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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 사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 하고 있어 데이터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패키지가 오늘날 상용화 되고 있다. 상용화되고 

있는 통계패키지를 이용해 본 논문에서는 통계패키지 R을 Model1구조가 아닌 Model2 MVC구조로 적용하여, 웹사이트의 유

지보수와 코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웹 스크래핑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 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사용자

가 분석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검색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설계 및 구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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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수집 도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1,2] 그로 인해 통계패키지들은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되고, 오늘날 우리사회는 

점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기업 경쟁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통계패키지 R은 공개소프트웨어지

만 상용소프트웨어 SAS ,SPSS, Minitab [3] 못지 않게 다양한 

확장성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R기반 웹사이트가 구현되면서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데이터

를 처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되고 있다.[3] 하지만 Model1방식

으로 구현되어 JSP를 통해서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문제점과 코드를 수정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패키지 R을 MVC구조와 연동 하여, 웹에서도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것 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코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데이터 분석내용에 대한 

근원지를 알 수 있게 하기위해, 내용의 출처를 밝혀서 이해도를 높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웹사이트를 설계 및 구현한다.

II. 관련 연구

R과 JSP를 활용해 웹과 연동되는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존재한다. 

R 프로그램을 서버에 설치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요청하면 서버의 R프로그램이 연산을 하여 결과를 

응답해주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R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데이

터를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웹을 연동해서 사용한다. 

이 방식은 웹페이지와의 연동을 위해서 Rserve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구현 된다. Rserve서버의 631포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후, Java프

로그램을 구현 후 JSP가 최종 데이터를 Rserve 객체에 접근하여 

로직을 수행하는 방식이다.[4]

그러나 해당 방식은 MODEL1 방식으로 유지보수와 코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MODEL2 방식인 MVC 

구조를 이용한다. MVC구조는 Model, View, Controller의 세 개의 

컴포넌트로 구분하는 아키텍처로, 유저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

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를 이용해 웹 스크래핑을 

통해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이트를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

III. 설계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R기반 데이터 분석 웹사이트는 R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 후, 분석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보고, 검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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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MVC구조로 웹사이트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웹페이

지와의 연동을 위해서 R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Rserve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Rserve[3]라이브러리는 C, PHP, Java와 같은 개발 언어를 통해 

외부 프로그램과 R을 연동하는 TCP/IP 통신 소켓 서버로써, GPL 

라이선스 정책과 함께 공개된 라이브러리다. 초기화등의 별도의 설정 

없이 통신이 가능하고 통계 연산을 위한 R프로세스의 Back-End 

연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해당 Rserve를 사용하기 위해 rforge.net에서 공개한 Rserve 라이

브러리를 설치 후, Rserve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Java 프로그램

을 구현한다. 구현한 Java를 Rserve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 JRClient 

API를 사용 후 MVC 구조로 구현한다. MVC 구조가 Rserve 라이브러

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pom.Xml에 등록해 웹페이지 연동 설정을 

한다.

연동 후 R에서 제공하는 rvest함수를 통해 html웹페이지 구조를 

파악해 필요한 데이터의 노드를 확인한다. 확인 후 read_html함수로 

해당 주소 html 소스 코드를 웹 스크래핑 해 온다.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 html_node함수를 이용해 data를 분석해 추출 노드 

부분을 찾아준다. 해당 노드에서 html_text 함수를 활용해 text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림1은 해당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온 모습을 

구현한 화면이다.

Fig. 1. Data Collection using R

수집된 데이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이므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가공을 해야 된다. 그림 2와 같이 KAIST에서 제공하는 KAIST 

품사 태그셋 SimplePos09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로 가공을 

시도한다.

그림3에서 제시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해 형태소 태그 

별 인덱싱을 설정한다. 설정 후 str_match함수를 통해 필요한 명사(체

언)만 추출하여, 태그별 인덱싱 부분을 제외한 단어만 저장해 정형화된 

데이터로 가공한다. 가공 후 데이터를 빈도수와 관련하여 내림차순으

로 저장한다.

Fig. 2. KAIST Part of speech set form

Fig. 3. Data Analysis Algorithm

또한 R에서 제공하는 Apriori 알고리즘[6]을 이용하여 지지도,신뢰

도,향상도를 설정을 통해 연관규칙 분석을 시도하여 상관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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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관성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연관어 MAP을 표시 한다.

데이터의 근원지를 파악하고 분석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수집한 데이터 내용과 출처를 표시했지만, 현재 수집된 

데이터에서만 국한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데이터 수집에서 활용해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설계 및 구현한다.

VI.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해 R과 MVC 구조로 

연동하여 구현했다. 그림4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어를 검색하는 

모습을 구현한 화면이다.

Fig. 4. Implementing a website default search page

그림5는 임의로 수집한 뉴스기사 데이터를 IT, BEAUTY, 

TRAVEL 분야 별로 분류해 인기 단어 12개를 보여주는 모습을 

구현한 것으로, BEAUTY 분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Implement BEAUTY Partial Popular Topics Analysis Page

그림6과 그림7은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검색단어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을 구현한 화면이다. 그림6은 해당 단어와 연관성 있는 단어의 

목록을 5개까지 보여준 화면으로, 연관어 단어의 수를 5개,10개,15

개,20개까지로 설정이 가능하다.

연관 단어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연관 단어로 다시 검색이 가능하도

록 구현했다. 

Fig. 6. Implement search word ' product ' analysis page 1

그림7은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단어 데이터 부분을 

추출한 것으로, 웹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한 뉴스 기사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Implement search word ' product ' analysis page2

VII. 결론

본 논문은 R언어 라이브러리 Rserve를 기반으로 MVC 구조로 

구현 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활용해 R 언어로 웹 

스크래핑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KAIST에서 제공하는 품사 

태그셋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로 가공한다. 가공된 데이터를 

Apriori 알고리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연관어 맵을 생성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분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내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하단에 보여준다.

설계된 웹사이트는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데이터 수집에서 활용될 경우 데이터를 하단에 보여줌으로

써, 분석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용자 편리성을 증진시킬 것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310

이라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웹사이트

에 적용 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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