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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여행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웹에서 자동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을 개발한다. 정보 제공에 필요한 여행기 문서의 수집, 처리 및 정보 가공의 자동화를 추

구하며, 이를 통해 최신의 여행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제공할 

정보는 웹에서 주기적으로 수집하며,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갱신, 사용자에게 항상 최신

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날씨 등 여행에 필요한 부가 정보들을 제공, 사용자가 본 서비

스만을 이용하여 여행 준비를 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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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형태소 분석기 

형태소 분석기란? 

형태소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언어의 최소한의 단위로 형태소 분석기는 문장을 구성하

는 형태소를 인식하여 가능한 모든 형태의 분석 결과를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형태소 분석기의 활용 

형태소 분석기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여 파싱 트리를 구

성할 수 있다. 이로써 구해진 파싱 트리를 이용하여 구문분석을 통해 어절의 성분(주어, 

동사) 등을 구분하거나, 고유명사를 구분하거나, 틀린 맞춤법을 정정하거나, 텍스트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뽑아내는데 사용하는 TF/IDF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장소 분석에서 주로 사용할 기능 

주로 어절 단위로 나누어 그 어절의 구성성분을 분석하는 구문분석기를 사용하게 된다. 

우선 형태소 분석기로 문장에서 명사성분을 찾고, ‘아름다운 가게’, ‘유리의 성’과 같이 기

본 명사에 수식어가 붙어서 장소가 되는 단어를 찾기 위해 수식어 어절을 찾는다. 

 

2.1.2  Flash Builder 

지도나 플래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2.1.3  플래시 영상과의 연동 

플래시 기반의 프로그램이라 플래시로 만들어진 지도나 기능들을 연동을 할 수 가 있다. 

그래서 플래시를 통해서 네이버 지도 API를 통해서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부드러운 지도를 

보일 수 있고 처음 사용자에게 검색할 때 플래시 검색을 통해 알기 쉽게 할 수 있다. 

 

2.1.4  XML 파싱 및 웹 정보의 수신 

XML을 통한 웹 정보를 Flash builder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쉽게 네트워크적으로 수신 

받아 이를 파싱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2.1.5  SQL과의 연동 

SQL과 연동을 하여 플래시를 통해서 DB내용을 보여주어 효과적으로 DB저장 내용을 쉽

게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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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문서 수집 

사용한 라이브러리 

1. urllib (URL handler) 

2. minidom (DOM) 

3. BeautifulSoup (XML/HTML handler) 

4. html2text (tag remover) 

 

createURL(query, pageNo) 

l 검색 API에 전송할 query URL을 생성한다 

l 입력 

n query : 검색할 단어 (예: “국내 여행기”) 

n pageNo : 출력을 시작할 결과 아이템의 번호 

l 요구사항 

n api key : 검색 API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번호 

n encoder : 한글 검색어를 UTF-8로 변환해주어야 정상 작동 

u python 내부 함수로 해결이 가능하다 

l 출력 

n url : query URL 

 

 
<createURL() 함수 실행결과: 

검색어 “국내 여행기”, 시작 아이템 번호 1 번으로 API 에 요청을 보내기 위한 URL> 

 

 

printURLs(url) 

l 생성된 query URL을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출력한다 

n 출력은 디버그 용도이며, 실제 시스템에서는 목록을 DB에 저장한다 

l 입력 

n url : query URL 

l 요구사항 

n minidom : 검색 API의 XML 응답을 parse한다 

l 출력 

n 검색 결과 (URL) 목록 

u url : 검색 결과 url 

u code : 결과 url의 소속 (블로그 포탈 종류에 따라 분류) 

l 텍스트 은닉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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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URLs() 실행 결과: 

API 에서 건네준 검색 결과를 서비스에 따라 분류, URL 목록으로 저장> 

 

html2text(html) 

l HTML문서를 plain text 문서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한다 

l 입력 

n html : 변환 대상이 되는 html문서를 넘겨준다 

l 요구사항 

n BeautifulSoup 

u HTML 핸들러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검출하는 기능을 한다 

l 출력 

n 변환된 text 문서 

 

collectHTML(url) 

l url 목록을 각각 방문하여 텍스트를 수집한다 

n code 별로 텍스트 데이터 추적을 다르게 진행한다 

l 입력 

n url : 크롤러가 방문할 URL 

l 요구사항 

n BeautifulSoup : 텍스트가 은닉되어 있는 url을 찾기 위하여 사용 

n html2text 함수를 호출하여 HTML 문서에서 텍스트만 추출 

l 출력 

n 수집 완료된 텍스트 문서 

u 현재는 DB에 저장하는 기능이 미구현 

u  

 
<collectHTML() 함수 실행 결과: 

HTML 문서가 수집되어 태그가 제거된 다음, UTF-8로 인코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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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python의 print 명령을 이용해 출력한 결과 

(이스케이프 문자가 제거되지 않았다)> 

 

2.2.2  텍스트 분석 &처리 

1. 문장의 구문 기능 

현재 쓰고 있는 구문분석기는 강승식 교수님이 만든 형태소 분석기의 형태를 쓰고 있다. 

