색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 위

주로 먹거리, 즐길거리, 연계 관광지와 함께 한국 고유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숙박, 명인·명사 체험, 한국문화, 

음식명인, 예술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2. 관광 이미지 구성요소

관광 이미지란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개인의 생각이나 

인상을 의미하며, 관광객들에 의해 만들어진 관광 이미지

는 잠재적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소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 행태의 이해나 관광지의 유인력 

증대 차원에서 관광 이미지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

되어왔고,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국내외적으로 관

광학 분야에서 주요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최승담·박경

렬, 2005). 관광 이미지 분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관광지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이미지 평가척도를 개발하거나

(Russell at el., 1981; Baloglu and Brinberg, 1997), 관광객

이 특정 관광지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조광익, 1997; 이태숙 등, 2017; 

Embacher and Buttler, 1989). 최근 들어 관광객이 해당 관

광지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와 관광지에서 관광객

들에게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한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Hunter, 2016; Mak, 2017).

Mak(2017)는 시각적 자료와 텍스트 자료로부터 관광지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인지적 차원(Cognitive 

Dimensions)과 정서적 차원(Affective Dimensions)으로 

관광이미지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인지적 차원은 자연

환경, 사회기반시설, 문화와 예술, 특정한 체험, 음식과 음

료, 동물과 식생, 사람, 교통, 정보, 숙박, 관광 명소를 포함

하였으며, 정서적 차원에는 기쁜, 편한, 자극적인, 신나는, 

불쾌한, 우울한, 졸리운, 고통스러운등의 감성을 포함하

였다. 이 연구에서 시각적 자료와 텍스트 자료 비교분석 

결과 사진 자료가 목적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강력한 매개체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제시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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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Hunter(2016)는 온라인 상의 사진으로 표현되

는 관광지의 이미지와 가이드 북에서 표현되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수로

와 도시의 표현(한강, 청계천, 도시 경관), 미디어 표현(미

디어 영상, AR과 VR, K-pop 또는 한류, 지도), 전통적인 관

광 명소의 표현(건축, 문화 공연, 서울 타워, DMZ), 그리고 

도시 여행 경험(길거리 쇼핑과 기념품, 식사와 숙박, 

selfies)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상의 사진으로 

표현되는 관광 이미지가 가이드 북에서 표현되는 전통적 

이미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이상의 것도 보여주며 특히 

최근 SNS 등에 게시하는 관광 사진의 특성상 selfies 등에 

대한 분류 카테고리도 포함하여 이미지를 분석한 특징이 

있다.

3. 도시관광 및 도시 이미지 구성요소

일반적인 휴양지 같은 일반 관광지에 대한 연구 외에 도

시관광 이미지 및 도시 이미지 분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

로 연구한 사례로 도시관광 이미지 구성요인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최승담·박경렬, 2005) 및 도시 이미지 분류를 

위한 연구(Lynch, 1960; Stern and Krakover, 1993)가 있다. 

최승담·박경렬(2005) 연구에서는 관광 이미지 측정 카테

고리를 11개 구성요인과 도시 이미지 5개 구성요인을 조

합하여 총 11개의 도시관광 이미지를 제안하였다. 도시관

광 이미지의 속성상 구성요인의 도출은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하였으며, 인지적 이미지의 구성요

인으로는 환경성, 관광매력성, 경제성, 접근성, 상징성 및 

구조성의 6개 요인으로, 정서적 이미지의 구성요인으로

는 역동성, 전통성, 독특성, 쾌적성 및 시각성의 5개 요인

을 제안하였다.

4. 관광 웹앱의 관광 분류항목

다양한 관광 관련 웹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 

대표적으로 국내외의 EarthTory, 외박닷컴, Utrip, Things 

to Do: Japan Travel JNTO을 선정하여 관광활동 카테고리 

분류방식을 조사하였다. EarthTorys는 서울 여행테마에 

대해 랜드마크, 역사/종교, 현지요리, 나이트라이프, 쇼핑

몰/백화점으로 나누어 관광객들에게 여행 테마별로 관광

지를 추천하고 있었으며, 외박닷컴은 볼거리/여행, 쉴거

리/숙박, 먹거리/맛집, 길거리/교통, 먼거리/해외여행으

로 나누어 관광객들이 관광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볼거리에서는 관광명소 추천, 쉴

