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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본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기 검색어를 알려주는 웹 사이트를 개발한다. 여기에

서 해당지역은 서울 지하철 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도 검색이 가능

하다. 화면에 나타나는 인기 검색어를 통해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과 연계하여 관련자료

를 보여준다. 

 

I. Naver  Map  API를 이용하여 시각적 위치 정보 제공 

웹 페이지를 접속하면 초기에 네이버 지도가 나타나게 된다. 사용자는 지도를 통해 자

신의 위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을 찾기가 용이하다.  

 

II. 선택한 지역에서 가장 부각되는 쟁점을 표시 

지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지하철역에 마커가 나타난다. 해당 마커를 선택

하면 그 지역에 대해 일어나는 일을 최대 5개까지 보여준다. 중심이 되는 지역명이 가운

데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 작은 원이 선에 연결되어 있고 작은 원에 일어나는 일이 단어

로 나타난다. 

 

III. 선택한 단어에 대한 정보 검색 

사용자는 선택한 단어에 대해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관련 트위터 글 등 다양한 사이

트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단편적인 단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IV. 검색한 단어에 대한 확장된 정보 검색 

최대 5개까지 나타나는 작은 원에서 다시 작은 원을 선택하면 해당 단어가 속한 문장에

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제시된 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원

할 때 사용자는 이를 통해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단어에 대해서

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V. 사용자 정의 검색 제공 

지도에 마커 표시가 된 부분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에 대한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은 검색어가 지역명에 한정 되지 않

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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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상의 연구 내용 

2.1.1  Python에서 트위터 API사용 

관심 지역에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트위터 API를 이용한다. 

 

 

위의 코드는 트위터 API를 사용하여 ‘명동’을 포함하고 있는 트윗글을 검색한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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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실행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2  형태소 분석기 

트위터 API로 추출한 문장들 중에서 필요한 단어들만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승식 교수님의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한다. 

형태소 분석기를 Python에서 이용하는 방법 

 

Python에서 수집된 트위터 글들에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해당지역의 중요 키워드들을 

뽑아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공된 형태소 분석기는 C언어에서 사용 가능하여 

python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C언어에서 사용 가능하게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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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고자 python에서 제공하는 cdll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형태

소분석 라이브러리를 직접 열어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려 했으나 형태소 분석 시 필요

한 사전파일을 열기 위한 함수의 인자와 결과를 반환 받는 형식이 중첩된 구조체 형식이

어서 이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결과만을 얻기 위해 기존 형태소 분석기

의 라이브러리인 KLT2000-TEST.dll 파일을 이용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필요한 결과

만을 얻기 위해 input과 output을 단순화시킨 Simple-KMA.dll을 생성하여 복잡한 input

들은 simple-kma.dll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KLT2000-TEST.dll 에 전달하도록 했고 중첩

된 구조체로 반환되던 결과도 필요한 부분만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python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모두 python에서 처리함으로써 

python에서 C언어로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없앨 수 있었다. 

 

 

2.1.3  Python과 데이터베이스 연동 

Python에서 DB에 접속하기 위해 MySQL Connector 중에서 Connector/Python을 설치한

다. 그리고 DatabaseAccess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 삽입, 삭제 등의 Method를 추가한

다. 그리고 DB의 종류로 InnoDB가 아닌, MyISAM을 선택하여 commit하지 않고 데이터

가 즉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DB의 테이블에 있는 값들에 대한 추가 삭제 작업

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DB engine으로 MyISAM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테이블의 

스키마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local은 지역명을 의미하고, word는 단어, freq는 빈도수, sen_id(sentence id)는 

문장을 구별하기 위한 문장 고유 번호 그리고, time은 해당 table에 삽입된 날짜를 의미

한다. 이러한 Attribute 중에서 Frimary Key와 Not Null 옵션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

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DB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DatabaseAccess 객체의 생성으로 시작한다. 

 

위 문장은 key_list 라는 테이블을 사용하는 DB 객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 객체를 생성하

면서 생성자가 호출되어 DB에 접속하게 된다. 유효하지 않는 사용자명과 비밀번호가 입

력되었을 때와 해당 DB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DB에 데이터를 넣는 insert_query Method와 현재 테이블을 모두 비우는 truncate_table  

Method를 구현하였다. 테이블을 비울 때 delete 쿼리를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truncate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비우는 대신 delete와 같은 조건적 삭제 쿼리문보다는 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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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에 이를 택하였다. DB 객체를 통해 데이터를 모두 넣은 후 db_tabe1 객체를 소

멸한다. 객체가 소멸할 때 소멸자가 호출되어 db와 연결을 끊어서 필요 없는 자원 낭비

를 막는다.  