이 형태소 분석기는 구현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맞도록 구현한다. 구문 분석기는 각 

문장들을 주어 목적어 수식어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준다. 

각 구문의 정보를 보면  

 

S 주어 

O 목적어 

C 보어 

N 명사 

B 부사 

U 기타 

K 관형어 어미 

G 명사 소유격 

 

이렇게 우리가 이 구문 정보를 가지고 문서분석을 해 장소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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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문서 상태 

 

 

구문 분석기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 

각 문장에 대해서 구문을 분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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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분석 

크롤러를 통해서 여행기를 수집했으면 그 문서를 가지고 구문분석기를 통해서 각 문장

을 분석해서 장소명을 추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는 크롤러와의 연동이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문서를 가지고 구현을 하였다. 텍스트를 구문분석기를 통해서 

읽어오면 각 문장을 구문분석기를 통해서 한 문장단위로 구분을 한다. 줄 바꿈이나 마침

표를 통해서 각 문장단위로 나눠지면 한 문장대로 구문분석기를 통해서 1에서 본 것과 

같이 문장이 분석된다. 분석된 결과 중에서 명사 관련 언어를 대상으로 장소명으로 생각

해 처리를 한다. 문장에서 어절 단위로 탐색을 수행하면서 장소명으로 추정되는 명사 성

분을 찾게 된다. ‘유리의 성에 갔다.’를 통해서 보면 유리, 성만이 장소의 상태로 처리된

다. 맨 처음 이 상태를 장소로 추출된다. 그리고 유리의 성과 같은 지명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각 장소명에 수식어를 넣은 것도 장소로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추출된다. 

 

 

여행기 문서 상태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Travel Information Service with crawler/text-mining technique 

팀 명 NLP 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2-APR-05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29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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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분석기를 통해서 장소로 추정되는 것을 추출한 문서 

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 검색(사전에 많이 나와 장소로 추정되어 있지 않는 단어

들)을 통해서 걸러질 확률이 높은 경우의 단어이다. 

 

구문 분석기를 통해서 구문 분석된 상태에서 get_place()함수를 통해서 문장의 끝에서부

터 장소명을 찾는다. judge_word()함수를 통해서 숫자나 특수 부호 같은 것인지를 추려내

고 자른 후 아닌 것을 출력한 다. 그 다음 각 장소명들을 get_place_word()함수를 통해서 

그에 대한 수식어에 대해서도 출력을 해서 ‘유리의 성’과 같은 장소명도 추출될 수 있도

록 했다.  

 

3. 사전 검색 

1차로 추출되어 있는 장소명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바다, 산, 일, 다리 

등) 사전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장소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정보들을 없앤 장소들을 가져오는 기능을 한다. 2에서 추출한 장소들을 한 단어씩 검

색을 실시한다. 찾을 단어를 유니코드로 변환하여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서 초성으로 

검색하고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한다. 사전은 먼저 사용자 정의 사전을 미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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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다. 사전은 전체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 단어 장소로 구성된 사전을 만들어 

놓아 한 단어 중에서 장소로 추출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두번째는 외래어나 신조어등의 

사전을 만들어 추출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세번째는 행정상의 구역을 두어 제주도나 

OO구 OO동등을 추출하게 했다. 마지막은 국어사전기능을 하는 다리나 산과 같이 장소로 

될 수 없는 것들을 걸러준다. 이때 각 초성들을 통해서 검색을 ㄱ, ㄴ, ㄷ으로 검색을 쉽

고 빠르게 한다.  

