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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현재 시중에 많은 뉴스 서비스 앱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앱은 사용자의 키워드 설정이

나 별도의 추가적인 조작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서비스 하고 있다. 주로 사용자

의 동적인 정보보다는 정적인 정보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 프로젝트에서는 디바이스 내부 정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동적인 정보를 활

용하여 별도의 사용자 조작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 기사를 서비스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1) 구글 뉴스 스탠드 

 

 

구글에서 출시한 뉴스 제공 서비스 앱으로, 잡지나 신문, 블로그, 뉴스 전문 웹사이트를 

구독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뉴스를 읽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뉴스 구독 습관을 반영해 뉴스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담긴 ‘뉴스 읽기’와 구독을 설정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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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소식을 모아 보여주는 ‘내 라이브러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지니 뉴스 

 

 

 

 ETRI에서 개발한 뉴스 서비스 앱으로, 키워드를 등록하여 내가 원하는 뉴스만을 보여주

는 ‘맞춤 뉴스’와 그 날의 대표 뉴스를 모아서 요약하여 보여주는 ‘3분 브리핑 뉴스’ 기능

을 가지고 있다.  

 

 

 

 

1.2.2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 

 

(1) 사용자의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다.  

( ex : 키워드 입력, 라이브러리 or 매체 추가 ) 

 

(2) 키워드인 단어와 단순히 일치하기만 한 뉴스의 기사들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즉, 사용

자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기사가 많다. 

( ex: 축구 팀 ‘첼시’를 키워드로 검색 -> 

                                    ‘첼시 부츠’와 관련된 기사나 블로그 글 보여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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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개발할 시스템의 차별성 

   

(1) 현재 시중의 앱과는 달리 디바이스 내부 정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동적인 정

보를 모두 활용하여 사용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들을 보여준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사용자의 웹 검색 기록, SNS(facebook) 정보로부터 사용자의 관심 사항을 추출한다. 

  2) 추출한 관심 사항을 키워드로 하여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웹으로부터 긁어온다. 

  3) 긁어온 뉴스 기사를 사용자의 웹 페이지 방문 기록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뉴스에 상대적인

우선 순위를 매긴다. 

  4)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뉴스 기사부터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연구/개발 주제 

1.   facebook 사용자가 속한 페이지와 그룹 내의 게시된 글과 사용자가 방문한 웹 페이지내

의 글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키워드로 추출하는 모듈 개발  

2.  Crawling한 뉴스 기사들 중 사용자가 방문한 웹 사이트의 방문 시각 이용하여 뉴스 기사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매기는 모듈 개발. 

3.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디자인하고 개발한다. 

 

 

2.2.2  연구/개발 방법 

1. facebook 사용자가 속한 페이지와 그룹 내의 게시된 글과 사용자가 방문한 웹 페이지내의 

글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키워드로 추출하는 모듈 개발  

-> facebook의 api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소속된 그룹과 페이지 내의 글을 가져온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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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문한 웹 페이지 기록의 경우 디바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한다 이렇게 가져온 글들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실행한 후 많이 나온 상위 5개 단어를 뽑는다. 

 

2.  Crawling한 뉴스 기사들 중 사용자가 방문한 웹 사이트의 방문 시각 이용하여 뉴스 기사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매기는 모듈 개발 

-> 디바이스에 저장된 사용자 웹 사이트 방문 기록 시각을 이용해 최근 3일 내에 방문한 웹 

사이트에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순서대로 뉴스 기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긴다. 

 

3.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디자인하고 개발한다. 

-> 한 눈에 전체적으로 헤드라인들을 보여주도록 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눈에 띌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1.    정확도 

    사용자의 SNS 계정과 사용 기기 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져온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프로젝트 명 NewsCore 

팀 명 alph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5-SEP-17 

 

캡스톤 디자인 II Page 8 of 13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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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들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에 맞는 기사 리스트를 

보여준다. 

2.    소요 시간 

    로컬 어플리케이션에서 키워드 분석 및 우선순위 처리를 하는 경우 

연동 시작 후 5 초 내에 기사 헤드라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Supportability 

1.    확장 가능성 

    현재 키워드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SNS 는 facebook 뿐이지만, 추후에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정보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설치 용이성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스토어를 이용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다. 