거리에서는 숙소 추천을 하고 있으며, 먹거리에서는 한식, 

일식/양식/중식, 분식/빵/기타, 카페/술/노래방, TV&방

송 맛집, 지역특미 맛집, 농수축임산물, 가공기타식품으

로 나누어 식당을 추천하며, 길거리에는 교통시간표를 제

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Utrip은 역사와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 예술, 자연과 

어드벤처, 휴식, 쇼핑, 음식과 음료로 카테고리화하고 있

으며, Things to Do: Japan Travel JNTO에서는 일본 관광에 

대해 계절별 Cherry Blossoms, Summer Guide, Snow Guide 

외에 지역별 관광 이색 체험 요소인 Hot Springs, Mt Fuju 

Guide, World Heritage Sites, National Parks, Luxury Japan

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Action & Adventure, Mountains & 

Highlands, Art & Design, Attractions, Culture, Festivals & 

Events, Food & Drink, History, Nature, Relaxation, 

Shopping으로 나누어 해당 테마별로 관광지를 추천하고 

있다. 관광 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 관점

에서 관광 명소나 관광 활동을 찾기 쉽도록 카테고리를 분

류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요 관광지(랜드마크)와 관광 활

동중심의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특징

과 의미있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뷰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카테고리는 역사/문화유산, 체험활동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음식, 랜드마크/명소였고, 그 다음 

순위는 쇼핑, 자연경관등 이었다. 분석에서 주요한 카테

고리로 도출된 것은 후에 관광목적 사진 분류 카테고리 개

발 시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야경, 한류 등은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으로 

카테고리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한류는 최근 한

국관광에서 중요한 키워드이지만 이러한 항목이 사진에

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분류로

는 음식/음료, 쇼핑, 체험활동, 문화/예술, 도시경관, 교통

수단, 자연경관, 동식물, 인물 등이 대분류로 분류될 필요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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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광 활동/이미지 분류 체계 

황미진
(2014)

한국관광
공사(2017)

관계부처
합동
(2018)

최승담· 
박경렬
(2005)

Hunter(2016) Mak(2017) Utrip
Things to Do: 
Japan Travel 

JNTO

숙박
Accommodation

- - 숙박 숙박시설
Dining & 

Accommodation
Accommodation

- - 편의시설

음식·음료
Food & Drink

- 음식 음식명인 -
Dining & 

Accommodation
Food & Beverage Food & Drink Food & Drink

쇼핑
Shopping

- 쇼핑 쇼핑시설
Shopping, 

street views, & 
souvenirs

Shopping Shopping

체험·활동
Activities

문화레저
체험

- 놀이시설 Media projected Entertainment

- - AR and VR

- -
명인, 명사 

체험
Specific Activities

Action & 
Adventure

- - Luxury Japan

휴식
Relaxation

- - Relaxation Relaxation

이벤트·축제
Event & Festival

- 축제
이벤트 및 
페스티벌

Festivals & Events

야간 관광
Night Life

- -
야간관광

활동

- -
(야간)도시

경관

역사·유적
History & Heritage

- - 예술
박물관 및 
미술관

Culture & Art Arts Art & Design

역사체험 - 역사유적지
World Heritage 

Sites

- -
건축물(역사적 

건축물)

Architecture, 
culture, 

performance

History & 
Landmarks

History

문화 
Culture

- 문화 한국문화
지역문화
(생활풍습)

Culture

한류
Korean Wave

- 한류 K-POP, Hallyu

도시경관
Cityscape

- - 오픈스페이스 Cityscapes

- - 스카이라인

도시기반시설
Infrastructure

- - 도시광장 Infrastructure

- - 도시공원

- - 거리

교통
Transportaion

- 교통
교통접근성
(소요시간)

Transportation

- - 물리적 거리

날씨
Weather

- - 날씨(기후) Summer Guide

- - Snow Guide

Cherry Blossoms

자연·식생
Nature

생태체험 자연경관
Natural 

Environment
Nature & 
Adventure

Mountains & 
Highlands

자연체험 Flora & Fauna Nature

National Parks

랜드마크
Landmark & 
Attraction

지역체험 관광지 랜드마크 Seoul Tower Tourist Attraction Attractions

기념비(물) DMZ Hot Springs

캐릭터 Han River Mt Fuju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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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집된 관광사진의 특성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 

