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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개발 목표 및 필요성 

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4. 수행 내용 

5.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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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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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Map API를 이용하여 시각적 위치 정보 제공 

선택한 지역에서 가장 부각되는 단어를 표시 

선택한 단어에 대한 확장된 정보 검색 

검색한 단어에 대한 추천 정보 제공 

기 개발된 시스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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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 

시스템 기능 

Simple_KMA.dll 

Database Web 

Table : data 

Table : locations 

Extract twitter’s 
articles 

Refine the article 

Connect to the DB 

Insert articles to the table 

Load a XML file 

Connect to the DB 

Insert data of stations to the 
table 

Display a map 

Show related words 

Search Blog, Café, 
Twitter 

Station Info 

Bring only Noun 

Beutiful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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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Connector/Python 

tweepy 

data 

형태소 분석기 

input 

output 

locations 

Naver API 

Beautifulsoup 

Daum API 

Python에서 트위터 API 사용 

‘명동’을 포함한 트윗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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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분석기 

트위터 API로 추출한 문장들 중에서 필요한 단어들만 추출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승식 교수님의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 

Python과 데이터베이스 연동 
테이블 스키마 

local : 지역명 
word : 단어 
freq :  빈도수 
date : 날짜 

DatabaseAccess 객체 생성 

DatabaseAccess 클래스의 멤버 변수 수정 
     -> 한글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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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과 데이터베이스 연동 

main.php conn_db.php login.php 

 main web page                      db 연결 login 정보 

트위터 수집 

main_search_code.py 

Simple_KMA.dll 

KLT2000-TEST.dll 

main_search_code.py 
트위터 글 수집 및 형태소 분석 후 DB에 
결과를 저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Simple_KMA.dll 
트위터 글 형태소분석에 사용한 라이브러
리. 기존 형태소 분석에서 필요한 함수만 
모아서 만듬. 
 
KTL2000-TEST.dll 
강승식 교수님의 형태소분석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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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표시를 위한 지역정보 

location.py 

beautifulSoup.py location.xml 

location.py 
마커를 표시하기 위한 지역의 정보를 
xml파일에서 읽어 DB에 저장하는 파
이썬 프로그램 
 
beautifulSoup.py 
xml파싱 라이브러리 
 
location.xml 
마커를 표시하기 위한 지역의 정보를 
저장한 xml파일 

웹페이지 폴더 구조 

htdocs 

codaslider 

blog 

history 

timeline 

words libraries img css 

htdocs 
아파치 서버 메인 폴더 
 
codaslider 
정보창에 나오는 코다슬라이더 소스가 포함된 폴더 
 
blog 
코다슬라이더에 포함되어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이미지검색 자료를 보
여주는 소스가 포함된 폴더  
 
history 
코다슬라이더의 포함되어 지난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소스가 포
함된 폴더 
 
timeline 
코다슬라이더에 포함되어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소스가 포함된 폴더 
 
word 
마커 클릭시 나타나는 원형그래프 소스가 포함된 폴더 
 
css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css가 포함된 폴더 
 
libraries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폴더 
 
img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포함된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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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naver 블로그, daum 카페 보여주기 

$url에 xml 문서 저장 $parser = new XmlParser(&url)  
$url을 인자로 전달하여 $parser라는 
객체를 생성 

Coda-s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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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 

사용자가 관심 있는 지역의 키
워드를 클릭했을 때 아래 그림
과 같이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
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 기
능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블로
그, 카페 글보다 시각적으로 사
용자에게 키워드를 보여줄 수 
있다. 

통계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난 
5일 동안 이슈화되었던 키워
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기 때문에 시
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
래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
래 그림처럼 그에 해당하는 단
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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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블로그, 카페 통계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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