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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

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NewsCore”를 수행하는 팀 “alpha”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alpha”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되거나, 재가

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자 Revision 추가/수정 항목 내    용 

2015-10-24 송영훈 1.0 최초 작성 수행 내용 추가 

2015-10-07 이석찬 1.1 내용 수정 수정된 연구내용 추가 

2015-10-29 최완전 1.2 내용 수정 수정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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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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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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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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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 글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키워드로 추출하는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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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매기는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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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수행내용 

1. facebook login & 사용자가 속한 페이지에 대한 정보 추출 

-> facebook login의 경우 facebook내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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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속한 페이지는 facebook graph api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좋아하는 페이지 이

름을 추출한다. 

 

 

2. 추출한 사용자의 facebook 정보를 이용한 뉴스 추천 기능 구현 

 

사용자의 좋아하는 페이지를 보면 주로 개발자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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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의 실행 결과를 보면 사용자의 관심 사항인 ‘개발자’와 관련된 정보인 ‘Daum 개발자 네

트워크’와 관련된 뉴스 기사 목록을 보여주고, 기사 제목을 누르면 링크된 뉴스 원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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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Crawling한 뉴스 기사들 중 사용자가 방문한 웹 사이트의 방문 시각 이용하여 뉴스 기

사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매기는 모듈 개발. 

- 1.1 검색 결과에 대한 Crawling이 아닌 NAVER의 뉴스 검색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관

심사항에 대한 뉴스를 가져온다. 

 

 

 

 

 

 

 

 

-> TPP를 입력했을 때 TPP와 관련된 NAVER의 뉴스 기사에 대한 제목과 링크를 볼 수 있

다. 

- 1.2 웹 사이트 방문 시각은 디바이스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려 했으나, 디바이스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문 시각을 이용한 뉴스 기사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능은 삭제한다. 

2. 기존의 프로젝트 계획에서는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형태소 결과를 

앱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가 JVM에 맞춰진 바이트 코드

인 것과 달리 안드로이드의 경우 Dalvik에 맞춰진 byte코드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이유 때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NewsCore 

팀 명 Alph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5-10-29 

 

캡스톤 디자인 I Page 9 of 10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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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는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가 아닌 국민대학교 강승식 교수님의 

자연어 처리 연구실에서 웹상으로 공개한 한글 형태소 분석기 : 색인어 추출 시스템을 이용

할 계획이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현재 사용자의 프로필, 이메일, 친구 리스트를 제외한 다른 facebook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facebook developer내에서 login review를 허가 받아야 한다. 현재 login review

신청을 마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 facebook login과 뉴스 검색 모듈을 합치는 작업은 모두 끝냈다. 형태소 분석 부분의 경

우 형태소 분석 웹 페이지를 통해 구현하기로 하였다. 안드로이드와 웹 페이지간의 통신

은 확인하였으나, 한글을 parameter로 넘길 때 문자가 깨지는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있다, 

3. 형태소 분석 경우, 명사를 추출한 후 가장 많이 나온 명사를 사용자의 관심사항으로 간

주하려고 했으나 ‘나’, ‘너’와 같은 대명사가 의도치 않게 문장의 조사로써 많이 나오는 경

우가 있다. 이럴 경우 대명사를 걸러낼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4. 현재는 NAVER 뉴스 검색 API를 사용한 뉴스 기사 검색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로 분류한 키워드의 가중치에 맞

는 기사들만을 보여주지 못한다. 앞으로는 키워드의 가중치와 Set에 따라 기사들을 분류하

여 보여줄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사의 본문을 분석하여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5. 현재 UI는 단순히 기사제목과 기사내용의 일부를 보여주는 형태인데 이를 분류를 나누

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분류 기준은 

사용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뉴스, 사용자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뉴스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단순히 하나의 리스트뷰로 되어있는 뉴스 표시 부분을 파티션으로 나눌 계획이

며, 이 과정에서 UI 디자인을 통해 간단한 꾸미기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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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1. 인원 부족 : 팀 인원은 5명이지만, 취업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실제 개발인원은 3명이기 

때문에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