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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로젝트의 목 은 소상공인들을 한 상권 분석, 트 드 분석, 창업 지원 정책 소개, 커뮤

니티 등을 제공하는 빅 데이터 기반의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 인 창업 련 

사이트는 정형데이터를 DB(Data Base)에 장 후 리되는 시스템으로, 이는 사용자 개개

인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수집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희망할 때, 사용자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서

비스 연구에 한 내용이다. 

1. 서론

   최근 정부  각종 공공기 으로부터 추진되는 수많은 

창업지원정책으로 취업 비생 등 사람들로부터 창업에 

한 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 창업에 한 정보를 제

공해주는 련 사이트가 여럿 존재한다. 하지만 방 한 양

의 정보들은 시간순서 로 나열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상

황에 맞는 정보(지역별 정책, 업종별 정보, 유동인구 등)를 

찿기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가능성은 좌지우지된다.

 따라서 본 로젝트에서는 기존 실시간 크롤링(웹 정보 

수집), 정형데이터 가시화, 데이터 마이닝 등 IT기술을 활

용하여 소상공인들에 알맞은 정보들을 빠르게 알려주고, 

분석해주는 솔루션을 다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로젝트에 쓰

인 련 기술, 알고리즘을 서술한다. 

 3장에서는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을 시각화한 방법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정제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임워크의 구조의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로젝트 결

과와 결론  향후과제에 해 기술한다.  

2.  사용 기술  알고리즘

 2.1 크롤링

  컴퓨터 소 트웨어 기술로 웹 사이트들에서 원하는 정  

  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엄청난 분량의 웹문서를  

  사람이 일일이 구별해서 모으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웹 문서 검색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하는 신   

  이를 자동으로 수행해 니다 이 로젝트에서는 창업에  

  한 정책, 지원 등의 공고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   

  등을 크롤링하여 보여 다.

 

[그림 1] 크롤링의 기본 구조

 

 2.2 빅데이터 분석

  2.2.1 데이터 마이닝

   국 상권 데이터, 련 비정형 데이터들의 각각 변수  

   들을 선정, 분석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쟁력, 업종  

   경쟁력, 상권 안정성을 수로 각각 나타낸다. 

    지역경쟁력 수는 사용자들의 희망 지역 시도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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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ype Default Description

responsive Boolean true
컨테이 가있을 때 차트 캔

버스의 크기를 조정

responsiveAnim

ationDuration
Number 0

크기 변경 이벤트 후 새 크

기로 애니메이션을 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        

maintainAspect

Ratio
Boolean true

크기를 조정할 때 원본 캔버

스 종횡비 유지

onResize
Functio

n
null

크기 변경이 발생할 때 호출

됩니다. 차트 인스턴스와 새 

크기라는 두 개의 인수를 가

져옴.

   별·업종을 입력값으로 하여 수식 (1)와 같이 계산되    

  며, 상  수로 나타낸다.

    희망지역시도별상가개수
희망지역구별상가개수

희망지역구개수


     (1)

   업종경쟁력 수는 업종별 상가 개수를 정렬하여 

    수로 수치화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상권안정성 수는 분기별 건물을 기 으로 하여,다

   음 분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수화 하고 수식 (2)와

   같이 계산된다.

          희망지역별상가갯수
희망지역별안정성점수총합

                 (2)

  

  2.2.2 텍스트 마이닝

   사용자의 희망 업종에 한 SNS의 실시간 트윗ㆍ해시  

   태그 등을 크롤링하고 이때, 정·부정· 립에 련    

 된 단어들이 장된 감정 사 을 활용하여 크롤링한     

 SNS 문장들과 비교  분석 하여 감정 그래 를 그린   

 다.

          [그림 2]텍스트 마이닝 과정

   한 희망 업종에 련된 키워들을 모아 순 를 매겨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해 시각화한다.

3  데이터시각화

 3.1 지도 시각화

  Google Maps JavaScript API를 이용하여 상권 치, 

유동인구 도를 시각화한다. 

 상권 정보가 장된 .csv 일에서 좌표정보를 분리하여 

JSON 일로 만들어 장, 로드한다. 로드돤 좌표값을 통

해 상권별로의 치를 지도에 뿌려 다.   

 3.2 그래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라이 러리인 chart.js, d3.js를 사용하여 

상권 치정보를 그래 로 그려 다. 그림.2에서 추출한 

연 성 있는 단어들을 그림.3 으로 보여  수 있다. 

         [그림 3]부동산·임  워드클라우드

[표 1] Chart.js 구성 옵션

4. 임워크

 본 로젝트는 시보드를 활용해 정제된 데이터들을 시

각화하여 보여 다. 시보드가 일반 으로 사용하는 PC

환경에서만의 모습이 아닌, 소형 디스 이의 모바일 화

면에서도 최 화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Bootstrap을 

사용하 다. Bootstrap은 반응형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

게 도와주는 임워크이다. 

5.  결과  결론

 데이터시각화망 지역·업종을 입력하면 그에 한 정보들

이 시보드 상에 표시된다. 소상공인, 비 창업인을 

해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주기 인 크롤링을 통하여 창업

에 필요한 정보·정책들을 보여 다. Google Maps API를 

통해 유동인구, 상권 정보· 치를 시보드 에 지도로 

표시 해주며 지역에 맞는 SNS 이슈 연 키워드를 보여주

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보드에 속한 소상공인, 비

창업자 사이의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다. Twitter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SNS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직종에 한 

연  단어를 가져와 직종에 한 심도에 따른 워드클라

우드를 보여주며, 감정분석한 결과를 수로 보여 다. 희

망 지역이 속한 도시의 희망 업종의 분포, 기간별 추이 등

을 Chart.js, D3.js를 활용, 시각화하여 각종 그래 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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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보여 다. 상권 정보, 유동인구 도, SNS의 감정·평

· 심도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데이터마이

닝을 거쳐 소상공인들에게 창업의 험도를 수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구 했다.

[그림 4] 시스템 기능

  본 로젝트를 통해서 빅데이터에 한 내용에 해 다

양하게 학습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해선 데

이터베이스(SQL, NoSQL), 서버 리, 분석 알고리즘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로젝

트에서는 상권 정보에 한 분석으로 한정 하 으나 앞으

로의 로젝트애서는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변수들 사이의 계에 해 더 공부하고 분석 알고리즘에 

해 공부를 하여 좀 더 효용성과 사용성이 뛰어난 결과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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