 

 

 

국어사전을 기능을 하는 사전 지역에 따른 사전 

 

 

 
한 단어로 되어 장소 사전 외래어나 신조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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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색을 통해서 추출된 장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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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진 한 단어 짜리 단어들 각 괄호들은 사전의 이름을 나타낸다. 

kor : 국어 사전 user2 :외래어 기타등등 loc : 지역 사전 

 

get_place()함수를 통해서 나온 장소 명들을 가지고 find_word()함수를 통해서 사전검색을 

실시 한다. use_dic()함수를 통해서 장소명과 국어사전을 제외한 3개의 각 사전들의 경로를 

파라미터로 주어서 검색을 통해서 장소로 되는 것들만 추출한다. 국어 사전의 경우에는 

use_kor_dic()함수를 통해서 장소명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서 ㄱ, ㄴ, ㄷ.. 별로 검색

을 해서 필요있는 장소만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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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데이터베이스 

DB 테이블 연관 구조 

 

문서테이블      지역테이블    

문서번호      지역번호    

URL      지역명    

지역번호          

작성일          

                    

                    

                    

                    

                    

장소테이블      방문테이블    

장소번호      문서번호    

장소명      장소번호    

지역번호      지역번호    

위도          

경도 

 

1. 문서 테이블에 문서 추가 

인터넷에서 수집한 여행기의 문서를 크롤러를 통해서 가져오고 각 문서에서의 장소가 

추출되면 그 장소를 장소테이블에 추가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는 크롤러와의 연동이 구

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문서를 가져왔다는 것을 가정하여 문서의 URL과 지역 번

호 날짜 등을 임의로 구현하여 DB 문서 테이블에 임의로 문서를 추가하였다. 

 

 
임의로 만든 문서를 저장하여 url, 지역번호, 날짜 등을 추가해서 넣는다. (수동작업) 

 
2. 장소 테이블에 장소 추가 

한 문서에서 나온 각 장소를 장소 테이블에 추가하는 기능이다. 분석기와의 연동이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문서에서 나온 여러 장소들에 대한 텍스트를 임의로 만들

어서 그에 대한 테이블 추가를 구현했다. 각 문서에서 나온 장소관련 장소 명들은 네이버 

지역 API를 통해서 검색을 한 후 지역이 있어서 검색이 되면 장소의 지역과 함께 각 장소

명과 각각의 경도 위도정보를 장소 테이블에 추가를 한다. 정보를 추가하다가 이미 추가

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중복 장소라는 이유로 테이블에 추가하지 않는다. 현재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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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식으로 flex를 통해서 경고창 등을 보일 수 있게 구현을 했다. 

 

 
한 문서에서 각 위치를 분석기를 통해서 가져왔다고 가정한 문서 형태이다. 

 

 
장소 테이블 

문서에서의 장소들을 장소테이블에 추가한 상태를 보여준다. 각 장소명과 지역 번호, 경도, 위

도등을 추가한 테이블을 보여준다. 

 

 
네이버 지역 API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캡스톤 디자인 I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테이블에

 

문서테이블에

 
서귀포와 주상절리중문이

되지 않았다. 주상절리는

생이 일어났다. 네이버 

 

D

산방산

용머리해안

송악산

백록담

서귀포

대포해안

주상절리중문

주상절리

성산

김녕 

 

현재는 그랙픽적으로 보여주기

을 클릭하면 fetchData()

populate()함수로 이동하여

handleButtonClick()함수로

달해준다. resultHandler()

insertPlace()함수로 이동하여

함이라는 경고 창이 뜨면서

에서 검색을 한 후 있으면

 
3. 방문테이블 추가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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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이미 추가된 장소일 경우에 나타나는 경고

 
문서테이블에 장소가 잘 추가 될 경우에 나오는 경고

주상절리중문이 원문과는 다르게 저장되었다. 대포해안은 찾을

주상절리는 주상절리중문이 이미 장소 테이블에 저장되었기

 지역검색 API 를 활용한 영향이다. 

Data.txt  mySQL

산방산 그대로 삽입 산방산

용머리해안 그대로 삽입 용머리해안

송악산 그대로 삽입 송악산

백록담 그대로 삽입 백록담

서귀포 다소 변경됨 서귀포시청

대포해안 찾을 수 없음 

주상절리중문 다소 변경됨 대포주상절리

주상절리 중복발생 

성산 일출봉 그대로 삽입 성산일출봉

 미로공원 그대로 삽입 제주김녕미로공원

보여주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하게

fetchData()함수 장소가 있는 문서를 읽어서 읽는 

이동하여 엔터키로 구분되어있어 장소명대로 잘라서

함수로 각각 이동하여 이 함수에서 네이버 API를 

. resultHandler()함수를 통해서 장소명 검색이 제대로 검색되면

이동하여 장소 테이블에 값을 추가해준다. 만약 찾지

뜨면서 값을 저장해 주지 않는다. insertPlace()함수에서

있으면 중복 장소라며 추가하지 않고 없는 경우에만

Travel Information Service with crawler/text-mining technique 

NLP A 

2012-APR-05 

중간보고서

copyright owner. 

