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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신문과 뉴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현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유

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본 프로젝트도 자신

이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관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웹 페이지를 통해 알려주

고 이를 트위터,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그리고 통계 처리와 연계하여 관련 게

시물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위 그림은 각 국가별 이름이 해당 위치에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하여 나타내주고 있다. 

이처럼 지도를 보았을 때 그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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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각 국가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은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대

상으로 지도에 표현하였다. 이처럼 지도를 보았을 때 관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

로 제공해주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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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검색한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추출하는 기술은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아래 그

림과 같이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그리고 구글의 

HOT 토픽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검색 자료를 우선순위에 두어 표현해 주는 것은 뉴스나 

신문과 같은 미디어 매체의 역할이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TV나 

신문보다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인터넷은 대중 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미디어는 수 많은 정보 중에서 대중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선별하고 정리, 가

공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SNS를 기반으로 수 많은 사용자가 각각 

채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별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된다. 또한 웹 

서비스와 검색 기능이 미디어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되어 기존의 미디어라는 정보 영역은 무

한히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휴대폰은 

더 이상 음성 통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스마트폰은 카카오톡(Kakao Talk)과 같은 SNS를 

통해 서로 연결하고, 통합해 보여주는 허브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를 생

산하고 하나의 소비 단말로 변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SNS를 미디어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 많은 사람에 의해 생성되고 전달되는 SNS의 특성에서 사용자의 개인적

인 특징과 지역적인 특징이 부가되면서 기존 미디어를 위협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특징은 바로 Crowd Media라는 점이다. Crowd Media는 어느 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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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 혹은 한 사람의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전체 대중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수 많은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서로를 견제, 검증해가며 방향을 설

정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Crowd Media이다. 수 많은 목소리가 합쳐져 만들어지는 

Crowd Media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무수히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검색과 추천이 새로운 미디어 활용의 키 포인

트가 된다. 나의 취향, 위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검색, 또는 추천에 의해 개인

화함으로써 Crowd Media는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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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 개발된 시스템의 현황 

 

세기가 거듭할수록 생활 방식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 신문, 광고 등

과 같은 미디어 매체도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인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 관심 대상이다. 예를 들어 영등포에 사는 사람이 괌의 날씨에 관심을 가지는 경

우는 드물다. 마찬가지로 베이징에 사는 사람이 뉴욕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대해 관심을 가

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웹 사이트로 트렌즈맵(http://trendsmap.com)이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트렌즈맵은 해당 

위치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지도 상에 단어를 위치시켜서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제공해준

다. 

 

웹 사이트 아래에는 하래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의 트렌드를 알려주며 해당 

국가에서 유행하는 영상물도 제공해준다. 또한,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트위터 

사용자를 알려주며 그들의 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http://trendsm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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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트렌즈맵은 Crowd Media의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미

디어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식 또는 관심 사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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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 혹은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아래 그림과 같이 트렌즈맵에 나타나는 문장은 대부분 트위터에 게시한 사람의 아이디가 

적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고 싶어할 것

이다.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열리는 콘서트, 사건 사고 발생, 교통 현황, 맛집 등이 주 대상

일 것이다. 그러나 트렌즈맵에서는 지도에 영향력 있는 트위터 사용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제작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단 하나의 글

씨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구글 API가 트위터 글의 출처를 지역코드에서 알아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큰 도시만 추출해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내부의 영등포, 명동, 시청 등 중요하고 세부

적인 지역의 상황을 알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착안하여 본 프로젝트는 위에

서 언급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관련 단어에 대한 포털 사이트 검색 및 통계 

분석을 제공하여 사람들이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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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사항 

지난 날에 유행했던 단어들을 볼 수 없고 

항상 현 시점의 화제에 오른 단어만 알 

수 있다. 

사용자가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해당 날짜에 맞는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가 나온다. 주어진 문장에 대해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통

해 명사형을 걸러내고 한국어에 맞는 문장처

리를 하여 의미 있는 단어로 재가공한다. 