38,156장에 수동으로 라벨을 부여한 결과를 토대로 관광

객이 게시하는 사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동 라

벨링 작업 수행 시 관광사진 분류 카테고리가 없었기 때문

에 사진에 대한 라벨은 임의적으로 부여되었으며, 관광사

진의 특성 분석을 위해 앞 서 제안된 대분류 카테고리 별로 

사진을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분류 카테고리별 관광사진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음식’은 k-food와 같은 한국 전통

음식, 길거리 음식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음식이나 푸드 

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이 많았으며, 음식을 확대하거

나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 음식점 또는 카페 등의 내부 인

테리어 등을 게시한 사진도 많았다. ‘쇼핑’ 카테고리는 재

래시장, 쇼핑센터의 외관 사진과 주요 구매 상품들 확대사

진, 그리고 유명한 캐릭터 인형이나 조형물 옆에서 찍은 

사진들이 주를 이루었다. ‘체험/활동’에는 사물놀이와 같

은 전통 공연, 한복 체험외에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스키, 

낚시 축제등의 레저 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놀이터, 노래

방, 오락실, 그리고 찜질방과 같이 한국 특유의 엔터테인

먼트나 놀이 문화를 체험하는 사진들이 많았다. ‘도시 경

관’의 경우, 아파트 및 빌딩의 고층 건물 경관 외에 주택 및 

단층 건물 경관, 한옥 등의 전통 가옥 경관 사진이 많았고, 

한강 주변의 주요 교량들,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길

거리, 골목, 광화문 광장 등에 대한 사진들이 많았다. 특히 

낮 경관이 아닌 야간에 즐길거리(도시 야경, 야간 고궁 방

문, 불꽃놀이)에 대한 사진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

철, 버스, 기차 또는 지하철의 여러 안내 지도에 대한 사진

이 많았으며, 공항에서 비행기, 활주로, 오토바이 및 자전

거 등에 대한 사진도 다수 있었다. ‘자연경관’은 하늘, 구름, 

날씨를 포커싱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강, 호수, 산책로 또

는 계곡, 바다 및 모래사장에 대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

다. ‘동식물’은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새와 관련된 사진

이 많았으며, 식생은 꽃, 나무, 풀과 잎을 포커싱하여 촬영

한 사진들이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인물’은 특히 SNS 특

성상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사람 중심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들이 많았으며, 특정한 음식점, 카페, 조형물을 배경

으로 셀피(selfie) 형태의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궁/문화재/유적’ 항목은  궁 외관 사진 뿐만 아니라 궁 

내부의 현판이나 기념비, 제단, 전각, 각종 동상, 거대 석조

A. 음식/음료 B. 쇼핑 C. 체험/활동 D. 문화/예술

E-1. 도시 경관 E-2. 야간 경관 F. 교통수단 G. 자연경관

K. 동식물 H. 인물 I. 궁/문화재/유적 J. 사물

그림 2. 한국방문 관광객이 플리커에 게시한 사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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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에 대한 사진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사진 

특성상 사물을 확대시켜 찍은 사진 (예: 카메라, 핸드폰, 노

트북, 화장실, 침대, 영수증 등)이 다수 있었으며, 이는 기

존의 관광활동 카테고리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진들로 

이를 고려하여 ‘사물’이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필요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관광목적 사진 분류체계 개발

1. 개발전략

본 연구에서 사진 분류의 기준은 관광목적에서 유의미

한 분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관광목적으로 사진을 어떻

게 분류할 것인지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선 문

헌분석과 실제 한국방문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특성을 바

탕으로 사진 분류 카테고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

근 관광활동은 단순 방문 보다는 체험형 관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을 토대로 활동중심 분류가 가능해지도록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관광활동 분류 카테고리 개발에 

있어 하나의 구체적인 활동은 여러 분석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 중, 소분류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경

우에 따라 소분류 카테고리 항목의 사진을 묶어 다른 형태

의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큰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관광사진 분류 카테고리 개발