Python에서 만든 값들을 DB에 넣을 때 data encoding 문제로 한글은 입력할 수가 없다. 

따라서 DatabaseAccess 클래스의 데이터 베이스 설정에 관련된 멤버 변수를 아래와 같

이 수정한다. 

 

위와 같이 붉은색 네모에 있는 문장을 추가하면 DB에 한글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DB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utf-8 포맷으로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에는 "set names euckr" 쿼리를 보내면 저장된 값을 아

래 그림과 같이 한글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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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Web과 데이터베이스 연동 

Login.php : 아래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conn_db.php : login.php 에 있는 변수를 통해 DB에 접속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문장

을 통해 query를 보내고 빈도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값들 중에서 5개만 가져다 쓰게 

된다. 

 

아래 그림은 웹 페이지 내에서 실제로 값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행된 문장이다. 아래와 

같은 루프는 추출된 값 중에서 같은 문장에 속하면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꺼내오기 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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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2.2.1  형태소 분석 

 

현재 트위터에 ‘명동’이란 지역 명을 포함한 글들이 다음과 같이 있다. 

 

트위터 API 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그 정보를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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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결과를 DB에 저장한다. 이때 키워드 단어를 빈도수로 정렬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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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웹 페이지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지도를 볼 수 있다. 지도 위에 지하철 역을 표시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하철역에 대한 좌표가 저장되어 있는 xml 파일을 불러들이고, 그 값들을 DB에 

저장한다. 그 뒤 웹에서 DB에 저장된 좌표들을 읽어오고 지하철역을 지도 위에 마커로 표시한

다. 

 

사용자가 궁금한 지역의 마커를 클릭하면 DB에서 해당지역의 키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 중 

빈도수가 높은 5개의 단어들을 웹 상에 보여준다. 이때 Java script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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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방향 

3.1 수정사항 

1. 형태소 분석기 

강승식 교수님의 형태소 분석기는 C언어에서 사용 가능하여 python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C언어에서 사용 가능하게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단순화하여 파이

썬에서 형태소 분석기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2. 게시판 만들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들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드는 것을 추가하기로 

했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 

 

항목 

기간 

4월 5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형태소 분석기          

홈페이지 꾸미기          

트위터글 가져오기          

블로그, 카페 연결          

게시판 만들기          

디버깅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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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형태소 분석기 사전 내용 추가 

현재의 프로젝트는 성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큰 문제를 갖고 있다. 형태소 분석기에서 

트위터의 글을 분석하면 제대로 된 키워드가 뽑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환경

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쓰거나 맞춤법에 맞춰 쓰지 않고 있다. 게다가 너

무 많은 신조어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고 있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이 더욱 어

렵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전 데이터에 새로운 

신조어들을 추가하여 분석을 하였을 때 신조어들도 키워드로 인식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

다. 

2. 홈페이지 꾸미기 

현재는 홈페이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때 

편리하고,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 

3. 게시판 만들기 

홈페이지에서 지도에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게시판을 만들 것이다. 만약에 

사용자들이 명동을 클릭해서 키워드를 보았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더 상세히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4. 관련 블로그, 카페 

사용자가 키워드를 클릭했을 때, 그 키워드와 지역 명을 함께 검색하면 보여지는 블로그

와 카페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따로 검색엔진에 들어가 검

색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아이콘 하나를 클릭하는 것으로 블로그와 카페의 

관련 글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 트위터 글 보여주기 

사용자가 지하철역 마커를 클릭해서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가 나오게 된 트위터

의 글들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지도에 키워드만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그 지역

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뽑혀진 트위터의 글을 함

께 보여주어서 정확히 왜 그 단어가 나온 것인지를 알려주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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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1. OPEN API 사용 한계 

프로젝트에서 Naver의 지도 API와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데 이 API들을 사용하는 횟수가 

제한적이다. 무제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를 사거나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크다. 

2. 실시간 업데이트 불가능 

지도에 표시되는 키워드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업데이트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일어나

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제대로 반영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문제가 있다. 

3. 서버 운영 

① 홈페이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한데 이를 운영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 서버에서 사용될 고정 IP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