국토면적이 큰 국가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위치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도 확대/축소를 

제공한다. 이에 적합한 네이버 지도 API를 이

용한다. 

처음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직관적으로 

불편한 UI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클릭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

게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다. 

과거부터 현 시점까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화제거리가 되어가는지 알 수

가 없다. 

현 시점으로부터 지난 5일까지의 단어 트렌드

를 분석하여 막대그래프로 보여준다. 이를 통

해 단어의 유행 흐름의 변화과정을 직관적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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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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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블로그, 카페, 이미지, 통계 분석과 연계

하여 관련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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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어)을 원 그래프로 빈도수 순 5개를 보여준다. 마우

스 커서를 원 그래프의 부채꼴 영역에 올려두면 어떤 단어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 알 수 있다. 

 

III. 선택한 단어에 대한 정보 검색 

사용자는 선택한 단어와 관련된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이미지를 통해 해

당 사이트와 연계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단편적인 단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공하였다. 

 

IV. 검색한 지역에 대한 단어 유행 통계 분석 

검색한 지역에서 현 시점부터 지난 5일 동안의 단어 유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막대그

래프로 보여준다. 사용자는 어떤 단어가 갑자기 화제가 되었는지 지난 날부터 화제거리

였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

에 단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Web Page Crowd Media based on Twitter 

팀 명 마음은 Jobs, 코딩은 P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3 2013-SEP-12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3 of 27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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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1  기대 효과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마다 발생하고 있는 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와 달리 프로젝트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별로 구별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서비스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관심 지역의 이슈 키워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2.2.2  활용 방안 

간편한 이용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간단한 웹 페이지의 

접속만으로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검색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관련 카

페, 블로그, 트위터, 이미지,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어 여러 사이트를 왔다갔다하며 방황하

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일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관심 지역 이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유용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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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도화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의 허전함 

- 해당 블로거와 카페의 대문 이미지를 가져오면 보기 좋은 게시물이 될 것이

다. 그리고 기본 설정을 벗어나 글씨체와 크기를 눈에 친숙한 것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실제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미지를 가져올 때 성공

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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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의 정확성 

- ‘팬싸인회’ 와 ‘팬사인회’ 는 같은 의미이지만 처리상에서는 다르다고 인식한

다. 이러한 단어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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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범위의 확대 

- 서울 내 큰 지하철역과 수도권 주변 지하철역을 벗어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반영하는 서비스가 되기 위한 환경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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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정화 

 모바일 환경의 개선 

- 모바일 환경의 기울임 효과를 적용 받을 때 화면이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테스트와 디버깅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 내부적 피해(전력 차단, 화재, 천둥 번개 등)와 외부적 피해(해커, 경쟁사, 

DBA의 실수)에 의해 자료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웹 서비스는 24시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복구 처리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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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모전 출품 계획 

2.5.1  삼성 Sgen Idea 

상반기에 삼성SDS에서 주관하는 Sgen Idea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서

류 전형인 1차평가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관련 증빙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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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한이음 공모대전 

지정 공모 중에서 LG-CNS가 주관하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의 방

향 및 구성 기능 제시 항목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공모일정은 아래와 같고 관련 정보를 더 얻은 

후 팀원들간의 협의 과정을 출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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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권도형 

- Software Project Leader 

- Python Code 내부 수정 

- Web Page UI 개발 

김정환 
- Web Page 서비스 구현 

- Web Page 테스트 및 버그 수정  

장영환 

- DB log 작업 

- 프로젝트 문서화 

- Web Page 서비스 구현 

허효정 
- Web-DB 연동 관련 개발 

- DB 지속적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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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프로젝트 계획 수립 40 

중간 점검 회의 및 개발 방향 토론 36 

개발 환경 점검 및 구축 8 

프로젝트 점검 및 보완 60 

웹 페이지 UI 수정 30 

웹 서비스 기능 구현 40 

데이터 베이스 로그 작성 30 

버그 수정 및 안정화 점검 60 

문서 작성 24 

합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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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5.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프로젝트 