 

2.3.3     시스템 구조  

 

NewCore의 실제 개발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관심사항을 추출하는 부분과 crawling한 뉴스 기사

에 대해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부분이다. 그 외의 facebook login과 web crawling, 형태소 분석 등

은 facebook api, crawler4j,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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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UI 로그인 페이스북 계정 연동   

 뉴스 사용자에게 맞는 뉴스 링크 게시   

알고리즘 키워드 추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요 

관심사 선정 
  

 웹 크롤링 
키워드를 사용한 뉴스검색 및 

crawling 
  

 우선순위 선정 
사용자 정보를 기준으로 선호도에 

따른 뉴스 정렬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사용자는 별도의 동작 없이 로그인 만으로 자신이 현재 관심 있어 하는 항목에 

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추천을 하는 기준이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하므로 

추천 및 우선순위의 정확성이 다른 추천 알고리즘보다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활용방안 : 지금은 추천 키워드에 관한 content 를 뉴스 기사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한 영화 추천 또는 여행지 추천등으로 content 를 

확장시킬 수 있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형태소 분석기 : 문장 내에서 조사를 제외한 단어만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2) Web Crawler : 특정 단어에 대한 뉴스를 웹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쓰인다. 

  3) 추천 알고리즘 : 사용자의 SNS 정보와 검색 기록으로부터 사용자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4) 우선순위 알고리즘 : 사용자의 관심 사항에 대한 뉴스에 대해 [특정 기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높은 우선 순위의 뉴스부터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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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acebook api : 사용자의 Facebook 정보(그룹, 페이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된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제한적인 

Memory와 cpu 성능을 고려하여 크롤링하는 뉴스 기사의 양을 제한하여야 한다. 

 

3.2.2  기타 

  1) 뉴스 기사는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기사 원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 뉴스 자체가 아닌 해당 뉴스에 대한 링크를 보여준다. 

  2) facebook 계정이 있는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추후 개발을 통해 인스타그램, 트위터등 사용자의 관심 사항을 추출하는 데

에 다양한 SNS를 이용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자신의 웹 페이지 방문 기록을 삭제한다거나 facebook에서 별도의 활동이 

없을 경우 추천 및 우선순위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송영훈 알고리즘 디자인 

김세훈 알고리즘 디자인 

맹성주 키워드분석, 웹 크롤링 

이석찬 어플리케이션 개발 

최완전 Facebook API 사용, 웹 크롤링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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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10 

정보 수집 10 

설계 방법 선택 10 

개발 환경 구축 5 

UI 구현 15 

내부 알고리즘 구현 30 

프로그램 test 및 보고서 작성 20 

합 10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월 10월 11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Facebook API 사용법     

키워드 분석 방법     

웹 크롤링     

우선순위 선정 알고리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어플리케이션 설계     

UI 설계     

구현 
어플리케이션 구현     

UI 구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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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수행계획서 

제출 

개발 환경 완성 (Android Studio 설치)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 2015-09-17 

1 차 중간 보고 

시스템 설계 완료, 부분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Facebook API 가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2015-09-17 2015-10-01 

2 차 중간 보고 

키워드 분석 기능 구현 완료 

웹 크롤링 기능 구현 완료 

산출물 :  

3.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4.    키워드 분석 기능 코드 

5.    웹 크롤링 기능 코드 

2015-10-01 2015-10-29 

구현완료 

우선순위 기능 구현 완료 

산출물 : 

6.    최종 보고서 

7.    우선순위 선정 알고리즘 코드 

2015-10-29 2015-11-09 

테스트 

시스템 구현 완료, 사용자 테스트 

산출물: 

1. 테스트 결과 

2015-11-09 2015-11-25 

최종 시연 시스템 통합 테스트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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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송영훈 알고리즘 설계 2015-09-17 20015-11-20 30 

김세훈 알고리즘 설계 2015-09-17 20015-11-20 10 

맹성주 키워드분석, 웹 크롤링 2015-09-17 20015-11-20 30 

이석찬 어플리케이션 UI 개발 2015-09-17 20015-11-20 30 

최완전 Facebook API 사용, 웹 크롤링 2015-09-17 20015-11-20 3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개별 지참 2015-09-07 2015-11-20  

개발용 스마트기기 개별 지참 2015-09-07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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