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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장소 추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의 평점과 현재 위치만을 토대로 장소를 제공해준다. 게다가 

객관적이지 못한 평점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많은 형태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돼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는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통해 사용자들의 패턴 기반 장소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수많은 장소 중 어느 곳을 갈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자의 기호를 고려한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다. 

사용자들의 체크인 정보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높였다. 본 프로젝트는 

방대하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체크인 정보를 하둡으로 처리하여 기존의 주관적인 장소 추천 서비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목적: 사용자 맞춤형 장소 추천 어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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