일정 준비 

계획 수립       

개발 방향 토론       

프로젝트 

점검 

개발 환경 구축       

프로젝트 점검       

고도화 

웹 페이지 UI       

웹 서비스 기능       

데이터베이스 로그       

안정화 버그 수정       

테스트 타 환경 구동 시험      PC, Mobile 

공모전 계획 공모전 출품      한이음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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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 인적자원 투입 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Python 
Python Software 

Foundation 
2013-08-26 2013-11-31  

개발용 PC 3 대 자연어처리 연구실 2013-08-26 2013-11-31  

Apac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2013-08-26 2013-11-31 APM setup 

PHP PHP Group 2013-08-26 2013-11-31 APM setup 

MySQL Oracle 2013-08-26 2013-11-31 APM setup 

mysql-connector Oracle 2013-08-26 2013-11-31  

tweepy Joshua Roesslein 2013-08-26 2013-11-31  

Simple_KMA.dll 강승식 교수님 2013-08-26 2013-11-31 국민대학교 

Notepad++ Don ho 2013-08-26 2013-11-31  

Beautifulsoup.py  2013-08-26 2013-11-31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Web Page Crowd Media based on Twitter 

팀 명 마음은 Jobs, 코딩은 P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3 2013-SEP-12 

 

캡스톤 디자인 II Page 26 of 27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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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1 서적 HTML5 For Masterminds 
MINK 

BOOKS 
2012 J.D. Gauchat 

2 서적 Learning PHP, MySQL & JavaScript O’REILLY 2009 Robin Nixon 

3 서적 Jump to Python 정보게이트 2001 박응용 

4 서적 JavaScript Web Programming O’REILLY 2007 Shelley Powers 

5 서적 Applying UML & Patterns 3rd Edition 

Addison 

Wesley 

Professional 

2004 Craig Larman 

6 기사 월간아이엠애드 IM 2010 VOL 31 웹스미디어 컴퍼니 

7 매뉴얼 mysql-connector-python 
Document generated on: 2012-12-17 

(revision: 33584) 

8 사이트 오픈 소스 개발자 포럼 http://kldp.org/ 

9 사이트 점프투파이썬 http://codejob.co.kr/docs/view/2/ 

10 사이트 네이버 개발자 센터 http://dev.naver.com/ 

11 사이트 다음 개발자 네트워크 http://dna.daum.net/ 

12 사이트 한국어 형태소 분석 사이트 http://nlp.kookmin.ac.kr 

13 사이트 PHP 개발자 사이트 http://www.phpschool.com/ 

14 사이트 ipTime 홈페이지 http://www.iptime.co.kr/ 

15 사이트 MySQL 기술 문서 http://www.mysql.com/ 

16 사이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http://www.jquery.com/ 

17 사이트 Beautiful Soup 기술 문서 
http://www.crummy.com/software/Beaut

ifulSoup/bs4/doc/ 

18 사이트 Coda-Slider 기술 문서 
http://kevinbatdorf.github.com/codaslide

r 

19 사이트 Twitter Time Line 
http://thomasbillenstein.com/jTweetsAny

where 

20 사이트 그래프 관련 자료 http://www.rgraph.net/license 

21 사이트 Micro HTML5 Library http://www.dhteumeuleu.com/ 

22 사이트 SVG mini graphic library http://www.dhteumeuleu.com/ 

http://nlp.kookmin.ac.kr/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Web Page Crowd Media based on Twitter 

팀 명 마음은 Jobs, 코딩은 Pass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3 2013-SEP-12 

 

캡스톤 디자인 II Page 27 of 27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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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사이트 excanvas.js 관련 문서 http://www.apache.org/ 

24 사이트 APM Setup 강좌 http://www.apmsetup.com/ 

25 사이트 UML 관련 자료 http://www.starum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