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그림 3). 첫째, 주요 

관광활동 유형에 따라 사진 카테고리를 개발하였다. 관광 

활동 유형은 먹거리(한국 대표 음식, 길거리 음식 등), 볼

거리(궁, 유적지/문화재, 도시 경관), 즐길거리(쇼핑, 체

험, 활동,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주요 관광 활동(한국 대

표 음식, 쇼핑 품목, 전통 체험)을 세분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의 매력적 관광요소(궁/ 유적지/ 박물관/ 역사

관 방문; 축제/ 이벤트/ 한류 관련 공연 관람; 한복 체험, 전

통 놀이 체험)들을 고려하였다. 셋째, SNS로 자신의 경험

이나 감정을 사진으로 반영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셀

피와 같은 인물 중심 사진, 임의의 집단을 강조한 사진들

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넷째, 그룹 간 최대한 명확한 구분

이 가능하도록 하며, 항목 간 배타적이면서 최대한 중복사

항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개발된 카테

고리는 11개 대분류, 59개 중분류, 153개 세분류 항목을 갖

으며, 대분류 카테고리에 대한 기준은 표 2와 같다.

2. 검증과정

개발된 153개 관광사진 분류 카테고리에 대한 검증과정

은 수집한 플리커사진 데이터 셋 16만 여장의 약 5%에 해

당되는 약 8,400장의 사진을 관광 사진 분류체계(안)에 따

라 분류하고, 분류 시 발생되는 이슈 사항들을 검토하고 수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논의 사항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림 3. 분류체계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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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진분류의 목적이 관광활동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대분류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가 생긴 경우이

다. 그림 4의 첫 번째 사진은 대규모 국제회의장 사진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국제회의나 연구, 연수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에 관광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관광공사에서 발간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도 우

리나라를 방문하여 하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연수, 회

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사진은 공장 내부 사

진으로 연수, 견학 등의 목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연구/교육/연수를 별도의 대분류 카테고

리로 만들고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의 세 번째 사진은 침대로써 사물 내 가구로 분류되

어 있었으나, 관광객 입장에서 이 사진을 해석한다면 이는 

숙박하는 곳의 사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네 번째 사진도 

기존에 화장실 관련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숙박하는 시설 내에 포함된 화장실로 해석되어지므로 숙

박이라는 대분류 카테고리 내에서 분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세분류 카테고리를 새로 생성한 경우이다. 그림 5

의 첫번째 사진은 광화문 광장 내 분수로 기존 카테고리로

는 동상이나 도시하천, 광장 중에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

문에 어느 것도 적절한 분류라고 판단되지 않았다. 실제 

분수가 도시경관 중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경관’ 대분류 카테고리 내 ‘분수’ 카테고리를 신규로 

생성하였다. 그림 5의 다른 내용들도 신규 카테고리를 생

성하게 된 사진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카테고리 간 중복 및 혼동되지 않도록 카테고리 명

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림 6의 첫 번째 사진은 기

존의 카테고리로는 도시경관 내 ‘자판기’나 ‘대여소’가 가

장 적합한 카테고리이지만 이들을 모두 포함하기엔 한정

된 명칭이라고 판단하였다. 자판기, 대여소라는 분류 명

칭을 ‘도시시설물’로 변경하고 도시 시설물내에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표 2. 설계된 대분류 및 주요 내용

대분류 분류 설명

1 음식/음료
한국 전통 음식, 각종 단품 음식 또는 여러 상차림, 식당 내부에 대한 사진. 또한 디저트, 과일 및 채소, 주류도 

포함하도록 함

2 쇼핑
면세점, 전통시장, 백화점, 일반 상점 등과 함께 판매되는 물품인 의류, 화장품, 잡화, 문구 및 인형들 사진. 

또한 장바구니, 쇼핑카트, 포장박스, 키오스크, 계산대 등도 포함하도록 함

3 체험/활동 전통체험, 액티비티, 놀이, 오락, 휴식 등

4 문화/예술 박물관 및 미술관, 전통 유물, 한류, 영화, 공연과 관련된 사진

5 도시 경관 도시 경관, 야간 경관, 사회기반시설, 건물 내부 및 외부 경관, 각종 도시 시설물들 사진

6 교통수단 교통 수단(차, 버스, 지하철, 자전거 및 바이크 등)과 관련된 사진

7 자연경관 구름 및 하늘, 산, 계곡, 강, 바다, 들, 논과 밭 등의 사진

8 동식물 도시 경관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경관에서의 식생과 동물사진 포함