경고 창 

경고 창 

찾을 수 없어서 저장

저장되었기 때문에 중복발

mySQL 

산방산 

용머리해안 

송악산 

백록담 

서귀포시청 

 

대포주상절리 

 

성산일출봉 

제주김녕미로공원 

하게 만들었다. 버튼

 것이 성공을 하면 

잘라서 각 장소명을 

 통해서 장소명을 전

검색되면 경고 창이 뜨면서 

찾지 못하면 찾지 못

함수에서 먼저 테이블

경우에만 추가를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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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서에 대해서 장소를 장소 테이블에 추가된 상태에서 각 문서에 대해서 나오는 장소

를 방문 테이블에 저장하여 문서에서 갔다 온 장소를 처리하게 해서 사용자가 지역검색을 

했을 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문서 테이블에서 나오는 문서 번호와 

장소 테이블에서 나오는 장소 번호를 방문 테이블에 추가하고 각 장소의 지역번호를 추가

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방문테이블에 저장된 결과 

중복되는 장소도 방문테이블에 추가 하기 때문에 4번 대포주상절리가 중복돼서 삽입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번호와 장소번호 문서번호가 모두 FK로 잘 참조 되어 있다. 

 

장소 테이블에 추가할 때 장소명을 insertVisit()함수에서 장소에 대한 지역번호와 장소 

번호를 테이블에 추가해준다. 

 

2.2.4  출력 

1. 사용자에게 지도 출력 

사용자가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도

를 출력해준다. 지도는 네이버 지도 API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도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다양하게 있으나 우리는 Flash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좀 더 유연한 느낌을 주어서 여행정보를 지도에서 찾을 때 부드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도 API를 Flash builder를 이용하여 연동을 한다. 현재

는 초기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버튼을 임시로 만들어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지도

를 보여주고 있다.  

 

 

지도를 나타내기 위한 버튼 버튼 클릭 시 아래 화면처럼 지도가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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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 API로 지도가 표시된다.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startMap()함수가 실행이 되어 네이버로부터 지도 정보를 받고 지

도가 실행되면서 onMapInitHandler()함수가 실행되어 지도의 처음 위치와 오른쪽에 위치

한 줌 컨트롤러나 미니맵을 보여준다. 

  

2. 사용자가 검색한 지역으로의 이동 

현재는 플래시 지도를 아직 구현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용자에게 그래픽적인 검색을 실

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구현하게 될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자가 제주

도라는 곳을 검색했다라는 가정하에 구현을 했다. 지도가 나타내진 상태에서 임시로 만들

어 놓은 제주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지도 화면에서 제주도 위치로 자연스럽게 이

동을 한 후 사용자에게 제주도의 정보를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자동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여준다. 제주도의 중심 좌표로 맞추어 놓고 검색을 했을 경우 위치로 이동해서 제주도 

지역을 보여준다. 현재는 제주도 한 지역을 나타냈지만 다양한 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 

위치좌표를 추가해 여러 지역 검색에도 지역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치로 이동 후 지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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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치로 이동 

 

 

지역으로 이동 한 후 확대되어 자세히 볼 수 있게 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eventClick()함수가 실행되어 지역으로 이동을 한 후 시간차로 확대되

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3. 검색한 지역에 대한 장소 표시 

사용자가 검색하는 지역에 대해서 여행기를 분석하여 많이 간 장소순서대로 보여준다. 

현재는 아직 지역 검색에 대해서 서버로부터 장소를 받아오는 부분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데이터 값이 아닌 임시로 만든 xml값을 가지고 구현을 했다. xml값

은 임시로 장소가 순위별로 서버로부터 받은 것을 가정하고 xml은 지역에 대해서 순위별

로 데이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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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로부터 받아올 장소에 대한 xml에 대한 정보 

 

 

연습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장소 마커를 표시 

 

xml값을 읽어서 지역에 대한 장소를 마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준다. 현재는 임시로 연

습 버튼을 만들어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장소를 출력해주지만 후에는 지역검색을 했을 

경우 1과 2와 함께 동시에 보여주는 형식을 활용할 것이다.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fetchData()함수에서 xml을 읽어서 읽는 것이 성공하면 populate()

함수에서 표와 지도에 장소를 표시해 준다. 이때 장소는 xml에 있는 전체 장소를 표시해

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개수만큼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숨겨놓은 상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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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장소 마커 지도에 표시 장소에 대한 표 정보로 표시 

 

장소를 지도와 함께 표를 통해서도 순위를 보여주어 정확한 장소 명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에서 장소를 선택했을 경우 그 위치로 이동을 해주어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가 있다.  

