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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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페이지에 관련 블로그, 카페 연동 

 

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지도 위로 이슈화된 키워드를 보면서 그 키워드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 키워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수

도 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그 키워드와 관련된 블로그와 카페를 아이콘 하나

를 클릭하는 것으로 바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지도 상에 있는 키워드를 클릭하면 지도 밑부분에서 바로 해당 지역의 키워드

와 지역명을 함께 검색했을 때 나오는 블로그와 카페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여준다. 이렇

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따로 검색엔진에 들어가서 검색할 필요 없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아이콘 하나를 클릭하는 것으로 블로그와 카페의 관련 글들을 볼 수 있다. 

블로그와 카페는 코다 슬라이더의 형태로 지도 아랫부분에 보여지게 된다. 코다 슬라이

더란 컨텐츠를 좁은 공간에서 다이나믹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컨텐츠 슬라이더이다. 코다 

슬라이더를 사용한 이유는 ‘슬라이딩 패널’ 효과를 사용하여 한 페이지에 카테고리 분류

와 대용량 데이터 표시를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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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웹 페이지에 트위터 타임라인 보여주기 

  

사용자가 지도상의 지하철역 마커를 클릭해서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가 나오

게 된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지도에 키워드만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뽑혀진 

글을 함께 보여주면서 정확히 왜 그 단어가 나온 것인지를 알려준다.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것도 카페와 블로그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다 슬라

이더를 사용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Web Page Crowd Media based on Twitter 

팀 명 마음은 Jobs 코딩은 P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MAY-02 

 

캡스톤 디자인 I Page 7 of 2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 수행 내용 

2.2.1  트위터 글 보여주기 

사용자는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 명동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그래프가 나타난다. 원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부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해당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가 

나타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선택한 단어에 대한 관련 트위터 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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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들은 ‘명동’ 과 ‘태민’ 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모두 포함된 글들을 표시해준다. 추가적으로 

더 글을 보고 싶다면 아래 그림에 나타난 MORE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MORE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보여지는 게시된 글의 수 + 10)만큼 더 보여지게 된다. 

 

 

시간이 경과되어 트위터 글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표시된다. 

창을 클릭하면 새로 업데이트된 글을 모두 갱신해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Web Page Crowd Media based on Twitter 

팀 명 마음은 Jobs 코딩은 P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MAY-02 

 

캡스톤 디자인 I Page 9 of 2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2  관련 블로그, 카페 보여주기 

관련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였고, 카페는 다음 카페를 이용하였다.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검색 질의를 보내기 위해 각각에 대한 API key를 할당 받았다. 

 

 

위 그림 코드에서 $url 에는 아래와 같은 xml문서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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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트리구조에서 rss가 최상위에 있고 channel 이 다음에 있고 몇 가지 정보(검색 대상, 사용

한API, 수행한 날짜, 검색결과 수, 출력할 대상의 범위)와 여러 개의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Item은 블로그의 각 column을 의미하며 하위 노드에서는 제목, 링크, 블로그 내용, 블로거 이름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xml 문서를 파싱하기 위해 XMLParser를 이용한다. XmlParser에 $url을 

인자로 전달하여 $parser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이 객체는 xml 문서를 트리의 구조로 재구성하

여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getData라는 method 는 전달된 인자에 해당하는 디렉터

리로 트리를 찾아가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노드를 저장한다. 그리고 그 노드($channel)에 존

재하는 TOTAL이라는 자식노드로($channel[‘TOTAL’]) 접근하여 해당 값을 $total에 저장한다. 실

제로 이 값은 검색한 블로그의 수를 의미하는 값이다. 마찬가지로 각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정

보를 알아내기 위해 $items 변수를 활용하였다. Foreach 문은 해당 노드(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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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마찬가지로 구현한다. 단지 차이점은 naver API를 이용하여 추출한 xml의 구조가 다르

다는 것이다. 다음은 rss라는 최상위 노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etData의 인자를 전달할 때 

위 그림과 같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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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에 대한 정보는 

각각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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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Coda-Slider 구현 

 

 

위 그림의 붉은 밑줄은 php 파일에 지역명(local)과 단어(query)를 전달해주기 위함이다. 현재 

지정된 div의 개수는 coda slider로 표현될 pannel의 개수와 같다. 