9 인물 한 사람, 여러 사람, 집단 등 인물 위주의 사진

10 궁/문화재/유적 궁, 궁과 관련된 모든 것들, 역사적 유적지, 역사적 건축 양식 등

11 사물 전자 기기, 기계류, 가구, 사무용품 등

∙기존: 가구(JA02)

∙결정: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 연수/교육/연구 카테고리

∙기존: 사무용품(JA04)

∙결정: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 연수/교육/연구 카테고리

∙기존: 가구(JA02)

∙결정: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 숙박 카테고리

∙기존: 화장실 관련(JA03)

∙결정: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 숙박 카테고리

그림 4. 문제유형 1 : 새로운 대분류 카테고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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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6의 나머지 사진도 카테고리 명칭을 포괄적이고, 이해

하기 쉽도록 변경한 사례이다.

넷째, 사진이 2개 이상의 분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사진을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

는 사진 카테고리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 사진에 수

동 라벨링을 하고, 딥러닝 모델을 재훈련한 후 딥러닝 모

델의 정확도를 평가할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그림 7의 

첫 번째 사진의 경우 건물 외관으로도 볼 수 있고, 도시조

형물로 분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류상 하나

의 카테고리에 속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의 경우 

사진의 초점이 조형물에 있다고 판단되어 조형물 카테고

리에 속하도록 하였다. 그림 7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존: 동상(IB01), 도시 하천

(EJ01), 광장(EI01), 새로운 카

테고리?

∙결정: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분수(EI03)

∙기존: 탑(EC03), 솟대, 풍기대

(IB06), 새로운 카테고리?

∙결정: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거대 석조물(예시, 첨성대, 봉

수대 등) (IB08)

∙기존:바이크, 자전거(FF01), 놀

이기구(CD01)?

∙결정: 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레일바이크(CA07)

∙기존: 산, 숲(GC01), 제단(IB05), 

새로운 카테고리?

∙결정:새로운 카테고리 생성: 

왕릉 또는 묘지(GE02)

그림 5. 문제유형 2 : 새로운 세분류 카테고리 생성

∙기존: 자판기, 대여소

(EN02), 새로운 카테고리?

∙결정: 자판기, 대여소라는 

분류 명칭을 도시 시설물

(EN02)로 명칭 변경

∙기존: 이스링크장(CA02), 썰매

(CA04), 스키(CA05) 혹은 새로

운 카테고리?

∙결정: 기존의 썰매 카테고리에 

스키는 그 배경이 매우 유사하

므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 

썰매/스키(CA04)

∙기존: 기계류(JA01), 차량 내부

(FH01)?

∙결정: 차량 내부의 명칭을 ‘차

량 부속품(FH01)’으로 변경하

여 바퀴, 네비게이션, 헬맷, 계

기판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

도록 함

∙기존: 공연장, e-sports, 새로운 

카테고리?

∙결정: 공연장(DD01) 카테고리

에 포함하도록 함

그림 6. 문제유형 3 : 카테고리 명칭 변경

∙기존: 건물 외관(EE01) 혹은 

조형물(EL01)

∙결정: 도시조형물(EL01)

∙근거: 사진의 초점이 앞쪽 조형

물에 있으므로 조형물로 분류

∙기존: 야경(EM03)혹은 고궁(IA01)

∙결정: 고궁(IA01)

∙근거: 석양이 야경이라고 하기

에 모호하며, 궁을 인식할 수 있

는 수준이므로 궁에 포커싱을 둠

∙기존:강가(GB01),거리(EH02), 

카메라(JA01)

∙결정: 강가(GB01)

∙근거: 배경이 강가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에 포커싱을 둠

∙기존: 건물외관(EE01), 다리(EG01)

∙결정: 건물외관(EE01)

∙근거: 사진상 그 구분이 모호

한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구분

그림 7. 문제유형 4 : 사진의 카테고리가 여러개인 경우 분류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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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광 목적 사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A.음식

/음료

A. Korean Food Best10
한국 대표음식(고기구이(AA01), 비빔밥(AA02), 치킨,(AA03) 삼계탕(AA04), 김밥(AA05), 떡
볶이(AA06), 전 및 해물파전(AA07), 김치볶음밥(AA08), 김치찌개 및 부대찌개(AA09))