 

 

표시할 장소 개수를 표시하기 위한 버튼 

 

 
  

10개 20개 30개 

 

10, 20, 30이라는 임의의 버튼을 주어서 각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 각 개수만큼의 장소를 

보여주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 

각 버튼을 클릭하면 fetchData1()함수에 각 개수 값이 들어가면서 개수 만큼의 장소를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숨겨놓은 상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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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마커에 마우스를 올릴 경우 현재는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거나 관련여행기를 보여주는 식의 정보 창을 표시해준다.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창 

 

장소를 읽어서 장소에 표시해 줄 때 fetchData()에서 마커에 마우스를 올리면 

onMarkerOverHandler()함수로 가서 정보창을 보일 수 있고 마우스를 내렸을 때는 

onMarkerOutHandler()함수로 가서 정보창을 없애는 방식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

여줄 수 있게 했다. 

 

4. 장소선택에 대한 장소 표시 

출력된 장소 중에서 사용자가 한 장소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장소를 다녀온 여행자들이 

갔다 온 다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준다. 클릭한 장소를 서버로 보내고 서버로부터 

받아서 장소에 대하 장소를 추천해주는 형식이다. 현재는 서버와의 연동이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xml을 만들어서 구현하였다. 장소 마커를 클릭했을 때 임의로 만든 

xml 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를 출력하게 해준다.  

  

 
 

처음 전체 장소에 대한 표시 장소를 클릭했을 때 장소에 대한 장소 표시 

 

fetchData()함수에서 장소마커를 클릭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고 클릭을 하면 

onMarkerClickHandler()함수에서 현재 장소 표시된 것을 숨기고 클릭한 장소에 대한 xml

값을 읽은 후 markerEvent()함수에서 장소를 표시해주고 장소마커에 대해 마우스를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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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나 땔 때 정보창의 표시를 구현해놓는다. 그러나 클릭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구현하

지 않아 그에 대한 장소추천은 하지 않았다. 대신에 장소클릭했을 때에만 전체 순위 보기

라는 버튼이 생성되게 하여 다시 전체 순위표시로 돌아가서 장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

다. 

 

 

전체 순위 장소 표시로 돌아가기 위한 버튼 

 

전체 순위 보기를 클릭했을 때 recommend()함수에서 현재 장소검색으로 나온 장소들을 

없애놓고 숨겨두었던 전체 장소들을 표시해 준다., 

 

5. 장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 구현 

지역검색과는 별개로 장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을 만들어서 지역검색과는 달리 장

소를 검색해서 장소가 어디 있는 지를 검색해볼 수 있다. 콤보박스를 통해서 지역을 선택

한 후 검색 창을 통해서 장소를 검색하면 지역에 대한 장소를 나타낼 수 있다. 같은 지명

이라도 지역에 따라 검색을 해주므로 좀 더 정확한 장소를 나타내준다. 네이버 지역 검색 

API를 통해서 검색결과를 보내면 정보가 있으면 좌표를 받아와서 지도에 표시를 해주고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경고 창을 통해서 검색결과가 없음을 알려준다. 

 

  

지역 검색을 위한 콤보 박스 사용자가 장소를 검색하는 검색 창 

  

 

장소가 검색되고 나서 장소위치로 표시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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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고 창 

 

콤보 박스에서 지역을 선택한 후 장소를 검색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handleButtonClick()함수에서 네이버 지역 검색API로 값을 전달하면 값이 제대로 받아오

면 resultHandler()함수에서 가져온 xml값을 확인해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좌표 값을 얻어와서 지도에 표시해준다. 만약 장소가 없다면 경고 창을 표시해 장소가 없

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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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시스템 사용 시나리오 재검토 

1. 지도 선택 화면 

여행을 갈 지역을 선택한다 

 

Q : 사용자가 여행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A : 여행지 추천, 랜덤 장소 선택 (구글의 I’m feeling lucky!), 인기 있는 장소 목록 출력, 

현재 사용자들이 검색 중인 여행지 목록 출력 

 

1. 여행지 추천 : 사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수단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2. 랜덤 장소 선택 :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무작위로 지역을 추천한다. 