 

 

위 파일들은 Coda-Slider 에서 pannel부분에 대응되는 이미지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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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방향 

3.1 수정사항 

 

 

이 전 버전에서는 지하철역의 마커를 클릭하면 5개의 원이 생기고 그 원 안에 키워드

가 들어가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5개 단어들 사이의 순위가 한눈에 들어오

지 않고 얼마만큼의 비율로 각각의 단어가 검색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단어를 나오는 빈도수에 따라 원 그래프로 만들어서 표현하

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원 그래프로 단어를 표현하니 어떤 단어가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지 한눈에 알 수 있었고, 1위로 뽑힌 단어가 다른 단어들에 비해 얼마만큼 크게 이슈화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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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업데이트 전> 

 

 

<지하철역 업데이트 후> 

위 그림 중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마우스 휠이 없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도 우측 상

단에 스크롤을 추가하여 지도 확대/축소를 가능하게 하였다. Layout.php 파일 body 내부

에 아래 세 줄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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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mapZoom = new nhn.api.map.ZoomControl(); // - 줌 컨트롤 선언 

mapZoom.setPosition({left:1070, bottom:450}); // - 줌 컨트롤 위치 지정 

oMap.addControl(mapZoom); // - 줌 컨트롤 적용 

 

기존에는 미완성된 코드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지하철역의 개수를 제한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키워드 단어가 잘 뽑혀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이번에는 더 많은 지하철역을 업데이트하였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은 xml 파일의 내용 중 일부이다. Level 1은 국가 단위를 나타내고 2는 도시 그

리고 3은 구ㆍ군을 의미한다. 각 위치를 대표하는 위도와 경도가 저장되어 있으며 파이

썬에서 파일 열기를 통해 파싱하게 된다. 파싱한 결과인 지역명, 위도, 경도를 DB에 저장

하게 되며 웹에서는 이를 활용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Web Page Crowd Media based on Twitter 

팀 명 마음은 Jobs 코딩은 P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MAY-02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of 2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위 코드는 xml문서를 파싱하여 지하철 역 위치를 DB에 저장하는 파이썬 코드 중 일부

이다. Beautiful So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xml 문서를 파싱하고 필요한 값들(위도, 경

도)을 DB의 location이라는 테이블에 저장한다. 실제로 웹 페이지에서 트위터 마커가 표

시된 위치는 location 테이블에 저장된 값을 기반으로 한다. 

 

 

내부 값은 아래 그림과 같이 채워진다. 

 

 

아래는 현재까지 진행된 웹 페이지 수행 결과 화면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Web Page Crowd Media based on Twitter 

팀 명 마음은 Jobs 코딩은 P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MAY-02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2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Web Page Crowd Media based on Twitter 

팀 명 마음은 Jobs 코딩은 P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3-MAY-02 

 

캡스톤 디자인 I Page 19 of 24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 

항목 
기간 

5월 
비고 

대분류 소분류 1주 2주 3주 4주 

웹 페이지 

웹 페이지 top부분      

메뉴 만들기      

세련된 UI      

게시판 만들기      

이미지 검색      

디버깅 및 테스트      

형태소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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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형태소 분석기 사전 내용 추가 

현재의 프로젝트는 성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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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2. 홈페이지 top부분 

 

사용자가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top부분은 처음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홈페이

지를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

서 우리 프로젝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제목을 

눌렀을 때 다시 홈페이지가 처음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top부분의 

하단에는 drop-down 메뉴를 생성하여 시ㆍ구ㆍ동 분류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맞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 

 

3. 홈페이지 메뉴 만들기 

 

원래는 5개의 키워드가 순위별로 찾아지는데 메뉴부분에서 설정을 다르게 하여 키워드

의 개수를 사용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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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시간으로 이슈화되는 키워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슈화가 되었던 키워

드도 찾을 수 있도록 날짜를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4. 게시판 만들기 

홈페이지에서 지도에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

어 사용자가 명동을 클릭해서 키워드를 봤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 해당 단어에 대한 의견만 간단히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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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지 검색 

지도 위에 키워드가 나타나면 그 지역명과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Wow 

slider를 사용해서 보여준다. Wow slider에서 이미지를 보여줄 때 change effect를 줄 수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키워드가 장소나 인물일 경우 이미

지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더 확실하게 그 키워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JQuery를 이용하여 이미지 슬라이더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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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련된 UI 

블로그와 카페를 보여줄 때 게시물을 대표하는 사진, 게시물 이름, 작성자 명 그리고 세

부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꾸밀 필요가 있다. JQuery를 활용한 기존에 존재하는 좋

은 예를 찾아보고 없다면, 이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 

같은 메뉴를 만들어서 1~10번째 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1~20번째 글과 같이 임의

의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게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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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1. OPEN API 사용 한계 

프로젝트에서 Naver의 지도 API와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데 이 API들을 사용하는 횟수

가 제한적이다. 무제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를 사거나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2. 실시간 업데이트 불가능 

지도에 표시되는 키워드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하

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업데이트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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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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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DB에 날짜를 저장할 때 파이썬에서 트위터를 가져온 날짜로 할지 트위터가 게시

된 날짜로 할지 기준이 모호하다. 

② 테이블에 오래된 자료에 대한 판별 기준으로 flag를 나타내는 column을 추가할지 

사용되고 있는 .php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파일 핸들러를 통해 접근하여 값을 수

정할 지 애매하다. 

③ DB를 사용하는 목적이 자료를 누적하기 위함인데 빈도수를 누적하여 오래된 자료

와 현재 자료의 trend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현재 프로그램 구조를 변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