B. Meal/Street Food 식사류(AB01), 길거리 음식(AB02)

C. Restaurant 음식점 내부(AC01)

D. Beverage 커피 및 음료(AD01), 캔 및 플라스틱 통(AD02)

E. Cafe 카페 내부(AE01)

F. Liquors 주류(AF01)

G. Bakery/ Dessert 베이커리(AG01), 아이스크림(AG02), 사탕 및 초콜릿(AG03)

H. Fruits/ Vegetables 과일(AH01), 채소(AH02)

I. Food Truck 푸드트럭(AI01)

B.쇼핑

A. Traditional Marketplace 재래시장(BA01)

B. Store/ Shop 쇼핑센터(BB01)

C. Purchase
의류(BC01), 화장품(BC02), 가방/장갑/모자(BC03), 양말/신발(BC04), 액세서리(BC05), 문구 

및 캐릭터(BC06)

D. Packing/ Counter 장바구니 및 포장(BD01), 카운터/진열대(BD02)

C.체험

/활동

A. Leisure
수영장(CA01), 아이스링크장(CA02), 헬스(CA03), 썰매(CA04), 운동/스포츠(CA05), 오리배

(CA06), 레일바이크(CA07)

B. Traditional Experience 한복 체험(CB01), 바둑/장기/체스(CB02), 카드/화투(CB03)

C. Relaxing 찜질방(CC01)

D. Amusement Park 놀이공원(CD01), 아쿠아리움(CD02)

E. Playground 놀이터(CE01)

F. Entertainment 노래방(CF01), 오락실(CF02)

G. Festival 각종 축제(CG01), 졸업식(CG02)

D.문화

/예술

A. Exhibition
무기(DA01), 전차/전투기(DA02), 밀랍인형 및 의복류(DA03), 지도/그림/병풍(DA04), 항아

리 및 도자기(DA05), 관측기구(DA06), 장신구(DA07), 유물(DA08)

B. Sculptures 조각상 및 각종 조형물(DB01), 박물관 및 전시관(DB02)

C. Traditional Event 사물놀이(DC01), 근위대 및 취타대(DC02), 전통 공연(DC03)

D. Performing Arts 공연장 입구(DD01), 공연장 내부(DD02)

E. Sports 경기장(DE01), 경기 및 선수(DE02)

E.도시

경관

A. Townscape 아파트 및 빌딩 경관(EA01), 주택 경관(EA02), 한옥(EA03)

B. Wall Painting 벽화(EB01)

C. Buddhist architecture 사찰(EC01), 불상(EC02), 불탑(EC03), 탑(EC04)

D. Christian/ Catholic 
   Architecture

교회/성당 내부(ED01), 서양식 건축물(ED02)

E. Building Exterior 건물 외관(EE01)

F. Building Interior 화단/계단(EF01), 건물 천장 및 바닥(EF02), 문/회전문(EF03)

G. bridge/tunnel 교량/다리/가교(EG01), 터널(EG02)

H. Road/ Street 도로/교차로/횡단보도(EH01), 거리/골목/길거리(EH02)

I. Square/ Park 광장(EI01), 공원(EI02), 분수(EI03), 폭포(EI04)

J. Stream 하천(EJ01)

K. Tower 타워(EK01)

L. Building Sculpture 거대 조형물(E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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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경우도 사진이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

는 경우 사진 분류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진의 초점, 명확한 분류가 되는 객체 중

심, 그리고 사람보다는 관광 목적의 배경에 중점을 두어 

사진을 분류하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3. 관광목적 사진분류체계 개발 결과

1차로 개발한 관광목적 사진 분류 카테고리에 대해 실제 

사진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후 문제점과 이슈사항을 

검토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하였다. 1차로 개발된 분류체

계에서 연수/교육/연구와 숙박을 대분류 카테고리로 추

가하였고, 사진 분류의 기준이 관광목적임을 최대한 고려

하여 분류체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검토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개발된 분류체계에는 대분류 13개, 중분류 