3. 인기 있는 장소 목록 출력 : 최근 사용자들이 많이 열람한 지역을 추천한다. 

4. 현재 사용자들이 검색중인 여행지 목록 출력 : 현재 사용자들이 선택한 지역을 실

시간으로 보여준다. 

 

Q : 검색 상자의 추가는 어떠한가? 

A : 장소명 검색, 최근 검색어 출력 

 

1. 장소명 검색 : 검색 상자를 이용하여 장소를 검색한다. 

2. 최근 검색어 출력 : 사용자들이 최근 검색한 검색어 목록을 출력한다. 

 

2. 정보 출력 화면 

(지도 위에) 장소 위치, 장소 이름, 순위, 연관 장소, 기타 추가 정보 

 

Q : 추가 제공할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A : 인기 있는 장소의 루트 추천 및 출력,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 추천 및 출력 

 

3.2 수정사항 

3.2.1  텍스트 수집 

1. 데이터 수집으로 변경 

텍스트 뿐 아니라 날씨 정보 등 제공하려는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도록 변경 

 

3.2.2  텍스트 분석 & 처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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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데이터베이스 

1. DB구조가 바뀜 

DB테이블의 구조를 방문테이블에 지역 번호를 추가했다. 하나의 장소명이 여러 지역에 

대해서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장소명에 지역번

호를 추가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3.2.4  출력 

1. 검색 창을 넣어서 장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듦 

지역 검색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장소 추천 제공만 해주는 기능으로는 사용자에게 만족

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사용자가 지역을 검색을 하다가도 추천해 주지 않은 장

소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소 검색 창을 만들

어 손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게 했다. 

 

2. 표에서 장소를 클릭했을 때 장소 위치로의 이동 

텍스트로 표에서 장소를 표시하는 것과 지도에 표시해주는 숫자 값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어서 표에서 장소를 클릭했을 경우 그 장소

로 자동으로 위치할 수 있어서 쉽게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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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공통 사항 

1. XML 설계 

파트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XML을 사용한다. 

 

4.2 텍스트 수집 

4.3 텍스트 분석 & 처리 

1. 사전 보강 

현재 국어사전, 지역사전 등이 임의로 구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걸러낼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므로 좀 더 확실한 처리를 위해 사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2. 지역검색 API 와의 연동 

수집파트를 하나의 모듈로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문서분석파트와 API 를 사용한 

장소검색 파트의 통합부터 시도하도록 한다. 

 

3. 특정 접미사 필터링 

 

4.4 데이터베이스 

1. DB의 다른 테이블 기능 구현 

현재 임시로 만들어진 DB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구현하여 장소 문서 방문 테이블 등 여

러 가지 정보를 잘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클라이언트와의 연동 

사용자가 지역을 검색하거나 장소를 검색했을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주면 그 정

보를 서버에서 잘 받아서 이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부분을 구현해

야 한다.  

 

3. 지역 검색을 통한 장소 순위 추출 

사용자가 지역을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DB에 저장된 문서 정보를 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장소 순위를 계산해서 그 정보를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기능을 구현한다. 

 

4. 장소 검색을 통한 장소 순위 추출 

지역이 아닌 장소에 대해서 검색했을 경우 그 장소에 대해서 받아와서 장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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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계산해서 해당 장소를 다녀온 다른 문서들이 다녀온 장소 중에서 많이 갔다 온 

순서대로 장소 순위를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5. Flex기능을 c로의 수정 

현재 그래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현되어 있는 Flex를 문서 분석기나 크롤러와의 

연동이 쉽게 하기 위해서 C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4.5 출력 

1. 지도플래시 기능을 통한 검색기능 

플래시를 통해서 한반도 지도 부분을 만들어서 이를 첫 화면에 보여주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지역을 시각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서버와의 정보 교환 

사용자가 지역을 검색하거나 장소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서버에게 

전달하여 서버가 이를 통해서 정보를 추출해서 다시 정보를 보내주면 그 정보를 지도에 

출력한다. 

 

3. 디자인 정리 

임시로 만든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로 합치거나 더 깔끔하게 만들도록 한다. 

 

4. 정보처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때 가공해서 필요한 정보를 보여준다.  

 

5. 장소 검색에 대한 표 출력 

장소 검색을 한 후 지도에서 표시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검색과 같이 표를 통해서도 

장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텍스트로 사용자가 쉽게 장소 명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