64개, 세분류 164개의 카테고리를 갖으며 카테고리별 상

세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관광 목적 사진 분류체계(계속)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M. Nightscape
도시 야경(EM01), 네온사인/포장마차(EM02), 야간 고궁(EM03), 야간 불꽃놀이(EM04), 연등 

및 등불축제(EM05)

N. Cityscape Elements
공사장/운동장/주차장(EN01), 도시 시설물(EN02), 전봇대/가로등(EN03), 광고판/현수막(EN04), 
홍보물/전단지(EN05)

F.교통

수단

A. Car 차(FA01)

B. Bus 버스(FB01)

C. Metro 지하철(FC01)

D. Train 기차(FD01)

E. Plane 비행기(FE01)

F. Bike/ Bicycle 오토바이/자전거(FF01)

G. Ship 배(FG01)

H. Vehicles' Equipment 차량 부속품 등(FH01)

G.자연

환경

A. Weather 구름/하늘(GA01), 비/눈(GA02)

B. River/ Lake 강/댐(GB01), 호수/연못(GB02)

C. Mountain/ Valley 산/숲/숲길GC01), 계곡/골짜기(GC02), 바위산(GC03), 동굴(GC04)

D. Sea/ Seashore 바다/모래사장(GD01)

E. Plain/ Farm 논/밭(GE01), 묘지/왕릉(GE02)

K.동식물
A. Animal 강아지(KA01), 고양이(KA02), 동물(KA03), 물고기(KA04), 새(KA05)

B. Vegetation 꽃(KB01), 나무(KB02), 풀/잎(KB03)

H.인물
A. Person 사람/여러 사람(HA01), 집단/단체(HA02)

B. Body 손/팔(HB01), 발/다리(HB02)

I.궁

/문화재

/유적

A. Palace 궁/궁벽(IA01), 고궁 문/성 문(IA02), 문살/문창살(IA03), 지붕/서까래(IA04), 현판(IA05), 기념비(IA06)

B. Relic
석상(IB01), 왕좌/옥좌(IB02), 전각(IB03), 종탑(IB04), 제단(IB05), 솟대(IB06), 성황당(IB07), 

거대 석조물(IB08),

J.사물 A. Things
전자기기 및 기계류(JA01), 가구/주방용품(JA02), 화장실 관련 물품(JA03), 사무용품(JA04), 

악기류(JA05), 도구(JA06), 기타(JA07)

L.연수/

교육/

연구

A. Conference Hall 국제회의장(LA01), 세미나실/강의장(LA02), 

B. Classroom/ Reading room 교실(LB01), 독서실(LB02),

C. Factory 공장(LC01)

M.숙박

A. Accommodation space 방(MA01), 화장실/욕실(MA02), 주방용품(MA03), 가구(MA04), 운동기구(MA05)

B. Other space in the

accommodation
프론트데스크(M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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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최근 딥러닝 기술 가운데 이미지데이타 분석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합성곱신경망 기술의 발전은 이미지 분석 

영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합성곱신경망 

기술은 이미지 분류, 이미지내 객체 검출 등에서 뛰어나 

성능을 보여 의학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을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게 분류하

기 위해서는 관광사진에 대한 분류와 목적에 맞는 딥러닝 

모델의 훈련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관광객이 플리커에 게시한 사진을 효율적으로 분

류하기 위해 관광목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

는지 관광목적 사진분류 카테고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관광 이미지 분류 카테고리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문헌 

분석, 관광 관련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석, 

그리고 실제 수집된 전체 데이터의 일부에 대한 수동 라벨

링 작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분류체계를 개발하였

다. 문헌 연구로부터 관광 목적(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카테고리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하

였고, 관광관련 웹/앱으로부터 직관적인 분류체계와 분류 

카테고리간 명확한 정의와 통일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실제 데이터셋 분석을 통해 사진 객체를 관광이

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성, 사진 특성상 인물 중심

의 사진, 사진의 카테고리가 하나가 아닐 경우 판단기준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광목

적 사진 분류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약 8,400장의 사진을 

개발된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한 후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

쳐 최종 카테고리를 제안하였다. 최종으로 정리된 카테고

리는 13개 대분류, 64개 중분류, 164개의 세분류 체계를 갖

는다.

본 연구는 관광객이 게시한 사진을 관광목적에 맞게 분

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관광목적으로 사진을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 시 

모델을 훈련시키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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